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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용 전력변환장치 연구

A Study of Power Conversion System for Energy Harvester 

Using a Piezoelectric Materials

안 현 성* 김 영 철** 차 한 주

(Hyunsung An ․ Young-Cheol Kim ․ Hanju Cha)

Abstract - In this paper, the energy harvester with a piezoelectric materials is modeled as the electric equivalent circuit, and 

performances of a standard DC method and a Parallel-SSHI method a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 under variable force and 

load conditions. Piezoelectric generator consists of mass, damper and spring constant, and it is modeled by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with  components. Standard DC and Parallel-SSHI are used as power conversion methods, and standard DC 

consists of full-bridge rectifier and smoothing capacitor. Parallel-SSHI method is composed of L-C resonant circuit, 

zero-crossing detector and full-bridge rectifier. In case of simulation under 100 load condition, the harvested power is 500

 in Standard DC and 670 in Parallel-SSHI, respectively. In experiment, the harvested power under 100 load condition 

is 420 in standard DC and 602 in Parallel-SSHI. Harvested power of Parallel-SSHI is improved by approximately 40% 

more than that of standard D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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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력은 화력, 수력, 원자력 발

전소 등에서 동기발전기를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

다. 반면 최근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

(MEMS)과 나노전자기계시스템(NEMS)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열, 

진동과 같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 한다[1-2]. 

주변 에너지를 하베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압전 효과

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압전 효과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가 압전소자에 가해져 소자의 구조적인 변형을 유도하면 

압전소자의 에너지 변환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

는 것이다[3-6]. 압전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압전 세라믹

의 구조에 따라서 수V에서 수십V의 전압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반면 전압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에서 수 수준의 전류를 

생산해 내는 특성이 있다. 압전소자에 의해 발생된 전력은 전력

의 관점에서 보면 미소 전력일 수 있으나, 무선 센서와 같은 자

가 구동 응용분야에 사용되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로는 

충분한 전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원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 하베스터의 용량이 수급으로 작은 전력을 

발전하기 때문에 전력변환 장치의 구성은 간단하고 효율적인 회

로구성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 하베스터 구동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하는 DC의 전원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터용 전력변환장치는 AC-DC 전

력변환장치와 DC-DC 전력변환장치로 구성이 되며, AC-DC 전력

변환장치는 풀브리지 정류기를 이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나 전

력변환의 효율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선형 소자를 이용한 L-C 

공진 및 댐핑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7-9]. 풀브리

지 정류기를 이용한 standard DC 방법은 특별한 회로의 구성없

이 간단하게 AC를 DC로 변환할 수 있으나, 압전 소자에서 발생

되는 에너지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전발전기 출력 에너지의 이용률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 standard DC 방법에 L-C공진회로를 추가한 Parallel- 

Synchronized Swiched Harvesting on Inductor (Parallel- 

SSHI)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캔틸레버 구조

의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전기적으로 등가모델링 하

였다. 또한, 에너지 하베스터용 전력변환장치의 풀브리지 정류기

를 이용한 Standrad DC와 L-C공진을 이용한 Paralle-SSHI의 발

전 방법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부하에 따른 출

력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압전용 에너지 하베스터

압전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는 압전소자의 개수에 따라 

그리고 부착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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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 하베스터의 일반적인 모델

Fig. 1 Generic model of energy harvester

그림 2 압전발전기의 특성 (a) 전압() (b) 변위()

Fig. 2 Characteristic of piezoelectric generator (a) Voltage

() (b) Displacement()

그림 3 에너지 하베스터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energy harvester

논문에서는 압전소자를 이용한 하베스터에 적합한 캔틸레버 형식

으로 제작하여 판의 상단과 하단에 압전소자가 위치한 바이모프 

형태로 제작하였다. 압전발전기에 부착 된 압전소자는 몇 가지의 

재료 상수를 가지고 있으며, 제작된 캔틸레버 모델은 기기적인 구

조적 상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수들은 이후에 에너지 하베

스터 전력발전 성능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7].

2.1 압전발전기 모델링

압전소자 에너지 하베스터는 그림 1과 같이 전기, 기계적으로 

결합된 모델로 나타낼 수 있고, 전기, 기계적 운동방정식은 (1), 

(2)와 같이 나타낸다[10]. (1)은 기계적인 정보를 모델링 한 부분

이고, (2)는 전기적 정보를 모델링 한 부분이며, 두 식은 압전소

자가 가지는 압전상수 로 결합되어있다[7-8]. 압전발전기는 그

림 1과 같이 기계적인 부분으로써 질량, 댐퍼, 스프링, 압전소자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  , , 로 나타낸다. 또한 압

전발전기는 직렬  모델로 등가화할 수 있고, 각 소자는 은 

댐퍼, 은 질량, 는 스프링의 관계로 등가화 되며, 변압기는 압

전상수   의 비율을 가지고 압전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으

로 나타낼 수 있다[10]. 그림 2는 제작된 캔틸레버에 부착된 압

전소자 고유의 진동 특성을 보여주며, 부하의 크기와 인가되는 

힘의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인가되는 힘의 

주파수는 140에서 180로 변화를 주었으며,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압전 발전기의 물리적인 공진 주파수가 변화하게 되며 발

전 출력의 크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인가되는 힘( : 0.1)에 따

라서 빔이 흔들리는 변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

    
                      (2)

2.2 에너지 하베스터용 전력변환장치

에너지 하베스터는 그림 3과 같이 기계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전기적인 부분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된다. 

전력변환장치는 크게 AC-DC 전력변환장치와 DC-DC 전력변환

장치로 구성되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AC-DC 전력변환장치

의 부분을 다루게 되어 풀브리지 정류기를 이용한 방법과 

Parallel-SSHI 방법을 비교한다. 두 가지의 에너지 방법은 힘 

와 변위의 미분 를 sin의 함수로 가정하며, (3)과 같다. 하지만 

힘과 변위의 위상은 전기, 기계적 결합 상태 및 압전발전기의 모

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7]. 

              sin   sin            (3)

2.1.1 Standard DC 기법

Standard DC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압전발전기에서 나오는 출

력에 풀브리지 정류기를 연결하며, 정류기 출력에 평활용 커패시터

( )를 추가하여 안정된 DC 전압을 만든다. 그림 4과 그림 5는 

standard DC의 기본 동작 원리와 동작 파형을 보여주며, 에서 

까지를 반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압전소자의 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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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arallel-SSHI 구성

Fig. 6 Configuration of Parallel-SSHI

그림 4 Standard DC 동작원리

Fig. 4 Operation principle of standard DC

그림 5 Standard DC 기본 파형

Fig. 5 Waveform of Standard DC

의해 부하에 흐르는 반주기 동안의 전류는 (4)와 같이 나타낸다. 

이 때 발생한 부하 측 전압과 전력은 (5)와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8-9]. Standard DC에서 평활 된 전압 는 (7)과 같이 리플을 

포함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5)

        





 ×

 
 

         (6)

                               (7)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압전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정

류기 출력전압( )보다 큰 상태( , ②번 구간)에서만 

에너지가 부하 측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구간(①번 구간)에서는 

압전소자의 커패시터()를 충전하게 된다. 그림 5의 압전전압 

의 절대값이 클램프 전압 값보다 작은 경우 즉, 

의 관계가 형성되면 전류의 흐름은 ①번 구간과 같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고, 압전전압 는 변위 에 따라

서 비례한 값으로 증가하며 를 충전하게 된다. 압전전압 

가 클램프 되는 전압 값에 도달해  의 관계가 

형성되면 의 전압이 브리지회로를 통해 전달되며 ②번 구간과 

같이 양의 전류가 부하 측으로 흐르게 된다. 

2.2.2 Parallel-SSHI 기법

Parallel-SSHI는 그림 6과 같이 standard DC 방법을 기본으

로 하며, 압전발전기의 에 병렬로 인덕터와 스위치를 연결하여 

L-C공진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압전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반전

시키는 방법으로써 동작 원리와 기본 파형은 그림 7과 그림 8로 

표현된다. L-C공진 회로의 스위치 소자는 N-타입/ P-타입 FET

로 구성된다. 그림 8에서와 같이 변위( )의 최댓점에서 L-C공진

을 발생시켜 압전발전기의 출력되는 전압을 반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변위의 최댓점은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부하 측 

전압( ) 이하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 에너지가 부하 

측으로 전달되지 않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부하 전압보다 감소하

는 것은 압전 발전기의 출력 커패시터()를 충전하는 전류()

의 극성이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 Parallel-SSHI의 성능을 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의 값이 최대일 때 반전되어

야 부하 측 전압( )에 빠르게 클램프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의 공진 인덕턴스는 20mH로 선정되었으며, 발전기의 출력 커패

시터()는 압전 소자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값으로 19의 값

을 가진다. L-C공진 주파수는 약 8.2이며 압전 발전기의 출

력 전압이 반전되는 시간은 L-C공진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

간으로 (8)과 같이 나타낸다. 즉, 반공진 주파수는 약 16이며, 

에너지 하베스터의 동작 주파수(약 160)에 100배로 선정하였

다. 

①번 구간은 공진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②번 구간은 공진을 

통해 압전 발전기의 출력이 반전된 이후 압전 발전기의 를 충

전하는 구간이다. 충전되어 가 에 도달하게 되면 ③번 구

간에서와 같이 부하 측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림 8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압전 발전기의 출력전압이 반전되는 시간은 

(8)과 같으며, 반전된 전압은 인덕터 및 스위치 소자의 저항손실

분( )이 발생하여 공진에 의한 전압은 (9)와 같이 표현된다. 부

하 측 전압과 전력의 관계는 (10)과 (11)로 표현된다. 

       ∆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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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력변환장치 모델링

Fig. 9 Modeling of power conversion system

그림 10 Standard DC 시뮬레이션 결과-힘 : 0.4 부하 : 100

Fig. 10 Simulation result of standard DC- : 0.4, Load : 

100

그림 7 Parallel-SSHI 동작 원리

Fig. 7 Operation principle of Parallel-SSHI

그림 8 Parallel-SSHI 기본 파형

Fig. 8 Waveform of Parallel-SSHI

       
   





 ,   




   (9)

       _  


                 (10)

        

_

 



        (11)

3.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3.1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9는 standard DC와 Parallel-SSHI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을 보여주며, (1), (2)를 이용해  , , , 

로 대입하여 직렬  등가회로로 모델링하였고 PSIM을 이용하

여 에너지 하베스트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을 힘과 부하 조건에 

따라 확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전력변환장치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0.4의 힘을 주기 함수로 

인가하였고 부하는 100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압전 소자

의 물리적인 공진주파수로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힘의 주파

수를 156로 설정하여 인가하였다. 또한, 부하 측 평활용 커패

시터의 용량은 15으로 압전발전기의 커패시턴스(19)에 비

해 크게 선정되었다. Parallel-SSHI의 공진 회로 동작을 위해서

는 변위의 최댓점을 검출해야 하므로 변위의 미분치인 전류 을 

전류센서를 사용하여 검출하고 비교기를 통해 영점 검출을 하여 

FET를 동작시켰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결과를 보여주며, 

그림 10는 standard DC의 결과이고 그림 11은 Parallel-SSHI의 

결과를 보여준다. 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앞서 설명한 전력

변환장치의 동작에 따른 변위, 압전발전기 출력 전압, 부하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을 확인하

였다. ①번 구간은 압전발전기의 를 충전하는 구간이며, ②번 

구간은 출력전압인 에 클램프되어 부하 측으로 에너지가 전달

되는 구간을 보여준다. 변위의 그림 10의 standard DC 의 출력 

전압은 7.07V이며, 출력 전력은 약 500μW이다. 그림 11의 결과

를 통해서 Parallel-SSHI의 변위, 전압, 전류 등을 확인할 수 있

으며, ①번 구간에서 공진이 발생하여 압전발전기의 출력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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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arallel-SSHI 시뮬레이션 결과-힘 : 0.4 부하 : 100



Fig. 11 Simulation result of Parallel-SSHI- : 0.4, Load : 

100

  

          (a)              (b)               (c)

그림 12 에너지 하베스터 실험 장치 (a) 진동계 및 센서 (b) 가

진기 (c) AC-DC 전력변환장치

Fig. 12 Experimental setup for energy harvester (a) Vibro- 

meter and sensor (b) Shaker (c) AC-DC converter

(a) Standard DC

(b) Parallel-SSHI

그림 13 Standard DC와 Parallel-SSHI 기법 비교 - 힘 : 0.4, 

부하 : 100 

Fig. 13 Comparison of Standard and SSHI -  : 0.4, Load :

100

()이 반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전된 전압은 인덕터 및 스

위치의 손실요소에 따라 (9)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게 되며, 이 순

간에 발생되는 전류( )를 그림 11의 파형을 통해 볼 수 있다. 

전압이 반전된 이후에 ②번 구간에서 를 충전하게 되며, 에 

충전된 전압이 출력전압( )에 도달하면 부하 측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Parallel-SSHI를 통해 얻은 출력 전압은 8.17V이

고 출력된 전력은 약 670μW로써 동일 힘과 부하에서 standard 

DC의 500μW에 비해 Parallel-SSHI를 이용한 경우 약 34%의 출

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시뮬레이션 모두 동일한 주파

수의 힘이 인가되었으며, 동일한 한주기의 시간을 가질 때 

standard DC결과의 ②번 구간의 시간(5.4ms)과 Parallel-SSHI의 

결과 파형의 ③번 구간의 시간(7.2ms)이 서로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arallel-SSHI 기법이 부하 측으로 에너지를 더 많

은 양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실험 결과

그림 12는 에너지 하베스터의 실험장치 구성을 보여주며, 압전

소자에 힘을 가하기 위한 가진기와, 빔위의 물체의 흔들리는 변

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외선 변위센서, 부하, 전력변환장치 등으

로 구성하였고 전력변환기의 스위치는 N-타입/P-타입 MOSFET

를 사용하였다. 적외선 센서를 통해 측정된 변위()는 OP Amp

를 사용한 미분기를 통해 을 구하고 비교기에 입력하여 영점을 

검출함으로써 변위의 최댓점을 검출하였다. 비교기의 출력은 양

의 값과 음의 값으로 출력할 수 있는 비교기(LTC1441)를 선정하

여 사용하였다. 부하 측의 출력 커패시터( )는 20이고 압전

발전기의 출력 커패시턴스 는 19이다. 압전발전기는 그림 

12 (b)와 같이 캔틸레버 구조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바이모프 구

조를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부하는 10, 100, 1으로 다양

한 크기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가

진기의 구동 조건은 압전발전기의 공진주파수로 설정하여 진행하

였다. 0.4와 0.8의 힘을 통해 Standard DC와 parallel-SSHI 

기법의 출력 전압, 변위, 출력 전력 등을 통해 두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3은 standard DC와 Parallel-SSH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0.4의 힘에 100의 부하 조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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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0.4

(b)  : 0.8

그림 14 에너지 하베스터 출력 전압( ) 비교 

Fig. 14 Comparison of output voltage of output voltage( )

(a)  : 0.4

(b)  : 0.8

그림 15 에너지 하베스터 출력 전력( ) 비교

Fig. 15 Comparison of output voltage of output power( )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시뮬레이션과 같은 동작을 보여주며, 그

림 13 (a)의 standard DC의 출력 전압은 6.48V이고 출력 전력

은 약 420μW이다. 파형을 통해 변위()가 최댓점을 지나 감소

하는 시점은 압전발전기의 출력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시점

으로 압전발전기의 출력전압()이 부하 전압( ) 이하로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b)는 동일한 힘과 부하 조건에서

의 Parallel-SSHI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공진 발생과 압전발전

기 의 충전, 그리고 부하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출력 전압은 7.76V고 출력 전력은 602μW로써 standard 

DC에 비해 약 40%정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파형을 통

해 볼 수 있듯이 압전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부하 측 출력전압에 

클램프 되어 있는 구간이 standard DC에 비해 Parallel-SSHI 기

법이 더 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힘에 따라 다른 부하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는 그림 14과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부하의 조건에서 Parallel-SSHI 

기법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전력변환방법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100의 저항 부하에서 가장 큰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 압전발전기의 출력이 부하 조건에 달라지는 특성을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2장의 그림 2를 통해 부하에 따라 

압전발전기의 고유 진동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하의 크기에 의해 기계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면 에너지 하베스

터의 변위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너지 하베스터는 기계

적인 구조와 전기적인 회로가 결합된 시스템으로써 전기적인 부

분이 기계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며, (1)과 (2)의 방정식에서 

기계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부분이 압전상수인 로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력 생산에 적합한 부하의 크기를 선정해야 하

며, 본 논문에서의 부하 조건 내에서는 100의 부하에서 가장 

큰 전력을 생산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압전발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

하고, 전기적으로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에너지 

하베스터를 검증하였다. 전력변환장치는 standard DC와 

Parallel-SSHI를 사용하였으며, standard DC는 풀브리지 정류기

를 이용한 기법이다. 하베스팅 에너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정류기 앞단에 인덕터와 스위치로 구성된 L-C공진회로를 추가하

여 Parallel-SSHI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발전기

를   회로로 모델링하였으며, 힘과 부하 조건을 달리하여 확

인하였다. 실험은 각각 0.4와 0.8의 힘을 인가하였고 10, 

100, 1의 부하에서 에너지 하베스터의 성능을 검증하였

다. 힘과 부하에 따라 Parallel-SSHI 기법이 standard DC에 대

해 출력 전력이 최대 100%까지 향상된 것을 통해 Parallel-SSHI 

기법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하베스팅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등가회

로를 통한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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