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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팅 시스템

 

1. 서 론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7% 

증가율),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

들도 에너지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위한 구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재생가능하고 무한으로 공급되는 에너

지원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그린에너지 소자

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태양, 바람, 파도, 동

물움직임 등과 같은 자연에서 흔히 생성되는 진

동,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트(Harvest)기술이다. 특히, 자가

발전 에너지 하베스팅(self-powered energy 

Harvesting) 기술은 생명체의 심장박동, 바람

에 의한 나뭇잎의 흔들림, 인간의 체내·외의 움

직임에 의한 진동 및 기계적 움직임과 같은 자

연적인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역학의 원리에 기

인하여, 기 발생된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를 이

용하여 외부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서도 미세한 누름이나 굽힘 등의 기계적인 힘

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최

근 2009년도 MIT 테크놀러지 리뷰의 ‘세상을 

놀라게 할 10대 기술들’로 선정되었고 [1], 또

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략적으로 추

진하고자 하는 7가지 첨단 핵심소재 분야 중 하

나인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소재’에 핵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를 구현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강유전체의 압전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

을 생체전자디바이스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스

로 전기를 생성하는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

스팅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부드러운 신체 표

면 위에 부착하거나, 심지어는 인체 내부에 삽

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기에너지 생성을 가능

하게 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수적인 기술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원리, 생체전자용 압전 자가발전 에

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의 개발 동향 및 향후 전

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압전효과는 압전 물질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에

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림1). 

자연에 존재하는 미세한 힘이나 압력, 진동 같

은 에너지가 압전 물질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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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원의 공급이 없어도 전기 에너지를 생

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이 없

는 어두운 곳이나 밤에도 발전을 할 수 있다. 압

전 물질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는 기계-전

기결합계수(k, electro-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에 의해 결정되며 가해지는 기계적 

변형에서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결합계수가 큰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U는 발생되는 전기에너지, E는 압전물질의 탄

성계수(Young’s Modulus), σ(≅F/A; 단위면적

당 힘)는 압전물질에 가해지는 응력의 세기를 나

타낸다. 압전물질의 기계-전기결합계수(k)는 아

래와 같이 표현된다.

d는 압전물질의 유전상수이고 ε는 압전물

질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흔히 사

용되는 세라믹 압전재료로는 Pb(ZrTi)O3(PZT)

가 있으며 고분자 압전재료로는 PVDF(poly-

vinylidene Di-fluoride)가 있다. 세라믹 압전

재료인 PZT의 기계-전기결합계수는 k=0.5로 

PVDF의 k=0.2보다 큰 장점을 지니나 고분자에 

비해 단단하고 미세한 기계적인 힘이나 변형에

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게 나타나고, 또한 

깨지기 쉽기 때문에 큰 변형이 요구되는 환경에

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고분자는 유

연하고 큰 변형에서도 사용될 수 있자만 기계-

전기결합계수가 작아서 변환 효율이 세라믹 압

전물질보다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세라믹의 높은 기계-전기결합계수와 

고분자의 유연성을 이용한 세라믹-고분자 복합

재료를 사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강유전특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우수한 압전 특성을 보이

며, 고온에서 전기적 폴링 과정을 통해서 일정방

향으로 배열된 자발분극현상을(Pr) 띄게 되며 이

런 분극이 배열된 재료에 일정이상의 기계적 변

형을 일으키는 힘이 가해지면 분극변화가(△P) 

발생되고 이를 외부저항과 연결하면 전류가 발

생된다.

D는 전기 변위(electrical displacement)로 

강유전재료에서 분극(P)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E는 재료에 가해주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며 

대체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에 전기장

을 가해주지 않으므로 0값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u는 발생된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며 

그림 1. 압전효과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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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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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재료의 면적과 분극변화에 비례하면서 증

가하고 시간변화에 반비례한다. 

3. 생체전자용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전자기기의 구동에 큰 응용처가 있다고 판단

이 되고 있지만,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를 이

용해 생체의 신경을 자극하여 병을 고치는 데

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외과적인 수술에 사용되는 생체이식형 전

자기기는 환자의 수명 연장의 측면에서 큰 관

심을 얻고 있다. 심장 페이스 메이커(cardiac 

pacemaker),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뇌 자극기(deep 

brain stimulator), 인공 망막(artificial retina)

등과 같은 생체전자기기들의 원활하고 지속적

인 작동을 위해서 유연하고 얇은 압전 자가발

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사람의 좁은 체내

로 이식함으로써 기존의 수명이 한정된 배터리

의 대체를 위한 수술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2). 

예를 들어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의 증상

을 완화하기 위해서 뇌 자극기(deep brain 

stimulator (DBS))라는 의료기기를 체내로 이

식하고 뇌에 주기적으로 전기자극을 가해 몸의 

기능을 정상화 시킨다. 만약에 유연하고 얇은 압

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사람의 

좁은 체내로 이식하여 근육이나 장기에서 생성

되는 미세한 움직임이나 주름과 같은 기계적인 

변형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 할 수 있다면 부피가 

큰 이식형 의료기기의 배터리를 대체 하거나 보

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장 전망 및 기술 개발 동향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큰 규모의 발

전장치부터 소형 나노기계까지 다양한 분야에

서 응용 가능성을 열고 활발히 연구 진행 중이다 

(그림 3). 

최근에 배터리 충전없이도 영구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자가발전 에너지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2005년에 유연한 나노발전기 개념이 미

국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왕종린(Wang, Zhong 

Lin) 교수팀에서 제안되었는데, 이는 외부로부

터의 물리적 힘이 가해질 때 전기가 발생하는 압

전 효과(piezoelectric effect)를 이용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생체역학적 에너지(심장 및 횡

격막의 움직임, 근육 이완과 수축, 신체의 불규

칙적인 운동)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

는 영구적 에너지 혁신 소자가 구현가능하며, 상

용화 시 consumer electronics뿐만 아니라 인

체 삽입형 바이오메디컬 소자의 구동 등 응용 분

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5-11]. 에

너지 하베스팅 시장은 세계적으로 2010년 2조

2천억 원의 규모였지만, 2015년에는 10조 8천

억 원의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Pike Research, Energy Harvesting 

그림 2.  (a) 1958년 Siemens-Elema 사에서 제작
된 인공 심장 페이스 메이커 [2], (b) 인체의 
뇌 자극을 위한 생체전자 삽입, (c) 인공 망막 
모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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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World Markets, 2010) 에너지 하베

스팅 기술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

너지, 지열 에너지 등을 이용하지만 나노자가

발전기는 미세한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진동에 

의해 전기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에너

지 하베스팅 시장 내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

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제세동기의 세계 시장

은 2010년 15억 불의 시장 규모에서 2017년 22

억 불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13]. 

최근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대학교 (UIUC)

의 John A. Rogers 교수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

학원 회보 (PNAS)에서 기계적 트랜스퍼 방법

을 이용하여 PZT 리본을 플라스틱 기판에 옮겨 

유연한 압전 발전기를 만든 후에 이를 소와 양

의 심장 및 횡격막에 부착하여 최초로 대형 동물

의 생체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14]. 뿐만 아니라 유연한 이차전지를 같

이 집적하여 고립된 생체 내부에서 자가 발전 시

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비록 PZT의 납 

성분이 장기적으로는 생체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인체와 가까운 큰 동물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는 연구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

건재 교수 연구팀은 체내에서 스스로 전원공급

이 가능한 심장박동기 구현을 위해 고효율의 페

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의 PMN-PT 단

결정 압전박막을 이용하여 고성능의 유연한 자

가발전기를 개발하였다 (그림 5). 

특히 이 연구팀은 자가발전기가 인공심장박

동기로서 심장을 직접적으로 자극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취된 쥐를 이용해 동물 실험을 

그림 3.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 
및 연구논문 발표 건수(1998-2011) [4].

그림 4.  에너지 하베스팅 세계시장 규모(2010-2015) 
[12].

그림 5.  심장박동기용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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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먼저 유연한 자가발전기를 전극에 

연결하고 자극바늘을 심장에 고정시킨다. 다음

으로 쥐의 심전도를 확인하는 장치를 쥐의 몸에 

부착 시키고 유연한 자가발전기를 굽혔다 폈을 

때 쥐의 심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았다 

[15-21]. 이건재 교수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세

계 주요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장박동기 외

과 시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22].

5. 결 론

 유연하면서도 얇은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

베스팅 시스템은 디양한 생체삽입형 전자기기

의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인체 내 미세한 근육 혹은 장기의 움직임으로부

터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를 축적하거나 혹

은 기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제한된 수명을 

갖는 배터리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압전 자가발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과 융합

된 생체 전자기기들은 추가적인 전자통신장치

들과 결합함으로써 실시간 의학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인체 내 치료를 가능케 하여 보다 효율적

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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