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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너지하비스팅이란 도시와 자연 환경 속에 상시 존재하지만 진동, 열, 빛 등과 같이 버려지는 에너

지 소스로부터 전기를 수확하는 것으로 대용량 발전소와는 다른 신개념의 전기 수확 기술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들 중에서 압전 원리와 전자기 유도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비스팅 블록에 대한 발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 하비스팅 블록의 주택・도시 분야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랩스케일 PZT 기반 다층 에너지 하베스터의 현 발전량을 평가하

여 제시하였고, 증폭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에너지 블록의 발전성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제시하였

다. 또한 개발된 에너지 블록과 기존 상용 제품과의 발전성능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개발된 에너지 블

록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1. 서 론

현재 에너지하비스팅 연구는 에너지 수확원별로

에너지를 수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압전, 전자기장, 열전 및 광전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에너지하비스팅 시스템

을 갖춘 구조물의 설계, 해석, 평가 및 유지관리 등

의 연구는 차량의 운동 에너지 하비스팅을 위한 압

전소자 활용 기초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미국은 태

양전지패널을 이용해 에너지를 수확하는 솔라로드라

는 도로 포장체의 공학적 개념설계가 수행되어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

나 기존의 에너지수확 기술은 발전장치의 소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발전수확 용량이 마이크로(µW~mW)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용도 또한 센서 및 초소형 전

자기기 등의 전원 공급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

어 수확된 에너지를 대용량급으로 도시․주택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넓은 면적)의 에너지 소자

를 설치해야하는 단점 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

시․주택에 요구되는 매크로(수~수백 W) 수준의 전

력을 수확할 수 있는 전력 증폭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하비스팅 기술 중 미관용 에

너지 블록에 대한 증폭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lab-scale)의

다층(multi-layer) 에너지하비스터의 현 발전수준을

평가한 후, 증폭기술이 적용된 프로토타입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발된 프로토타입 모듈의 발전성능을 평

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에너지 블록과 기존 상용 제품과의 발전성능 비교

실험을 통해 개발된 에너지 블록의 우수성을 입증하

고 향후 에너지 하비스팅 블록 모듈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층 압전 하베스터의 현 수준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규모(Lab-scale) 다층(multi-layer)

PZT 소자의 압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PZT 기반 압전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는 3개 층(layer)으로 적층되어 있으며, 제작크기는

40mm×50mm×0.35t이다. 또한, 정전용량은 1302 nF,

at Frequency 1kHz, Test Signalevel 1V,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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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Mode는 Parallel이다. 기저판(substrate)은

SUS 430이 사용되었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캔

틸레버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정 면에서 PZT 압전소자 측, 단부까지의 거리(0,

2, 5, 10mm)와 PZT 부착 기저판의 두께(0.4t, 0.8t)를

시험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림 1] Lab-scale multi-layer 압전수준 성능평가 개요

실험실규모(Lab-scale)의 다층(multi-layer) PZT 소

자의 현 압전수준 평가결과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2mm 거리와 0.4mm의 기저판 두께 시험편

에서 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PZT 소자가

고정판에 가깝고, SUS 기저판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

응력과 D31모드의 변형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전에너지 소자레벨에서 3-layer PZT의 발

전성능이 0.04mW에 불과하여 출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증폭기술은 다양한 에너지하

베스팅을 하이브리드로 구성하는 방식, 다층(multi-layer)

PZT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식, D31 휨 변형모드를

증폭시키는 구조 적용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a) 출력 전력

(b) 출력 전압

[그림 2] 실험실 규모의 다층 압전수준 성능평가 결과 

4. 하이브리드 에너지하비스팅 프로토타입의 발전성능 
평가

그림3은 앞에서 제시한 발전량 증폭기술을 적용하

여 개발한 에너지 하비스팅 블록의 프로토타입을 보

여준다.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압전파트의 금속기저

판에 PZT 소자를 캔틸레버이며, 끝단에 팁 매스를

결합되었다. 또한 프로토타입은 압전원리를 이용한

에너지 하비스팅 기술과 전자기유도 원리를 이용한

에너지하비스팅 기술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다.

[그림 3] 에너지 하비스팅 블록 프로토타입 (개발모델)

그림 4는 프로토타입 하베스터의 발전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사진이다. 평가할 하베스터에 힘을 가하

면 압전체가 변형되고 전자기방식 적용시, 코일속에

전자속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정류회로에 의한 정

류와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저항을 연결한 후

오실로스코프로 전압을 측정하여 시간-출력량 그래

프를 작성하였다. 실험 5, 7, 9번은 1개 기판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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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캔틸레버(1개 기판), 양면 압전 캔틸레버(1개

기판), 면적증가 방식 증폭 캔틸레버(8개 기판, 단

면)의 발전성능 평가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다층 PZT 단면부착이 양면부착에 비해

발전효율이 약 1.09배 우수함하며, 면적증가에 의한

이론적 증폭효과는 손실없이 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1, 2, 5번의 결과로부터의 전자기 파트의

발전효율은 압전파트 대비 9%에 불과함을 알 수 있

으며, 캔틸레버 타입의 구조에서는 전자기 방식에

비해 압전방식이 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PZT

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부착한 하이브리드 파트의

발전효율을 1개 기판 당 발전성능으로 환산 해 볼

때, 양면의 경우 0.63mW/1기판, 단면의 경우

1.73mW/1기판으로 계산되고 단면 부착이 양면 부착

에 비해 약 2.73배로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면부착에 비해 단면부착이 효과적이

지 못한 이유는 양면 부착에 따른 기저판의 강성증

가로 인해 인가되는 진동의 가속도 레벨에 큰 영향

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 프로토타입 하베스터 발전성능 평가 실험

[그림 5] 프로토타입 하베스터 타입별 발전 성능 평가 결과

5. 기존 상용제품과의 발전성능 비교

기존제품과 본 연구에서 개선한 프로토타입 에너

지블록의 발전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볼-드롭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방식은 평가할 하베스터에

힘을 인가하기 위하여 50cm 높이에서 볼(1kg)을 낙

하시키고, 낙하에 따른 충격력과 진동발생을 동시에

유발시킴으로써 발전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

림 6). 이 방식도 정류회로에 의한 정류와 발전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저항을 연결 한 후 오실로스코프로

전압을 측정하고, 시간-전력 그래프를 적분하여 전력

값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7

는 볼-드롭 실험을 5회 실시하여 전압을 측정한 결

과를 보여주며, 그림 8은 각 측정전압을 통해 시간-

전력 그래프를 작성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6] 볼-드롭에 의한 발전 성능 평가 실험

[그림 7] 볼-드롭 방식 5회 측정 전압

[그림 8] 시간-전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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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사양에 대한 성능평가는 볼-드롭 방식에 의

한 것과 4Hz 가진시 발전성능 평가로 수행하였다.

4Hz 1회 가진시 충・방전시간은 6초이며, 1초당 전

력 발생량은 6.1345mW/s이며, 1시간 충전 시에

22.0842W/h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9). 단, 송전 및 승압과정에서의 손실, 시스템 대

기전력상에서의 손실, 저전력 인버터로 전환시 손실

등 적잖은 에너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

선사양에 대한 평가결과는 기존 압력방식과 비교할

때, 볼-드롭 방식의 경우는 505.34%, 4Hz 가진력력

에 의한 평가의 경우는 273.96%의 높은 효율을 나

타내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이상적 평가방식에 의해 산술적으로 계산된

최대치임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의 경우에는 일정치

않은 진동인가와 전력손실율에 따라 제시한 수치보

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9] 개발 제품 vs 기존 압력 방식 에너지 블록 제품 발전 
성능 평가 비교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도시․주택 적용 미관용 에

너지블록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다양한 방식

의 평가실험을 통해 발전성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압력방식의 에너지블록과의 발전성능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에너지블록은 다층

(multi-layer) PZT 부착 캔틸레버 구조, 휨변형 유

도홀의 도입을 통한 D31(휨 변형) 모드 변형 증폭구

조, 하이브리드 방식(압전방식+전자기유도방식) 구조

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개발된 에너지블록은

기존 압력방식 에너지블록에 비해 충전 및 발전성능

(274%, 505%)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발전성능 평가시 인가되

는 진동이 실제 진운용중에 인가되는 진동과 상이한

이상적 진동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운용 중의

진동인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발전성능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너지 하비

스팅 블록을 도시․주택 분야의 조명등, 미관용 에

너지 징검다리 등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과 발전성능을 절충한 모듈구조의 합리화 기술이 필

요하며, 에너지 변환소자와 저장소자간 에너지관리

를 위한 EMIC(Energy Management IC) 기술과 전

원모듈로부터 응용 서비스로 공급되는 전력관리를 위한

PMIC(Power Management IC) 등의 시스템 기술의

접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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