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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비행체를 비롯한 여러 항공우주 무기체계는 운용 중

에 다양한 진동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도한 진동,
현상은 조종사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고가의

탑재 전자 장비 및 기기의 수명을 급속히 단축시키고,
기총이나 미사일 등 무기 체계와 탐색 장비 등의 지향

정밀도를 저하시켜 군 작전 수행 범위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기체 구조의 피로 파괴 유압[1,2]. , ,
계통의 비정상 작동 전자 장비의 불완전 접속 등을 유,
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항공 무기 체계의 파손,
을 초래해 심각한 전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비행체에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은 엔진 프로펠러 등,
에서 발생하는 진동원이 기체의 진동 전달경로에서 충분

히 차단되지 못한 채 캐빈 내부와 주요 탑재 장비에 전

달되는 경우와 기체 주변의 공기력에 의해 기체가 가진

되어 발생하는 공력탄성학적 진동 문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3].
전자의 경우 진동원 자체의 발생 진동 수준을 낮추거,

나 진동전달경로에 진동저감 차단을 위한 마운트 방진, / ,
재 능동 방진 및 차폐기구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의 비행체는 디지털 전자 항법 장.
비 및 영상 장비 등 각종 첨단화된 탐색 장비를 장착하

고 있다 이러한 탑재 장비는 그 성능에 비례하여 허용.
진동 수준 등 장착 조건도 점점 엄격해 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진동 차폐가 항공 무기 체계의 성능 향,
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동적인 진동 차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능

동 진동 차폐 기술이 요구된다[4].
공력탄성학적 진동 제어의 경우는 비행체의 운용 범

위를 증가시키고 진동으로 인한 피로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기존의 능동 공탄성 제어 기술은,
서보 밸브 유압 작동기를 이용한 조종면의 제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작동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a . 다단계의 에너지 변환 (mechanical , hydraulic,
electrical)
b. 많은 구성품 (potential failure sites, large weight
penalty)

유압 네트워크의 취약성c.
주파수 밴드의 제약d. (low frequency band only)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재료를 활용하면,
위와 같은 단점들을 상당히 극복한 작동기 개발이 가능

하다 전기 에너지가 직접 작동기 내부에서 고주파수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되므로 에너지 전달 경로를 단순화

시켜 중량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

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체상태 작동. (Solid state
의 경우 단위 중량 당 발생하는 일률 에너actuation) -

지 밀도 이 매우 커 항공우주 분야와 같이 중량절감- ,
이 매우 중요한 분야에 특히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재료 중 빠른 응답속도 넓은,
주파수 대역 및 큰 힘을 유발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압전 재료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사용한 능동 진동 제,
어 사례 및 기초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압전 액튜에이터II.
개 요1.

압전재료 액튜에이터를 이용한 능동 진동 제어

사례 조사 및 기초연구- -

(Active vibration control using piezoelectric actuators)

한재흥 강래형 신원호,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전공

요 약

항공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탑재 장비에 전달되는 하중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공력 가진에

의한 기체 진동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동적 또는 반능동적 진동 제어 방식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외부 환경 또는 시스템 구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능동 진동 제어 방식이 요,
구된다 최근 항공무기체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현상을 능동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압전 액튜.
에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 액튜에이터를 사용한 능동 진동 제어.
사례 조사 및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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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와 형제에 의해 수1880 Pierre Curie Jacques Curie
정 에서 처음으로 압전성 이 발견(quartz) (piezoelectricity)
되었다 압전성이란 단어는 압력 과 전기. (piezo)

란 그리스어에서 합성되었다(electricity) .
그림 에서와 같이 압전 재료는 기계적 응력을 받았1 ,

을 때 그 재료가 응력에 비례하여 전기장을 발생시키

는 순방향 효과 와 반대로 전기장이 재료(direct effect)
에 가해질 때 변형을 일으키는 역방향 효과(converse

가 존재한다 따라서 압전 재료의 순방향 효과effect) . ,
를 이용하면 센서로 사용 가능하며 역방향 효과를 사,
용하면 액튜에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 D irect piezoelectric effect 

(a) Converse piezoelectric effect 

그림 1. Piezoelectric effects.

압전 액튜에이터의 장점2.

에너지 변환이 용이하다a. .
적은 부피로 큰 힘을 발생시킨다b. .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 가능 하다c. (~100 MHz) .
높은 정밀도 를 가진다d. (~1 ) .㎛

마찰이나 마모가 없어 수명이 반영구적이다e. .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f. .

압전 액튜에이터의 단점3.

대변형을 발생시키기 힘들다a. .
취성이 강하다b. .
고전압을 가해야 한다c. .
히스테리시스 및 크리핑 현상이 존재한다d. .

압전 액튜에이터의 실제 적용 방안4.

앞서 기술된 장점으로 압전 액튜에이터는 항공 우주, ,
군사 스포츠 분야에서 작동기로 널리 응용되고 있다 하, .
지만 유발되는 변위가 작아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변위

증폭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2).

그림 2. Active materials offer direct conversion of
electrical energy in high frequency linear motion with
displacement amplification[4].

능동 진동 제어 사례 조사III.
공력 가진에 의한 공탄성 특성을 능동적으로 제어하

기 위한 연구 사례를 살펴 보면, PARTI (Piezoelectric
프로그램Aeroelastic Response Tailoring Investigation)

에서는 그림 에 보인 것과 같은 길이(1991-1996) 3 4 ft
의 세미 스팬 날개에 많은 압전 세라믹 패치를 부착하여

의 에NASA Langley TDT(Transonic Dynamic Tunnel)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도의 플러터. 12%
동압 증가 및 돌풍에 의한 모멘트를 정도 감소시킬75%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5].

그림 3. PARTI Scaled Wing for wind tunnel test[5].

ACROBAT (Actively Controlled Response of Buffet
프로그램에서는 의 축소 모Affected Tails) F/A-18 1/6

델을 이용하여 그림 에 보인 것처럼 고받음각 기동시에4
박리 및 와류에 의해 발생하는 에 의한 꼬리 날개Buffet
의 과도한 진동을 꼬리 날개에 부착된 압전 세라믹 패치

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를 바[6].
탕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개국은 합동 과제로/ / 3

수직 꼬리 날개 그림 의 응F/A-18 Full model ( 5) Buffet
답 저감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7],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 상태에서 약 의 진동 레벨60%

의 감소를 에서도 이상의 진동(PSD) , Worst-case 10%
레벨 감소가 가능하며 이는 기체 피로 수명을 배 이상, 2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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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ail buffeting of aircraft.

그림 5. Full model tail wing.

와 은 그림 과 같이 스토어를 장착한 고Gade Inman 6
성능 전투기의 플러터 억제를 위해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스토어를 장착한 전투기의 날개. Gbu-8/B F-16
스토어 플러터 모델의 능동 플러터 제어에 대해 수치/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고 압전 재료를 이용한 선형 액튜,
에이터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작동기는 얇은 원형 평판.
이 복층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평판의 굽힘이 작동기의

축방향 변위를 유발시키는 방식이다[8,9].

그림 6. Wing/store piezostrut arrangement.

와 공대를 중심으로 그림 과 같이 압MIT Maryland 7
전 섬유 작동기를 헬기의 로터 블레이드에 적용시켜 진

동을 감소시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압전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압전 세라믹이 잘 깨지는 단점을 극복하였

다 로터 블레이드 속에 삽입하는 일체형 작동. (integral)

기는 연속적인 변형을 가해 헬기의 공력탄성학적 특성을

좋게 하면서도 항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림 7. Integral twist actuation concept[10].

또한 그림 과 같이 적층형 압전 작동기와 지렛대 원, 8
리를 이용한 이산형 압전 작동기 작동기- X-frame -
를 로터 블레이드의 뒷전 에 적용하여 일(trailing edge)
체형과 동시에 성능 향상을 꾀하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

다[11].

그림 8. Discrete piezoelectric actuator for trailing edge
of rotor blade.

대학의 에 의해 과Michigan Diann Brei[12,13] C-block
작동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recurved ,

작동기는 플랩을 구동시키기 위해 변위를 증폭하는 메커

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림 9. C-block actuated active f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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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나타낸 작동기는 압전 튜브를 잘라9 C-block
서 자 형태로 제작한 형태이며 작동기는 바S , recurved
이모프 작동기와 유사하나 그림 과 같이 자 형태의10 S
모양을 가지도록 분극화 되어 있다 두 작동기를 이용해.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한 결과 도 정도의0-40Hz 15-25
플랩 변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0. Recurved actuator active flap.

아래 그림은 사에서 개발한 스마트 스킨MSI (smart
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전투기 날개나 잠수함 날개skin)

의 표면 진동을 감지 및 제어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높이

려는 시도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림 11. Smart skin concept made[14].

그림 는 여객기 외부의 소음이 내부에 전파되지 못12
하도록 압전 재료를 이용하여 소음 제어하는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여객기 내부의 소음을 줄.
여 쾌적한 여행을 제공하려는 필요에서 이러한 내부 소

음 제어 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interior noise control) .
아래의 그림에서 형 압전소자는 형 압전chess 17 %, line
소자는 의 소음 저감 효과를 보여 압전소자의 패턴22 %
이 소음 제어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압전 소자의 패턴의 배치는 패널 플러터 억제(panel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flutter suppression)
한 최적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15].

 

(a) 

(b) 

그림 12. Piezoelectric actuator configuration: (a)chess
and (b)line[15].

팽창형 구조물은 발사 당시에 부피를 줄여 우주 공간

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런 구조물은 팽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해 적절한 진동 제어가 필요하다.
그림 에는 연구 센터에서 개발한13 NASA Langley

작동기를 부착한 팽창형MFC(Macro Fiber Composite)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에 제어 결과를 나타내었, 14
으며 진동 수준이 급격히 줄어듦을 알 수 있다[16].

그림 13. Smart inflatable-rigidizable strut folded(left);
deployed(right).

그림 14. Smart inflatable strut active damp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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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국에서는 압전 세라믹 작동기를 이용하여 항공우주 무기

체계의 다양한 진동 문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으며 일부 실험은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 .
러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압전 세라믹 재료는 주로,
패치형 단일 압전 세라믹으로서 비교적 큰(monolithic)
작동 응력을 발생시키지만 매우 작은 변형률 때문에 판

및 쉘 구조에만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

정이며 압전 세라믹 패치의 작은 변형률과 취성,
이 응용 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Brittleness)

져 있다.

능동 진동 제어 연구IV.
이번 절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압전재료 액튜에이터를

사용한 능동 진동 제어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간.
단한 보 구조물에서부터 평판 날개 형상의 구조물에 이,
르기까지 압전재료 액튜에이터가 효과적으로 능동 진동

제어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판의 진동 제어1. [1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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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specimen.

알루미늄 평판 그림 의 다중 모드 제어를 위하여( 15)
제어기를 사용한 실험LQG(Linear Quadratic Gaussian)

을 수행하였다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로 외인성 패브리. -
페롯 간섭계 를 사용하였으며 진동을 억제하는 제(EFPI)
어기로 작동기를 사용하였다 제어 대상인 평판 구PZT .
조물의 수학적 모델은 시스템 식별을 이용하여 구하였

다 설계된 제어기는 보드 를 사용하여 구. DSP (DS1102)
현하였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정상상태 응답과 시간 영,
역에서의 과도 응답을 통해 제어 성능을 살펴 보았다.

우선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랜덤 가진을 하면,
서 발생된 센서 신호를 제어기에 입력하여 생성된EFPI
제어 신호를 랜덤 신호에 더하여 고전압 앰프를 거쳐

작동기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PZT .
그림 은 실험을 통해 측정된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16
내고 있다 세 모드에서 의. -20.5 dB, -16.2 dB, -15.7 dB

진동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센서와 작동기를 사용하여 세 모드의 진동이EFPI PZT

성공적으로 저감됨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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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xperimental frequency responses of the
uncontrolled and the controlled systems.

패치형 감지기를 사용한 진동 제어2. [18]

glass tube adhesion

broken end

I
1

I
2

I
0
 (input intensity)

I (output intensity)

Direction detector (PZT)

그림 17. Schematic diagram of a sensing-patch.

그림 에서는 외인성 패브리 페롯 간섭계 를17 - (EFPI)
이용한 패치형 감지기에 대한 도식을 나타내었다 패치.
형 감지기는 와 작동기를 부착한 형태이며 큰EFPI PZT
변형률 측정시 가 가지는 신호 왜곡 현상을 로EFPI PZT

부터 방향성분을 얻어냄

으로써 정확한 변형률 측

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18].
그림 에 나타낸 복합18

재 보 구조물(graphite/
epoxy   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제어력

을 가하기 위한 압전 작동

기와 앞서 제시한 패치형

감지기를 제작하여 고정,
단으로부터 상단에4 cm
부착하였다.

압전 재료의 히스테리

시스 거동이 위상 누적 기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

다 일반적으로 압전 재료.
의 경우 감지기로도 많이

Tip Mass

(Modified system)

Displacement

Sensing Point

200 mm

20 mm

90 mm

Sensing Patch

(EFPI sensor & PZT)

Strain gage

PZT

(Actuator)

Clamped

40 mm

그림 18. Schematic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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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으나 히스테리시스 거동을 나타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의 왼쪽 그림은 실험을 통해 얻은 일. 19
반적인 압전 재료의 히스테리시스 거동으로 수 에서 수Hz
백 에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변형에 따른 응답을 나Hz PZT
타낸 것이다 또한 그림 의 오른쪽 그림은 변형률에 대한. 19

응답의 변화률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위상 누PZT
적 기법의 경우 압전 재료로부터 변형률의 부호 성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거동에 대한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0.5 0.0 0.5 1.0

-1.0

-0.5

0.0

0.5

1.0

-1.0 -0.5 0.0 0.5 1.0

-1.0

-0.5

0.0

0.5

1.0

 P
Z

T
 (

V
)

Strain (Structure)

D
if
f.

 P
Z

T
 (

V
)

Diff. Strain

그림 19. Hysteretic behavior of piezoelectric material.

패치형 감지기와 위상 누적 기법을 통해 얻은 신호를 기

초로 하여 구조물의 진동 제어를 수행하였다 퍼지 제어기.
와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PPF(Positive Position Feedback)
어기 성능을 살펴보았다 이 때 제어기는 구조물의 공. PPF
진 주파수로 설계 하였다 제어 결과는 그림 에 나타내었. 20
으며 두 제어기 모두 진동 수준을 절반 이상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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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ontrol results based on phase tracked signal
(a) PPF control (b) Fuzzy logic control.

와류유발진동 제어3. [19]

E1 =119 Gpa,
E2 =8.67 Gpa,
G12 =5.18 Gpa,
ν12 = 0.31,

thickness = 0.125 mm,
lay-up : [07/902]s,
ρ=1550 kg/m3,
실린더 질량 = 26.681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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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up : [07/902]s,
ρ=1550 kg/m3,
실린더 질량 = 26.681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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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omposite structure with cylinder.

와류 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하(vortex)
여 그림 과 같은 시편을 제작하였다 보 구조물은21 . ㈜

한국화이바 사의 그래파이트 에폭시CU-125 NS /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작동기는(graphite/epoxy)

사의 를 사용하여 에폭시 접착제로Fuji ceramics C-82
복합재 시편의 표면에 부착하였다 와류 흘림을 일으키.
기 위해 실린더를 시편 끝단에 고정시켜 실험을 수행하

였다.
풍속을 8.5 m/s~ 범위에서 씩 변화11.0 m/s 0.5 m/s

시키며 실험한 결과 인 경우에는 와류 흘림에 의9.5 m/s
한 진동이 나타나지만 그 외의 속도영역에서는 규칙적,
인 조화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는 풍속이 인 경우 제어기 사용 유무에 따른22 9.5 m/s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PPF

이상의 진동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25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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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PF control result in wind tunnel test
(pow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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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형상 구조물의 진동 제어4. [20,21]

[ Unit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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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omposite flat plate wing model.

그래파이트 에폭시로 복합재 날개 구조물CU-125 NS /
을 제작하고 구조물 표면에 센서로 사용하기 위한,

와PVDF FBG(Fiber Bragg Grating) Sensor(λ B =
를 각각 하나씩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1546 nm)

착하였다 또한 제어 작동기로 사용하기 위해. Fuji
사의 압전 세라믹을 에폭시 접착제를 이Ceramics C-82

용하여 날개의 표면에 두 개를 부착하였다 그림 에. 23
날개 모형의 형상도를 나타내었다.

날개의 속도에 따른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센서를 네 곳에 측정하도록 사용하였다 레이져 센서.
두 개를 사용하였으며(LB-301, KEYENCE) , PVDF

를 하나 사용하였다 도 날개 뒤면에sensor . FBG sensor
부착하여 측정 센서로 사용하였다 센서의 감지 위치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풍속은 에서 간격23 . 10 m/s 0.5 m/s
으로 까지 측정하였다17 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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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lutter suppression result at U∞=17m/s.

플러터 저감을 위해 센서와 압전세라믹 작동기FBG
를 사용하였고 보드를 사용하여 신경망 제어기를, DSP
구현하였다 풍속 이상에서 신경망 제어기를 이. 15 m/s
용한 제어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림 는 풍속, 24 17.0 m/s
일 때의 제어 전 후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 .
기를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선형성(non-linearity)
에 따른 플러터 모드의 배수 성분들이 큰 피크들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어기를 사용함으로써. 17 Hz
의 피크가 약 정도 줄어들고 배수 성분들도 줄어40 dB ,
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유사한 실험으로 그림 와 같이 후퇴각을 갖는 날개25
모양의 알루미늄 평판에 작동기를 부착하고PZT H2와
합성 제어기법을 사용하여 플러터 제어 실험을 수행하μ

였다 그림 에는 풍동 실험시 시편과 풍동의 모습을. 26
나타내고 있다 풍동 실험을 통한 제어 결과 플러터 속. ,
도를 정도 증가시킴을 볼 수 있었다10% .

그림 25. Configuration of the test model.

그림 26. Photograph of the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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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V.
최근에는 항공무기체계의 성능 향상과 유연성을 꾀하

기 위해서 능동 진동 제어 방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재료 액튜에이터를 사.
용한 항공우주무기체계의 능동 진동 제어 사례를 조사하

고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관련 기초 연구를 소개하였다.
빠른 응답속도 넓은 주파수 대역 및 큰 힘을 유발하,

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압전재료는 큰 변위를 내지 못하

여 사용에 제약이 따라왔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자들. ,
에 의해 실제 항공우주 구조물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보고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압전재료 액튜에이터.
의 자체 형상을 곡면으로 설계함으로써 유발되는 변위를

크게 만들거나 적층형 작동기와 같은 큰 힘을 내는 구,
조에 레버와 같은 증폭 메커니즘을 적용해 변위를 증폭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압전효과를 높이.
기 위하여 전극패턴을 새롭게 한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본 연구실에서는 실험실 차원에서 평판이나

쉘 구조물에 압전재료 액튜에이터를 적용시켜 효과적인

제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보다 실제적인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작동기의 성능 개선 및 효과적인 변

위 증폭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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