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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analysis of vibration driven cylindric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er. The proposed harvester consists with spring, coil and rear earth magnet. The design 

utilizes an electromagnetic transducer and its operating principle is based on the relative movement of a 

magnet pole with respect to a coil. In order to optimal design and analysis, ANSYS FEA (Finite Elements 

Analysis) and Matlab model were used to predict the magnetic filed density with vibration and the 

generated maximum output power with load resistance. The system was designed for 6 Hz of natural 

frequency and spring constant was 39.48 N/m between 2 mm and 6 mm of displacement in moving 

magnet. When moving magnet of system was oscillated, each model was obtained that induced voltage in 

the coil was generated 2.275 Vpp, 2.334 Vpp and  2.384 Vpp, respectively. Then maximum output powers 

of system at load resistance (1303Ω) were generated 124.2∼132.2 μW during magnets input displacement 

of 3 mm and 6 Hz periodic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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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력  무선 소자의 출 으로 인하여 휴   

장시간 사용 가능한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 까지

는 주로 배터리를 이용해 왔으나 수명이 제한 이며 

폭발의 험성이 존재하고 폐기처분으로 인한 환경오

염을 유발시킨다. 특히,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환경

에서는 자가 발 기와 같은 체 원이 단히 유망

하다. 한, 자가발  능력을 갖는 무선센서는 자율 

조건 모니터링과 무선 데이터 송수신용으로 사용 가

능성이 있으며 진동형 에 지 하베스 은 이러한 시

스템의 체 원  하나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최

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진동은 동시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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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식, 착용식, 휴 용, 삽

입형 자정보통신과 바이오 장치의 자가발  원으

로 단히 유용하다. 더구나, 근이 어렵거나 불가능

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해 최소한의 유지 보수  

리 능력 측면에서 가장 매력 인 원이다. 태양

과 열  등의 다른 에 지 하베스 은 태양빛과 온도

차를 각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 이다. 

주변의 다양한 진동을 이용하는 에 지원은 다른 것

과 달리 단순한 진동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시간  제

약 없이 지속 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더욱이 자소

자와 집 화가 가능하다 [2].    

일반 으로 진동을 이용한 하베스터는 압 , 정

기, 자기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주변 환경에

서 발생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석 , 기석, 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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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structure of vibration driven cylindric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er.

(a)                  (b)

    
Fig. 2.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er based on 

vibration; (a) schematic diagram and (b) equivalent 

circuit.

염, PZT, ZnO, AlN, PVDF 등과 같은 압  물질의 

결정 표면에 압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압 형

은 높은 에 지 도, 한 결합계수, 소형화가 용

이하며 외부 원이 불필요하는 등 많은 장 이 있지

만, 수백 Hz 이상의 높은 주 수를 갖는 운동 에 지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진동하에서 압 체가 쉽게 

손되고 출력 임피던스가 크므로 고품질의 압 체가 

요구된다 [3]. 한편, 정 기형은 진동에 의해 축 기 

이 움직이면서 정 용량의 크기가 최 , 최소로 변

화할 때 발생하는 충   방  상을 통해 압을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이 용이하며 집 화가 가능하지

만, 낮은 에 지 변환효율과 높은 동작 압 그리고 

외부 압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형 원으로는 

합하지 않다 [4]. 마지막으로 Faraday 법칙을 기반

으로 하는 자기형은 코일과 구자석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을 에 지원으로 이

용할 수 있지만, 소형으로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에 지 변환효율이 낮지만 주 수의 가

진 운동 에 지원을 이용하여 동작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착용식, 휴 용 소

형 자기기의 자가 발 형 원 공  장치로 가장 

합하여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5].

1996년도에 C. B. Williams 등이 4.4 kHz의 가진 

주 수에서 0.3 uW의 력을 발생할 수 있는 진동형 

자기식 에 지 하베스터를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주로 100 Hz 이상의 높은 주 수에서 다양한 연구개

발이 진행되고 있다 [6-10]. 

진동형 에 지 하베스터는 최근 IT 기술의 속한 

발달과 보 으로 인하여 이동식, 착용식, 휴 용 소형 

자정보통신기기와 건물의 안   진단용 자가발

형 자율 센서노드의 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사람이 움직일 때 인체의 각 부분에서 발생되

는 운동 주 수 역은 1∼10 Hz와 약 1 G의 가속도

로 주 수에서 높은 에 지 변환 효율을 갖는 에

지 하베스터에 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에 지 하베스터용

으로 사용 가능한 NdFeB, SmCo, CoPt 등의 자석

에서도 가격이 렴하고 보자력과 자속 도가 비교  

큰 NdFeB 구자석과 구리 코일을 이용하여 10 Hz 

와 1 G 이하의 주 수에서 최 의 에 지 변환 효

율을 갖는 진동 구동식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

터를 설계했다. 특히, ANSYS로 유도 기 력과 이동

자석의 상 변 를 해석했으며 한, Matlab으로 부

하 항의 크기에 따른 최  발생 력을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모델링  설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진동 구동식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를 도식 으로 나타낸 

것으로 하우징 양단에 자석을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이동자석을 치시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며 하우

징 심에 코일을 감아 놓았다. 따라서, 이동자석이 

외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일 때, 코일 내부의 자속 도

를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유도 기 력을 발생시킨다. 

  그림 2(a)와 (b)는 진동 구동식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의 도식  다이어그램과 기  등가 회

로 모델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등가모델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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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a) Design drawing and (b) contour of flux line 

near the coil.

Fig. 4.  Variations of flux density with displacement.

  여기서  , , , , , 는 각각 구자석의 

무게, 기계  감쇠, 스 링 상수, 코일의 인덕턴스, 코

일 항 그리고 부하 항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 , , 는 이동자석의 변 , 하우징의 

변 , 이동자석과 하우징 사이의 상 변 와 회

로 내에 흐르는 류를 각각 나타낸다. 한 , , 

은 코일의 권선수, 자속 도 그리고 코일의 둘 길이

를 각각 나타낸다.

  식 (1)에서 기계 인 부분만 고려한 발생된 력 P를 

주 수 역에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3)

  여기서,  이며 는 가진 주 수, 는 공진주

수, 는 기계  감쇠비 그리고 는 최  가진 변

를 나타낸다. 이때의 시스템 공진 주 수는 식 (4)

와 같이 스 링 상수  이동자석의 질량에 의해 결

정된다.

 





                (4)

  

한, 식 (1)과 (2)의 등가모델 식을 이용하여 발생되

는 력을 주 수 역에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식 

(5)로 주어진다.


  


 

              (5)

  여기서, 는 각각 기계 , 기  감쇠비를 합친 

값인  이며 변환요소인 는   , 는 최  가진 

변 를 나타낸다. 

  식 (5)을 통하여 부하 항 변화의 출력 력을 

상할 수 있으며, 이동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에서 발

생되는 유도기 력은 식 (6)으로 주어진다.

                 (6)

3. 결과  고찰

  그림 3(a)는 ANSYS를 이용하여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를 설계하 다. 소자의 체 크기는 150 x 

110 mm
2
이며 진동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의 크기는 

55 x 17 mm2이다. 한, 8032개의 요소와 21215개로 

으로 구성되어있다. 경계 조건은 Y축에 하여 고정 

 칭 원통형 구조로 가정하 으며 코일 역은 

Fillfactor 0.78을 용하 다. 한편, 그림 3(b)는 자석에

서 발생되는 자기력선을 코일 주변으로 한정하여 나타

낸 자기력선 등고선이다.

  그림 4는 이동자석이 상하로 움직일 때, 코일 내부의 

평균 자속 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조 한 자기력선

이 이동자석의 양극에서 발생되므로 가장 큰 자속 도

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동자석이 0 mm인 앙에 치

하는 경우, 코일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이 존재하

지 않으므로 자속 도가 0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동자석의 움직임에 의하여 코일 내부의 자속 도는 변

화하게 된다. 이러한 자속 도의 변화는 패러데이의 법

칙에 의해 코일에서 유도기 력이 발생된다. 한 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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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ce of displacement for moving magnet 

between moving and fixed magnet. Fig. 6.  Displacements of moving magnet with magnets.

Fig. 7.  Variations of induced voltage with magnets.

에서 N48로 변경될 경우, 큰 자속 도를 얻을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6 Hz의 공진 주 수를 가지는 스 링 상

수를 구하기 해 각각의 자석이 동일한 공진주 수

를 갖도록 고정  이동자석간의 거리 조 이 필요하

며 이때 발생하는 반발력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반발력은 고정  이동자석간에 발생하는 힘을 의미

하며 스 링 상수는 반발력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

다. 이동자석의 이동이 선형 구간인 2 ∼ 6 mm에서 

스 링 상수는 약 39.48 N/m 다.

그림 6은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의 하우징

에 외부 주 수와 변 를 6 Hz와 3 mm로 가진 할 

경우, 자석의 종류에 의해 변화하는 이동자석의 움직

임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자석에 하여 시스템 

공진 주 수는 동일하므로 이동자석의 변 는 일정하

게 나타났다. 만약에 이동자석의 변 가 다르다면, 스

링 상수가 달라져 시스템 공진 주 수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림 7은 코일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 력을 나타낸 것

이다. 각각의 모델은 동일한 시스템 공진 주 수를 가지

므로 각 자석에 해 동일한 변 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자석의 자속 도에 한 향만이 다르기 때문에 식 (6)

을 통하여 자속 도의 변화에 의해 유도 기 력이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자석에서 발생된 유도 기 력

의 피크값인 Vpp는 자석에 따라 조 씩 다른 결과를 보

이고 있다. N35의 경우는 2.275 Vpp, N46는 2.334 Vpp 그

리고 N48은 2.348 Vpp 다. 이것은 N48의 자속 도가 

N35에 비해 크기 때문에 좀 더 큰 유도 기 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8은 그림 7의 유도 기 력을 이용하여 부하

항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최  력으로 나타낸 것

이다. 이때 발생하는 력은 부하 항이 임피던스 매

칭인 1303 Ω일 때, 124.2 μW, 130.6 μW 그리고 

132.2 μW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보다 

큰 유도 기 력을 얻을 수 있는 N48이 N35에 비해 

많은 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므로 

자속 도가 크다면 더 많은 유도 기 력과 력을 획

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성이 간단하고 제작이 용이하여 

주 수에서도 용이 가능한 진동 구동식 원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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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riations of generated power with load resistors 

and magnets.

자기 에 지 하베스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 자

석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에 지 발  장치를 설계  

분석을 하 다. 한, 시스템의 공진 주 수를 일정하

게 하기 하여 고정자석간의 거리를 조 하여 

ANSYS FEA를 했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최  력을 측하 다. 설계  분석 결과, 외부 주

수  변 가 6 Hz와 3 mm 가진 될 때, 발생되는 

유도 기 력(Vpp)과 이동자석의 변 는 N35의 경우에 

2.275 Vpp와 8.152 mm로 각각 나타났다. 한, 부하

항의 경우에 임피던스 매칭인 1303 Ω에서 최  력

인 124.2 μW가 발생되었으며 N45와 N48을 사용할 경

우에 자속 도가 N35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주 수에서 높은 에 지 변환 효율을 갖

는 진동 구동식 원통형 자기 에 지 하베스터 개발

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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