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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quirements of wireless sensor are increasing in machine condition monitoring. But, the limitation of battery power, 
self-power wireless sensor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tand-alone operation. To overcome this problem, energy harvester is 
developed by the vibration ener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high efficiency energy harvester with high 
precision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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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설비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무선센서는 이동성과 통합성

이 편리하기 때문에 기계 상태감시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

러나 온라인 상태감시를 위해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는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배터리용량의 한계로 인해 주기적

으로 교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

선센서가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

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에너지 하비스터(EH, Energy 
Harvester)이다. EH에는 에너지원으로 진동, 온도, 바람, 태양

에너지 등이 이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동에너지를 

기반으로 무선센서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EH를 연구하

고자한다. 특히 회전기계는 지속적으로 진동에너지를 공급받

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하비스터 개발이 유용하다. 
 진동에너지를 이용한 EH 개발에서 대상 물체는 압전소자와 

코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서 전기에너지를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진동의 공진현상을 이용하여 대상 물체를 최대변

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공진주파수는 재료의 질량, 강성, 

감쇠를 조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으나 진동하는 물체의 경계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주파수 튜닝을 할 수 있는 

EH 제작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압전 재료와 전자기 현상을 이용한   

PEH(Piezoelectronic Energy Harvester), EMG (Electromagnetic 
Generator) 모델의 공진설계, 실험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2. 압전소자의 진동 해석

EH에 이용되는 압전소자의 진동특성을 해석하기위해 Fig. 
1과 같이 질량을 부과한 압전소자를 보요소로 고려하여, 
CATIA로 모델링 후 Fig. 2와 같이 상용 해석 프로그램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Modeling of beam element
 

821



Fig. 2 Analysis result of piezoelectric using 
by ANSYS Workbench 

 

해석 결과 질량의 무게는 5 g, 압전소자는 길이 20.5mm 
일 때 60Hz에서 공진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Experiment on the vibration exciter

Fig. 3은 해석 결과를 토대로 해석과 동일하게 압전소자와 

질량을 사용한 실제 제작된 사진이다. 가진 실험 결과 약간

의 오차의 발생으로 약 0.5mm 정도 짧은 20mm의 길이로 

튜닝 하여 목표 공진 주파수인 60Hz에 맞출 수 있었다.

3. EH 구상  실험

3.1 고정  튜닝 기반의 고효율 EH 개념 설계

압전소자의 해석 결과를 토대로 고정밀 튜닝 기반의 고효

율 EH를 제작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설계를 하였다.
고정밀 튜닝을 하기 위하여 Micro Meter Head(①)로 길이 

조절판(②)을 좌우로 이동하여 2개의 압전소자(③)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유진동수를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

고,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Piezoelectric 발전방식과 

Electromagnetic 발전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Fig. 4 Energy Harvester Drawing 

우선 압전 소자 앞부분에 부착할 질량를 영구자석(④)을 

사용하였으며 질량 앞부분에 코일(⑤)을 감아 놓은 형식으로 

압전소자의 변위를 이용하여 자석의 자기장을 끊는 방식으

로 설계 구상을 하였다.     

3.2 Energy Harvester 제작  실험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이 실험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Fig. 5에 나타난 조절판이 진동의 경계조건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Fig. 5 Energy harvester by piezoelectric

Fig. 6 Assembled magnetic generator
 Fig. 6은 EH에 EMG를 장착한 모습을 나타낸것이다. 

 Fig. 6에서와 같이 2개의 Piezo와 (위에서부터 Piezo 1 
Piezo 2) 94g의 Magnetic을 압전소자 질량을 부착하였다. 이 

시제품을 사용한 실험 방법으로는 압전소자 각각의 전류량

을 측정하는 것과 Magnetic Generator의 전류량을 측정하였

다. 실험 장비의 주요 명세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 equipment 

Equipment Company Model
Function Generator Metrix MTX 3240
Excitator IMV MS-VE-01N
Amplifier IMV VA-ST-03
Piezoelectric Piezo T215-H4-503X
Digital Multimeter FLUK 8845A
Oscilloscope GW INSTEK GDS-2204

822



3.2.1 PEH 실험  발생 력량

 Fig. 7은 실험에 사용된 장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량 

측정은 Digital Multimeter, 전압 측정은 Oscilloscope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Fig. 8 ~ 10의 그래프는 EH를 가진기 위에 설치한 후 튜닝

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발생 전류량을 측정한 

것이다. 가진 주파수는 11.6Hz, 가진 변위는 1.2mm였다. 압

전 소자의 변위는 3.05mm이다.
 충전을 위해 사용된 Battery는 1,200mA, 전압 3.7V인 LI-Ion 
Battery를 사용하였다. 2개의 Piezo 에 각각의 Battery를 부착

하였다 Battery1의 경우, 측정 초기에 남아있는 전압 및 전류

의 양은 2.07V, 690mA였으며, Battery2의 경우는 2.94V, 
980mA이였다. 

Fig. 7 Experiment apparatus

Fig. 8 Charged voltage of battery1 

Fig. 9 Charged voltage of battery2 

Fig. 10 Comparison with battery1 and battery2 

 

 
3.2.2 EMG 발생 력량

 Table 2는 EMG에 사용한 코일 및 자석의 주요 명세를 나

타내며, Fig. 11 실제로 제작된 EMG의 Inductor를 나타낸것

이다. 
 

Table. 2 Specification of EMG   

Turn 300

Coil Diameter 0.36mm

Resistance 0.6 Ω

Magnetic Neodymium Super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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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ductor of EMG

Fig. 12 Current of PEH and EMG

현재 EMG의 경우, 충전을 하기 위한 정류기가 아직 개발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발생한 전류량만 Fig. 12에 나타내었

다.
 Digital Multimeter로 발생전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시간에 따라 거의 일정한 전류량이 발생하고 있다. 전류량은 

EMG가 PEH보다 높게 발생하며, EMG의 경우 코일의 감은 

수 와 굵기 및 여러 변수에 의해 전압과 전류의 변화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PEH의 경우, 1번과 2번의 전압의 차

이가 나는 것은 굽힘 모드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되며 향후 모드실험을 통해 설계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3.2.3 Tuning에 따른 발생 력량 비교

 Fig. 13은 EH의 튜닝이 없을 경우, 10Hz에서 20Hz까지 

1Hz씩 증가시켰을 경우 발생하는 교류 전압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공진 영역인 11Hz와 12Hz에서 가장 큰 전압이 

발생하였다. Fig. 14는 EMG와 PEH에서 발생하는 전류량을 

측정한 것으로 역시 공진주파수 영역인 11.6Hz 부근에서 대

부분 높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3 AC voltage of PEH without tuning 

Fig. 14 Current of PEH and EMG without tuning 

Fig. 15 AC voltage of PEH after tuning by 1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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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urrent of PEH and EMG after tuning by 15Hz

 Fig. 15는 15Hz로 튜닝을 실시한 상태에서 측정한 전압을 

나타낸다. 튜닝에 의해 15Hz에서 3.56V로 가장 큰 전압이 

발생하였으며, 전류 또한 Fig. 16에서 나타내듯이 15Hz에서 

EMG와 Piezo 각각 0.286mA(EMG), 0.125mA(Piezo 1) 및 

0.054 mA(Piezo 2)로 가장 높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비의 무선 상태감시(wireless condition 
monitoring)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하비스터를 제작하

고, 그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길이 조

절판을 이용한 튜닝에 의해 원하는 가진 주파수에서 가장 

탁월한 전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전동기구동 회전기계설비에 적용 시에는 유도전동기의 슬

립률 차이에 의한 및 운전 주파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압 및 전류의 측정 결과, 총 0.061mA의 전류가 발생하

였으며 전압 또한  9.77V와 4.74V가 발생하여 충분히 2차 

전지에 충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압전 소자의 진폭을 

이용한 EMG의 경우 0.097mA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압전 소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EMG
를 같이 사용하였을 경우가 보다 나은 전류를 얻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작된 EH는 Prototype으로 실험

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밀 제작하여 그 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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