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전체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 장치 개발 및 실험 

Development of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Device and Experiments 
 

김기영*·곽문규† ·강호용·김내수** 

Ki Young Kim, Moon K. Kwak, Ho-Yong Kang and Nae-Soo Kim 
 
 

Key Words :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Device(압전에너지수집장치)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PEH) device for ubiquitous sensor 
node(USN). The USN needs auxiliary power to lengthen its operational life. In this study, th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system consisting of a cantilever with a tip mass and piezoelectric wafer was investigated in detail both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The dynamic model for the addressed system was derived using the assumed mode method. The resulting 
equations of motion were expressed in matrix form, which had never been developed before. The power output characteristics 
of the PEH was then calculated and discussed. Variou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rging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component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EH was able to charge a battery with ambient 
vibrations but still needed an effective mechanism which can convert mechanical energy to electrical energy and an optimal 
electric circuit which dissipates small energy. 

1. 서 론 

최근에 무선 센서 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무선 센서 노드는 구조물의 안전진단, 

무기체계, 방재 시스템, 동물의 이동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초소형 데이터 수집 및 발송 장치를 가리킨다. 

무선 센서 노드는 서로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고 

대량의 무선 센서 노드를 살포하여 근거리 무선 

통신을 구현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으로 인한 

전력소모를 극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전력 소모를 

극소화한다고 해도 전지 소모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 열 변화, 인간의 동작, 신체의 열, 

진동, RF 에너지 등과 같은 주위 에너지원들로부터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1-7]. 

압전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 개념[1]에 

대해서는 과거 수십 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압전소자는 기계적인 운동이나 힘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교환할 수 있는 변환기이다. 이 재료를 

이용하면 기계적 진동을 다른 장비의 전원으로 

사용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메카니즘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이 

재료의 거동에 대한 모델 및 압전 효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8,9]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근에 

Sodano[1]와 duToit 등[10]은 압전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였다. 

Hausler[11]는 PVDF(polyvinylidene fluoride)를 

이용해 숨쉬는 동안의 흉부의 팽창과 수축을 전기 

에너지로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Starner[12]는 인간이 걷는 동안 대략 67W 의 

전력이 소모되며 변환 효율이 12.5%인 압전 소자를 

신발에 장착한 경우 8.4W 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Kymissis et al.[13]은 걷는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를 수집해 라디오 송신장치의 

전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신발의 바닥에 여러 

겹의 PVDF 를 얇게 적층하고 뒷 축에는 압전 

소자로 구성된 THUNDER 작동기를 부착하였다. 

PVDF 판의 최대 전력은 약 20mW 이며 압전 

작동기는 80mW 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느린 

가진으로 인하여 PVDF 와 압전 작동기에서 발생한 

평균 전력은 대략 1mW~2mW 로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다. Ramsey and Clark[14]은 압전 소자를 

이용하여 사람의 행동이나 동물의 움직임에서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록 구조물의 진동에 종속된 약한 에너지 

수집 장치로는 구조물의 센서 노드에 필요한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지만 간헐적인 

에너지원으로써 압전소자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더욱이 수집한 에너지를 이용해 무선 

데이터 송신이 가능함을 입증한 결과는 자가 발전 

무선 센서 분야의 많은 연구가에게 주목을 받았다. 

Roundy et al.[15]은 무선 센서 노드의 

전력원으로서 압전 소자를 외팔보에 부착한 장치를 

제시하였다. 이 장치를 전자레인지에 부착하고 

전자레인지가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진동을 

이용하는 경우 압전 소자가 약 70 ㎼/㎤ 의 전원 

밀도를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dano et 

al.[16,17]은 압전 소자가 붙은 외팔보 에너지 수집 

시스템의 모델을 공식화 하였다. 모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팔보의 베이스를 가진하여 증명하였다. 

이 모델은 정확하게 발생된 에너지를 평가하였고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정회원 

    E-mail : kwakm@dongguk.edu 

    Tel:(02) 2260-3705, Fax:(02)2263-9379 

 *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 ㈜현대엘리베이터 

**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1

81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의 감쇠 효과를 증명하는데도 

사용되었다. 압전 변환기에서 출력된 전원을 

평가하기 위한 정확한 분석 모델의 개발과 기계적, 

전기적 부하와 전기회로를 포함한 몇몇 요소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에너지 수집 연구가에 의해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고 분석적인 모델링과 압전 

에너지 획득의 분석 등의 다양한 노력은 문헌[10, 

18-25]에서 찾을 수 있다. 압전 소자가 

미세구조물[26-28]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MEMS-크기의 미세 전원 발생 장치의 개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Jeon[27]등에 의해 개발된 

미세크기의 압전 발전기는 최대 DC 3V, 1 차 공진 

주파수인 13.9Hz 에서 연속적으로 1 ㎼의 전기 

전원를 발생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압전 소자나 PVDF 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 

결과로는 PMN-PT(Performance of Lead 

Magnesium Niobate-Lead Titanate) 단일 결정 

장치[18, 29]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장치, Macro-

Fiber 혼합 작동기[16]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 장치, 

“ CYMBAL"이라는 압전 변환기[30]를 이용한 

에너지 수집장치 등이 있다. 이것들은 전기 기계 

결합 특성이 기존의 것보다 높기 때문에 더 좋은 

효율을 보여준다.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팔보 형태의 압전에너지 수집 장치의 

고유진동수를 가진 진동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Cornwell et al.[31]은 다양한 기계적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압전 소자로부터 생성되는 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수집장치의 

고유진동수가 구조물의 진동수와 일치할 때 전원 

발생은 약 25 배 정도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Roundy and Wright[20] 역시 에너지 수집 장치는 

공진주파수에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집중질량을 갖는 외팔보 형태가 산출 

전력을 극대화하는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주변 진동을 이용해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여 수집하는 방법 중 또 다른 

방법으로 전자기 시스템이 있다[32,33]. 전자기 

시스템은 코일과 스프링에 부착된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에 의해서 야기된 자석의 

기계적 거동은 코일단에서 전압을 유도한다. 이 

에너지는 전기 부하로 전달될 수 있다. 

Roundy[34]은 에너지 수집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기술간의 비교에 있어서 

완벽한 근거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전자기, 압전, 자기변형 에너지 수집기를 포함한 

에너지 수집에 관한 기본 이론들을 기술하였다.  

진동 기반의 에너지 수집 장치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과 소수의 장치만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노력은 실험실 

수준의 개념 증명 단계에 있다. Microstrain, 

Inc[35]는 개발하였다. 센서 노드는 원격 측정이 

가능한 온도센서와 습도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압전 수집 장치는 57Hz 에서 순간적으로 2.7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Ottman et 

al.[36], Hofmann et al.[37], Guan and Liao[38]은 

압전체를 에너지 수집 장치로 이용할 경우에 추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자 회로의 설계를 

연구하였다. 압전체 에너지 수집 장치를 센서 

노드와 결합할 경우 구조물 안전 진단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구조물 안전 진단으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문헌[39-

43]를 살펴보기 바란다. 

이와 같이 끝단 질량을 가지고 있는 외팔보와 이에 

부착된 압전재료 형태의 장치가 에너지 수집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모델은 

일자유도 진동계 모델로 고려되어 연구되었다. 그 

이유는 한 개의 가진 주파수를 가지는 에너지 원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진동 

에너지 원이 넓은 주파수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에너지 수집 모델이 분포계이기 때문에 동적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모드법(Assumed Mode Method)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모델을 유도하였다. 새 모델은 행렬식 

형태로 표현되는 다자유도 모델이고 주파수 영역 

전체를 감당할 수 있다. 또한 부대 전자회로에 대한 

모델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부하 하중을 고려해 

전력 출력 평가식을 유도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압전에너지 수집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압전에너지 수집 장치의 충전 

특성 조사를 위해 다양한 전자 부품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충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의 모델링 

Fig. 1 과 같은 외팔보에 집중 질량이 끝단에 부

가된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Fig. 1 의 시스템에 대해 

운동과 탄성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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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c bmmα = ,  /p pm mbα = 와 /p pl Lβ = 는 

질량비와 길이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p px x L= , 

는 각각 압전웨이퍼의 위치와 길이에 대한 

무차원 변수를 나타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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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bm  과 pm  는 보와 압전 웨이퍼의 

단위길이당 질량이며  는 끝단 질량이다. mass, 

는 기저부의 변위를 나타내며,  는 x 

축상의 y 방향 변위를 나타낸다.  는 시간 

도함수를 나타낸다. , ,  와  는 보의 

길이, 굽힘강성, 폭과 두께를 나타낸다. 그리고 

cm
( )bu t ( , )u x t

i
L EI bw bt

px , 

, ,  와  는 압전 웨이퍼의 시작위치, 

길이, 영의 계수, 폭과 두께를 나타낸다. 은 

압전웨이퍼의 기계적인 응력과 전하 사이의 

연성효과를 나타내는 압전상수이다.  는 

압전웨이퍼에 가해진 전압을 나타낸다. 

pl pE pw pt

31d

pV

수치해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모드 함수와 

무차원화된 변수를 도입해보자. 

( , ) ( , ) ( ) ( )u x t u t q tξ ξ= = Φ             (3) 

여기서 /x Lξ = , 1 2( ) [ ( ) ( ) ( )]nξ ξ ξ ξΦ = Φ Φ Φ 는 

허용함수로 구성된  행렬이며 

는 일반좌표계로 구성된 

 벡터를 나타낸다. 은 이산화를 위해 사용된 

허용함수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1 n×

1 2( ) (( ) ) ][ T
nt q t qt q tq = ( )

1n× n

식 (3)을 식 (1)과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결과가 유도된다. 

21 1
2 2b b

T
t b bT m m q mu u MqΦ += + t q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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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2

T
p pp p p q EIV V V q tqKb

L
γ ′Φ += −      (5) 

여기서 b bm m L= 과 p pm m L= 는 각각 보와 

압전웨이퍼의 질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t pb cm m m m+ += , (1) p
t c

p

α
α

β
Φ = Φ + Φ + Φ p   (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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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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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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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2 20

Td d x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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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l

xp
d d dx
d d

K
ξ ξ

+ Φ Φ
= ∫ ,  3 p p p

p
b b b

w t
E w t
E

κ =  (7f,g) 

강성 행렬을 계산하는데 있어 보의 이차모멘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되었다. 

31
12 b bI w t=                (8) 

라그랑지 방정식과 운동 및 탄성에너지 표현식 

(4)와 (5)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 

유도된다. 

3t t t p p p b tb
EI

bM q C q K q b V m u
L

m ′+ + − Φ = − Φ  (9) 

여기서 감쇠항 가 추가되었다. 이 식을 풀면 

기저부의 가진에 의한 보의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은 또한 전기-기계 연성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진 전압으로도 구조물을 가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tC

기저부의 진동과 보의 응답을 다음과 같은 

조화함수 형태로 나타내보자.  
i t

b bu a e ω= , i tq qe ω=       (10a,b) 

식 (10)을 식 (9)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1

2
3 ( )t t b

b b b
t t

q EI K
m m

M C T
L

i
a

ωω ω
−

⎡ ⎤
= + =− Φ

⎣ ⎦
− ⎢ + ⎥   (11) 

이 식은 기저부의 가속도와 보의 운동 사이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보의 운동은 전기-기계 연성에 의해 압전 

웨이퍼에 전하를 발생시킨다. 보의 운동에 의해 

발생된 전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2
31

2
p p

p

x l

x

p p b
u p

E w d t
quQ d

x
+ ∂

= px b ′= Φ
∂∫   (12) 

압전 웨이퍼에 의해 소산된 전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pQ C V= p

pQ

           (13) 

여기서 는 압전웨이퍼의 캐패시턴스 값을 

나타낸다. 총 전하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C

uQ Q= −          (14) 

이 전하가 에너지 수집 장치에 실제로 사용되는 

전하이다. 식 (12)와 (13)을 식 (14)에 대입하고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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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2 pp ppb C V I Vq − = =′Φ      (15) 

여기서 I 와 R은 회로의 전류와 부하 저항을 

나타낸다. 참고문헌20에서 전력 출력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에 따르면 시간 구간, 2 /Tω π ω= 에 

대해 식 (15)를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2
2

2 p
p p p p

VT
q C V

R
b ω′Φ − =       (16) 

따라서 보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2
p

p p
p

b R

C
V

R

ω

ω π
′Φ=

+
q         (17) 

식 (11)을 이용하면 보의 진동에 의한 전력 출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2 2

2 2 ( ) ( )
/ 2

T
b

p T
p p b

b p

b R
T

C

P

R
T

a
ω

ω ω
ω π

′ ′Φ Φ
+

=  (18) 

식 (20)은 기저부의 가진에 의해 압전에너지 

장치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수치계산예로 =20.35nF, =0.3mm, 

=460 pC/N, =30.34 GPa, 

pC pt

31d pE px =0 mm, =69 

GPa, =1 mm, =80 mm, =48 g, =216 mm, 

=75 g 을 가지는 시스템을 고려해보자. 이 

상수값은 에너지 수집을 위해 제작된 장치의 실제 

제원이다. Fig. 2 는 식 (11)과 (17)이 결합된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낸다. 

E

bt bw bm L

cm

 

 
Fig. 2. Transfer Function of Energy Harvesting 

Device 

 

이 그림으로부터 고유진동수가 9.2, 62.9, 188.6 

Hz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험값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는 분포계의 전형적인 전달함수를 

보여준다. 

Fig. 3 은 기저부의 가진 주파수와 부하 저항에 

의한 전력 출력 선도를 보여준다. Fig. 3 는 최적의 

부하 저항이 존해함을 보여주는데 이 결과는 Shu 

and Lien20의 결론과 일치한다. 또한 Fig. 3 은 또한 

고유진동수에서 전력값이 최대가 됨을 보여준다. Fig. 

3 이 기본 진동 모드를 가진하여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고차 모드를 가진하여도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저부의 가속도가 고주파수에서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기저부의 진폭이 일정할 

경우 가속도가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위 식이 기저부의 가속도에 대해 

유도되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 식을 사용하면 

분포계의 에너지 수집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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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wer Curve vs. Frequency and 

Resistance 

 

3. 압전 에너지 수집 실험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는 Fig. 4 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렉티파이어, 단기 저장 캐패시터, 

부하로서 구성된다. 보의 진동으로 야기되는 압전 

웨이퍼의 진동은 AC 신호를 산출한다. AC 신호가 

렉티파이어 회로를 거치면 신호가 반파의 DC 

신호로 변환된다. 단기 저장 캐패시터는 렉티파이어 

신호를 매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Fig. 5 는 

압전에너지 수집 장치에 대한 실험 구성을 

보여주는데 알루미늄 보, 두 개의 압전 웨이퍼21 

(Model M8557P1), 가진기(B&K Mini Shaker 

33410), 그리고 렉티파이어 칩(WTE DF06)으로 

구성되어 있다. 

압전 웨이퍼가 부착된 보의 기저부를 가진기에 

부착하고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 사인파를 생성해 

가진기 증폭앰프에 제공하여 외팔보를 가진하였다. 

이 경우 압전 웨이퍼 출력 신호는 AC 신호이며 

렉티파이어 회로를 거치면 반파 형태의 DC 신호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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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lectrical Circuit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System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System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의 전력 출력은 효용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전력 측정을 위해 LED 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전력을 

계산하였다. Fig. 6 은 기저부의 가진 주파수에 대한 

전력을 보여준다. 최대 전력은 기본 진동수에서 

얻어지며 그 값은 600 µW 이다. Fig. 6 은 다른 공진 

주파수에서도 큰 값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계산 예에서 토의되었듯이 고차 모드를 

가진해서도 큰 전력을 얻을 수 있다. 

 

 

   
 

5

Fig. 6.  Power vs. Frequency 

 

단기 저장 캐패시터는 건전지를 충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두 종류의 캐패시터에 대한 충전 

특성을 실험으로 계측하였다. Fig. 10 과 11 은 

220µF 와 1000µF 캐패시터를 첫번째 모드로 

가진했을 경우의 시간대비 충전 전압을 보여준다. 

최대 허용 캐패시턴스가 도달한 후에 전압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부하가 짧은 시간에 전류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는 

캐패시터가 선호된다. 

 

 
Fig. 7. Voltage Charging for the 220 µF 

Capacitor 

 

 
Fig. 8. Voltage Charging for the 1000 µF 

Capacitor 

 

   아주 큰 용량의 캐패시터, 즉 슈퍼캐패시터를 

단기 저장 캐패시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험이 수행된 적은 없다. Fig. 9 는 

0.1F 캐패시터에 대해 시간별 충전 전압 선도를 

보여준다. 이 선도는 첫 번째 모드를 아주 오래 

가진하여 얻어졌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캐패시터를 충전하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 

그러나 슈퍼캐패시터는 한번 충전되면 부하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Fig. 7,8,9 는 

캐패시터의 최대 내부 전압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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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oltage Charging for the 0.1 F Super 

Capacitor 

 

   3.3V 4mAh Li-Ion battery (Seiko Model 

MS621)에 대해 220 µF 캐패시터를 단기 저장 

캐패시터로 사용해 충전을 시도하였다. Fig. 10 는 

건전지의 충전 전압 선도를 보여준다. 첫 번째 

모드를 가진해 이 건전지를 충전하는데 약 4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대 전압이 도달한 후에는 건전지가 

비정상적인 요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충전이 된 

후에는 스위치를 이용해 충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치는 

USN 에 장착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해 

건전지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관찰해 작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단기 저장 캐패시터의 상태를 점검해 캐패시터의 

연결도 제어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0. Voltage charging for the 0.1 F super 

capacitor 

 

앞에서 압전에너지 수집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감쇠 효과가 동시에 발생함을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Fig. 11 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렉티파이어 회로의 출력을 

100µF 캐패시터와 고휘도 LED 에 연결하였다. 

 

 
Fig. 11. Experimental Setup for Damping 

induced by Energy Harvesting System 

 

Fig. 12 는 FFT 신호 분석기를 이용해 얻은 

주파수응답곡선을 보여주는데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 약 2dB 의 감쇠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dB

w/o connection to EHS

w connection to EHS/

 
Fig. 12. Change in Frequency Response Curve 

by the Introduction of the Energy Harvesting 

System 
 

4. 토의 및 결론 

구조물 안전진단 분야와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수집 기술이 조금씩 활용되고 

있다. 무선 센서와 작동기 기술의 지속적인 향상, 개

선된 신호 처리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전자장비 지

속적인 개발 등은 에너지 수집을 연구하고 있는 엔

지니어와 연구자에게 꾸준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수집 기술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고 

소수의 에너지 수집장치만 성공적으로 실험되었다. 

에너지 변환 기술,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 기술, 전자 

장비에 필요한 에너지량 축적 및 관리 기술등과 같

이 아직 수많은 연구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연구 과

제는 에너지 수집 장치의 이론적인 모델링, 충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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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모델링, USN 지원 전원장치와 연결 회로 설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가발전이 가능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 에너지 수집 시스템의 전원 

관리가 중요해진다. 신뢰성 또한 에너지원에 요구되

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많은 진동 기반의 에너지 

수집 장치는 공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

에 오랜 주기 동안 작동된 시스템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가혹한 환경 조건을 견디어야 하기 때문에 신뢰

성과 강인성도 반드시 실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수집 방법 중 실제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의 동적 모델

링 및 전자회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압전 에너

지 수집 장치와의 연결로 야기되는 감쇠 증가 효과

에 대해 이론적인 모델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에 대한 수학 모델은 

광범위한 주파수 영역에 대해 다양한 공진 주파수에

서의 전력 출력을 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수치 결과는 최적의 부하 저항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데 충전을 위해 연결된 건전지의 부하 저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수집 장비가 USN 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작동 조건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캐패시터와 
배터리의 충전율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는 압전 에너지 충전 장치가 USN 의 보
조 전원 장치로 사용가능함을 보여준다. 실험 결
과는 기본 진동 모드를 가진했을 경우에 가장 큰 
출력이 얻어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차 모드를 
가진해도 큰 출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는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를 연결하였을 
경우 이론으로 예상한 바와 같이 감쇠 효과가 얻
어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압전 에너지 수집 장치가 

USN 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

지만 건전지를 충전하여 USN 의 간헐적인 구동에는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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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의 RFID/USN 용 센서태그 및 센서노드 

기술 개발[2005-S-106-02] 중 USN 센서노드를 위한 

에너지 Harvest 기술 연구에 대한 위탁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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