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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nergy harvester using piezoelectric elements that is a kind of generator 
which converts the mechanical power to the electric one using windmill system with many PZT 
actuators. In this study, low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the cantilever-type piezoelectric actuator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dvantages of the cantilever use are to take a very large displacement and 
to improve the endurance of the PZT element. The material of cantilever is an aluminum and three 
kinds of cantilever of which size is 150[㎜]×20[㎜]×1.5[㎜], 170[㎜]×20[㎜]×1.5[㎜] and 190[㎜]×20
[㎜]×1.5[㎜] were experimented, respectively. The cantilever was fixed on the vibrator. The 
characteristics of frequency and mass variation of cantilever end part such as 0[g], 5[g], 10[g] are 
investigated. Maximum voltage was outputted at the condition of 150[㎜]×20[㎜]×1.5[㎜] and 10[g] of 
mass.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natural frequency at the larger length of cantilever and at the 
bigger of mass is gotten.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계연구본부

     E-mail : ysn688@kimm.re.kr
     TEL : (042)868-7155  FAX : (042)868-7053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기계연구본부

**  그린산업(주)

1. 서 론

최근 반도체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저전

력형 소자와 모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2010년부터 상용화 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SN은 

어느 곳에나 부착된 태그와 센서노드로부터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지/저장/가공/통합하고 상황인

식 정보 및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하여 언제, 어
디서, 누구나 원하는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기반인

프라이다. USN에서 사용되는 센서노드의 구동을 

위해서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전원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

괴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태양열, 진동, 열, 풍력, 파력 등을 활

용하여 쉽게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와

이어레스(Wireless)방식 에너지수확기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에너지수확기에 관한 연구예로써, 진동에너지

를 손쉽게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압전

소자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대표적인 압전재료



에는 압전세라믹(Pb(ZrTi)O3)과 압전폴리머(PVDF)
가 있다3,4,5).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원 중 응용이 

쉽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바람을 이용

하여 압전세라믹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고자 한다.
바람에 의해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되는 발전효

율을 높이기 위하여 캔틸레버의 고유 진동수가 

진동원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공진을 일으켜야한

다. 본 연구에서는 캔틸레버의 고유주파수를 낮

출 수 있는 방법인 캔틸레버 끝의 무게와 캔틸레

버의 길이를 각각 증가시켰을 때의 고유주파수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따른 전력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바람을 대신하여 유사한 기계

적 에너지를 캔틸레버에 가할 수 있는 실험장치

인 바이브레이터(Vibrator)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1은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장치 및 

측정 장비의 개략도이다.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장치는 캔틸레버

형 압전세라믹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될 때 압전세라믹에서 출력되는 전

압, 전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브

레이터에 일정한 파형을 넣어줄 수 있는 Function 
generator,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일으키

는 Vibrator와 Vibrator용 Amp.(HEV-50), 출력 전

압, 전류 및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기회로와 

이 회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얻는 Power 
analyzer(NORMA4000)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Block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ig. 2는 실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캔

틸레버의 개략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캔틸

레버의 재질은 탄성이 우수한 알루미늄을 사용하

였고, 기판의 크기는 L×20×1.5[㎜]이며, 길이 L의 

크기를 150, 170, 190[㎜]으로 제작하였다. 사용한 

압전소자는 Hard PZT계 Bimorph형 세라믹(PI, 
PL140.10, piezoelectric constant d31= -130×10-12C/N, 
kp = 55%)으로 크기는 45×11×0.6[㎜]이다.

Fig. 2 Schematic of cantilever with a piezoelectric 
element

Fig. 3은 Fig. 1과 Fig. 2에 나타낸 캔틸레버에 

압전소자를 부착한 부분을 바이브레이터에 고정

한 실험 장치 및 측정 장비를 보여주는 사진이

다.

Fig. 3 Photo view of experimental setup

Fig. 4는 압전소자에서 발생되는 출력 전류와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기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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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ical circuit for power measurement

2.2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한 실험방법

실험은 Fig. 2에서 보이는 아크릴 원통을 바이

브레이터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아크릴 원

통과 캔틸레버를 볼트로 고정하여 압전소자를 캔

틸레버 위에 부착한 후 Function generator에 의해

서 캔틸레버에 진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진동주파수 변화에 따라 캔틸레버형 

압전세라믹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캔틸레버 끝에 5[g]와 10[g]의 

분동을 달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캔틸레버의 고유주파수와 출력 전압, 전류, 전

력은 Fig. 3의 실험 장치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캔틸레버의 고유 주파수는 Function 
generator의 주파수를 1[㎐] 단위로 변화시켰을 때 

압전소자에서 출력되는 전압이 최대가 됐을 때 

Function generator의 주파수 값을 고유 주파수로 

결정하였다. 캔틸레버의 길이 및 분동 무게 변화

에 따른 고유 주파수와 입력 주파수에 따른 출력 

전압을 관찰하였고, 압전세라믹에서 발생되는 출

력전력은 Fig. 4의 회로에 있는 1㏁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가변저항의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발생

하는 전압, 전류 및 전력을 Power analyzer로 측

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5는 캔틸레버의 끝 분동 무게 및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고유주파수를 나타낸 것이

다. 무게를 가하지 않을 때의 고유주파수는 각각 

115, 95, 76[㎐]으로 나타났으며, 캔틸레버 끝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고유주파수가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캔틸레버의 고유주파수()는 캔틸레

버 끝에 가해주는 무게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어, 캔틸레버에 무게를 증가 시켰을 때 고유주파

수를 낮출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캔틸레버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고유주파수

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Fig. 5 Natural frequency by change of cantilever 
length and weight

Fig.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종류의 캔틸레

버 끝에 무게를 가하지 않았을 때와 5, 10[g]을 

달았을 때 입력 주파수에 따른 출력 전압을 측정

한 결과이다. 출력전압은 RMS값으로 표기하였고, 
고유주파수를 낮추기 위해 캔틸레버 끝 무게의 

변화에 따라서 고유진동수가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 Cantilever length, 150㎜



b) Cantilever length, 170㎜

c) Cantilever length, 190㎜
Fig. 6 Output voltage characteristics by weight variation

Fig. 6의 a)부터 c)까지의 실험결과, 캔틸레버의 

길이와 끝 무게의 변화에 따라서 고유주파수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고유주파수가 2번 나타

나는 것이 보였고 둘 중에 높은 고유주파수보다 

낮은 고유주파수일 때 더 큰 출력전압이 나타났

다. 하지만, 고유주파수가 낮아지면 출력되는 전

압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a)의 결과를 

제외한 b)와 c)의 경우에는 출력전압이 낮아지고 

있다. b)와 c)의 경우 캔틸레버의 길이가 적절하

지 못하였거나 RMS값의 특성에 의해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의 a)의 검은색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처

럼 출력전압의 크기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바이브레이터가 상하로 움

직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외부와 부딪

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ig. 7과 Fig. 8은 캔틸레버 끝에 무게를 달아놓

지 않았을 때와 10[g]을 달았을 때 각각의 캔틸레

버에 가하여진 고유주파수는 115[㎐]와 44[㎐]이
고, 이때 측정한 출력전압 및 전력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Fig. 7 Variation of measured output voltage 
by electrical load

Fig. 8 Variation of measured power
by electrical load

가변저항의 저항값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전압

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졌으며, 저항값이 각각 

199.5[Ω], 205.4[Ω]일 때 최대 파워를 얻을 수 있

었으며, 이 부분에서 전기적 임피던스 매칭이 일

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9는 “Frequency Tuning of Unimorph 

Cantilever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위의 연

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나타냈다. 하지만, 압
전소자의 크기, 압전상수, 전기-기계결합계수와 



캔틸레버의 재질, 크기 및 캔틸레버 끝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아 비교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발

생하였다. Fig. 8에 나타낸 실험결과와 같이 캔틸

레버 끝에 무게를 달았을 때보다 무게를 달지 않

았을 때가 높게 나왔지만, Fig. 9의 결과는 정반

대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의 서술자가 비교분

석한 결과는 캔틸레버 끝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출력되는 전력량이 감소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g. 9 Result of “Frequency Tuning of Unimorph 
Cantilever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6)

4. 결 론

본 연구는 캔틸레버의 고유주파수를 낮춰 적은 

바람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하

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캔틸레버 끝의 무게와 

캔틸레버의 길이를 각각 증가시켰을 때 고유 주

파수가 낮아지면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거나 낮아

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부저항 값에 따라

서 출력되는 전력값이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

다. 캔틸레버의 끝 무게와 길이 두 조건을 적절

하게 조절하거나 외부저항값을 적절하게 조절하

여 사용한다면 효율이 좋은 에너지수확기가 개발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에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던 야생동물 추적시스템, 오지의 생태관찰시스

템 및 USN과 같은 시스템에 캔틸레버형 압전에

너지수확기를 적용한다면, 배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전원을 사용함으로서 현재 겪고 있는 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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