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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elf-Reset Zero-Current Switching (ZCS) Circuit for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The

Self-Reset ZCS circuit minimizes the operating current consumed by the voltage comparator, thereby reduces the power

consumption of the energy harvesting circuit and improves the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by adding the self-reset

function to the comparator. The Self-Reset ZCS circuit shows 3.4% of improvement in energy efficiency compared to the

energy harvesting system with the conventional analog comparator ZCS for the output/input voltage ratio of 5.5 as a

result of circuit simulation. The proposed circuit is useful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wearable and

bio-health-related harvesting circuits, where low-power and energy-efficient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is needed.

요 약

본논문에서는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위한 자가 리셋(self-reset) 기능을 갖는 영점전류 스위칭(Zero-Current Switching)

회로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는 전압비교기 회로에 자가 리셋 기능을 추가하여 전압비교기

의 동작전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하베스팅 회로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회

로 시뮬레이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전 전류 스위칭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한결과, 열전에너지 하베스

팅 회로의 출력전압-입력전압 비가 5.5 일 때, 기존의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이용한 하베스팅 회로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논문의 하베스팅 회로의 전력효율이 3.4%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응용 중에서 특히저전력과 고에너지 효율 특성이 중요한 웨어러블, 바이오 헬스 관련된 하베스팅 회로의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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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회로는 열전소자가 발생하

는 전압과 전류를 전자회로에서 사용 가능한 전압

과 전류로 변환하는 전력변환 회로를 의미하며 배

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바이오헬스, 웨어러블, 인체

삽입형 응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4]. 배터리 없

는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열전에너지 하베

스팅 회로 설계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

나는 저전력 소비와 높은 에너지효율 특성이다.

높은 에너지효율을 갖는 전력변환 회로의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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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boost converter circuit with thermoelectric

generator.

그림 1. 열전 소자용 부스트 컨버터 회로도

있어서 파워 게이트를 정교하게 컨트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파워 게이트의 컨트롤을 정교

한 타이밍에 하지 못하면 출력전력이 하베스팅 회

로로 역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력전

력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영점 전

류 스위칭(Zero-Current Switching, ZCS)이 사용

된다[3], [8]. 영점 전류 스위칭에는 아날로그 방식

의 전압 비교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delay 라인을 이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

는데, delay line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에 delay

line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정교한 타이밍 컨트

롤을 위한 복잡한 디지털 회로가 필요하다는 문제

가 있다[3], [5]. 전압 비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컨

트롤 회로는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전압 비교기의 동작전류 소비가 크다는 문

제가 있다[6], [7].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전압 비교기를 사용하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의 문제인 과다한 동작전류

를 감소하기 위한 자가 리셋 방식의 전압 비교기

회로를 제안하고 이를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에 구

현하여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회로의 전력변환효율

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Ⅱ. 본론

그림 1은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일반적인

boost 전력변환 회로의 스케매틱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열전소자는 전압 Vth와 저항 Rth의 테브닌

등가회로로 모델링하였다. 열전소자를 open-circuit

조건에서 동작시킬 때, 열전소자의 전압은 Vth이고

만약에 short-circuit으로 동작시키면 그때의 전류

는 Vth/Rth가 된다. 그림 1에서 Vteg는 열전소자

의 출력전압을 나타낸다. Vdrain과 Vout은 NG의

drain 전압과 하베스팅 회로의 출력전압을 나타낸

다. Cin과 Cout은 각각 하베스팅 회로의 입력, 출력

커패시터이다. L은 boost 변환 회로의 인덕터를 나

타내고 PG와 NG는 각각 PMOS와 NMOS 파워게

이트를 나타낸다. Rload는 전력변환 회로의 부하저

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PG와 NG는 각각 NG_CLK

와 PG_CLK에 의해서 구동된다.

그림 2. (a)와 그림 2. (b)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

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사용할 때의 인덕터 전류

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a)는 영점 전류 스

위칭을 하지 않을 때의 PG_CLK과 이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이때의 PG_CLK 신호는

NG_CLK과 동일한 신호로 인가된다고 가정하였

다. 그림 2.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G의 turn-on

시간이 인덕터의 역전류가 흐를 수 있을 정도로 길

어지면 역전류에 의한 출력전력의 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점 전류 스

위칭 동작을 수행하면, 그림 2. (b)와 같이 역전류

발생이 시작하는 순간을 센싱해서 PG를 turn-off

시키므로 역전류가 발생하지 못한다.

역전류 방지를 위한 영점 전류 스위칭 방법은 서

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날로그 방식의 전압 비

교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디지털 방식의 delay 라인

을 이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논

문에서는 면적 소비가 큰 delay line을 사용하지 않

고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의 컨트롤 회로를 간단하

게 구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 비교기 방식의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비

교기 방식의 문제인 과다한 동작전류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자가 리셋 기능을 갖는

비교기 회로를 제안한다. 자가 리셋을 설명하기 위

해서 먼저 아래의 식 (1)은 영점 전류 스위칭의 동

작을 구현하기 위한 NG가 켜져 있는 시간 (τN)과

PG가 켜져 있는 시간 (τP)의 관계를 나타낸다[3].




 


(1)

식 (1)에 따라 NG_CLK의 duty ratio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서 NG의 게이트가 구동된다. 그러나 영

점 전류 스위칭을 위한 PG_CLK의 신호를 정확한

타이밍에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Vdrain과 Vout을

비교하여 Vdrain이 Vout보다 낮아지는 순간을 감

지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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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Block Diagram of PG_CLK Controller

(b) schematic of self-reset voltage comparator circuit.

그림 3. (a) PG_CLK Controller의 다이어그램

(b) 자가 리셋을 갖는 전압 비교기 회로

Fig. 2. (a) Waveform of inductor current without ZCS

control circuit (b) Waveform of inductor current with

ZCS control circuit.

그림 2. (a) ZCS를 사용하지 않는 boost converter의 인덕터

전류 파형 (b) ZCS를 사용한 인덕터 전류 파형

Boost converter 동작 중에 PG가 켜져 있는 시간

은 아주 짧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Vdrain과 Vout

이 역전되는 순간을 감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

압 비교기를 turn-off 할 수 있으면 아날로그 전압

비교기의 문제점인 과다한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3. (a)에서 본 논문의 자가 리셋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나타낸다. 기존 전압 비교기와 동일

하게 Vdrain와 Vout을 비교하여 역전류가 발생하

는 시점을 찾아서 이 시점에서 falling edge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를 감지하여 SR latch의 Set 신호로

인가한다. 또한, NG_CLK의 falling edge를 감지하

여 이를 SR latch의 reset 신호로 인가한다. 최종적

으로 SR latch의 출력 신호를 반전시켜 PG_CLK으

로 사용하여 PG를 구동한다. 영점 전류 스위칭을

위한 PG_CLK 신호는 전압 비교기의 전력 컨트롤

신호인 COMP_ON 단자로 연결이 되어 PG의

turn-off 후에 전압 비교기를 자가 리셋 하게 한다.

따라서 전압 비교기는 NG_CLK에 의해서 turn-on

되고 PG_CLK에 의해서 turn-off 되어서 동작 시

각을 최소화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

게 된다.

그림 3. (b)은 제안하는 자가 리셋 방식의 전압

비교가 회로도를 나타낸다. 전압 비교기의 동작전

류는 파워스위치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 파워스위

치는 COMP_ON이 Low일 때 turn-on 되고 High

일 때 turn-off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가

리셋 방식의 전압 비교기에서는 COMP_ON 단자

에 PG_CLK을 연결하여 전압 비교기의 turn-on 시

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회로 시뮬레이션은 하베스팅 회로의 출력전압을

0.1 V, 0.6 V, 1.1 V로 설정하고, 각 출력전압에 대

해 4가지 케이스의 컨트롤 회로에 대해서 진행하였

다. 시뮬레이션에서, 인덕터는 20 μH, 열전소자의

Vth는 0.2 V, 테브닌 저항은 100 Ω을 사용하였고,

NG_CLK은 외부 클락 0.5 Mhz를 인가하였다. PG

와 NG의 컨트롤 클락의 duty ratio는 0.84로 설정

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케이스 1은 영점 전류 스위칭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동작이다. 그림 4. (a)는 케이스 1의 PMOS 동

작 시간과 인덕터 전류를 보인다. 이때 케이스 1의

PMOS 동작 시간은 NMOS가 turn-off 되어있는

시간과 동일하고, PMOS가 너무 오래 turn-on 되어

있어 인덕터에 역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인다. 그

림 4. (b)는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의 PMOS

동작 시간과 인덕터 전류를 보인다. 이때 3개의 케

이스의 경우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가 동작하여

PMOS가 전류가 0인 시점에서 turn-off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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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그림 4. (c)는 4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영점

전류 스위칭 동작을 하지 않는 케이스 1을 제외한

다른 케이스들의 자가 리셋 전압 비교기에 인가되

는 COMP_ON 신호를 보인다.

케이스 2는 영점 전류 스위칭에서 COMP_ON 신

호에 GND를 인가하여 아날로그 전압 비교기를 항

상 turn-on 시키는 경우이다. 즉, 영점 전류 스위칭

동작은 하지만, 영점 전류 스위칭 동작을 하는 회

로 중 가장 전력 소비가 크다. 케이스 3는 영점 전

류 스위칭에서 COMP_ON 신호에 NG_CLK을 인

가하여 전압 비교기를 제어하는 경우이다. NMOS

가 turn-off 되어있을 때만 동작하며, 케이스 2에

비해 회로 내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적다. 케이스 4

는 그림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점 전류 스위칭

에서 전압 비교기를 자가 리셋에 의해서 제어하는

경우이다.

그림 5. (a)에서는 4개의 케이스의 입력전력을 비

교하였다. 케이스 1은 출력전압이 0.6 V가 되면 입

력전력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출력전압이 1.1 V가 되면 역전류에 의해 입력전력

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즉, 전력소비량이 전력생산

량을 초과한다.

그림 5. (b)에서는 출력전력을 비교하였다. 케이

스 4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사용해 전류역류

를 방지함으로써 출력전압이 0.6 V일 때와 1.1 V일

때도 큰 출력전력을 보이고, 또한 자가 리셋에 의

한 비교기의 전력 소비 감소만큼 출력전력을 증가

시킬 수 있어서 케이스 2와 케이스 3보다 더 우수

한 특성을 보인다.

출력전압 0.6 V를 기준으로 케이스 4의 출력전력

량이 케이스 2와 비교해 8.6 μW, 케이스 3보다는

1.3 μW 증가하였으며, 1.1 V에서는 케이스 2와 비

교해 12 μW, 케이스 3보다는 1.7 μW 증가하였다.

그림 5. (c)는 전력효율을 비교하였다. 전력효율

은 출력단에서 생성된 전력에서 VDD단에서 소모

한 전력을 뺀 후 공급전력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출력전압 0.6 V에서는 케이스 2와 3과 비교해 각각

16.2%, 2.7% 개선되었다. 출력전압 1.1 V에서는 케

이스 4의 전력효율이 케이스 2와 3에 비해서 각각

28.5%, 3.4% 개선되었다. 즉, 출력전압이 증가할수

록 자가 리셋 방식의 전압 비교기를 사용한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의 전력효율이 증가한다.

Fig. 4. Waveform of PG_CLK and inductor current of

(a) Case 1 (b) Case 2, Case 3 and Case 4

(c) COMP_ON signal.

그림 4. (a) 케이스 1의 PG_CLK과 인덕터 전류

(b)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의 PG_CLK과

인덕터 전류 (c) COMP_ON 신호

Fig. 5. Comparisons of (a) input power (b) output power

(c) power efficiency (d) PG turn-on time.

그림 5. (a) 하베스팅 회로의 입력전력 비교 (b) 출력전력

비교 (c) 전력효율 비교 (d) PG turn-on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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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는 출력전압에 따른 PG의 turn-on 시

간 비교를 나타낸다. 케이스 1은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항상 duty ratio에 의해

고정된 시간 즉, 0.16 μs 동안 PG가 turn-on 된다.

케이스 2, 3, 4를 비교하면 PG의 turn-on 시간이

0.6 V에서는 0.031 μs 동안, 1.1 V에서는 0.029 μs

로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압 비교기를 항

상 turn-on 하는 것과 NG_CLK에 의해서 구동하

는 것과 자가 리셋에 의해 구동하는 것이 역전류

감지 타이밍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1. (a)는 4개의 케이스들에 대해 PMOS 동작

시간을 보인다. 출력전압이 0.6 V, 1.1 V일 때 케이

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에서의 PMOS 동작시간이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영점 전류 스

위칭 회로들과 비교하여 Vdrain과 Vout이 역전되

는 순간을 감지하는 성능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인

다. 표 2. (b)는 그림 5. (c)에서 보인 4개의 케이스

들의 전력효율을 정리하였으며, 출력전압이 높아질

수록 전력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Table 1. (a) PMOS on time of 4 Cases (b) Power

Efficiency of 4 Cases

표 1. 4개 경우의 (a) PMOS 동작 시간 (b) 전력효율

Vout 0.1V Vout 0.6V Vout 1.1V

Case 1 0.160 μs 0.160 μs 0.160 μs

Case 2 0.158 μs 0.031 μs 0.029 μs

Case 3 0.149 μs 0.031 μs 0.029 μs

Case 4 0.158 μs 0.031 μs 0.029 μs

(a)

Vout 0.1V Vout 0.6V Vout 1.1V

Case 1 26.6% 50.0% 0%

Case 2 16.7% 41.2% 40.6%

Case 3 17.7% 54.7% 65.7%

Case 4 18.6% 57.4% 69.1%

(b)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전압 비교기를 사용하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의 문제인 과다한 동작전류

를 감소하기 위한 자가 리셋 방식의 전압 비교기

회로를 제안하고 이를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에 구

현하여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회로의 전력변환효율

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였다. 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가 리셋 전압 비교기를

갖는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의 동작을 검증하고 성

능 개선을 확인한 결과, 출력전압-입력전압의 비율

이 5.5일 때 기존의 영점 전류 스위칭 회로를 이용

한 하베스팅 회로보다 3.4% 더 높은 전력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D. Dondi, A. Bertacchini, D. Brunelli, L.

Larcher, and L. Benini, “Modeling and Optimization

of a Solar Energy Harvester System for Self-

owered Wireless Sensor Networks,” IEEE Tra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55, no.7, pp.2759-2766,

2008. DOI: 10.1109/TIE.2008.924449

[2] H. K. Nam, V. K. Pham, B. S. Tran, V. T.

Nguyen, and K.-S. Min, “Implementation of RF

Energy Harvesting Circuit for Wireless Charging

of IoT Sensor Nodes,” Journal of IKEEE, vol.22,

no.3, pp.842-845, 2018.

DOI: 10.7840/kics.2019.44.4.755

[3] Y. K. Ramadass and A. P. Chandrakasan, “A

batteryless thermoelectric energy-harvesting interface

circuit with 35mV startup voltage,”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 pp.486-487, 2010.

DOI: 10.1109/ISSCC.2010.5433835.

[4] Pham, Khoa Van, Truong, Son Ngoc, Yang,

Wonsun, and Min, Kyeong-Sik, “A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For a Wearable Appli-

cation,” Journal of IKEEE, vol.21, no.1, pp.66-69,

2017. DOI: 10.7471/ikeee.2017.21.1.66

[5] S. Joo, K. Kim, D.-H. Jung, and S.-O. Jung,

“DC-DC Boost Converter using Offset-Controlled

Zero Current Sensor for Low Loss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Journal of IKEEE,

vol.20, pp.373-377, 2016.

DOI: 10.7471/ikeee.2016.20.4.373

[6] E. J. Carlson, K. Strunz and B. P. Otis, “A 20

mV Input Boost Converter With Efficient Digital

Control for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210)



Self-Reset Zero-Current Switching Circuit for Low-Power
and Energy-Efficient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211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45,

no.4, pp.741-750, 2010.

DOI: 10.1109/JSSC.2010.2042251

[7] S. Bandyopadhyay, P. P. Mercier, A. C. Lysaght,

K. M. Stankovic and A. P. Chandrakasan, “A 1.1

nW Energy-Harvesting System with 544 pW

Quiescent Power for Next-Generation Implants,”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 vol.49,

no.12, pp.2812-2824, 2014.

DOI: 10.1109/JSSC.2014.2350260

[8] Eun-Jung Yoon, Jong-Tae Park, Chong-Gun

Yu,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Using DC-DC Boost Converter,” Journal of IKEEE,

vol.17, no.3, pp.284-293, 2013.

DOI: 10.7471/ikeee.2013.17.3.284

BIOGRAPHY

Jiyong An (Member)

2021：M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Nguyen Van Tien (Member)

2021：BS degree in Electronic

Engineering,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

2017：M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Kyeong-sik Min (Member)

1993：B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1997：MS degree in Electrical

Engineering, KAIST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