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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류주현 교수, 신상훈 석사과정 (세명대학교 전기공학과), 홍재일 교수 (동서울대학교 전기정보제어과)

1. 서 론

최근 들어, 석유에너지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증가되고,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

근에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는 분야가 신 그린 

재생에너지기술인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Harvesting) 기술이다. 이 하베스팅은 생활주

변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 및 소모

되는 에너지를 재활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기술로 전자기장, 온도차, 진동에너지, 

빛의 방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근법이

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개념은 1954년 벨연구소

에서 태양전지 기술의 개발에 따라 대두되었

지만, 90년대 초중반부터 연구에 활성화가 이

루어 졌으며, 9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부터 태

양광 및 태양열 뿐만 아니라 온도, 진동, 전자

기장 등의 개념 확대와 함께 친환경 신재생에

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하베

스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다.

특히,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여

타의 에너지 하베스팅과 비교하여 에너지 수

명이 길고 안정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압전소자의 압전효과를 이용하면 기계적인 진

동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 자동차의 차체진동, 변압기 권선 진동, 

교각진동등 주위에서 발생하는 진동에너지를 

수확하는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은 대전력의 에

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에너지 

절약과 무전원 시스템, 친환경 재생에너지라

는 관점에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에너지 자

원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

운데 대체 에너지자원이자 친환경적인 에너지

원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랩탑, 핸드폰과 같은 

소형무선 휴대용 기기에서부터 무선 센서 네

트워크 (WSN)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많은 압전에너지 발전에 관

한 많은 정보를 참고 문헌을 통하여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필요성과 중요성, 활용 분야 등 그 시장성 제

품 및 기술 개발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연구현황

2.1 국외현황 
일본 게이오 대학을 모태로 한 벤처기업인 

사운드파워 (Soundpower)는 2007년에 크기

가 약 30×60 cm의 판 위를 체중 60 kg인 사

람이 걸을 때 평균 약 0.3 W를 발전하는 '발판

친환경 압전세라믹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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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발전기'를 개발했다. 이 발전마루는 PZT

압전소자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였고, 압전소

자의 직경 (3 cm)을 빼곡히 채운 뒤에 그 위

에 '진동판'을 설치한 구조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1 W까지 에너지수확 (발전)

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동은 열

보다 일상생활에서 한결 쉽게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휴대기기 및 LED조명용등에 대한 

전기 공급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도쿄 고

속도로 전체의 진동을 활용하면 도쿄 23구

내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의 40%에 달하는 4 

GW 이상을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Soundpower 주장). 

이 같은 논리라면 진동에 의한 발전용도

가 휴대용 기기 등의 이용될 마이크로 발전

에 그칠 이유는 없다. 그림 1은 도로에 사람

이나,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압전소자를 설치

한 발판형 발전기를 나타낸 것으로 사운드파

워 (Soundpower)에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 최근까지, 보행을 활용한 최대의 발전 

성능기록은 NTT환경에너지연구소가 개발한 

"전기를 만드는 신발"이 가지고 있다. 이 신

발의 구조는 액체가 신발 속에서 움직이면서 

소형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식이다. 현재까지 

평균 1.2 W, 최대 2.5 W 출력으로 휴대폰 통

화 시의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발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신발 속에서 액

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편하지 않고, 내구성

이 낮아 이 신발로는 달릴 수 없다는 것이 문

제다. 그래도 보행을 이용한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압전에너지 하

베스팅의 경우 미국의 Penn state에서 차체 

및 옷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며, MIT에서 신발에 장착하여 모바일 디

바이스의 충전용으로 연구 중에 있다. 그리

고 군화에 장착하여 온열기능을 발휘하는 연

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애리조나 대학에

서 압전 Stacks를 포함하는 배낭으로부터 사

람이 걸을 때의 진동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

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1,2]. 동일한 압전 디

바이스를 사용하여 옷과 신발 등에 걸친 물

건을 이용하여 진동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

도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 조지아 공대의 종

린왕 (Zhong Lin Wang) 교수가 이끄는 연구 

그룹은 산화아연의 압전효과를 연구하고 있

다. "나노 스케일의 산화아연 와이어를 고밀

도로 제작하여 서로 비비면 이론적으로는 4 

W/cm3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 

그림 2는 이것을 설명한 것이다.

종린왕 교수의 주장대로 4 W/cm3이 현실

화되면 이는 매우 큰 전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화아연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그림 1.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적용 시스템 개
념도.

그림 2. 나노 제너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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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 때문에 서로 비빌 때의 접촉면이 제

한되어 높은 발전 성능은 실현되지 못했다. 

최근 개발한 복수의 대형 산화아연 와이어로 

구성된 소자에서 50 mW의 전력에 6.8%의 

에너지 변환효율을 얻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열과 진동으로 발전하

는 소자가 개발되었으며, 이들 제품을 활용

한 마이크로컴퓨터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독일의 엔오션 (EnOcean)과 호주

의 센서다이나믹스 (SensorDynamics)도 에

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전력을 공급받는 기능

을 갖춘 IC를 발표 했다. 엔오션은 2008년 5

월 자사의 빌딩 관리용 센서의 에너지 수확 

기술사양을 업계 표준으로 삼기위해서 ‘엔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2.2 국내현황
국내의 경우 요업기술원, 고려대학교, 전

기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창원대학교, 세

명대학교 등에서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소자를 

이용하여 LED를 점등하는 정도의 기초 연구

가 진행 중이며 도로 및 자동차 신발, 교각 

등에 적용할 아이디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친환경 무연 압전 세라믹스의 경우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PZT만큼 압전특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실질

적인 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실정이

다. 또한, 저온소결 무연 적층형 압전 세라믹

스의 경우 그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아 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 조차 발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선점 및 노하우 구축이 매우 중

대한 관건으로 생각된다. 성균관대학교 김상

우 교수 연구팀에서는 ZnO 나노 구조 산화

물 소재의 압전성질을 활용하여 플렉시블 기

판 위에 저온 공정을 통해 기계적으로 안정

성이 우수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국

내에서 최초로 소개하였다. ZnO는 PZT 등의 

압전재료에 비해 압전특성은 떨어지나 저온

에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한, 나노구조로 성장함으로써 매우 작은 진

동에서도 쉽게 변형을 일으켜 전기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3.1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개요
최근 정부는 그린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화 

하기위해 태양광, 풍력, LED, 전력정보통신, 

수소연료전지, 가스 및 석탄액화, 이산화탄

소포집 및 저장, 에너지저장, 석탄가스화 복

합발전 등 9개 분야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

그림 3.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MEMS 캔틸
레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캔틸레버
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빔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운동화에 장착된 에너
지 하베스팅, 배낭에 장착된 에너지 하
베스팅.

그림 4. 생산전력과 에너지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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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따라, 그

린에너지 산업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4]. 

3.2 환경진동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공장의 기계, 자동차 등의 이동체와 다리 

등에는 통상 수십 Hz 이하의 저주파 진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저주파수의 진동은 일상

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환경진동이라고 부

른다. 환경진동 발전디바이스는 이러한 미

소 환경진동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디

바이스이다. 지금까지는 활용할 수 없던 환

경진동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인 셈이다. 환경진동 발전디바

이스를 센서나 무선통신기기와 함께 사용함

으로써 센서로 측정한 온도와 압력 데이터를 

배선이나 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전송하는 것

이 가능하며, 응용예로는 전지교환이 곤란한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 감시, 배선이 곤란

한 공장 내 모터 등의 이상 진동과 과열 감시 

등 USN에 적용 가능한 환경발전디바이스의 

응용이 기대된다.

3.3 하중진동에 의한 에너지 하베스팅
고속도로 상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지나간

다. 이때 도로상에 압전소자를 설치한 깔판

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깔판

이 하중을 받게 되고, 이 하중에 의해 깔판이 

진동하게 된다. 이 진동력을 에너지로 변환

하는 도로상의 LED 조명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전철역 

개찰구에 깔판을 설치하면 사람이 보행할 때 

하중력을 받아 깔판이 진동하여 그 진동력을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며, 이 에너지를 이

용하여 그 진동력을 통하여 전철개찰구 전철

표 리더기 전원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3.4 USN용 소형전력원의 개발 필요성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은 (Ubiquitous 

Networking) 사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하며 지능화, 자율화되어 생산 유통물류 등

의 경제활동 서비스 의료요양 등의 복지 서

비스 그리고 환경 서비스 등 새로운 유비쿼

터스 서비스를 창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

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기술로 각

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국가를 이끌어가

는 중추 산업으로 자리 잡아 세계 최고 수준

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많은 연구 인

력을 배출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된 발전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능화된 네트워

크를 구상하며, 그 기반기술로 차세데 네트

워크인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를 (USN) 

IT8-3-9의 3대 인프라 기술 중 하나로 선정

하였다. 소형센서, 무선통신시스템, 디지털 

프로세스 등의 개발에 힘입어 그 응용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응용은 소형 

전력원의 부족으로 많이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USN에서, 마이

크로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용 소형 전력원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폭 넓게 인식되고 있다.

3.5 그린 신재생에너지 (LED조명용 전원)
기존광원에 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

나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

세대 광원인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s)가 기존의 단점이었던 휘도문제가 크

게 개선되면서 이를 응용한 응용분야가 산

업 전반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LED의 장

그림 5.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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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백열

전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수명은 10~50

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백색 LED

가 상용화되면서 교통신호등과 가로등, 터널

등처럼 유지관리가 중요한 공공조명시설부터 

적용되어 매년 LED기반 조명시장 규모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인체와 환

경에 해로운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

을 포함한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한 전기전

자제품의 대 유럽연합수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형광등에 사용되는 수은등의 유해성물

질이 없는 LED는 친환경적인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의 광원으로써 한

층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LED에 관

한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시장도입기를 지나 본격적인 도약기로 접어

들었다.

3.6 친환경 무연 압전 세라믹스 
대부분의 압전 세라믹스를 이용한 디바이

스는 특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은 PZT계 

압전 세라믹스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PZT계 압전 세라믹스는 Jaffe 등에 의해 발

견된 이후 많은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압전 세라믹스이다. 그러나 PZT의 

구성성분 중 중량비의 60% 이상을 인체에 

유해한 납이 차지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

고 소결온도가 높아 세라믹스의 소결 시 휘

발되는 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

한 제조시설의 방제장치 등의 설비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와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

지고 있다 [10,11].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환

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친환경 무연 압

전 세라믹스의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 압전 세라믹스는 Nb-based 

perovskite계, Bi-based perovskite계, Bi-

layer계, Tungsten-Bronze계, BaTiO3계 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Nb-based perovskite

계의 대표적인 압전체인 NaKNbO3계 세라믹

스가 주목받고 있다. NaKNbO3계 세라믹스

는 높은 큐리 온도와 MPB영역에서의 높은 

압전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우더 및 그레인의 제어가 힘들고 낮은 소

결성 및 높은 조해성과 더불어 낮은 밀도특

성 등으로 연구 및 응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 그 압전 및 유전특성은 Pb계 압전 세라믹

스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12-14]. 

또한, 무연 압전 세라믹스의 경우 입자들

의 불균일성과 낮은 소결성, 적층형 압전 세

라믹스 제조 시 전극과의 반응 문제 등으로 

적층구조의 세라믹스를 제작하기 어려운 단

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무연 압전 세라믹스를 개발하기위하

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시장규모

Innovative Research and Products社 

(IRAP)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압전체 시장

은 2007년도 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

균 7.5%의 성장률로 성장해 2012년이면 69

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압전 디바이스 부문은 네 개의 주요 제품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공

진기, 음향 디바이스, 초음파 모터, 가스 점

화장치, 디지털 카메라 자동 초점조절을 위

그림 6. 압전 디바이스의 세계시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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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츄에이터로 구성이 되고, 두 번째 그룹

은 트랜스튜서, 센서, 가속도계, 압전 프린

팅 헤드, 디젤 연료분사장치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그룹은 바이모프 (Bimorph) 액츄에

이터와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으로 구성되고 

네 번째 그룹은 군사 및 일반이 이용하는 수

중음파 탐지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개

의 그룹시장은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

지만 세 번째 그룹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

으며, 그 중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이 가장 크

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성장

률은 51.5%로 추정되고 있다.

5. 결 론

에너지 수확 (하베스팅) 소자 기술의 필요

성과 중요성, 활용 분야 등 그 시장성 제품 

및 기술 개발 현황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

개를 하였다. 에너지의 고갈의 심각성 과 지

구 온난화, 화석연료가격의 급등에 따른 대

체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 중 

최근에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는 분야인 신 

그린 재생에너지기술인 에너지 수확 (하베스

팅) 시키는 기술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압전에너지 수확 (하베스팅) 소자 기술은 전

자,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응용가능성은 무한

히 많은 아이디어의 창출에 의해 실현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많

은 응용 가능성을 실현화시키기 위해 고효율 

압전기술, 압전 하베스팅 구조 설계 및 회로

설계기술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

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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