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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두와 함께 파

리기후협약에 따라 모든 나라는 온실가스 감

축의무 이행이 요구되고 있어,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적용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풍

력, 열, 진동 등과 같이 주변의 에너지원으로부

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전력 전자기기의 독

립적인 사용을 위하여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수확하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술 및 적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 [1]. 

에너지 하베스팅을 발전량 규모에 따라 나노

스케일 (μW수준), 마이크로 스케일(mW수준)

과 매크로 스케일(W 수준)로 분류하고 있다. 

매크로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 등으로부터 충전을 통

하여 보조전략 또는 대용량 발전까지로 에너

지를 대규모로 수확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노 

및 마이크로 스케일은 소량의 진동이나 충격

으로 발전하여 센서, 소형전자기기 전원 및 보

조전원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건축·토목 분야의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는 

외부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진동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전자기 유도와 

압전 재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수행되

고 있으며, 실제 적용되고 있다. 토목분야에서

는 교량의 진동 및 이동 차량의 압력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보행자의 보행이동에 따

른 압전에너지 발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

히 바람 또는 지진과 같은 외부하중에 의한 교

량 또는 초고층 건물의 진동을 이용하여 구조

물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노드의 무

선화와 배터리 교체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하베스팅의 연구는 일부 적

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과 진동제어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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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브리티시컬럼

비아 대학교에 8,000명이 지나다니는 학생회

관 출입구에 8개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

템을 설치해 8,300 Ws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이 시스템은 95%는 배터리에 저장하고 5%는 

타일의 LED 조명을 밝히는데 사용한다. 일본

의 경우 2008년 도쿄 역 개찰구에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설치해 일일 최대 500 kWs

를 생산해 자동 개찰, 전광 표시기 등의 전력을 

일부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2]. 

위에서 간략히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토목

분야에서는 건축 계획, 도로, 구조적 안정성 확

보 등 다양한 목적의 에너지 하베스팅기술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기고에서

는 건축·토목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분야의 무선 센서 전

력공급과 외부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제어

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에 한

정하여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기술한다.

2.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분야의 에너지 하베스팅

건축·토목 구조물의 노후화 및 외부 극한하

중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 유지 관리 기술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

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기술은 구조물

의 현 상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진단 및 평가하

는 기술로 대부분 붕괴 또는 피해 발생시 큰 사

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교량 및 초고

층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초고층 건물 또는 교량 등의 구조물 건

전성 모니터링에 저비용, 쉬운 배치 및 온라인 

신호 처리 기능으로 인해 무선 센서(wireless 

sensor)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센서

는 가속도계, 변형률계, 변위계이며, 스마트 센

서 연구의 초기에서도 이와 같은 물리량을 계

측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3]. 최근에는 

그림 1과 같이 기존 센서보다 정밀한 센서를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개발과, 풍향/풍속, 

임피던스, GPS 신호 등 다양한 응답의 계측을 

위한 센싱 인터페이스 개발로 그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과거에 많이 활용된 전원 케이블을 제거함

에 따라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에 전원 공급 장치가 중요한 관심사이

며, 일반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로 내장된 배터

그림 1 ▶  Various wireless senso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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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모니터

링과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력관

리를 필요로 하나 배터리의 수명이 제한적이

어서 빈번한 교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유

지 보수비용이 높아지고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배터리가 없는 자율적인 무선 센서 네트워크

를 위한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한 전력 공급은 

효율성, 신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태

양광 패널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 수확 및 소형 

풍력 터빈을 이용한 풍력 에너지 수확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

지만,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미국 UIUC 대학과 국내 KAIST 연구

진들은 제2진도 대교에서 무선 스마트 모니터

링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판을 

이용하여 에너지 획득을 수행하였다 [5]. 스마

트센서에 내장된 PMIC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판

으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을 충전지에 충전하

여 사용하였다. 한 달간 본 태양광 기반 에너

지 획득 기술을 평가한 결과, 센서의 전압은 센

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최저 전압인 3.6 V 밑으

로 떨어지지 않으며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서,  

장기간의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

다. 또한 스마트 센서 노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소형 풍력 발전용 터빈을 개발하였다 

[6].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용 터빈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교류발전기(alternator)와 날개로 

구성되는 회전자로, 본 연구에서는 회전자의 

그림 2 ▶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of Jindo Bridge, Courtesy of Prof. Sim, Sung-Han, 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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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의 개수에 따른 풍력기반 에너지 획득 기

술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을 통하

여 6개의 날개를 가진 풍력 터빈이 가장 효율

적이며, 풍속이 강할수록 충분한 전력을 생산

함을 보였으며, 이로부터 제2진도대교의 풍하

중하에서 센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함을 평가하였다.  

진동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

양광이나 풍력 터빈에 의한 에너지 수확과 비

교하여, 규칙적인 진동이 가해지는 구조물에 

설치되는 무선 센서의 경우에 또 다른 합리적

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진동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 시스템 연구는 크게 전자기 유도

와 압전 재료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연구

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KAIST 연구진

은 사장교 케이블의 바람에 의한 진동을 이용

한 전자기 에너지 수확 시스템을 제안하고, 해

석적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시

스템이 풍하중에 의하여 케이블에 부착 된 무

선 센서 노드의 작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을 생

성함을 입증하였다 [7].

3.  구조물 진동 제어 분야의   

 에너지 하베스팅

초고층 건축물이나 장대형 교량은 교통량, 

풍하중 및 지진하중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러

한 구조물에 유입되는 에너지를 소산시켜 구조

물의 진동을 저감시키려는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어 오고 있다.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에 의

하여 발생되는 구조물의 진동 또는 변위를 제

어하는 기술은 마찰 댐퍼, 금속 항복 댐퍼, 좌

굴제어 브레이스, 점성 유체 댐퍼, 점탄성 탄성 

댐퍼, 동조 질량 댐퍼(tuned mass damper, 

TMD), 전자기(electromagnetic, EM) 댐퍼 및 

자기유변유체(magneto-rheological fluid, MR) 

댐퍼 등이 있다 [8]. 이 중 TMD, EM 댐퍼  및 

MR 댐퍼를 이용한 능동(active) 또는 반능동

(semi-active) 제어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

그림 3 ▶  Energy harvesting system in a stay cable [7]. 그림 4 ▶  Modeling of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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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TMD는 부가 질량체, 스프링 및 댐퍼로 구성

되는 단자유도 시스템이며, 질량체의 관성력

에 의하여 제어력을 생성한다. 이러한 TMD는 

그림 4와 같이 대상 구조물과 TMD의 질량, 감

쇠계수, 탄성계수로 구성된 단자유도 시스템

으로 간략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

가 그림 5의 대만의 Taipei 101 Tower로서 건

축물의 재료는 구조용 강재로 이루어져 건물 

무게의 최소화로 건설비용을 줄였으며 동시에 

건축물의 질량을 줄여 지진 하중을 최소화하

였다. 그러나 건축물의 감쇠가 너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건축물의 층간 변위제어가 

어려워졌다. 그 해결책으로 300,000 ton에 달

하는 건축물의 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총 3개

의 TMD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그 중 가장 큰 

TMD 시스템 질량체의 무게는 건물 총 무게의 

0.26%인 726 ton이며 나머지 2개의 무게는 5 

ton이다. 이 TMD 시스템은 진자 형식으로 양

방향을 제어하며 풍하중에 대하여 30~40% 진

동감쇠 성능을 지니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자기유변유체(magneto- rheo-

logical fluid, MR) 댐퍼와 같은 수동형 및 능동

형 진동제어장치의 장점을 결합한 반능동형

(semi-active) 제진장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MR 댐퍼는 MR 유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작되는데, 미세하고 자성을 띤 입

자를 포함하는 MR유체는 평상시에는 일반적

인 점성 유체처럼 자유롭게 유동하지만 자기

장이 가해지면 짧은 시간에 입자들이 정렬하

여 유체의 유동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구조

물에 제어능력을 가할 수 있는 유체이다. 반능

동형 제진장치인 MR 댐퍼는 장치의 특성, 즉 

제어력의 크기 및 동조 주파수 등을 실시간으

로 변경이 가능하며 특히 MR유체가 큰 항복강

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건축물의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은 

풍하중에 의한 건축물의 진동을 이용하는 연

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

하중에 의한 건축물의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도 지진공학분야에서 관심을 끌

고 있다. 지진발생은 재현주기가 길어 지속적

그림 5 ▶  TMD system, Taipei 101 tower. 그림 6 ▶  Schematic view of MR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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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는 없으나, 지진하

중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 상황에 센서 시스템이나 구조물 

제어 시스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때 활용

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텍 연구진은 구조물의 지진제

어를 위한 액츄에이터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

한 영구 자석 장치를 사용하여 진동 에너지를 

수집하는 회생형 능동 질량 댐퍼(regerative ac-

tive mass damper)를 제안했다 [9]. MIT 연구진

은 지진하중을 받는 건축물의 능동제어 장치

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층사이의 상대 진

동을 이용하여 자기유도 댐퍼(magnetic induc-

tion damper)를 통한 에너지 수확의 개념을 제

안했다.  

또한 구조적 지진 응답 제어를 위한 영구 자

석을 사용한 회생 강제 작동(regenerative force 

actuation, RFA)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 [11]. 이 연구에서 제안된 RFA 

네트워크에서 구조적 지진 응답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장치는 구조적 진동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다시 구조의 지진 

응답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활용한다. 그림 7에서 보이듯이 고속도로 

교량의 제진 장치로 자기 동력 반능동 MR 댐

퍼(self-powered semi-active MR damper)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2]. 

그림 8과 9는 EM 장치가 구조물의 진동 에너

지를 소산시키는 댐퍼 기능과 함께 무선 센서

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수확기로 기

능할 수 있는 자체 구동 진동 제어 및 모니터

링(self-powered vibration control and monitor-

ing, SVCM)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8]. 진자 

형 TMD, EM 댐퍼 및 EHC (energy harvesting 

circuit)로 구성된 재생 EMTMD는 진동 댐핑 및 

에너지 수확 기능을 제공한다. SVCM 시스템이  

설치된 1층 골조에 대한 진동대 실험을 통하

그림 7 ▶  Flowchart of the control system with energy regen-

eration [12].

그림 8 ▶   Configuration of self-powered vibratio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with regenerative EM-TMD and  

 Wireless sensor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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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MTMD가 구조물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고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모니터링하는 

무선 센서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구조물과 비교하여 

약 3%의 질량비인 EMTMD의 제어하에 구조

물 응답(변위 및 가속도)의 상당한 저감율(약 

50%~65%)을 보여주었으며, 무선 센서 시스템

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측정된 구조물의 가속

도 응답을 잘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4. 맺음말

건축·토목 구조물에 대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비록 현재 획득할 수 있는 전력량의 한

계는 있으나 노후화된 구조물의 안전성 및 구

조물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 및 기술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을 활용한 에너

지 하베스팅 연구는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분야의 무선 센서 기술과 구조물 진동제어에 

적용하는 분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구조

물 건전성 모니터링 분야에서 필요한 배터리

의 제한적 수명 및 높은 유지 보수비용을 극복

하고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무선 통신을 위해

서는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한 에너지 하베

그림 9 ▶  Power flow of self-powered vibratio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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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 기술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진하중

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저감을 위하여 

일반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비

상전력획득으로 구조물의 진동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통하여 개발 및 진

행되고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는 구조물

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물의 피해

를 저감시키기 위한 건축·토목 구조분야 연

구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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