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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 부스트 변환기를 이용한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회로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Using D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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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DC-DC boost converter for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The designed converter

boosts the VDD through a start-up block from a low-output voltage of a thermoelectric device and the

boosted VDD is used to operate the internal control block. When the VDD reaches a predefined value, a

detector circuit makes the start-up block turn off to minimize current consumption. The final boosted VOUT

is achieved by alternately operating the DC-DC converter for VDD and the main DC-DC converter for VOUT

according to the comparator outputs. Simulation results shows that the designed converter generates 2.65V

from an input voltage of 200mV and its maximum power efficiency is 63%. The area of the chip designed

using a 0.35um CMOS process is 1.3mm x 0.7mm including pad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변환기는 열전

소자의 작은 출력전압으로부터 시동회로를 통해 일정 전압까지 승압된 VDD를 얻으며, 이는 내부 컨트롤 블록을

동작시키는데 사용된다. VDD가 원하는 전압 값에 도달하면 전압감지기가 이를 감지하고 시동회로에 공급되는 전

류를 차단하여 전류소모를 최소화한다. 이후 비교기의 출력에 따라 VDD를 위한 DC-DC 변환기와 최종출력

VOUT을 위한 DC-DC 변환기를 번갈아가며 동작시켜서 최종적으로 승압된 VOUT을 얻는다. 모의실험 결과, 설

계한 변환기는 200mV의 입력으로부터 2.65V의 VOUT을 출력하며, 최대 전력효율은 63%이다. 0.35㎛ CMOS 공

정을 사용하여 설계한 칩의 크기는 PAD를 포함하여 1.3mm x 0.7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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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과 이들의 응용에 대해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해서 저전력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1-11]. 에너지 하베스팅은 소비되거나 미활용 되는

에너지를 수확하여 전기에너지로 재생산하는 기술로

서, 빛, 진동, 열에너지 등을 광전 셀(photovoltaic

cell), 압전 변환기(piezoelectric transducer), 열전소자

(thermoelectric generator) 등과 같은 에너지 하베스

팅 소자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전자기기

의 전력으로 사용하는 환경에너지 재생형 에너지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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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 빛에너지를 이

용하는 기술[1-3]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오래 전부터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왔기 때

문에 상당부분 기술이 성숙되고 있다. 진동을 이용하

는 기술[4-6]은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에 비해 효

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소형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

문에 초소형 시스템에 적합하다. 열에너지를 이용하

는 기술[7-11]은 에너지 변환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으

며, 에너지 변환 소자에서 추출될 수 있는 전압레벨

이 작다는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구개발이 다소

더디지만,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에 적용이 적합하여

헬스 케어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창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최근 연구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분야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n leg를 이용한 Bismuth

telluride 형태의 열전소자 TEG(thermoelectric

generator)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온도 1도 당 수십

mV(@10cm2)로 매우 작다[12]. 이러한 소자를 생명체

의 몸체(body)에 적용하는 경우 열전소자에 인가되는

온도 차이는 2-3도이다. 따라서 열전소자에서 발생되

는 전압은 수백 mV 이내로 매우 작기 때문에,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회로를 구동하기 어렵다.

이처럼 작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구동시키기 위해

기존 연구[9]에서는 20mV의 입력전압으로부터 에너

지를 수확하기 위한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제안하

였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650mV

이상의 외부전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문

헌[10]에서는 움직임(motion)에 의해 기계적인 스위치

(mechanical switch)를 동작시켜서 35mV의 작은 전

압으로부터 승압회로를 시동시켰다. 그러나 이 방법

은 기계적인 스위치가 필요하며, 시동을 위해서는 진

동과 같은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용분야가 제

한적이다. 참고문헌 [11]에서는 65nm CMOS 미세공

정을 이용하여 95mV의 작은 전압에서도 동작 가능한

VTH-tuned 발진기(oscillator)와 전하펌프(charge

pump) 회로를 설계하여 시동회로로 사용하였다. 그러

나 이 회로에서 승압된 출력 전압은 0.9V 정도로 작

기 때문에 응용분야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계적인 스위치와 같은 추

가적인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소자에서 발생되는

작은 전압(수백 mV)으로부터 응용회로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높은 전압(약 2.5V)을 발생시키기 위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회로를 제안하고 0.35㎛ CMOS 공

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Ⅱ. 회로설계

2.1 제안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의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열전에너지 하베스팅

을 위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의 블록도이다.

회로는 열전소자(TEG: Thermoelectric Generator), 시동

(startup) 회로, 컨트롤 블록, 주(main) DC-DC 부스트

변환기로 구성된다.

열전소자는 열에너지에 의한 온도차를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열전소자에서 출력

되는 전압은 수십~수백 mV로 매우 낮은 편이다. 시동

회로는 이러한 열전소자의 낮은 출력전압으로부터 컨

트롤 블록이 동작 가능한 전압(ex: 1V)까지 공급전압

(VDD)을 승압시키는 역할을 한다. 컨트롤 블록은 시동

회로에 의해 VDD가 1V 이상 승압하게 되면, EN 신

호를 발생시켜 시동회로를 disable시킨다. 또한 시동회

로가 disable된 후 VDD를 2V 이상 유지시키면서, 주

DC-DC 부스트 변환기의 승압을 위한 CHG_VOUT 신

호를 주 DC-DC 부스트 변환기의 파워 nMOS 스위치

(MN)에 공급한다. 주 DC-DC 부스트 변환기는 컨트롤

블록에 의해 수백 mV의 열전소자의 출력전압을 2.5V

이상 승압하는 역할을 한다.

Fig. 1. Proposed low-voltage DC-DC boost converter

circuit

그림 1. 제안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 회로

2.2 열전소자(TEG: Thermoelectric Generator)

열전소자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에

너지 변환기로써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 접합부의

온도차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하는 제베크 효과

(Seebeck effect)를 이용한다.

일반적인 열전소자는 n과 p 타입의 열전반도체 쌍

(leg pairs)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있고, 전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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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로 열적으로는 병렬로 연결되어있어, 열전소자의

양면에 온도차가 발생하면 열전반도체의 캐리어들이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면으로 이동하여 기전력이 발

생한다. 그림 2는 제베크 효과를 이용한 열전소자의

동작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 Operating principle of a TEG

그림 2. 열전소자의 동작원리

제베크 효과에 의한 열전소자의 개방회로 전압은

식 (1)과 같다[12]. 여기서 ⍺는 제베크 상수이고,

NLegpairs는 열전반도체 쌍의 개수며, △T는 뜨거운 면

과 차가운 면의 온도차이다. 식 (1)로 부터 열전반도

체 쌍의 개수가 많고, 열전소자의 뜨거운 면과 차가

운 면의 온도차가 커질수록 열전소자가 출력하는 전

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그림 3은 열전소자의 등가회로로 식 (1)에 의한 열

전소자의 출력전압과 열전소자의 직렬 기생저항 RTEG

로 구성되어있다.

Fig. 3. Equivalent circuit of TEG

그림 3. 열전소자 등가회로

본 논문의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위해 사용된 열

전소자는 Telluex[13]사의 ‘G1-1.0-127-1.27’ 모델이다.

이 열전소자는 5Ω의 내부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25mV/K의 출력전압 특성을 갖는다.

2.3 저전압 시동(Startup) 회로

시동회로는 TEG에서 발생된 작은 전압 VTEG으로

부터 다른 구성블록들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전압까

지 VDD를 승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4는 본 논문

에서 제안된 저전압 시동회로로써 오실레이터(OSC),

전하펌프(Charge Pump), 펄스생성기(Pulse

Generator), nMOS 스위치인 MNS 등으로 구성된다.

OSC는 전하펌프의 승압을 위한 클럭(CLK1, CLK2)

을 발생시키며, 전하펌프는 입력전압을 트랜지스터의

Vt(750mV) 이상으로 승압하고, 승압된 전압 VCP를

펄스생성기에 공급한다. 펄스생성기는 시동 동작을

위해 파워 nMOS 스위치(MNS)를 on/off하기 위한

펄스(VPG)를 생성한다. MNS의 반복되는 on/off 동작에

의해 인덕터 LS에 전류 build-up과 VDD 노드로의 전

류 공급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VDD는 1V

이상으로 승압하게 된다.

Fig. 4. Proposed startup circuit

그림 4. 제안된 시동회로

제안된 회로는 0.35㎛ CMOS 공정으로 설계되었다.

본 설계에 사용된 공정의 일반 MOSFET의 문턱전압

은 대략 750mV인 반면, 열전소자는 이 보다 더 낮은

전압을 출력한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전압에서 시동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 공정사에서 제공하는 문턱

전압이 100mV인 native MOSFET를 이용하여 OSC

와 버퍼 그리고 전하펌프를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설

계된 OSC 회로이다. 3단의 링(ring) 오실레이터 형태

로 구성하였으며, native MOSFET은 nMOS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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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기 때문에 pMOS 트랜지스터는 저항으로 대체

하였다. 또한 시동동작이 끝난 후 시동회로의 동작을

disable 시키고 전류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EN 스위

치와 EN의 반전 신호인 ENB 스위치를 추가하였다.

EN와 ENB 신호는 컨트롤 블록의 전압감지기에 의해

발생된다.

Fig. 5. Oscillator schematic

그림 5. 오실레이터 회로

전하펌프는 그림 6과 같이 Dickson 전하펌프 형태

를 사용하였으며 12단으로 구성하였다. 전하펌프의

출력에 연결된 펄스생성기는 그림 7과 같이 3단

CMOS 인버터로 구성하였다.

Fig. 6. Dickson charge pump

그림 6. Dickson 전하펌프

Fig. 7. Pulse generator schematic

그림 7. 펄스생성기 회로

2.4 컨트롤 블록(Control Block)

그림 8은 제안된 회로의 컨트롤 블록이다. 컨트롤

블록은 크게 VDD를 출력하는 DC-DC 부스트 변환기

(DCDC_VDD)와 회로 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컨트롤

러(Controller)로 구성되어 있다. 시동회로에 의해 VDD

가 1V이상 승압하면 컨트롤러가 동작하기 시작하고

EN 신호는 ‘1’을 출력하여 시동회로를 disable시킨다.

또한 컨트롤러가 동작하기 시작하면 컨트롤러는 VDD

를 2V이상 유지시키면서 주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승압시킨다.

Fig. 8. Control block

그림 8. 컨트롤 블록

컨트롤러는 전압감지기(Voltage Detector), 밴드갭

(REFGEN), 클럭생성기(CLKGEN) 그리고 비교기

(CMP)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와 10은 각각 설계된

전압감지기와 밴드갭 회로이다. 전압감지기는 VDD 레

벨을 감지하여 VDD가 1V 이상이 되면 EN 신호 ‘1’을

출력하여 시동회로를 disable 시킨다. 밴드갭은 기준

전압을 생성하여 비교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기

존의 BJT를 이용하는 밴드갭 회로의 경우 전류소모

가 크기 때문에 본 설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MOSFET와 저항으로만 구성된 밴드

갭 회로를 설계하여 전류소모를 최소화하였다. 클럭

생성기는 비교기 동작에 필요한 클럭 CLK를 공급하

며 5단의 링 오실레이터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림 11은 비교기 회로이다. 클럭생성기에서 출력

된 클럭에 의해 동작하며, VDD에 연결된 저항 분주기

를 통해 VDD 레벨을 밴드갭의 기준전압과 비교하여

2V의 VDD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VD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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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이상 유지하면서 주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승압

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교기 블록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VDD가 2V보다 낮아지면 비교기의 (–)출력에서

출력되는 CHG_VDD가 DCDC_VDD의 파워 nMOS 스

위치인 MND에 인가되어 VDD를 승압한다. 이와 반대

로 VDD가 2V 이상이면 비교기의 (+)출력인

CHG_VOUT이 출력되고, 주 DC-DC 부스트 변환기의

nMOS 스위치인 MN에 공급되어 VOUT을 승압한다.

Fig. 9. Voltage detector schematic

그림 9. 전압감지기 회로

Fig. 10. Bandgap schematic
그림 10. 밴드갭 회로

Fig. 11. Comparator schematic

그림 11. 비교기 회로

2.5 주 DC-DC 부스트 변환기

주 DC-DC 부스트 변환기(DCDC_VOUT)는 열전소

자로부터 출력된 전압 (ex: 200mV)을 2V이상 승압하

여 부하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파워 nMOS 스위치

MN은 컨트롤 블록에서 출력되는 CHG_VOUT 신호에

의해 on/off 된다. 이때 VOUT에서 인덕터 L로 흐르는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역전류 감지기(RCD:

Reverse Current Detector)를 추가하여 시스템의 효

율을 높였다. 그림 12에 주 DC-DC 부스트 변환기를

보였다.

Fig. 12 Main DC-DC boost converter

그림 12. 주 DC-DC 부스트 변환기

그림 13은 본 설계에 사용된 역전류 감지기 회로도

이다[14]. RCD 회로는 인덕터 전압(VX)과 출력전압

VOUT을 비교하여 VOUT이 더 크면 VRCD를 출력함으로

써 파워 pMOS 스위치를 off시켜 역전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Fig. 13 Reverse current detector(RCD)

그림 13. 역전류 감지기

Ⅲ. 모의실험 및 IC 제작

설계된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는 5Ω의 내부저항과 200mV의

개방회로전압을 출력하는 그림 3의 열전소자 등가회

로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였다. 인덕터 LS와 L은

22uH를 사용하였고, CTEG는 100nF, CDD는 1nF, C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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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Waveforms of VDD, VPG and EN signal

그림 14. VDD, VPG, EN 신호 파형

Fig. 15. Output waveforms of the startup circuit and the control block

그림 15. 시동회로와 컨트롤 블록의 출력 파형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Using DC-DC Boost Converter

은 100nF 그리고 부하저항(RL)은 10kΩ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시동동작에 대한 모의실험 결

과이다. 그림 14는 VDD와 VPG, EN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로 초기 시동회로가 동작 시, 펄스생성기는 전하

펌프의 출력전압을 공급받아 펄스폭이 900mV이고 듀

티싸이클이 60%이며 주파수가 77kHz의 클럭을 출력

하고 시동회로의 파워 스위치인 MNS에 공급하여 VDD

를 승압시킨다. 시동회로에 의해 1V 이상 승압된

VDD는 약 1.3V가 되면 EN 신호가 ‘1’이 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EN 신호, 시동회로의 클럭(Startup

CLK), VPG, VREF 그리고 컨트롤 블록의 클럭(CLK)

파형이다. 시동회로의 오실레이터는 2.6MHz의 중첩되

지 않는 두 개의 클럭을 발생시킨다. 전압감지기에

의해 EN 신호가 1이 되면 시동회로는 멈추게 되고,

시동회로의 클럭과 펄스생성기의 출력 VPG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림 15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파

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 신호가 1이 되면 컨트롤

블록의 밴드갭과 클럭생성기가 동작하여 기준전압

VREF와 클럭 CLK가 출력되는 것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 시동

회로는 시동동작 시 41uA의 전류를 소모하며, disable

후에는 8.6uA의 전류를 소모한다.

컨트롤 블록의 비교기는 클럭에 의해 동작하며

VDD를 저항 분주기를 통해 기준전압 크기로 낮춘

VDD_R과 기준전압 VREF와 비교하여 2V의 VDD를 감지

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6은 비교기의 입력과 출력

파형이다. 모의실험 결과 밴드갭은 857mV의 기준전

압을 출력하고, 클럭생성기는 70%의 듀티싸이클을 갖

는 176kHz의 클럭을 출력한다. 이를 입력받아 동작하

는 비교기는 VDD_R이 VREF 보다 작아지면 CHG_VDD

를 출력하고, VDD_R이 VREF 보다 커지면 CHG_VOUT

을 출력하는 것을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된 컨트롤러 블록은 14.4uA의 전류를 소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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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Waveforms of comparator inputs and outputs

그림 16. 비교기의 입력과 출력 파형

그림 17은 최종출력인 VOUT의 모의실험 결과이다.

VDD가 2V 이하가 되면 CHG_VDD가 출력되어 VDD는

2V 이상으로 승압되며, 반대로 VDD가 2V 이상이면

CHG_VOUT이 출력되어 VOUT이 승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출력 VOUT의 평균 값은 2.67V이며 리플

(ripple)은 약 80mV이다.

Fig. 17. Waveforms of CHG_VDD, VDD, CHG_VOUT,
VOUT

그림 17. CHG_VDD, VDD, CHG_VOUT, VOUT 파형

본 논문에서 제안된 회로는 0.35um CMOS 공정으

로 설계되었다. 그림 18은 설계된 회로의 전체 레이

아웃이며, 면적은 패드를 포함하여 1.3mm × 0.7mm

이다.

Fig. 18. Layout of the designed low-voltage DC-DC
boost converter

그림 18. 설계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 레이

아웃 도면

그림 19는 모의실험을 통해 측정된 전력효율 그래

프이다. 측정 시 내부저항은 5Ω이고 개방회로 전압은

200mV인 TEG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부하에 전달된 전력과 TEG의 출력전력의 비로 전력

효율을 계산하였다. 측정된 출력 전력의 최대값은 4k

Ω일 때 958uW이며, 전력효율의 최대값은 4kΩ일 때

63%이다.

 

Fig. 19. Output power and power efficiency of the
designed circuit (end-to-end)

그림 19. 설계된 회로의 출력전력 및 전력효율

(end-to-end)

표 1에 본 논문에서 설계된 회로를 기존의 열전에

너지 하베스팅 회로들과 비교하였다. 시스템 시동을

위해 참고문헌 [8]과 [9]에서는 외부 전압이 필요하며,

참고문헌 [10]에서는 기계적인 스위치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응용분야가 제한적이다. 사용된 인덕터의 개수

의 경우 참고문헌 [9]와 [11]에서는 하나의 외부 인덕

터를 사용하는 장점은 있지만, 출력전압이 1V 이하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체시동은 가능하지만 역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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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8] [9] [10] [11] This work

Process 0.35um 0.13um 0.35um 65nm 0.35um

Minimum Input

Voltage
600mV 20mV 35mV 95mV 200mV

Output Voltage
2V

(unregulated)

1V

(regulated)

1.8V

(regulated)

0.9V

(unregulated)

2.8V

(unregulated)

Required External

Voltage
2V >650mV None None None

Startup Mechanism External voltage External voltage

Boost converter

with mechanical

switch

Charge pump
Boost converter

with charge pump

Number of inductors - 1 3 1 2

DC-DC Conversion

Principle
Charge pump

Boost converter

with inductor

Boost converter

with inductor

Boost converter

with inductor

Boost converter

with inductor

Peak Efficiency (%)
70

(boost converter)

52

(end-to-end)

58

(end-to-end)
72

63

(end-to-end)

Active Area (mm2) 3.06 0.12 1.6 0.17 0.91

Year 2009 2010 2011 2011 2013

Table. 1. Comparison of low-voltage DC-DC boost converters for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표 1.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 비교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ing Circuit Using DC-DC Boost Converter

용분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회로는 외부 전압이나 기계적인 스위치를 사용하

지 않으며, 비록 2개의 외부 인덕터를 사용하고 있지

만 높은 전압을 출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설계된 회로의 최소 입력전압은

200mV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이는 0.35um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보다 미세 공정을 사용하면 낮아

질 수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에서 변환 소자로부터 최대 전력을

출력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적용되며 그 중 대표적

인 것이 Maximum Power Point Tracking(MPPT)이

다[2],[5-6],[8],[10]. 본 논문에서는 MPPT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전체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참고문헌

[10]에서와 같이 DC-DC 변환기의 동작 주파수를 열

전 소자가 최대 전력을 출력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설

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열전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를 제안하였다. 낮은 출력전압

특성을 갖는 열전소자로부터 시동동작을 위해 전하펌

프를 이용한 펄스생성기를 통해 시동동작을 하였다.

또한, 컨트롤러 회로의 공급전압을 위한 DC-DC 변환

기와 최종출력을 위한 DC-DC 변환기를 번갈아가며

동작시켜서 최종적으로 승압된 출력을 얻도록 설계하

였다. 0.35㎛ CMOS 공정으로 설계된 회로를 모의실

험한 결과 200mV의 입력전압으로부터 2.6V의 승압된

출력을 얻었으며, 최대 전력효율은 63%이다. 본 논문

에서 제안된 저전압 DC-DC 부스트 변환기는 외부전

압이나 기계적 스위치와 같은 외부소자를 사용하지

않고 2V 이상의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이 필요한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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