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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동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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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되는 IoT 시스템 구조

본논문은대한민국정부에의한 ETRI R&D 프로그램지원사업비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16ZC1200, 안전사각지대교량관리를위한 Ambient 
EH 무선 센서태깅 기반 안전관리 기술 개발).

Ⅰ. IoT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Zero-power’’ IoT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수명과 자동화 동작

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에
너지(빛, 열, 바람, 기계적 진동, 전자파 에너지 등)를 활용함
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은자체기술뿐만아니라, 웨어러블디바이스의전력관리및 
네트워크기술과연계하여운영되어야하고, 응용분야와사
용되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된 IoT 시스템의 구조는 [그

림 1]과 같다[1]. 여기서 에너지 하베스팅 모듈은 IoT 시스템
을 구성하는 센서 노드의 구성 요소이다. MEMS 기술, Inkjet 
프린팅, 3-D 프린팅, Nano 기술 등 최근 재료 및 제조 기술

의 발전에 따라 트랜스듀서(transducer) 소형화, 3D 구현 및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이 융합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에너지 습득 소자 및 트랜스듀스(솔라 셀, 압전 소자, 
열전 소자, 안테나 등)

② 에너지 변환 장치(정류기 및 DC-DC 변환기)
③ 에너지 저장 장치(배터리 또는 슈퍼 커패시터)
④ 능동 및 수동 회로 토폴로지, 전력 관리 모듈
⑤ 저전력 통신 및 제어 프로토콜

⑥ 센서를 포함한 디바이스 상호간 연결 및 패키징 설비

를 포함하는 시스템 통합

[그림 2]는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되는 Wireless sensor 
platform system의 블록도이다[1],[2]. Converter/Transducer는 주
변에너지를 DC 전력으로변환하여배터리나슈퍼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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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너지 하베스팅이 적용되는 Wireless sensor platform system

<표 1> Xbow 센서 노드의 전지 수명

System specifications

Currents Duty cycles

Value Units Model 1 Model 2 Units

Micro processor 
(Atmega 128 L)

Current full operation  8 mA 100 1.00 %

Current sleep  8 μA   0 99.00 %

Radio

Current in receive 16 mA  75 0.75 %

Current xmit (3 dB) 17 mA  25 0.75 %

Current sleep  1 μA   0 99.00 %

Logger

Write 15 mA   0 0.00 %

Read  4 mA   0 0.00 %

Sleep  2 μA 100 100.00 %

Sensor board
Current (full operation)  5 mA 100 1.00 %

Current sleep  5 μA   0 99.00 %

Computed average current consumed (mA) Model 1 Model 2

uP  8.0000 0.0879

Radio 16.2500 0.1635

Flash memory  0.0020 0.0020

Sensor board  5.0000 0.0550

Total current (mA) used 29.2520 0.3084

와같은에너지저장장치에저장한다. PMU(Power Management 
Unit)는 수집된 전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모듈로 매칭과 듀티 사이클(duty cycle) 최적화
를 수행한다. 배터리와 같은 주 전원의 수명은 에너지 하

베스팅 시스템 도입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하
베스팅 시스템은 주 전원을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전을 하거나, 보조 전원 자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무선 센
서 노드의 전력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수 백 μW에서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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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 하베스팅 모듈을 통해
주 전원은 제거될 수도 있다. <표 1>은 Crossbow Technology
사에서 제공하는 Xbow 센서 노드의 듀티 사이클 변화에 따
른전지수명을보여준다[3]. 표에서알수있듯이, 100% 듀티
사이클로 동작할 경우(Model 1) 센서 노드의 전력 소모는
30 mA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1 %의 듀티 사이클로 동작한
다면(Model 2) 전력 소모는 0.3 mA임을 알 수 있다.

Ⅱ.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주변 에너지 소스

Faruk Yildiz[4]와 Gongbo Zhou[5]는 주변 에너지 소스의 전

력밀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표 2>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Sangkil Kim 등은 이용 가능한 주변 에너지 소스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솔라 전력
은 그 중에서 효율이 가장 뛰어나며, 낮 동안에 약 30% 효
율로 100 mW/cm2의 높은 전력밀도 특성이 있다. 열 에너지
소스는 폭넓게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18∼25℃의 실온에서

<표 2> Faruk Yildiz의 주변 에너지 소스 전력밀도 조사

Energy source Power density

Acoustic noise 0.003 μW/cm3 @75 dB
0.96 μW/cm3 @100 dB

Temperature variation 10 μW/cm3

Ambient radio frequency 1 μW/cm2

Ambient light 100 mW/cm2 (direct sun)
100 μW/cm2 (illuminated office)

Thermoelectric 60 μW/cm2

Vibration (microgenerator) 4 μW/cm3 (human motion-Hz)
800 μW/cm3 (machines-kHz)

Vibration (piezoelectric) 200 μW/cm3

Airflow 1 mW/cm2

Push buttons 50 μJ/N

Shoe inserts 330 μW/cm3

Hand generators 30 W/kg

Heel strike 7 W/cm2

<표 3> Gongbo Zhou의 주변 에너지 소스 전력밀도 조사

Harvesting method Power density

Solar energy-outdoors 15 mW/cm3-bright sunny day
0.15 mW/cm3-cloudy day

Solar energy-indoors 10∼100 μW/cm2

Vibrations
(piezoelectric-shoe inserts) 330 μW/cm3

Vibrations
(electrostatic conversion)

0.021 μW/mm3-105 Hz

Vibrations
(electromagnetic conversion)

184 μW/cm3-10 Hz
306 μW/cm3-52 Hz

Thermoelectric-
5℃ gradient 40 μW/cm3

Wind flow 16.2 μW/cm3-5 m/s

Acoustic noise 3 nW/cm3-75 dB
960 nW/cm3-100 dB

Magnetic field energy 130 μW/cm3-200 μT, 60 Hz

인체를 이용할 경우에 약 20∼60 μW/cm2 전력밀도를 만들
어낸다. 압전 에너지는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
는 분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특징을 가지며, 전력 밀도는 
200 μW/cm3이다. Ambient RF 에너지 소스는 상대적으로 매
우 낮은 전력 밀도 특성을 보인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
력 밀도는 약 0.2 nW/cm2∼1 μW/cm2로 작지만, 고이득 안테
나를사용한다면원하는전력량을얻을수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선통신과 방송 인프라에 의해 가용 전력 밀도는

증가하고 있다.

Ⅲ.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3-1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otovoltaic(PV) 원리에따라 솔라셀을 사용하여태양
빛을 전력으로 직접 변환한다. 형광 빛이나 가시광선과 같
은 빛도 소스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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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용 가능한 주변 에너지 소스

Solar energy[6]∼[8] Thermal energy[9] Ambient
RF energy[4],[10]

Piezoelectric energy

Vibration[11],[12] Push button[13]

Powerdensity 100 mW/cm2 60 μW/cm2 0.0002∼1 μW/cm2 200 μW/cm3 50 μJ/N

Output 0.5 (single Si cell)
1.0 (single a-Si cell) - 3∼4 V

(Open circuit) 10∼25 V 100∼10,000 V

Available time Day time (4∼8 Hrs) Continuous Continuous Activity dependent Activity dependent

Weight 5∼10 g 10∼20 g 2∼3 g 2∼10 g 1∼2 g

Pros
- Large amount of 

energy
- Well developed tech.

- Always available
- Antenna can be 

integrated onto frame
-Widely available

- Well developed tech.
- Light weight

- Well developed tech.
- Light weight
- Small volume

Cons
- Need large area
- Non-continuous
- Orientation issue

- Need large area
- Low power
- Rigid&brittle

- Distance dependent
- Depending on 

available power source

- Need large area
- Highly variable 

output

- Highly variable 
output

- Low conversion 
efficiency (high 
volt./low amps.)

[그림 3] Photovoltaic (PV)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 빛의 가용성 때문에 인기

가 많지만, 솔라 셀의 효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
리콘은 약 25 %, GaInP/GaInAs/Ge인 경우는 약 34 %이다[14].

[그림 4]는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tary)에
서 제공하는 국내․외 선진 연구 기관들의 PV 솔라 셀 효율
을 보여준다[15].
솔라 셀 에너지 하베스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

전력추적 기술(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이 사

용된다. MPPT 회로는 최대 전력 전달 이론의 바탕 위에서
동작하여 솔라 셀 패널의 변하는 특성 저항을 보상하는 임

피던스 매칭에 의해 가능한 많은 전력을 추출하여 높은 출

력을 제공한다[16]. 또한 높은 전력을 얻기 위하여 솔라 판넬
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 소스와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모드로

동작할 수도 있다[17],[18].
미국의 Sunpower사는 PV 솔라 셀 패널의 Intrinsic 전력

손실을 줄이고, 태양광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셀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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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외 선진 연구 기관별 PV 솔라 셀 효율

<표 5> 솔라 셀 효율

분류
효율

(%)
면적

(cm2)
Voc
(V)

Jsc
(mA/cm2)

Silicon
(crystalline) 25.6±0.5

143.7
(designed 

illumination 
area)

0.740 41.80

GaAs
(thin film) 28.8±0.9 0.9927

(aperture area) 1.122 29.68

GaInP/GaInAs/
Ge;Si

(minimodule)
34.5±2.0 27.83

(aperture area) 2.660 13.10

그리드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Solid copper를 후면에 장착함
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19]. 솔라 셀 패널
효율은 22∼24 %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수의 PV 모듈을 배
열화하기위해서타사제품에서사용하지않은 Thick connec- 
tors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Daily temperature 변화에 따른 PV 
패널의수축/팽창으로인한패널파손문제를해결하였다. 미

[그림 5] 솔라 셀 패널 특성(Sunpower사 제공)

국의 솔라 셀 패널 제조사인 Powerfilm사는 Thin-film amor- 
phous silicon을 이용하여 경량, 박형, Flexible PV solar 패널
을 개발하였다[20]. Amorphous Si은낮은 조도(200 Lux)에서도 
에너지 수집이 가능하며, Roll-to-roll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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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열전(Thermoelectric)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반도체 PN 
접합 사이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열전 물질이 갖는
Seebeck 계수, 열 전도도, 전기 전도도, 온도차에 의해 결정
된다. 열전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하베스팅할 수 있는 출력
전력은 약 20∼60 μW/cm2로 추정되며, 이는 0.1 m2의 실제

표면에서 2∼5 mW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열전 물질의 성능
을 개선하는 연구가 중요한 연구 분야이고, 변환 효율과 열
전 발전기의 전력 밀도를 증가시키는 연구이다. 진행 중인
주요 연구는 MEMS 마이크로 매칭 기술을 이용하여 최적화
된 마이크로 구조의 열전 디바이스 설계와 제조에 관한 것

이며, Thermocouple legs의 길이 대 면적 비율 최적화, 단위
면적당 열 결합 수를 증가시켜 Thin-film thermopile의 출력
개선, 큰 단면적을 갖는 Thermocouple legs를 제조하여 디바
이스 저항을 감소시킨다[21],[22].

IDTechEx에 따르면 무선 센서네트워크(WSN)용 열전소
자 시장이 2012년 5만 달러에서 2017년 6,600만 달러, 2022
년 3억 600만달러로증가하면서연평균 139.2 %로고성장할 
전망이다[23]. 해외기술개발동향을살펴보면독일의 Micropelt
사는열전에너지하베스팅분야에서세계최고기술력을가

진 기업으로, 반도체 프로세스 기술을 적용한 웨이퍼로부터
열전 발전소자를 제작하였다. Thermocouples을 구성하는 p- 
type과 n-type Thermoelectric legs을 MEMS 공정으로구현하였
으며, Thermal loss를줄이기위한하우징을제공한다. MEMS 
공정으로 제작된 MPG-D655의 제품 크기는 3.4 × 3.4 mm2이

며, [그림 6]에서 보듯이 10℃ 온도차인 경우 0.8 mW의 전
력을 생성한다[24].

3-3 기계적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기계적 에너지는 물체에 움직임이 가해지거나, 기계적
변형이 있을 때 발생되며, 주요 변환 메카니즘은 압전(piezo- 
electric), 정전(electrostatic) 그리고 전자기(electromagnetic)방
식으로 구분된다. <표 6>은 기계적 에너지 하베스팅 메카니
즘별 장․단점을 보여준다[25]. 최근에는 마찰전기(triboelec- 
tric transduction 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6] Micropelt사 MPG-D655 특성 그래프

<표 6> 기계적 에너지 하베스팅 메카니즘별 장․단점

메카니즘 장점 단점

압전 별도의 전압원이 필요 소형 집적화가 어려움

정전 소형 집적화가 용이 별도의 전압원이 요구됨

전자기
별도의 전압원이

필요 없음

출력전압

0.1∼0.2 V

3-3-1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은 음향 노이즈, 바람과 같은 기계
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연속적으로 전력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의 움직임(걷기, 버튼 클릭 등)과 같은 간헐적인 압박에
대해 산발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동에 의한 에
너지 하베스팅 전력밀도는 약 250 μW/cm3이지만, 모션이나

[그림 7] 공진 주파수별 출력 전력 그래프(MIDE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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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강해지면 더 큰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26].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출력 전력은 인간의 움직임과 같은 불규

칙한 모션이 사용될 때 큰 다이나믹 범위를 가진다. 하지만
발생된 전력은 높은 전압과 낮은 전류로 변환 효율이 낮고, 
전압 오버슈트를 막기 위해 전압 조절(voltage regulation) 회
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27]. 미국의 MIDE사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 주파수 별로 다양한 상용 제품을 판매하

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 다용한 가속도 운동 및 Mass Tip
에 따라 출력 특성을 제공한다. 출시 제품 중 PPA-2011 모
델은 24 Hz, 0.5 g, Full Tip Mass에서 최대 11.5 mW까지 전
력을 얻을 수 있다[28]. 

3-3-2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

용한 것으로 코일과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력이 생

성된다. 이때 전자기 에너지 하베스터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자기유도, 자기 플러스 밀도, 강제력(coercive force) 등이 있
다. 매크로 스케일의 고성능 하베스터는 쉽게 이용 가능하
지만, MEMS 디바이스로 구현은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
다. Rahimi 등은 10 Hz 외부 진동 주파수에서 65 % 변환 효
율로 1.5 V, 15 μA, 5% 리플(ripple) 및 22.5 μW의 최대전력
을 얻었다[29]. Tao 등은 4.5 × 4.5 × 1 mm3의 마이크로 전자

기 진동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안하여, 365 Hz 디바이스 공
진 주파수와 1 g의 입력 가속에서 최대 20.9 μV의 출력을 얻
었다[30]. 이러한 연구는 작은 전력이지만 MEMS 기술과 결
합된에너지하베스터솔루션을제공한다. 미국미시건대학 
연구팀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약 1 km 길이의 교량에서
거동이가장심한위치에전자기에너지하베스팅모듈을부

착하여 전력 생성량에 대한 Feasibility 분석을 하였다[31]. 교
량 자체의 진동 주파수는 10 Hz 근방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갖지만, 한 쌍의 코일과 영구자석, 그리고 적절한 Mass를 이
용하여 주파수와 가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20 Hz 공진 주
파수와 1 g의 입력 가속에서 200 μW의 출력 특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3-3-3 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캐패시터를 충전함으로써

전압을 발생시킨다. 외부의 기계적 진동이 캐패시터 판 사

이의 간격을 변화시켜 정전용량이 가변됨으로써 전력을 생

성하는 방식으로 초기 전압이 가해져야 한다. 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다른 방식에 비하여 IC 및 MEMS와 잘 양
립하여 높은 Q, 넓은 튜닝 범위, 낮은 노이즈, 소형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하다[32]∼[36].

3-3-4 마찰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마찰전기(triboelectric)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가장 최근
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로써, 서로 다른 마찰 전극을 갖는 두
물질 사이를 접촉/분리 또는 상대적 슬라이딩을 통한 마찰
대전과정전기유도사이의결합효과를사용하여기계적에

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2012년 Georgia Tech.의 Z. 
L. Wang 그룹에서는마찰전기의특성을이용한마찰전기발
생기(triboelectric nanogenerator, TENG)를 최초로 제안하였다
[37]∼[39]. 마찰전기발생기의원리를살펴보면 [그림 8]에서적
층된 2개의 서로 다른 Polymer 시트(Kapton, Polyester)는 전
기적으로 중성상태를 유지하지만, 물질이 접촉하면 하나의

(a) Bending/releasing 과정에 따른 생성기 구조

(b) 동작 메커니즘

[그림 8] 마찰전기 생성기 동작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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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mbient RF 에너지 하베스팅 선행 연구

관련 연구 RF source 감도 RF-DC 변환 효율 거리 송신 출력

[41] RFID reader (915 MHz) —8.7 dBm 30% 4.3 m 1 W

[42] RFID reader (866.5 MHz) —14 dBm 16% 4.8 m 3.2 W (EIRP)

[43] Ambient cellular (1.96 GHz) —15.2 dBm 60% 50 m -

[44] Ambient urban wireless signals: GSM900, and 
Wifi (900 MHz and 2.45 GHz) - ∼18%

(at —10 dBm) 1 m 50 mW

[45]
Ambient urban wireless signals: Digital-TV, 
GSM900, GSM18000, and 3G (560 MHz, 900 
MHz, 1.8 GHz, and 2.1 GHz)

—25 dBm 40% (Overall) - -

[46] Low frequency radio (909 kHz) - ∼50% 20 km 150 kW

[47] Ambient ditital-TV (512∼566 MHz) —14.6 dBm (Single tone), 
—37 dBm (Multitone) 15% 6.3 km 48 kW (Atlanta)

[40] Ambient digital-TV(540 MHz) —20 dBm ∼30%
(at —10 dBm) 6.3 km 38 kW (Tokyo)

[그림 9] 제작된 마찰전기 생성기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자가 흐르며, 분리되면 갭에 의해
격리된 전하가 한쪽 시트에 남게 된다. 이때 부하가 판의 전
극에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논문에 따르면 제작된
마찰전기 발생기의 크기는 4.5 × 1.2 cm2이며, 3.3 V 출력 전
압 기준 10.4 mW/cm3의 출력 전력을 생성한다고 한다.

3-4 Ambient RF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Ambient RF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전력 밀도 측면에서

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무선 네트워크에서 배터리 교체가
어려운 환경에서 유용하고, 안테나 및 솔라 셀 등 다른 종류
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과 쉽게 결합될 수 있다[7],[8]. 본 기
술은 매우 낮은 전력밀도, 낮은 RF-DC 변환효율 때문에 멀
리 떨어진 소스를 이용하는 하베스팅은 매우 도전적이며 수

집된 전력은 시스템의 Duty 사이클을 최적화(6∼8% 이하)
함으로써 이용되어진다[2],[40]. Ambient RF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 Charge pump 또는 정류기를 통한 RF-DC 변환 회
로의 효율은 낮은 입력 전력 레벨(—30∼—20 dBm)로 인해
약 10∼30 %이며, 수집 가능한 출력 전력은 100 μW이다.

<표 7>은 Ambient RF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UHF대역 RFID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면 RF-DC 변환 효율은 16∼30 %를 보여준다. RF 소스로부
터 50 m 떨어진 경우의 Ambient RF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1.96 GHz)에서 입력 전
력이 —15 dBm인 경우 RF-DC 변환 효율은 60 % 이상임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향후 ‘‘Zero-power’’ IoT 구현을 위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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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 하나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동

향을 기술하였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IoT 기반 웨어러
블 디바이스, 무전원 센서 등의 제품 수명과 자동화 동작 시
간을 연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에너
지를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다.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은 자체기술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의 전력 관리 및 네트워크 기술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

고, 응용 분야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이용
해야 한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들이 융
합된 기술로써 최근 재료 및 제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트랜

듀서 소형화, 저전력 회로 기법 및 패키징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는 IoT 시스템의 기본 디바이스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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