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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기 에 지 하베스트를 이용하여 지하 공동구의 비상조명 LED를 구동하는 력 리 회로를 

설계하 다. 자기 에 지 하베스트는 하베스터 소자와 력 리 회로로 구성되어 진다. 제안하는 회로는 정류기, 

배터리 충 회로와 LED 구동회로로 만들어졌다. 평상시에는 만들어진 력으로 배터리를 충 하고, 비상시에는 

배터리에 충 된 에 지를 이용하여 LED를 구동한다. 측정 결과, 47 mF 커패시터를 충 하는 데 2분이 걸렸다. 

이것은 약 3분 30  동안 비상조명용 LED를 구동할 수 있는 력량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를 이용하여 별도의 원을 끌어오기 어려운 지하 공동구의 비상조명 LED 구

동용 원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power management circuit was designed to drive the emergency lighting LED in the underground 

facility for public utilities using magnetic energy harvest. The magnetic energy harvest consists of a harvest elements 

and power management circuits. The proposed circuit was made of a rectifier, a battery charging circuit, and an LED 

driving circuit. In normal times, the battery is charged with the harvested power, an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the energy stored in the battery is used to drive the LED.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it took two minutes to 

charge the 47 mF capacitor. This is the amount of power that can drive an LED for emergency lighting for about 

three and a half minute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ower management circuit for magnetic energy 

harvest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used as an emergency lighting LED-driven power device in an underground 

facility for public utilities where it is difficult to draw separat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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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에 지 하베스  기술은 일상 으로 버려지거나 사

용하지 않는 에 지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기 에

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1]. 이런 에 지 하베스  

기술은 생산 력이 크지 않아 응용처가 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 력이 수 mW 정도인 스마트 

센서의 자율 원장치에 용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력이 커지고 있다.

에 지 하베스 의 종류는 바람, 태양, 진동, 열 자

기장 등이 있다. 바람[2, 3]이나 태양 [4, 5]과 같은 

신재생에 지 발 의 경우 비교  많은 력을 생산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치의 부피가 커서 설치에 제약

이 있으며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큰 

장해요소가 된다[6]. 한, 태양 의 경우 일사량, 온

도와 음 에 따라 출력에 향을 많이 미친다[7]. 

생산되는 력이 작더라도 원장치 크기를 일 

수 있고 비교  설치에 제약이 없는 에 지원으로는 

진동에 지가 있다. 표 인 진동 에 지 하베스 은 

압 소자를 이용하는 것이다[8]. 하지만 압  에 지 

하베스 의 경우 특정 공진주 수의 진동이 존재해야

만 효율 인 력 생산이 가능하다. 진동에 지 하베

스   압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 이 있다. 자기 에

지 하베스 [9]은 자석이 진동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 유도 상이 일어나 기에 지를 수확하는 방

식이다.

력설비 는 고압 이블 주변과 같이 진동이 없

어도 자기장 변동이 있는 환경이라면, 더 쉽게 자기 

에 지 하베스 이 가능하다. 이처럼 자기 유도 

상을 이용하는 에 지 하베스 을 자기 에 지 하베

스트(Magnetic Energy Harvest, MEH)라고 한다.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변 소나 고압 이

블이 집해 있는 지하 공동구가 있다. 지하 공동구에

는 일반 인 조명시설은 설치도 복잡할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 한, 지하에는 바람이 불지도 않고 태양

이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신재생에 지 발 은 

부 합하다. 진동 에 지 하베스  한 진동원이 없

기 때문에 부 합하다. 그러나 MEH는 자기장이 있는 

곳이면 가능하며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진동이나 

특정 주 수도 필요하지 않다. 한, 별도의 원 없

이 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에 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최 화되어 있다. 따라서 MEH를 활용하

여 고압 이블이 집해 있고 어두운 공간인 지하 

공동구의 유지, 보수를 한 조명시설을 만들 수 있

다.

MEH는 하베스터 소자가 선을 감싸는 방식과 하

베스터 소자가 독립 으로 에 지를 수확하는 방식이 

있다. 선을 감싸는 방식의 MEH는 Air Core Coil의 

심에 고압 선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다른 MEH에 

비해 력을 많이 생산하는 특징이 있다[10]. 그러나 

도선을 통과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이미 설치된 도선

에는 설치가 번거롭고 하베스터 소자의 크기도 커야 

한다. 독립 으로 에 지를 수확하는 MEH는 고압 

선이나 변압기 주변과 같이 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에 

코일을 두어 에 지를 수확하는 방식이다[11]. 이 방

식의 MEH는 이미 도선이 연결된 곳에도 별도의 제

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피가 작은 MEH를 이용하여 지하 

공동구의 고압 이블 유지보수를 한 LED 구동회로

를 설계하 다. LED 구동회로는 BJT, 비교기, 항과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설계하 으며 MEH가 동작을 

하지 않을 상황을 비하여 배터리를 추가하 다. 

LED 구동 회로는 정류기, 배터리 과충  방지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Helmholtz 코일과 원장치, 오실로스

코 로 측정하여 검증하 고 하베스터 정류 압의 

크기에 따라 하베스터가 배터리와 LED를 동시에 구

동하거나 배터리가 단독으로 LED를 구동한다.

Ⅱ. 자기 에 지 하베스트의 구성

자기 에 지 하베스트는 자기장으로부터 기를 만

들어내는 하베스터 소자와 생산된 기를 변환하고 

부하로 달해 주는 력 리 회로로 구성된다.

하베스터 소자는 변 소나 고압 이블과 같이 큰 

AC 류가 흐르는 곳 주변에 설치한다. AC 류가 

흐르는 도선은 앙페르 법칙에 의해 도선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발생한다. 생성된 자기장은 AC 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도 바 므로 근처에 코일을 두면 

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자기 에 지 하베스트가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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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나와 있는 MEH들은 력을 많이 생산해 

내지만 부피가 크다[11]. 한, MEH는 자기장의 세기

에 따라 획득 력이 달라진다. 기존의 MEH는 도선

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미 설치된 도선에는 설치에 

제약을 하게 된다.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는 그림 1과 같이 하

베스터 소자(Magnetic Energy Harvester), 력 리 

회로(Power management system)와 부하(Load)로 구

성된다. 하베스터 소자는 페라이트 코어와 같은 자성

체를 코일이 싸고 있는 형태로 자기 유도 상을 이

용하여 력을 생산해 낸다. 력 리 회로는 하베스

터 소자로부터 수확한 에 지를 정류 회로를 통해 

AC 압을 DC 압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된 

압을 이용하여 력 리 회로를 동작시키고 부하를 

구동한다.

그림 1. 자기 에 지 하베스트 구성
Fig. 1 Magnetic energy harvest configuration

MEH로부터 생산된 력을 효율 으로 부하로 

달하기 해서는 하베스터 소자의 크기, 턴 수와 코어

의 종류가 요하다. MEH가 크다는 것은 보통 코어

가 크고, 코일의 턴 수가 많다는 것이므로 많은 력

을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코어가 크고, 코일의 턴 

수를 많이 감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MEH

의 크기와 력의 계를 고려하여 작은 크기에서도 

큰 력을 낼 수 있도록 MEH를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하베스터 소자는 넓은 주 수 범 에

서 작은 와 류 손실을 주는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하

다. 그리고 코어를 구리선으로 3250번을 감아서 구

성하 다. 그림 2의 하베스터 소자의 부피는 59.65 × 

39.90 × 22.57mm3이다.

그림 2. 독립  방식의 자기 
에 지 하베스트 내부

Fig. 2 Free-standing magnetic 
energy harvest inside

Ⅲ.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에서는 력을 많이 수확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수확한 력을 효율 으로 사

용하는 것 한 요하다. 효율 인 력 리 회로는 

수확한 에 지를 모두 부하로 보내주어야 한다. 한, 

어떤 경우에서도 부하로 최  력을 송하는 역할

을 해야 하므로 자체 손실이 고 효율이 높게 설계

되어야 한다.

3.1 기존의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기존의 력 리 회로[12]는 그림 3과 같이 정류회

로, 필터, DC/DC Converter와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

다. 이 회로는 정류회로를 일반 다이오드를 사용한 

Full-Bridge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이 복잡하

며, DC/DC Converter는 일정한 압을 출력하지만, 

소자의 단가가 비싼 단 이 있다.

그림 3. 기존의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Fig. 3 Existing magnetic energy harvest power 
management circuit



JKIECS, vol. 15, no. 03, 495-502, 2020

498

3.2 제안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그림 4는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이며 정류기와 BJT를 거친 력이 배터리를 충

한다. 한, 배터리 과충 을 방지하는 회로가 추가

되어 DC/DC Converter 없이 정 압/정 류 충 이 

가능하게 하 다. 그림 4에서 C1, C2, D1, D2는 정류회

로인 Single state Cockcroft-Walton 회로로써, 교류

인 하베스터 출력 압을 직류 압으로 만든다. 

한, C2는 정류커패시터 역할로써 리 압을 인다. 

R10은 Q3가 동작할 때 R3와 함께 지 역할을 한다. 

기존의 력 리 회로의 정류기인 Full-Bridge 회로

와 비교하여 제안하는 력 리 회로의 정류기인 

Single state Cockcroft-Walton회로는 다이오드의 사

용 갯 수를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기존의 회로에

는 DC/DC Converter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으로 배

터리를 충 할 수 있지만, 소자의 가격이 비싸 회로를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제안하는 회로는 상

으로 가격이 렴하고 큰 류를 구동할 수 있는 

BJT소자를 사용하 다. 한, 입력이 들어오지 않을 

비상상황에 처하기 해 배터리를 사용하여 비상 

원을 추가하 으며 이 배터리의 수명 유지를 해 

배터리 과충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

하 공동구에 비상조명 LED 구동용으로 하다.

그림 4.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Fig. 4 Proposed of a power management circuit for 
magnetic energy harvest

제안하는 회로에서 Q1, R1은 배터리를 충 하는 역

할을 하며 Q2, R2, Q3, R3는 LED를 등한다. 비교기

(Comparator, COMP)와 R4 - R9은 배터리 압이 4 

V 이상으로 과충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 공동구 고압 이블에 류가 흐르는 정상 동

작의 경우, 즉, 하베스터 정류 압(VRECT)이 배터리 

압(VBAT)과 LED의 VF (3 V)보다 클 때는 하베스

터에서 나온 출력이 정류기, Q1을 거쳐 배터리를 충

하고 Q2를 지나 LED를 등한다. 그림 5는 그림 4

의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를 

시뮬 이션한 결과이다. 그림 5(a)는 VBAT이 정격 압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과충  방지 기능을 보

여 다. VBAT이 배터리 정격 압인 4 V 이상이 되면 

비교기의 음의 입력(C_INN)이 기  압인 양의 입

력(C_INP)보다 더 증가하여 비교기의 출력(C_OUT)

이 Low가 된다. C_OUT이 Low가 된다는 것은 하베

스터로부터 오는 력을 배터리로 보내지 않고 항 

R7을 통해 소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배터리 

과충 을 방지한다. 그 결과 그림 5(a)와 같이 

C_OUT이 0 V로 떨어지면서 하베스터의 생산 력

을 R7이 소비한다. 그리고 VBAT이 4 V 이하가 되면 

다시 C_INN이 C_INP보다 낮아져 C_OUT이 High가 

된다. 즉, C_OUT이 비교기의 VDD인 VBAT과 같아짐

으로 R7의 력 소비 없이 모두 배터리를 충 하는 

데 사용된다.  VRECT는 정류회로에서 60Hz의 주 수

로 진동하며 커패시터를 충·방 한다. 이 과정에서 리

 압이 발생하는데 커패시터의 크기를 키우면 리

 압이 감소한다. 그림 5(b)는 LED를 시뮬 이션

한 결과이며 VRECT에 압이 약 3 V 이상으로 충분

히 커지면 배터리를 충 하는 동시에 LED가 켜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르는 류가 작아지거나 없어져 하베스터 출력 

압이 낮아지는 경우, 배터리에 장된 에 지로 비상조

명 LED를 구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Q1은 OFF가 되

고, 충 된 배터리가 Q3로 LED를 구동한다. 이를 시뮬

이션한 결과는 그림 5(c)에 나와 있는데 배터리 압

이 4 V까지 충 되었을 때 입력을 차단한 결과이다. 

이 시뮬 이션에서 배터리는 47 mF을 사용하 으며 

VB3와 VBAT(=VE3)의 차가 약 0.5 V 이상, VB2와 

VRECT(=VE2=VE1)의 차가 0.5 V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Q2, Q3가 ON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LED 류 그래 를 보면 약 40  정도 LED에 200 

A 이상이 흘러 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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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시뮬 이션 결과 (a) 비교기 
시뮬 이션 결과 (b) LED 시뮬 이션 결과 
(c）배터리 방  시 Q3, Q2 시뮬 이션 결과
Fig. 5 Power management circuit simulation 
results for the proposed magnetic energy 
harvest (a) Comparator simulation results (b) 
LED simulation results (c) Q3, Q2 simulation 

results at battery discharge

Ⅳ. 실험  검증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터의 측정 환경은 그림 

6과 같다. 원장치를 이용해서 Helmholtz 코일에 

류를 흐르게 하면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때 하베스터 

소자를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Helmholtz 코일 내에 

치시키고 하베스터 소자의 출력을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의 입력에 연결하고 

측정하 다. Helmholtz 코일의 류 크기를 조 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조 할 수 있다. 

0.7 mT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7(a)은 비교기 측정 결과 형으로 시뮬 이션

과 거의 유사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베스터 

정류 압(VRECT)가 4 V 이상일 때 비교기의 음의 입

력(C_INN)이 비교기의 양의 입력(C_INP), 즉 기  

압보다 높아지며 C_OUT이 Low 출력(0 V)이 나오

다가 다시 배터리가 4 V 이하로 떨어지면 C_INN이 

C_INP보다 낮아져 High(4 V)가 된다. 이 게 

C_OUT이 High, Low를 반복함으로써 배터리가 과충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7(b)는 LED 측정 

결과이며 VRECT가 3 V 이상이 되면 LED 가 등이 

되고 LED 류(ILED)는 1 mA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c)는 배터리를 완충시킨 뒤 방

했을 때 LED와 Q3를 측정한 결과이다. VB3와 VBAT의 

압차가 0.5 V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Q3를 통

해 LED를 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류는 

1 mA가 떨어지는 데 약 20 가 걸렸지만, LED는 약 

210 간 등되었다.

제안된 회로는 자기장이 0.7 mT 일 때 출력 력

은 6.87 mW이다. 배터리는 47 mF의 슈퍼 커패시터

로 체하여 실험하 으며 4 V가 되기까지 2분의 시

간이 걸렸다. 한, 방 은 3분 30 가 걸렸다. 이 결

과를 통해 커패시터를 용량이 큰 배터리로 체할 경

우 더 오랫동안 LED 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상할 수 있으며 방  한 오래 걸려 LED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터와 력 리 회로를 

사용할 경우 0.7 mT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지하 공동

구 비상조명 LED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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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기 에 지 하베스트 실험 환경
Fig. 6 Magnetic energy harvest experimental 

setup

(a)

(b)

(c)

그림 7 제안된 자기 에 지 하베스트 
력 리 회로 측정 결과 (a) 비교기 측정 

결과 (b) LED 측정 결과 (c) 배터리 방  시 
LED와 Q3 측정 결과

Fig. 7 Results of proposed magnetic energy 
Harvest power management circuit 

measurements (a) Comparator measurement 
results (b) LED measurement results (c) LED, 
Q3 measurement results at battery discharge

[11] [13] [14]
This 
Work

AC/DC 
Converting

Method
-

Single state 
Cockcroft
-Walton

Full-Bridge
Single state 
Cockcroft
-Walton

Battery
Charging 

and
Protection
 Circuit

- - - ○

Application
(Load)

Resistance
Wireless
Sensor

Resistance LED

표 1.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기능 
비교

Table 1. Comparing Power Management Circuits 
Function for Magnetic Energy Harvest

표 1은 기존의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와 제안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의 기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11] 은 정류기가 존

재하지 않고 RLC 공진회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부

하는 항 1kΩ을 사용한다. [13] 은 정류기로 Single 

state Cockcroft-Walton 회로를 사용하며 부하는 무

선 센서로 정격 압은 3.3 V, 정격 류는 90 μ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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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는 정류기로 Full-Brige 회로를 사용하며 부

하는 항 100Ω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회로는 정류기

로 Single state Cockcroft-Walton 회로를 사용하며 

비교 논문  유일하게 배터리 충   보호 회로를 

가지고 있다. 부하는 정격 압이 3 V인 LED를 사용

한다. 정류기로 Full-Bridge 회로를 사용 하는 것 보

다 Single state Cockcroft-Walton 회로를 사용하는 

것 이 부품을 게 쓸뿐더러 동작이 간단하다. 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회로를 포함하여 안 하게 

LED를 구동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은 AC 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변 소

나 지하 공동구에서 존재하는 자기장을 수확하여 활

용하기 해 자기 에 지 하베스트용 력 리 회로

를 설계하 다.

자기 에 지 하베스트의 구성은 자기장을 수확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터 소자, 력 리 회로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제안하는 력 리 회로는 항, 커패시터, 

다이오드, BJT, 비교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으로 

LED를 구동하는 동작을 할 뿐 아니라 입력이 없을 

때도 LED 구동을 해 배터리를 추가하 다. 한, 

배터리가 과충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도 추가하

다.

실험  검증결과 47 mF의 커패시터를 충 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이며 커패시터의 압이 4 V 이

상으로 충 되지 않는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기 에 지 하베스

트용 력 리 회로는 별도의 원을 끌어오기 어려

운 지하 공동구의 비상조명 LED 구동용 원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비교  간단한 회로와 구조를 사용하

면서도, 작은 자기장에서도 에 지를 수확할 수 있으

므로, 다른 응용처로의 확 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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