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3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낮은 주파수의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수확하는 전자기유도 현상 기반의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제안된 하베스터는 기어모듈을 이용하여
사람이 인가하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회전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속기어모듈을 달아 높은 회전비를 갖게 한다.
그리고 발전부의 자석들은 할바흐 배열을 통해 불필요한 곳의 자속을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한 곳의 자속은 최대한으로 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하였다. 제작된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전압은 230.9
mV이며 18 Ω에서 2.96 mW의 최대 피크 전력을 전달한다.

1. 서    론

최근 전자기적인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은 휴대기기의 소형화와 저
전력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런 발전에 따라, 기존의 배터리가 가지
고 있는 정기적인 교체, 충전 그리고 환경오염과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어, 주변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
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에너지 하베스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터 중에서도 높은 에
너지 효율과 낮은 주파수에서도 전력발생이 가능한 전자기유도 방식의
기어형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안한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를 다루기에는 그 생산 전력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거나, 생산 전
력이 크면 그 부피가 커서 휴대에 용이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1, 2].
제안하는 기어형 에너지 하베스터는 작으면서도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외부 힘에 의해 하베스터의 랙기어(Rack gear)를 누르
면 평기어를 통해 회전운동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회전운동은 증속 기어
모듈을 통해서 더 높은 회전수로 발전부를 회전시키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발전부의 자석은 할바흐 배열을 하여 자속을 코일이 있는 부분
에만 집중시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게 한다 [3].

2. 본    론

  2.1 구성 및 제작
제안된 하베스터는 발전부와 기어부로 구성된다. 기어부는 기어를 이
용하여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고 증속시켜 발전부를 회전시키며,
발전부는 회전운동을 하여 자석과 코일 사이의 자속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흘러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자석을 할바흐 배열하여 더
큰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2.1.1 할바흐 배열을 이용한 자석 배치
할바흐 배열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할
바흐 배열을 하면 한쪽으로 자속이 집중이 되고, 반대편으로는 최소한의
자속만 존재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된 자속을 이용하면 같은 자석을
쓰더라도 더 효율이 좋은 하베스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2는 제안한 하베스터의 발전부를 FEM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그림 2는 자석들이 같은 개수와 크기, 그리고 세기를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속이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b)의 자속의
세기가 그림 2 (a)의 자속의 세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하
는 하베스터는 그림 2 (b)와 같이 자석을 할바흐 배열하고, 자속이 몰리
는 부분에 코일을 위치시킴으로서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유도기전력은 수식 1과 같이 코일을 감은 수(), 외부 자기장(), 코
일의 길이(), 자석이나 코일의 속도()의 영향을 받는데, 할바흐 배열을
통해 의 세기를 키움으로서 더 높은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수식 1>

<그림 1> 할바흐 배열

(a)

(b)

<그림 2> FEMM을 통한 자석배열에 따른 자속 비교 
(a) 임의 배열, (b) 할바흐 배열

  2.1.2 발전부
발전부는 그림 3과 같이 아래 케이스, 보빈(bobbin), 자석, 그리고 위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은 발전부의 위 케이스의 안쪽에 할바흐
배열로 배치가 되고, 보빈은 솔레노이드 코일(solenoid coil)이 감긴 형태
로 아래 케이스의 돌출된 부분에 부착된다. 보빈과 케이스는 자속에 영
향을 주지 않는 알루미늄(Al)으로 제작되었다. 위 케이스의 안쪽에는 자
석이 쉽게 배열될 수 있도록 홈을 팠다. 홈은 5×3 mm2 의 크기로, 자석
을 배치시켰을 때 1 mm의 여유간격이 있게 제작되었다. 자석이 배열되
는 위 케이스의 외부 중앙에는 평기어를 부착하여 기어모듈의 운동에
따라 회전운동을 하게 되며, 전체 발전부의 크기는 φ29×15 mm3의 원통
형이며, 자석은 5×2×10 mm3 크기의 직육면체 형태로 재질은 NdFeB,
세기는 0.54 Tesla 이다. 솔레노이드 코일의 두께는 0.12 mm이며 재질
은 구리(Cu)이다. 코일의 감은 수는 한 보빈 당 500회로 총 1000회, 발
전부 케이스의 두께는 1.5 mm 두께로 제작되었다.

  2.1.3 기어부
제안하는 기어형 에너지 하베스터는 사용자가 누르는 부분을 누를

때 발생하는 직선운동을 랙기어와 평기어를 통해 회전운동으로 변형하
여 결국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수식 1에 의해 자석
이나 코일의 속도()가 높을수록 높은 유도기전력이 발생되는데, 이를
위해서 증속기어모듈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증속기어모듈은 1단 평기어
와 2단 평기어로 구성되며, 서로 맞물린 두 개의 평기어 속도 전달비 
는 수식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기어의 잇수, 기어의 회전수) ····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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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소자의 발전부 구성도

<그림 4> 제작된 소자의 발전부 모습

수식 2를 통해서 가 1보다 크면 증속, 1이면 등속, 1보다 작으면 감
속 기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식 2에 따라서 기어의 잇수와 기
어의 회전수를 2단 평기어 여러 개를 이용해서 가 1보다 큰 증속기어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제작된 기어모듈은 2단 평기어의 잇수와 개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1:81의 증속비율을 갖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크러치
와 베벨기어를 이용하여 변환모듈을 만들었다. 랙기어가 위 아래로 움직
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는 항상 한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한 크러치는 φ8×6 mm3 크기의 니들 크러치이다. 그림 5는 제작된 기어
부의 변환모듈과 증속기어모듈 프로토 타입이다.
그림 6은 기어모듈과 발전부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방식의 기어형 에
너지 하베스터의 동작 원리이다.

  2.2 측정 결과 및 해석
  부하 저항에 따른 발생전압 및 전력을 분석하기 위해 1: 1:81비율의
증속 이어모듈을 이용하여 동일한 주파수 환경에서 부하 저항을 변경하
여 그 때 발생하는 전압 및 전력을 분석하였다. 출력전압은 오실로스코
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에너지 하베스터에서 나온 출력 전압을 측정
한 값을 그림 7에 보였다. 그림 8에 측정 결과 부하저항이 18 Ω일 때
최대 전력 2.96 mW가 발생한 것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대전력전달 조
건에 의해 내부저항과 부하 저항의 크기가 같은 때 최대전력이 발생됨
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할바흐 배열의 전자기유도방식의 기어형 에너지
하베스터는 휴대 가능한 사이즈에, 인체의 움직임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논문의 실험에서는 부피가 큰 임시 기어부를 이용하여
위 케이스를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여 부하저항 18 Ω에서 전압 230.9
mV, 최대 전력2.96 mW가 생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기어모듈
의 기어부를 발전부와 맞게 설계 제작하고 코일을 감는 횟수를 더 늘린
다면 높은 효율을 가지고 휴대에 용이한 자가 발전기를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제작된 기어부

 

<그림 6> 제안한 에너지 하베스터의 작동 원리

<그림 7> 시간에 따른 전압 출력 값 

<그림 8> 부하저항에 따른 발생 전압 및 전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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