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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환경 중의 빛에너

지, 풍력에너지, 열전에너지, 진동에너지와 같

은 미활용에너지를 수확 (Harvest)해 전기에

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우리 주변은 열, 

진동, 빛, 전파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차 

있다.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희박한 상태로 존

재하고 있어 유효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미사용 에너지를 수확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전자제품이나 여러 기기들의 에너

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 주

변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Stand-

alone)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크게,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열전소재

의 Zeeback 효과를 이용하여 온도차로부터 전

기에너지를 얻는 열전 발전, 그리고 압전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기계적 진동이나 충격으로

부터 전기에너지를 얻는 압전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유한한 화석에너지에 의한 에너

지 가격 상승과 환경문제에 따른 친환경에너

지 자원개발의 요구에 따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미래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자동차, 

IT 통신, 환경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기존 에

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하베

스팅 기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2년 3조원 

(3십억 불), 2015년 10조원 (100억불)으로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가

장 센서 네트워크 분야와 시계와 휴대폰, 노트

북 등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1]. 

압전 세라믹스는 1880년 퀴리 형제의 석영에

서의 압전 특성 발견을 시작으로 1970년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음향, 초음파, 통신 및 계측기기 등

으로 폭 넓게 확대되어 현재 전 산업 분야에 걸

쳐 발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전자공업 분야 특

히, 전자부품업계에서 압전 세라믹스가 차지하

고 있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압전체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기술

그림 1.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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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물질

에 물리적 변형이 인가되면 전기에너지가 발

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하여 주변에 존재하

는 미세 진동이나 인간 활동 중 발생하는 미

세한 움직임으로부터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

지를 사용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

술이다.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크고 소형·경량화가 용이하다는 장

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 없는 어두

운 곳이나 밤에도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자노이즈가 발생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에너

지 하베스팅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

고 있는 분야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전지 분

야이며, 2015년경에는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23% 정도의 에너지 하베스팅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오늘날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은 저 전력

과 이동이 용이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늘날 유

연 전자소자 기술은 유연 소자의 경량성, 유

연성, 굽힘성으로 인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

다. 현재까지는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소재로 

세라믹 소재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세라

믹 소재의 단점으로 인하여 세라믹 에너지 변

환 소재에 유연성 (Flexibility)을 부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연 압전에너

지 하베스팅 (Flexible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소자는 소재의 유연성으로 인하

여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여 저용량 에

너지원으로써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의 연구 방향은 크게 압

전 나노 구조체를 적용하는 방법, 유연 압전 

물질을 적용하는 방법, 박막 전사 공정을 도

입하는 방법, 그리고 압전 복합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연 압

전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개발 이슈 및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압전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나노 구조체 개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응

용 소자들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물질적 특

성 연구 및 관련 소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압전 연구 분야에서도 나노선을 이

용한 연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나노선 구

조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는 크기를 아주 

작게 줄일 수 있어 탄성이 매우 좋으므로 파

손 없이 상당한 기계적 변형이 가능하며, 구

조적 강도를 크게 증가시키므로 피로현상이 

매우 적다. 또한, 기계적 움직임을 유발하는

데 상대적으로 작은 힘을 필요로 하므로 초

고감도 소자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여, 압

전 박막에 비해 높은 압전계수를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산화아연 (ZnO)은 압전성과 반

도성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1차원의 나노선 

구조의 성장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

용한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ZnO 나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Gerogia 

Tech., UC Berkerly 등 유명대학을 중심으

로 ZnO 나노선 기반 나노선 하베스팅 소자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

그림 2. 압전 세라믹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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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국세라믹기술원, KIST, 성균관대학

교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조지아 공대의 Zhong Lin Wang 교수 연

구팀은 ZnO 나노선을 이용하여 고출력의 나

노 제너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최초로 자가 발전형 무선 데이터 전송 시

스템 구현하였다 [2]. ZnO 나노선을 이용한 

나노 제너레이터는 폴리머 기판 상하에 높

은 밀도를 가지는 ZnO 나노선를 텍스쳐화하

여 박막 형태로 형성한 후 표면에 전극을 형

성한 5층 구조로 구성된 독립 캔틸레버 빔의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나노 제너레이터의 

출력 전압은 10 V, 출력 에너지는 10 mW/

cm3의 고출력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연구팀에서는 나노 제너레이터, 저손실 전파 

정류기, 에너지 저장을 위한 축전기, IR 광검

출기, 무선 데이터 송신기를 집적화한 독립

적이고 무선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선 데이

터 전송 시스템을 실현하였으며, 시스템에서 

보내지는 무선 신호들은 20 미터의 거리에서 

일반 라디오에 감지되었다. 이러한 무선 데

이터 전송 시스템은 무선 바이오센서, 환경 

모니터링, 센서 네트워크, 개인 전자 기기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균관대학교 김상우 교수 연구팀은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

전 반도체와 폴리머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개

발하였다 [3]. 일반적으로 압전 반도체 물

질 내부에는 자유전자들이 존재하여 압전 효

과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압전 반도

체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를 제거하여 압

전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특성을 높이기 위

한 방법이다. ZnO 물질은 n-type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P형의 P3HT (Poly(3-hexylthiophene)) 폴

리머는 정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ZnO

와 P3HT를 접합하게 되면 ZnO의 자유전자

들이 P3HT의 정공들과 결합하게 되고, 압전 

포텐셜에 의한 유·무기물 계면에서 페르미

준위 (Fermi Level)의 변화를 유도하여 압전

에너지 출력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도성 폴리머인 PCBM 

(phenyl-C61-butyric acid methyl ester)

과 P3HT를 혼합하여 압전 포텐셜에 의한 전

하 공급이 원활한 구조를 설계하여 압전에너

지의 출력 특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압전 반

도체와 폴리머 하이브리드 구조를 이용한 압

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는 0.068%의 기계적 

응력 하에서 압전 전압 및 전류밀도가 각각 

그림 3.  ZnO 나노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무선 데
이터 전송 시스템의 개략도와 출력 특성. 그림 4.  압전 반도체-폴리머 하이브리드 압전에

너지 하베스터의 개략도와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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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V, 6.05 μA/cm2로 증가하였고, 에너지 

변환효율이 18%로 (0.88 W/cm3) 대폭 증가

하였다. 이러한 압전 반도체와 폴리머 하이

브리드 소자를 이용하여 외부의 전력공급원 

없이 적색, 녹색, 청색 발광다이오드 (LED)

를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 란저우 대학과 중국 과학 아카데미 

공동연구팀은 최고 200 V의 압전 출력 특성

을 보이는 압전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다 [4]. 이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는 수직으로 정렬된 ZnO 나노와이어 어

레이로 구성되었으며 전극은 어레이의 상단

과 하단에 위치한 구조를 가진다. 연구팀은 

무게가 193 g인 물체를 각각 다른 높이에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에 떨어뜨리면 출력 전

압이 떨어뜨리는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큰 충격의 힘을 압

전에너지 하베스터에 가하여 최대 209 V 및 

53 μA의 전류를 생성하였다. 즉, 출력 전압

을 높임으로써 자연적으로 출력 파워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업용 발광 다

이오드를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구리의 좌골 신경을 자

극하여 개구리의 비복근 근육이 수축되어 개

구리의 다리를 움직이게 하여, 향후 압전에

너지 하베스터가 생물학적 뉴럴 네트워크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응용에 사용

될 수 있다는 보여 주었다. 

나노 구조체들은 여전히 물리적 에너지에 

약하여 신뢰성 및 안정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유연 소자로의 활용이 어렵고, 무엇보

다도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으나, 작은 힘을 필요로 하므로 초고감도 소

자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며, 높은 압전 계

수를 가지고 있어 높은 출력 특성을 보여 주

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유

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연구는 실제 소자 

동작을 위한 출력 특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주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

한 구조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기

반으로 다양한 무선 전자 소자들과 생물학적 

응용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보

다 많은 응용 소자 개발과 발전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 

3. 유연 압전 물질을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실제 유연 소자에 적용되는 소재들은 폴

리머와 같이 깨지지 않고 자유롭게 구부

릴 수 있는 유연 소재가 적합하다. 1924년

에 폴리머의 압전효과가 발견된 이후 수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압

전 폴리머는 낮은 구동 전압에서 큰 변형률

을 가지며 저밀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공

근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차세대 액추에이

터로써 각광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PVDF 

(Polyvinylidene-fluoride)는 단량체구조인 

(-CH2-CF2-)n가 반복적으로 구성되는 선

상 고분자로써 분자 내에 존재하는 강한 쌍

극자기에 의해서 고분자 재료 중 가장 큰 유

전율을 나타내는 물질이고 유기질 폴리머로 

이루어져 부식에 강할 뿐만 아니라 열적 안

정성, 화학적 저항성 등의 뛰어난 재료적 우

수성을 가지고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Liwei 

Lin 연구팀은 전기방사법으로 PVDF 유기 나

그림 5.  ZnO 어레이를 이용한 고출력 압전에너지 
하베스터의 개략도와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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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유 (Nanofibers)를 제조하였고,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5]. 

기존에 ZnO나 BaTiO2를 이용한 나노 구조

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PVDF를 사용함

으로써 매우 유연하고 튼튼한 구조체를 만들

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압

전 나노섬유들은 낮은 제조 단가로 제작이 가

능하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의류 형태로 제

작이 가능하여 물리적 힘에 의한 변형을 통

해 전기에너지로 변화하여 소형 전자기기 등

에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미

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간단한 전자기기를 구

동할 수 있으며, 이들 나노섬유들은 PVDF라

는 낮은 단가를 가지는 유기물질로부터 제작

이 가능하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유연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극과 PVDF 나노섬유가 올려진 

가소성 막이 구부러지면 쌍극자의 배열이 이

동하여 섬유의 끝에 전위차가 만들어진다. 그 

중합체는 절연체로써 전류는 나노섬유 그 자

체를 통해 흐르지 않지만, 두 끝이 회로로 연

결되면 전기가 흐를 수 있다. Lin의 연구팀이 

제작한 PVDF 나노 섬유의 경우 길이에 따라 

500 nm에서 6.5 μm까지의 다양한 직경을 가

지며, 5~30 mV의 출력 전압과 0.5~3 nA의 

출력 전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 

에너지 변환 효율은 평균 12.5%로써 매우 우

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수직 방향으로 형

성된 PVDF 템플릿 소자를 제작하여 소리에

도 반응하는 초고감도 압전에너지 하베스

터 소자를 개발하였다 [6]. 수직 성장된 ZnO 

나노 구조체 사이에 PVDF를 채워 넣고, 이

후 ZnO 나노 구조체를 제거하여 수직 성장

된 PVDF 템플릿 소자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PVDF 템플릿 소자는 박막형 소자에 

비해 구멍이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리와 같은 음파 신호에도 압전 출력 특성

을 보이는 초고감도 소자이면서, 기존 박막

형 소자와 같이 강한 물리적 에너지에도 압

전 출력이 가능한 광대역 압전 소자이다. 삼

성 연구팀에서 개발한 PVDF 템플릿 소자는 

0.17 mW/cm3의 출력 파워 특성을 보였으며, 

동일한 음파 신호에서 PVDF 박막에 비해 5

배 이상의 출력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PVDF 템플릿 소자는 제작 공정이 

단순하면서, ZnO 나노 구조체의 형태에 따

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압전에너지 하베스

터를 제작할 수 있으며, 구멍이 있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감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광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그림 6.  PVDF 나노 파이버를 이용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그림 7.  PVDF 템플릿 구조의 초고감도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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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인하여 다양한 물리적 진동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고감도 압전 센서

와 무선 송신 시스템 등과 같은 폭넓은 응용 

분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PVDF만을 이용한 단일 압전에

너지 하베스터 소자들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미국 조지아 공대의 Zhong Lin Wang 교수 

연구팀은 PVDF와 ZnO를 혼합한 하이브리

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를 제작하여 주

목을 받고 있다 [7]. Wang 교수 연구팀이 제

작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는 압전 폴리

머인 PDVF와 압전 반도체인 ZnO 나노 구조

체를 접합하여, PDVF와 ZnO 모두에서 압전 

특성 출력이 나오는 하이브리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중앙

에 코어 파이버 상에 수열 합성법을 이용하

여 ZnO 나노 구조체를 형성하고 이를 PDVF

로 감싸는 코어쉘 구조를 제작하였다. 이러

한 코어쉘 구조는 PDVF와 ZnO 모두에서 압

전 특성 출력이 나오는 하이브리드 압전에너

지 하베스터 소자일 뿐만 아니라 외부 물리

적 충격을 압전 폴리머가 흡수할 수 있어 의

류나 패치와 같은 물리적 움직임이 많은 영

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하이

브리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를 인간의 

팔에 부착하여 팔꿈치를 90˚ 정도 굽혔을 때 

0.1 V의 출력 전압, 10 nA/cm2의 출력 전류 

특성을 나타내어, 16 μW/cm3의 출력 파워를 

얻을 수 있었다. Wang 교수 연구팀에서 제

작한 하이브리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

는 압전 폴리머와 압전 반도체의 접합으로 

인하여 고출력을 내는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들의 동

작에서도 압전 출력 특성을 얻을 수 있어 바

이오 응용 소자와 같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까지 압전 폴리머 소재들은 깨지지 않

고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소재적 우수성

에도 불구하고, 약한 압전 특성으로 인하여 

벌크 박판형 및 박막형, 마이크로 섬유 형태

로 압전 센서, 액추에이터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 최근 나노 섬유를 쉽

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저

렴한 생산비용과 저가격의 우수한 압전 특성

을 갖는 폴리머 압전 나노섬유 제조와 이를 

이용한 유연 소자 개발이 진행 중이며, 압전 

반도체와 같은 압전 특성이 우수한 소재들과 

접목한 하이브리드 압전 소자들이 개발되면

서 그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전사 기술을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발전

기존 압전 소재들 중 우수한 압전 특성을 

보이는 소재들은 압전 세라믹 계열의 소재

들인데, 이러한 압전 세라믹 소재들은 고온

에서 생성해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유

연 기판 상에 바로 성장할 수 없어 유연 압전

에너지 소자 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폴

리머 계열 유연 기판들의 공정 한계 온도는 

대략 300℃ 정도이다). 압전 세라믹 소재들

의 고온 공정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다른 기판 상에 압전 세라믹 물질을 고온 

그림 8.  PVDF-ZnO 하이브리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3호 (2013년 3월)  9

성장하고 유연 기판 상에 옮기는 전사기술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사 기

술은 고온 공정이 가능하여 우수한 특성의 

압전 세라믹 물질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폴리머를 포함한 다양한 기판들에 적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AIST 이건재 교수팀은 화학적 박막 전

사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연 압

전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하였다 [8]. 이건

재 교수팀에서 개발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는 ZnO보다 압전특성이 10~30배 우수

한 BaTiO3를 이용하여 심장 박동, 혈액 흐름

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나노발전기

술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압

전 소재인 PZT 물질은 납, 지르코늄과 티타

늄 성분으로 구성되어 생체적으로는 적합하

지 않다. 따라서 실제 인체 적용을 위해서는 

비납계 물질의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팀에서

는 BaTiO3를 사용하였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나노발전기술은 이 교수가 2004년 세계 최

초로 공동 발명한 '고성능 단결정 휘어지는 

전자소자'를 토대로, 세라믹 나노박막물질을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옮기는 기술로

써, 휴대용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몸속에 집

어넣는 센서나 로봇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영역은 응용기

술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간 수명 연장과 나노 기술의 발달

로 바이오 의학과 이를 위한 바이오 의학 소

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

린스턴 대학의 McAlpine 교수 연구팀은 유

연 소자를 이용한 바이오 의학에 많은 연구

를 집중하고 있는데,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를 보다 안정적으로 인체에 적용하기 위하

여 새로운 압전 물질을 물결 모양으로 제작

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9]. 실제 심장박동 

등의 인체 적용을 위한 압전 소자를 위한 물

질은 단순히 유연한 것 이상의 길게 늘여지

는 성질이 요구된다. 기존 PZT는 가장 효율

적인 압전 물질이지만, 강철의 절반 정도의 

탄성계수를 가진 취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써 

최대 안전 변형은 0.2%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는 아주 작은 인장력에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McAlpine 

박사 연구팀은 신축성이 있는 실리콘 고무와 

PZT의 복합체를 만들어 높은 탄성 변형에 견

딜 수 있는 10% 변형까지 견딜 수 있는 압전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실리콘 고

무에서 연신 전처리 과정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실리콘 고무와 PZT 나노리본

을 접착시킬 수 있는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

다. 특별히 실리콘을 연신 전처리를 한 다음 

PZT 나노리본을 실리콘 위에 프린팅 방법으

로 부착시킨다. 프린팅을 진행한 다음 수축

된 실리콘을 다시 이완시킨다. 좀 더 자세하

게는 PZT 리본은 PDMS 스탬프 상에 반 데

르 발스 힘에 의해 약하게 결합된 다음, 사

전 수축된 PDMS를 이완시키면 PZT 리본은 

압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

으로 거치게 되면, 기계적인 압축 에너지는 

PZT 리본을 물결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벤딩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공정을 통하여 

연구팀은 PZT 리본을 물결 모양으로 변형 시

킨 새로운 압전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이러

그림 9. BaTiO3를 이용한 유연 압전 발전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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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효율을 가지는 유연 압전 소재는 심

박조절기와 같은 이식용 의료 기구를 구동시

키는 인공호흡 장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전사 기술은 화학적 식각에 의

한 방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에서는 레이저 전사법 (Laser 

lift-off) 을 이용하여 투명 유연압전 소자를 

개발하였다 [10]. 사파이어 기판위에 PZT를 

성장시킨 후 KrF 레이저를 사파이어 기판 뒤

쪽에 조사하게 되면, 사파이어 기판의 밴드

갭에너지 (10 eV)가 KrF 레이저의 광에너지 

(4.99 eV)보다 크기 때문에 레이저가 사파이

어 기판을 통과하여, 밴드갭에너지가 사파이

어 기판보다 작은 PZT 표면이 녹으면서 PZT

층이 사파이어 기판으로 부터 떨어지게 된

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PZT 박막을 폴

리이미드 기판이나 다른 유연기판으로 전사

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압전 소자를 개발하였

다. 레이저 Lift-off 방법의 경우 사파이어 

기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PZT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화학적 에칭방법

에 비해 간단하고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

점을 가진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투명 유연 

압전 소자는 ITO 전극과 PZT 박막 구조를 

가지며, 가시광선 영역에서 70%의 투과도

를 가진다. 이러한 투명 유연 압전에너지 하

베스터는 유연 소자 및 투명 소자뿐만 아니

라 복합 에너지 하베스터 (태양광과 압전 복

합 에너지 하베스터)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사 기술을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 소자 연구는 기존 유연 소자 연구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전사 기술들이 유연 압전에

너지 소자에 적용되면서 연구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까지는 큰 연

구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수

한 소재적 특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재/소자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로 인하

여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

상된다.

5. 압전 복합체를 이용한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나노 기술의 발달과 일차원 구조의 나노 

구조체들이 가지는 소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나노 구조체를 이용

그림 10.  물결 모양의 PZT 리본을 이용한 유연 
압전 발전 소자.

그림 11.  투명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소자와 
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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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나노 구조체 성장 공정의 특

성으로 인하여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대면적 

하베스팅 소자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실제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나노 구조체의 성장법에 의해 특정 방향에

서의 물리적 에너지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 중인데, 최근 압전 나노 구조체와 

폴리머 물질을 혼합한 압전 복합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지아 공대 Zhong Li Wang 교수 연구팀

은 NaNbO3 나노 구조체와 폴리디메틸실록

산 (PDMS)을 혼합한 복합체를 이용한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11]. 연구팀

이 개발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제작 기술

은 간단한 코팅 공정을 통해 하베스터 소자

를 제작할 수 있어 소자 생산 비용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

도 쉽게 제작 가능해 공정이 복잡했던 기존

의 한계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aNbO3 나노 구조체를 수열합성법으로 제

작하고, PDMS와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금

속 전극이 형성된 유연 기판 상에 스핀 코팅

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하베스터 소자는 3.2 V의 출력 전압

과 72 nA의 출력 전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AIST 이건재 교수 연구팀은 탄소 나노튜

브 (Carbon Nanotube; CNT)와 산화 그래핀 

(RGO)를 사용하여 압전 복합체를 이용한 압

전에너지 하베스터의 특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 기존 나노 구

조체와 PDMS 만을 이용한 압전 복합체는 나

노 구조체가 압전 복합체 내에 일정하게 분

포하지 못하고, 가해주는 에너지를 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높은 압전 특성을 갖고 있는 

세라믹 소재인 BaTiO3 나노 입자들과 비표면

적이 크고 전기 전도성이 높은 탄소나노튜브 

또는 산화 그래핀을 PDMS와 혼합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탄소나노튜브 또는 산화 그

래핀은 큰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압전 복합

체내에 BaTiO3 나노 입자들을 고르게 분포

그림 12.  NaNbO3 나노 구조체와 PDMS 복합체를 
이용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그림 13.  나노튜브 (Carbon Nanotube; CNT) 또
는 산화 그래핀(RGO)가 혼합된 압전 복
합체를 이용한 압전에너지 하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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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주며, 가해주는 물리적 에너지를 

BaTiO3 나노 입자에 고르게 전달한다. 또한, 

우수한 전기 전도성으로 인하여 출력 전류값

이 향상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연구팀

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에 패키징 및 충·방

전 기술을 융합하면, 반영구적으로 자가발전 

및 저장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시

스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서는 

PZT 나노 튜브와 폴리디메틸실록산 (PDMS)

을 혼합한 복합체를 이용한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를 개발하였다 [13]. 연구팀은 양극 산화 

알루미늄 템플릿 (Anodic aluminum oxide; 

AAO)상에 PZT 솔루션을 코팅하여 다결정의 

PZT 나노 튜브를 제작한 후 PDMS와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금속 전극이 형성된 유연 

기판 상에 스핀 코팅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하베스터 소자는 

1.5 V의 출력 전압과 54.5 nA의 출력 전류 

특성을 보이며, 37 nW/cm2의 출력 파워를 

나타내었다. 

압전 복합체를 이용한 유연 에너지 하베스

터는 폴리머인 PDMS 소재를 사용함으로 인

하여 출력 전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상온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대면적의 하베스

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혼합 소재에 따라 압전 

출력 특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어, 향후 폭넓은 연구 결과들과 응용 소

자 개발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6. 결 론

최근 전기/전자 산업 기술은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나노기

술 (Nanotechnology, NT)을 바탕으로 하는 

IT-ET-BT 기술이 융합된 유비쿼터스 사회

로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원 체계 

및 무선 전자 기기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다. 유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은 도로, 

철로, 활주로 등 각종 교통수단을 통해 발생

하는 미활용 에너지의 매크로 하베스팅에서 

부터 음파, 심장박동, 혈압 등 각종 인체활

동의 미세한 진동을 이용한 에너지 나노 하

베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응용가능성은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형성과 화석연료 사용절감 효

과를 통한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관점에서도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용 바이오 소자에 대한 응용 확대를 통

한 신산업 창출 등으로 무한히 실현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많은 응용 가능

성을 실현화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유연 압전 

소재기술, 고효율 압전 하베스터 구조 설계 

및 회로설계기술 등 NT-IT-BT 각 분야의 

기술 융·복합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

연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가치는 더욱 

커지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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