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_ 화합물 반도체 응용기술

24   테마

S p e c i a l 
T h e m a

반도체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류상완 교수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1. 서 론

ICT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

물인터넷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쏟아지고 있다. 

모든 사물들이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

고받는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배터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

다. 하지만 고립된 위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소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배터

리를 교체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변 환경

에서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가발전 

소자 구현을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열, 진동, 바람, 

전자기파, 기계적 에너지와 같이 주변 환경에

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다. 자연으로부터 에너지

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방식에는 태

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태양전지, 열로부

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열전 소자, 진동 및 기

계적 에너지로부터 에

너지를 얻는 압전소자, 

그리고 전자기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RF 방식

이 있다 [1]. 표 1은 에너지원에 따른 하베스팅 

출력 특성을 보여주며,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에

너지의 크기는, 태양전지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약 500 ~ 5,000 mW/cm3 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열전 소자는 열에너지로 부터 약 50 

~ 500 mW/cm3의 에너지를, 압전소자는 진동 

및 기계적 에너지로부터 약 0.001 ~ 90 mW/

cm3의 에너지를, 그리고 RF 방식은 약 0.1 ~ 

50 mW/cm3의 전기적 에너지를 각각 얻을 수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중에서도 태양전지는 

오랜 연구로 가장 높은 출력 특성을 보여주지만 

흐린 날씨나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시

간, 공간에 따라 전기 에너지 발전에 제약을 받

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압전 에너지 하베스

팅은 기후에 관계없이 실내외 진동 및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고, 풍력, 파도 등 다양항 

형태의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활 할 

수 있어 모바일 기기와 사물인터넷을 위한 에너

표 1. 에너지원에 따른 에너지 하베스팅 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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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테마에서는 반도체 압전 에너지 하베스

터의 일반적인 내용, 최근 압전 에너지 하베스

터의 개발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압 전 물 질 은  기 계 적 인  응 력 에  의 해  압

전전하를 발생시키는 직압전효과(direct 

piezoelectric ef fect)와 전기장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는 역압전효과 (converse 

piezoelectric effect)를 갖는다. 압전물질

의 직압전효과를 이용하는 압전 에너지 하베

스팅은 압전물질의 압전계수 (piezoelectric 

coefficient)와 기계적 응력에 크게 의존한다. 

높은 압전출력을 얻기 위해 높은 압전계수를 

갖는 압전물질을 개발하고, 작은 기계적 응력

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나노구조를 활용

하거나 유연한 (flexible) 구조를 만드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3].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사용되는 압전

물질로는 PZT (lead zirconate titanate), 

ZnO, GaN, AlN 등이 있으며, 이들 압전

물질들은 중심 비대칭성 (non-central 

symmetry)을 갖는 perovskite와 wurtizte 

격자구조를 갖는다. Perovskite 구조의 PZT

는 다른 물질보다 뛰어난 압전계수로 높은 압

전출력을 보여주지만 인체에 유해한 납을 포

함한 구성성분으로 인해 압전 에너지 하베스

터의 응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문

제의 해결책으로 비납계 압전물질인 ZnO, 

GaN, AlN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나노

구조를 활용한 압전출력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1은 wurzite 반도체 압전물질의 격자

구조와 수직응력에 의한 압전분극을 보여준

다. 중심 비대칭성으로 외부응력에 의한 양이

온과 음이온의 상대적인 변위에 의해 압전분

극이 발생하며, 나노선의 한쪽은 (+) 압전 포

텔셜이 형성되고 다른 한쪽은 (-) 압전 포텐셜

이 형성된다. 형성된 압전 포텐셜은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압전전압으로 측정 된다. AFM 

팁을 사용하여 나노선의 성장방향과 수직하게 

힘이 가해지는 경우 나노선 내에 발생되는 최

대 전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그림 1.  수직 응력에 의한 Wurtzite 구조에서의 압전
분극 [4].

그림 2.  (a) 나노선의 성장 방향에 수직하게 힘을 받을
때와 (b) 평행하게 힘을 받을 때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 [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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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ko는 진공 중의 유전율, k는 유

전상수, e33와 e31은 나노선의 압전계수, v는 

passion’s ratio, a는 나노선의 반경, l은 나

노선의 길이, vmax는 나노선의 최대 편향도 

(deflection)이다. 압전계수와 평향도 증가를 

통해 압전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나노선의 배열 방법

에 따라 VING, LING, NEG의 세가지 구조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구조별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특징을 표 2에 요약 정리하였다. 

VING는 기판에 수직하게 성장된 나노선과 

나노선 위, 아래 전극의 3층으로 구성된 3차원 

배열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성

장되는 나노선은 단단하며 열에 강한 기판위

에 성장되지만, wet-chemical법으로 저온에

서 성장되는 나노선은 유연한 VING을 제작할 

수 있다. 불균일한 나노선의 길이는 외부응력

에 의해 나노선이 부서지기 쉽기때문에 균일

한 나노선의 성장 기술이 요구된다. 

LING는 측면으로 배열된 나노선과 오믹, 쇼

트키 접촉을 위한 전극들로 구성된 2차원 배열

구조이다. 수직 성장된 나노선을 유연한 기판

에 배열하는 공정의 복잡성을 갖지만 유연한 

기판으로인해 작은 응력에도 민감하며, 나노

선들의 직력 배열을 통해 높은 출력전압을 얻

을 수 있다. 

NEG는 나노선과 나노선 사이에 채워진 폴

리머, 나노선 위,아래의 전극들로 구성된 3차

원 배열 구조이다. NEG는 폴리머를 사용함으

로서 VING가 갖는 단점인 나노선이 부서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낮은 출력은 단점으

로 지적된다.

3.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개발 현황
 

3.1 스크리닝 억제기술

반도체 압전물질은 성장 중 발생하는 격자 

3

max 33 15 31 max3
0

3 [ 2(1 ) 2 ]
4( )

aV e v e ve v
k k l

= ± − + −
+

표 2.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구조와 특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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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defect)과 결원 (vacancy)으로 인해 높

은 농도의 자유운반자 (free carrier) 농도를 

갖는다. 유전분극에 의해 발생된 내부 포텐

셜 변화에 의해 자유운반자가 이동하며, 압전

전하를 스크리닝 (screening)하게 된다 [7]. 

그림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유운반자 농

도 증가에 따라 증가된 스크리닝에 의해 압전 

포텐셜이 감소하며, 낮은 압전출력을 발생시

킨다. 스크리닝을 감소시켜 높은 압전출력을 

얻기 위해 자유운반자 농도를 줄이는 방법과 

[8,9 ] 쇼트키 장벽 (Schottky barrier)과 같

이 압전전하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10].

ZnO 성장조건 조절을 통해 자유운반자 농

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소

결원 (oxygen vacancy)은 ZnO에 가장 일반

적으로 형성되는 결함이며, 주게준위 (donor 

level) 형성으로 ZnO내 자유전자를 생성한다. 

ZnO 성장과정에서 높은 산소분압은 산소결원

을 감소시키고 깊은 주게준위 (deep acceptor 

level)를 형성하는 Zn 결원을 증가시켜 인슐

레이터 (insulator) 특성의 ZnO (i-ZnO) 성

장을 가능하게 하며 스크리닝을 감소시킨다 

[8]. 그림 4는 자유전자 농도 감소에 따른 압전

출력 특성을 보여준다. 

자유운반자 농도 조절과 더불어 압전전하들 

사이에 형성된 장벽을 통해 스크리닝을 억제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압전 에너지 하베

스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쇼트키 장벽은 유

전 분극에 따라 그림 5와 같은 쇼트키 장벽의 

높이 변화가 발생한다 [11]. 높은 쇼트키 장벽

은 금속/ZnO 경계에 형성된 압전전하를 자유

전자에 의한 스크리닝으로부터 막아준다. 하

지만 ZnO 결함에 의해 낮아진 쇼트키 장벽

은 자유전자의 터널링과 이에 따른 압전전하

의 스크리닝을 유발한다. 이의 대안으로 폴리

머(polymer)/ZnO p-n 접합이 제안되었다 

[12]. P-n 접합에 의해 생성된 넓은 공핍층은 

자유운반자에 의한 터널링을 억제시켜 보다 

그림 3. 도핑농도에 따른 압전 포텐셜 변화 [11].

그림 4. 자유운반자 농도에 따른 압전 출력 특성 [8].

그림 5. 유전분극에따른 쇼트키장벽 높이 변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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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스크리닝감소와 높은 압전 출력을 

발생시킨다. 

3.2 압전계수 향상 기술

압전출력 향상을 위해 높은 압전계수가 필

수적이지만 물질 특성으로 인해 압전물질을 

바꿔야하는 어려움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노구조를 이용한 압전물질의 압

전계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뮬레이션을 통

해 수행되었다 [13]. 탄성체 특성을 지닌 압전

물질들은 물질 표면 (surface)의 부피감소 특

성으로 인해 물질 중심 (core)과는 다른 물리

적 특성을 지닌다. 물질 표면은 중심에 비해 

낮은 영의계수 (Young’s modulus)와 높은 

압전계수를 갖으며, 이로 인해 그림 6(a)에서 

보이는 것 처럼 나노선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표면의 물질 특성에 가까워진다. 그림 6(b) 시

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사이즈 효과에 의한 

압전출력은 나노선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급격

하게 증가하며, 10 nm에서 압전출력은 사이

즈 효과에 의해 두배가 됨이 예측되었다. 압전

력의 사이즈 효과는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

지 않았지만, 추후 얇은 두께의 나노선 성장기

술 연구와 함께 실험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전

망된다.

3.3 ZnO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2006년 미국 조지아공대의 Z. L. Wang 교

수 그룹에서 AFM을 이용한 ZnO의 압전 특

성과 메커니즘 규명 이후 ZnO 기반 압전 에

너지 하베스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ZnO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구조의 

VING, LING, NEG와 이를 기반으로 진보된 

구조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최근에 연구

되고 있다.

VING의 응용으로 VING구조가 다층으로 

적층되고 이를 통해 고출력을 내는 VING가 

연구되었다. ZnO 나노선과 나노팁을 실리콘 

웨이퍼에 성장, 배열하여 단일소자 내에서 각

각의 층이 적층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구

현되었다 [14]. 이러한 설계로 구현된 4층이 

적층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단층에 비해 

약 4배 증가된 압전 출력을 발생시켰다. 그림 

7은 다층화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제작과정 

모식도를 보여준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연구 뿐만 아니라 

ZnO를 이용한 자가발전 센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Wang 연구 그룹에서 ZnO 압

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타이어 (tire) 내부 표

면에 통합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으로부터 에

너지를 수확하고 압력/속도를 측정하는 자가

발전 센서에 대해 연구하였다.15 타이어 내

부에 부착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free-
그림 6.  (a) 나노선 두께에따른 영의계수, 압전계수 변

화와 (b) 압전출력 변화율 그래프 [1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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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ilever method 빔 구조로 디자인됐으며, 

폴리에스테르 기판, 기판 상,하부 표면 위에 

배열된 ZnO 나노선, 나노선 위의 전극 등의 5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타이어에 압력이 가

해지면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전기 펄스를 

생성하였다. 연구팀이 구축한 실험 조건 하에

서 타이어에 부착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1.5 V 전압과 25 nA의 전류를 생성하였고, 이

를 이용하여 LCD 스크린을 직접 구동하였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다양한 압전 출력

을 보여주는 자가발전 속도 센서로서의 가능

성을 증명하였다. 그림 8은 타이어에 부착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모식도와 속도에 따

른 압전전압 그래프를 보여준다. 

3.4 GaN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GaN 나노선 성장의 어려움으로 이를 이용

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Wang 연구 그룹

은 PA-MBE를 이용한 GaN 나노선 성장기술

을 활용하여 GaN NEG를 구현하고 도핑농도

에 따른 압전 출력특성을 연구하였다. 자유전

자 농도 증가는 압전전하의 스크리닝을 증가

시키고 압전 출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험

적으로 증명하였다 [7]. 그림 9는 GaN 나노선

의 도핑농도에 따른 압전 출력 그래프와 스크

리닝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GaN 나노선 성장의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해 건식 식각을 이용한 top-down 방식

으로 GaN 나노선을 제작하고 압전효과를 연

구하였다 [16]. 낮은 밀도의 나노선으로 인해 

그림 7.  다층화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제작과정 모
식도 [14].

그림 8.  (a) 차량 이동중 타이어, (b) 형상 변화, (c) 압
전 에너지 하베스터 구조 모식도, (d) 타이어 
내면에 고정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e) 타이
어 속력에 따른 압전 출력 [15].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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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구현이 아닌 AFM을 이

용한 GaN 나노선의 압전효과를 연구하였다. 

GaN 나노선 성장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 다

양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연구가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4. 시장 동향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무선 센서 네

트워크, 자동차 도로 등 적용분야가 넓어, 시

장성이 매우 넓다. IDTechEx의 분석에 따르

면,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의 시장규모는 

2018년에 1.45억 달러로 전망되고, 2022년

에는 6.6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17 압

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2012년에는 3억개로 

성장하여 원격 제어기기류, 센서류, 무선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용

될 전망이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에 사용될 

수 있는 압전물질 중 전통적으로 PZT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연성, 경량성, 친환경성 

등의 문제로 이를 대체할 다른 압전재료에 많

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적이며 

반도체 특성과의 결합을 통한 피에조트로닉

스 연구가 가능한 ZnO, GaN와 같은 반도체 

압전물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5. 결 론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자가발전 시스

템 중의 하나인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개념

과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소재는 높은 압전계수, 유연성, 내구

성, 친환경성 등의 특성이 요구된다. 높은 압

전계수로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PZT는 유해

한 납성분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

는 단점이 있다. ZnO, GaN와 같은 반도체 압

전물질은 낮은 압전효율을 갖지만 뛰어난 내

구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반도체 특성을 활용

한 피에조트로닉스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갖는다. 반도체 압전물질의 압전 효율 개

선을 위해 자유운반자 농도 감소와 압전 전하

들 사이에 장벽을 세워 스크리닝을 감소시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구조 제작을 통

해 유연하며 민감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가 

구현되고 있으며, 추후 얇은 나노선 성장 기술

의 발달은 압전력의 사이즈 효과의 실험적 증

명과 고출력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을 이

끌 것이다. ZnO와 달리 GaN는 나노선 성장

의 어려움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

만 발광다이오드에서 많이 연구된 GaN 도핑

기술과 나노구조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추후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에 많이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림 9.  GaN 나노선 도핑농도에 따른 압전 전압, 전
류 그래프와 스크리닝 시뮬레이션 결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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