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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압전 현상이란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

지로 혹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수

년간 이러한 압전 현상을 이용하여 주변에 버

려지는 기계적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전력 소자의 자가 동력원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연구가 재료 공학, 전자 공학, 기계 공학, 생

명 공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있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수 μW에서 수 mW의 

동작전력을 갖는 휴대용 전자부품, 무선통신 

모듈, 건강모니터 장치, 군사용 센서소자, 차

량용 센서소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가 필요 없는 자가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1,2]. 

1954년 PbZrxTi1-xO3 (PZT) 물질에서 거대 

압전 현상이 발견된 이래로 현재 PZT는 대

표적인 압전 재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NaxK1-xNbO3 

(NKN) 비납계 압전 재료 등이 개발되었지만 

현재까지 PZT를 기반으로 한 압전 재료의 성

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구현을 위해 ZnO 물질

을 기반으로 한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

술들이 소개되고 있다. PZT는 ZnO에 비해 상

대적으로 고온의 온도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유연소자를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때문에 ZnO의 낮은 압전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3]. 하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압전 재료 중 PZT를 대체할 만한 압전 성능을 

갖는 물질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압전 에너

지 하베스팅에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계에 보고

된 PZT를 기반으로 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

팅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크게 벌크 소자,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소

자, 유연 소자 기술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

다. 

　　　

2. PZT 기반 벌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벌크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다양한 

물질 개발과 소자 디자인으로부터 하베스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가시켜 mW 수준의 전

기 에너지를 얻을 것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변환 효율은 소자에 

인가되는 진동의 가속도, 힘, 주파수와 에 따

라 변할 수 있으며, 에너지 변환 전자 회로의 

임피던스 매칭, 진동원 주변 환경과 하베스터

PZT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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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와 압전 소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해 디자

인된 에너지 하베스터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벌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구

조인 캔틸레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그림 

1(a)와 같이 벌크 압전 세라믹 (Piezoelectric 

ceramic), 탄성체 (Elastic body), 그리고 교

정추 (Proof mass)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캔틸레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구조

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외부 진동에 의해 큰 

변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압전 세라믹의 

31 모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기계적 에너

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캔틸레

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성능은 압전 세

라믹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물리

적 요소들 (하베스터의 길이, 면적, 추의 무

게, 두께, 압전 세라믹의 위치 등)에 의해 좌

우된다.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 향상을 위

한 압전 세라믹 물질 개발과 최적화된 하베

스터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다.

캔틸레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경우 에

너지 변환 효율은 소자의 공진주파수 영역에

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공진주파수 영역에서 동작되도

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압전 에너지 하베

스터에 가해지는 진동의 주파수, 힘, 가속도

에 따라 같은 하베스터라고 하더라도 발생되

는 전기에너지의 양은 매우 다르게 된다. 최

근 발표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캔틸레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공진영역에서 약 2 mW/

cm2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

고되고 있으며 [4], 일반적인 다결정 세라믹 

보다 우수한 압전 성능을 갖는 단결정 압전 

세라믹을 사용할 경우 약 17 mW/cm2의 전

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5]. 

벌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 

공진주파수는 응용 분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진동은 약 100 Hz 이하이고 낮은 주파수로 

갈수록 응용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낮은 공

진주파수를 결정하기 위한 캔틸레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디자인하고 있다. 공진

주파수는 캔틸레버 에너지 하베스터의 탄성

체의 굽힘 강도 (Flexural rigidity)가 낮을

수록, 탄성체의 길이가 길수록, 교정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6], 실제로 그림 2(a)와 같이 탄성체의 길

이를 길게 디자인 할 경우 기존 캔틸레버 압

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공진주파수 보다 매

우 낮은 50 Hz의 공진주파수를 얻을 수 있

으며 [7], 비대칭의 교정 추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45 Hz의 매우 낮은 공진주파수

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8]. 캔틸

레버 압전에너지 하베스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공진주파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무질서한 진동 환경에서 응용하기에는 부적

합하고, 일정한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 장치 

혹은 시설물 등에 제한적으로 응용될 수 있

다. 이러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응용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대역의 공진주

파수를 갖는 에너지 하베스터의 개발이 필

요하다. 그림 2(b)는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 

(LTCC) 기술을 이용하여 각각 길이가 다른 

3개의 캔틸레버를 내장화한 압전 에너지 하

베스터이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하베스터를 사용했을 경우 공진주파수의 대

역폭이 3 dB에서 5.4%로 증가되었다고 보

그림 1.  캔틸레버 형태의 벌크 압전 에너지 하베
스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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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있다 [9].

벌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응용 환

경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되고 있

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움직

임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회전체 형식의 벌

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이용하여 관절

의 움직임으로부터 약 2 mW를 생산할 수 있

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10], 캔틸레버 형태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튜브 내에 위치시키

고 110 dB의 소리를 울렸을 때 약 12 mW를 

생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또한, 압

력센서, 수압유량센서, 타이어 공기압 센서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등 다양한 센서 내에 동작소자 혹은 동력원

으로 벌크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쓰이고 있다 [12-16].

3. PZT 기반 MEMS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PZT 압전 세라믹은 압전 특성은 우수 하

지만 고유의 취성으로 인해 큰 변형에 취약

하며, 높은 굽힘 강도 즉, 유연하지 못한 성

질로 인해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로 제작 했

을 때 공진주파수가 매우 높다. MEMS형 압

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압전 세라믹의 

유연성을 높여 낮은 공진 주파수를 구현하

고, 큰 변형에도 안정하며, 초소형 전자소자 

(Micro-electronics)에 μW 수준의 동력원으

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부분

의 MEMS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그림 3과 

같이 캔틸레버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실

시콘 기반 지지체에 후막 혹은 박막 PZT 압

전체를 형성하여 에너지 변환 소자로 사용한

다. 최근에는 MEMS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

터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벌크

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와 마찬가지로 구조

변화를 통한 공진주파수 조정에 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4는 최근 보고

된 MEMS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들

이다. 광대역의 낮은 공진주파에서 동작 할 

수 있는 MEMS형 하베스터를 구현하기 위

해 그림 4(a)와 같이 매우 큰 Si 교정추를 이

용하여 36 Hz의 매우 낮은 공진 주파수를 얻

을 수 있었고, 그림 4(b)의 Spacer로 인해 

약 30 Hz~47 Hz 범위의 넓은 공진주파수를 

갖는 MEMS형 에너지 하베스터를 구현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 [17]. 또한, 그림 4(c)와 

같이 S 형태의 캔틸레버와 큰 교정 추를 갖

는 하베스터의 공진주파수는 약 3.4 Hz에서 

11.1 Hz로 광대역의 매우 낮은 주파수 대역

에서 동작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8]. 

그림 4(d)는 양쪽이 고정된 MEMS 하베스터

의 비선형 강성 특성을 이용하여 초광대역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구현하였다 [19].  

그림 2.  (a) Meander형 압전 캔틸레버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 (b) 광대역 LTCC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a)

(b)



6 테마

테 마 기 획     _ 에너지 하베스팅

4. PZT 기반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앞서 

기술한 벌크형 및 MEMS형 압전 에너지 하

베스터와 달리 동작 영역이 공진주파수에 한

정되지 않고 모든 불규칙적 진동 환경 하에

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있

다. 공진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하지 않기 때

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이 적은 반면에 매

우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하베스터에 큰 변형을 인가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큰 전력을 발생할 수 있다. PZT물

질을 기반으로 한 유연 압전 하베스팅 기

술은 PZT의 높은 결정화 온도 (600도 이

상)로 인하여 일반적인 공정으로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수

열합성법 (Hydrothermal)과 같은 저온공정

으로 합성된 PZT 나노 구조체 물질 혹은 고

온에서 견딜 수 있는 지지체 상에 PZT를 합

성한 후 유연한 지지체로 PZT물질을 옮기

거나 Polydimethyl-siloxane (PDMS)과 같

은 유연 폴리머 물질과 합성물 (Composite)

을 만들어 사용하는 유연 압전 에너지 하

베스팅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림 5(a)~(b)는 나노 기공을 갖는 Anodic 

aluminum oxide (AAO) 템플릿 내에 PZT 졸 

용액을 함침시키고 고온 열처리하여 합성한 

PZT 나노 튜브이다. 합성된 PZT 나노 튜브 

양단에 Ag전극을 도포하여 압전 에너지 하베

스터를 구현하였으며, 전극 상에 금속 추를 

낙하시키면 그림 (c)~(d)와 같이 약 0.4 V의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 

그림 3.  MEMS형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기본 
구조.

그림 4.  (a)~(b) 큰 Si 교정 추와 Sapcer를 이
용한 저주파 광대역의 공진주파수에서 동
작되는 MEMS 에너지 하베스터, (c) S 
모양의 캔틸레버를 이용한 광대역 저주
파 MEMS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d) 양
측 고정구조를 사용한 광대역 MEMS 압
전 에너지 하베스터.

(b)

(d)

(a)

(c)

그림 5.  (a)~(b) AAO 템플릿 방법으로 합성된 
PZT 나노 튜브, (c)~(d) 압전 에너지 하
베스터의 출력 전압.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3호 (2014년 3월)  7

수열합성법은 저온에서 효과적으로 PZT 

나노 구조체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이다. 그림 6(a)~(c)는 수열합성법으로 전도

성 기판 상에 단결정으로 합성된 PZT 나노 

와이어로 유연한 에폭시 폴리머를 PZT 나노

와이어에 함침 시키고 전극을 형성하여 에너

지 하베스터를 구현하였으며, 그림 6(e)와 같

이 약 1 V의 전압과 200 nA의 전류를 생산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발생된 전력은 그

림 6(f)와 같이 정류회로를 거치고 22 μF 용

량의 콘덴서에 축적하면 하나의 발광다이오

드를 동작할 수 있다 [21]. PZT 나노 와이어

를 PDMS와 같은 유연 폴리머 물질과 합성

물을 만들면 소자의 유연성 증대와 나노 와

이어에 거대한 변형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림 7(a)~(b)는 Electrospinning 방법으로 합

성된 PZT 나노와이어와 PDMS 합성물을 이

용하여 제작한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로 외부의 큰 변형에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

을 보여준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와 같

은 에너지 하베스터에서 약 6 V의 전압과 45 

nA의 전류를 얻을 수 있으며, LCD를 동작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2]. 그림 8(a)~(b)는 AAO 템플릿 방법으로 

합성한 PZT 나노 튜브이다. 고온에서 합성된 

결정상의 PZT 나노 튜브를 얻기 위해 열처리 

후 AAO 템플릿을 제거하면 순수 결정상의 

PZT 나노 튜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

진 PZT 나노튜브와 PDMS의 합성물을 이용

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약 1 V의 전압 과 

30 nA의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3].

고온에서만 합성할 수 있는 박막형태의 

그림 6.  (a)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PZT 나노 
와이어, (b) TEM image, (c) XRD 패턴, 
(d) PZT 나노와이어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전력발생 시뮬레이션, (e) 발
생 전압, (f) 정류회로를 거친 발생 전압. 

그림 7.  (a)~(b) PZT나노 와이어와 PDMS 합성
물을 이용한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c) 발생 전압, (d) 발생 전류.

그림 8.  (a)~(b) AAO 템플릿 방법으로 이용하
여 합성한 PZT 나노 튜브, (c) PZT 나노
튜브 합성물을 이용한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발생 전압, (d) 발생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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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T는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제조에 적

합하지 않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폴

리머 기판 상에 직접 구현할 수 없는 PZT 박

막을 먼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사파이어 

기판 상에 성장시킨 후 레이저 전사 (Laser 

transfer)기술을 이용하여 유연한 기판에 구

현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레이저 전사 

기술은 두 물질간 에너지 밴드갭 차를 이용

하며, 박리하고자 하는 박막과 기판 계면에

서 흡수되는 레이저 광으로 인해 기화된 박

막 계면에 박리가 일어나고, 박리된 PZT 박

막을 PDMS Stamp를 이용하여 떼어내게 된

다. 떼어낸 박막을 유연한 기판 상에 부착시

키면 그림 9(a)~(b)와 같은 유연 압전 에너

지 하베스터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c)~(d) 

는 레이저 전사기술을 적용한 유연 압전 에

너지 하베스터의 발생 전압으로 약 0.3 V

의 전압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4]. 

　　　　

5. 결 론

본고는 지난 몇 년간 보고된 PZT 기반의 

에너지 수확기술을 벌크형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 기술, MEMS형 압전 에너지 기술, 유

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PZT 기반 벌크 압전 에너지 하

베스터는 광대역의 낮은 동작 주파수와 mW

급 동력원을 얻고자 하는 기술들이 제안되었

다. 특히 여러 연구 논문에서 보고된 독특한 

구조의 에너지 하베스터는 특정 환경에서 높

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냈다. MEMS 압전 에

너지 하베스터 기술 역시 벌크형 하베스터와 

마찬가지로 전력 발생 효율증가와 저주파 광

대역의 동작 주파수를 얻기 위한 독특한 구

조의 하베스터 디자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노 구조체 혹은 전사 형태의 

PZT 물질을 이용한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

팅 기술은 벌크 혹은 MEMS 하베스터에 비

해 가해지는 변형이 매우 크지만 공진 영역

에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벌크와 MEMS

형 하베스터의 발생 전력과 비교했을 때 매

우 낮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바람, 물의 흐름,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불

규칙적인 진동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

에, 추후 지속적인 하베스터의 성능 개선 개

발을 통해 그 활용도는 매우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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