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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하베스터의 기술 및 연구동향

이정환 박사과정, 김상우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 서 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력

은 발전소에서 화학 연소, 핵분열, 지열, 또는 

물이 흐르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발

전기를 통해 생성된다. 반면, 최근 무선 마이

크로전자기계시스템 (MEMS)과 나노전자기계

시스템 (NEMS)의 수요의 급등은 자가 구동 

소자 구현을 위한 열 그라데이션, 태양, 기계

진동 그리고 생체유동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주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친환경

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를 하베스팅하

는 소자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먼저 물리

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압전 

현상은 소자 주변에서 소규모의 에너지를 추

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현상이다. 특히, 압

전 방식을 통한 신체의 움직임, 근육의 스트

레칭, 음향 / 초음파 등과 같은 기계적 에너

지로부터의 전력 발전은 무선 / 자가 구동 소

자의 충전과 출력 전력 제어에 대하여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전특성을 갖는 물

질 중에서는 Pyroelectric효과와 같이 압전

효과와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1-5]. 즉, 물질

의 양단 사이에서 온도가 변화할 때 표면에 

전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전압차가 생기는 

Pyroelectric효과는 각종 전자기기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적외선 센서 또는 압전소자와 마

찬가지로 자가발전을 위한 소자의 에너지원

으로써 많이 응용된다. 그 외에도 평소에 전

자장비나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현상이라고 

여겨진 정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발전소자의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기존의 압전소자와는 달리 발생되는 전압

이 월등히 높아 소규모 에너지뿐만 아니라 순

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러한 여러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하

나의 소자 형태로 융합하여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이용해 전력을 발생시키

는 하이브리드 소자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6-8].

2. 에너지 하베스팅소자의 중요성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가운데 기존의 화석연

료를 대체할 수 있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

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빛·기계적 (바람, 

파도, 음파, 미세진동 등)·열적·자기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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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그리고 정전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을 수확하기 위한 소자들이 이상적

으로 설계되고, 관련 기술들이 보고되고 있

다. 특히, 기계적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는 전자기 유도 또는 압전 효과의 원리

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고 다른 에너지원

과 비교하여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서 넓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정전기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기존에는 전자소자에서 생기는 정전기현상

이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져 왔지만 최

근 정전기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에 대

한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새로운 형

태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게

다가 미래사회에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맞춤형 의료장비, 홈 네트워

크, 미래형 자동차 등의 성장 동력의 기반기

술로서 자체구동이 가능한 센서 및 엑츄에

이터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 센서와 엑츄에이터 등의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전원 확보가 필수적

이며 각각의 기기에 따로 전력을 공급하는 

2차전지 (배터리) 방식 보다는 자체적으로 

전원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

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외에도 Flexible하

거나 Foldable한 전력공급 장치가 요구되는 

분야인 근육이나 관절에 삽입되는 바이오센

서, 신체 유체, 혈류, 심장박동, 근육의 수

축 및 이완 그리고 눈의 깜박임과 같은 인체

의 에너지로부터 신체 삽입 형 전자소자를 

위한 전원을 공급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는 단일 소자로는 이론적인 에너지 발생 효

율의 한계 및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에너지 변환 메

커니즘을 갖는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의 융

복합을 통해 이론적인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소자의 개

발이 필요하다.

3. 에너지 하베스팅소자의 연구동향

2006년 미국 조지아공대의 Z. L. Wang 교

수 연구그룹에서 ZnO 단일 나노와이어로부

터 압전 특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AFM을 이

용하여 발견하고 압전 발전메커니즘을 처음

으로 규명하며, 압전에너지하베스팅소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꾸준히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ZnO, CdS, ZnS, GaN 그리고 InN와 같은 압

전 반도체와 PVDF, PZT, BaTiO3와 같은 압

전 절연체를 이용해 다양한 종류의 압전소재

를 이용해 각각의 압전 발전메커니즘을 확인

하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압

전에너지하베스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특히 압전 특성과 반도체 특

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ZnO기반 압전 반도

체를 이용한 나노전력발전소자의 경우 직류

전류와 교류전류 모두 발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에 있는 산소 Vacancy로 

인해 낮은 압전 출력을 띄는 한계가 있어,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산소플라즈마, p-type 폴

리머, 열처리 기법 등을 이용해 출력값을 높

여주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9]. 더불어 폴

리머와 압전물질을 복합체 형태로 만들어 강

한 압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압전발전소자, 

스트레칭이 가능한 압전발전소자 등 압전소

자의 연구 방향이 소재의 종류와 형태제어 

뿐만 아니라 소자의 응용분야와 고출력·고

효율화에도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더 나아가 물질의 양단 사이에서 온도가 

변화할 때 표면에 전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

해 전압이 발생하는 Pyroelectric효과를 이

용한 자가구동 온도센서개발, 물질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인 정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Flexible 정전기발전소자개발 등 에너지하베

스팅 분야를 압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기

존에 잘 알려져 있지만 에너지원으로 이용하

지 않았던 물질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응용하

여,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수확하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3호 (2014년 3월)  29

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3.1  P-type 유기물을 이용한 고출력 압전 
반도체 기반 나노전력발전소자

불규칙적인 기계적 진동, 사람의 움직임, 

생체 내부의 Flow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형소

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존 PZT, PVDF, 

BTO와 같은 절연성의 압전물질은 높은 유전

율과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 압전소자를 제

작했을 때 낮은 전류가 생성되어 출력값이 

낮은 문제점을 반도체 재료를 이용하여 전류

의 출력을 높여줌으로써 무선소자의 자가 구

동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높은 캐

리어 밀도를 가지는 반도체 물질은 압전전하

를 가로막고 중성화시키는 비율을 높여 절

연체를 이용한 발전소자에 비해 낮은 전압

을 발생시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ZnO 기

반 나노압전발전소자의 경우, 재료내부에 존

재하고 n-type donor성질의 띄는 점결함

으로 압전 포텐셜의 생성을 방해하는 산소 

Vacancies가 압전출력을 저해시키는 주된 원

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n-type을 띄

게 만드는 산소 Vacancies를 p-type 유기물

인 Poly 3-hexylthiophene (P3HT)를 표면

에 접합시키고 확산을 유도하여 표면에 존재

하는 결함들의 전자-정공 pair의 형성을 유

도하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p-n 

접합에 따른 밴드갭 Modulation효과를 통

해 외부에서 동일한 응력이 가해졌을 때 기

존의 P3HT 유기물을 부착시키지 않고 제작

한 압전소자의 출력값 (0.08 V, 1.93 μA/

cm2)과 대비하여 약 18% 증가한 출력값 (0.5 

V, 3.03 μA/cm2)을 가지는 소자를 개발하였

고, 부가적으로 Phenyl-C61-butyric acid 

methylester (PCBM)폴리머를 이용해 ZnO

와 P3HT:PCBM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소자

를 만들어 케리어 수송을 더욱 개선시키고 

1.45 V의 전압을 발생시켜 기존소자대비 출

력을 18배 증가시켰다. 외부의 전력공급 없

이 압전 나노전력발전소자를 이용하여 적색, 

녹색, 청색 (RGB) LED를 구동시킴으로써 자

가구동형 디스플레이 소자의 실용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10].

3.2  기계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띄는 압전나
노전력발전소자

비납계 Perovskite 나노구조물은 인체에 

삽입이 가능한 친환경소재로 생체삽입형 압

전물질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에 유기물과 ZnO, BaTiO3, KNbO3, Sodium 

niobate (NaNbO3)와 같은 나노구조의 압전

물질과 섞어 압전물질이 소자 내부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유도한 나노전력발전소자는 공

정의 단순함, 경제적인 이점, 그리고 높은 기

계적 안정성 때문에 대면적 압전에너지 하베

스터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소자들은 전기적인 

Poling처리 후 구부림 (Bending)이 가해졌을 

때 구동되지만, 정사면체형태를 띄고 단결정 

압전소재인 ZnSnO3는 다른 Perovskite 구조

의 압전소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극특성

그림 1.  ZnO, P3HT:PCBM 유무기 하이브리
드형 소자를 개발하고, Free carrier 
passivation 효과를 규명하여 기존 ZnO 
압전소자 대비 18배 높은 출력을 보이는 
나노압전발전소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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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띄고 있고 (∼59 μC cm-2), 상온에서 성장

이 가능하며, 전기적으로 Poling을 하지 않

고서도 높은 압전출력은 보이는 새로운 소재

로 특히 수직으로 응력이 가해질 때 높은 출

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11]. 단결정 압전소재인 ZnSnO3는 100~200 

nm 크기로 반응 온도에 따라 성장되었으며, 

PDMS와 복합체를 이뤄 랜덤하게 PDMS 내

부에 분산되어졌다. 하부전극은 인듐주석

산화물 (ITO)을 사용하였으며 상부전극은 

PDMS와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크롬 (Cr)을 

20 nm 증착 후 금 (Au)을 증착하여 사용하

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어진 고출

력 나노압전발전소자는 상하로 가해지는 강

한 힘에도 매우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다. 

특히, 500회 이상 자동차가 소자를 밟고 지

나가는 상황에서 20 V, 1 μA/cm2의 높은 출

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기존 1차원, 2차원 압전발전소자와 

달리 재료의 결정성에 구애받지 않고, 기계

적으로 안정하며, 높은 수준의 출력을 지속

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신개념 압전발전소자

라 할 수 있다.

3.3  기계적 화학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띄는 
고출력 압전나노전력발전소자

미국 조지아공대 Z. L. Wang 교수그룹에

서는 자가 발전형 나노소자를 개발하여 배터

리 없이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압

전소재를 이용해서 제작되어진 나노전력발전

소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이

용해 개인의 업무환경에서 LCD 스크린 계

산기, LED 등을 구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약

한 출력전류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이

며 비교적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상용화

된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구동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압

전소자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외부에 컨버터

를 연결하고 높은 출력의 압전출력을 저장하

여 지속적인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기존의 ZnO 기반 나노압전발전

소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n-type 캐리어 역

할을 하는 산소 Vacancies 때문에 압전출력

이 낮은 한계점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결과

와 계산결과를 통해 ZnO와 같은 반도체물질

에서 캐리어 농도가 높으면 압전출력을 저해

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출

력의 와이어 기반 압전발전소자를 개발하기 

위해 산소플라즈마를 이용해 표면에 항상 존

재하며, 전자를 축적하고 있는 -OH 레이어

그림 2.  자동차의 움직임과 같은 강한 기계적 
힘이 가해졌을 때, 높은 출력과 신뢰성
을 가지는 고출력 압전나노전력발전소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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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없애고, ZnO 벌크 내부로 산소라디칼이 

흡수되어 ZnO 나노와이어에 존재하는 산소 

Vacancy를 채워줌으로써 Donor 역할을 하는 

결함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PMMA를 와이

어에 코팅하여 주변의 공기와 접착을 막아줌

으로써 주변의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는 화학적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2주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도 높은 화학적 안

정성을 가지는 소자를 제작하였다.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자를 겹치도록 만들

어 구조적으로 응용하고 내부에 양극의 띄는 

물질과 음극을 띄는 물질을 코팅하여 분극효

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내부 물질을 도입하

여, 20 V, 6 μA 수준의 출력을 보이는 소자

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소자에서 발생한 압

전신호를 정류시키고, 저장할 수 있는 모듈

을 (LTC-3588-1, LINEAR Technology) 추

가적으로 연결하여 1.8 V의 일정한 전압을 

디지털시계에 공급하여 1분 이상 구동이 가

능함을 보임으로써, 압전소자가 배터리를 대

체할 수 있는 전력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9].

3.4 Triboelectric 나노전력발전소자
최근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압전에너지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자연적 현상을 이용해 에너지를 

수확하는 신개념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이 연

구되고 있다. 자가발전 나노기술은 특히 무

선센서와 같이 별도의 전원공급없이 독립

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자 구현을 앞당기

고 있다. 정전기현상은 전자소자의 신호전달

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주위 환경

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여겨지는 현상이

었지만, 서로 다른 정전기적 특성을 띄고 있

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

는 Electrostatic 분극현상과 Triboelectric 

현상을 커플링하여 전기를 생성해내는 새로

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6]. 특히 소

자의 개발이 간단하고 경제적일 뿐만아니라 

압전에너지에 비해 높은 전압을 생성해 내는 

특성이 있다. Polarity가 다른 두 개의 물질

이 접합을 이루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두 물

질의 표면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성되고 전

자를 외부 전선을 통해 흐르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Triboelectic 나노

전력소자는 소자의 구성이 간단할 뿐만 아니

라 신뢰성 높은 전압을 출력한다. 출력전류

는 2.0 mA까지 발생하며, 출력전압은 600개

의 상용화되어진 LED를 충분히 발광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했을 때 약 

그림 3.  ZnO에서 압전분극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산소 Vacancy를 산소플라즈마처리를 이
용해 억제해주고 PMMA를 이용해 코팅을 
해줌으로써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출력신뢰성을 가지는 압전소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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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V 정도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소

자는 Triboseries에서 (-)를 띄는 PDMS물질

과 (+)를 띄는 금 (Au) 필름 위에 접합면적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Au nanoparticles를 

Self assembly방식으로 표면에 코팅시킨 물

질사이에서 Triboelectric 효과를 확인하였

다. 4개의 모서리에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갭 

(Gap)을 형성시키고 PMMA를 이용해 패키징

을 하였다 [12].

4. 나노전력발전소자의 
하이브리드 형태 개발

여러 형태의 나노전력발전소자의 연구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소자를 하나의 

소자로 융합하여 서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

해 좀 더 많은 양의 출력값을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소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주로 전류발생량은 압전소자에 비해 

높지만 전압 발생량이 낮고 시공간적 제약이 

많은 태양전지와의 하이브리드 개발이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압전 및 열전, 정전기 등

의 에너지를 동시에 하베스팅할 수 있는 하

이브리드 형태의 압전소자에 관한 연구가 이

뤄지고 있다. 특히, 두 소자간의 융합과정에

서 소자에 사용되는 재료나 구조형태가 원래 

각각의 소자가 단일 형태로 구동할 때 보다 

좀 더 높은 출력값을 내는 시너지 효과를 줌

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에너지 변환 메커니

즘을 갖는 소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4.1 태양전지 + 압전소자
가장 간단한 구조로 태양전지와 압전소자

의 융합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태양전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하는 에너

지 발생장치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단일 

소자로서는 이론적인 에너지 변환 효율의 한

계 및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그로 인해 

태양전지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소자

의 융합 및 소자설계를 통하여 이러한 제약

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압전소자를 이용

한 하이브리드 소자의 개발인데 태양전지와 

그림 4.  두 물질간의 마찰을 통해 발생시킨 정
전기 현상 (Triboelectric effect)을 이용
해 전기를 수확하는 신 개념 발전소자 
(Triboelectric nanogenerato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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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을 통하여 태양전지가 갖고 있던 시공

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압전 에너지를 이용

해 태양전지가 구동하지 못할 경우 대신 에

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태양전지와 압전소자

가 동시에 구동도 가능한데 이 경우, 단순한 

두 소자간의 출력값을 더한 정도의 효율 향

상이 아니라 압전소자 내부에 있는 압전물질

이 Electric potential 및 Electric field를 만

들어 냄으로써 태양전지에서 생성된 전류도 

이에 영향을 받아 태양전지 효율이 향상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제시되었다. 그림 5에서 

태양전지와 압전소자가 직렬형태로 하이브리

드된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전자가 태양전지

에서 생성되어 회로를 거쳐 압전소자를 통과

하고 압전소자 내부의 산화아연층의 전기적 

특성 변화로 태양전지의 효율이 상승하는 매

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평평한 기판 위에 

잘 정렬된 산화아연 Nanowire들이 성장되

어 압전물질로 사용되었으며, 염료감응 태양

전지를 연결하여 하이브리드 셀을 제작하였

다. 빛만 주어졌을 때, 하이브리드 셀의 출력

값은 0.591 V의 Open circuit voltage와 6.9 

μA/cm2의 Short circuit current값을 보인다. 

Ultrasonic wave가 빛과 동시에 가해지게 되

면, Open circuit voltage는 0.60 V로 증가

한다 [13].

 

4.2 태양전지 + Triboelectric
기존 태양전지와 하이브리드를 하기 위해 

연구된 압전소자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태양전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출력 값으로 인해 실제 태양전지가 구동하지 

않을 때 대체할만한 수단으로는 어려움이 많

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전기소자는 이

러한 압전소자의 출력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수백볼트에 해당되는 전압을 발생시

켜 줌으로써 기존의 압전소자를 이용한 하이

브리드 연구 분야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

다. 압전소자와 마찬가지로 맑은 날 낮에만 

구동이 가능했던 태양전지의 단점을 보완함

으로써 비가 오거나 밤에도 전력발생을 하여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자의 발전원리상 

바람이나 소리 등 평상시에 무심코 지나가는 

자연현상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소자를 구현

해 낼 수 있다. 태양전지와 정전기소자의 융

합 구조로 두 소자가 각각 별개의 소자로서

도 구동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태양전지에

서 태양광을 받아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융합된 정전기 소자로는 바람이나 소리가 갖

고 있는 진동 주파수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이때 정전기소자는 태

양전지의 하부와 상부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설치가 가능한데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전지의 하부전극과 직접적인 정전기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물질을 코팅하여 발생시

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상

부전극에 위치하는 경우는 태양광이 투사되

어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정전기 물질을 사

그림 5.  태양전지와 압전소자의 하이브리드 구조
를 만들어 소자의 효율상승효과를 얻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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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전기 소자에 사용되

는 전극도 ITO같은 투명전극이 필요하다. 실

제 그림 6에서 태양전지 위에 투명한 정전기

소자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구조가 나와 있

다. Si을 이용한 태양전지의 Output voltage

는 0.6 V이고 Output current는 18 mA이

다. 여기에서 Nanowire형태의 PDMS와 Si

위에 있는 ITO와의 Contact과 Separation

이 반복되면서 약 3 V의 정전기로 인한 전압

이 발생한다. 교류형태의 전압을 발생시키

는 Triboelectric소자에 정류회로를 추가하여 

DC형태의 신호로 스위칭하여 태양전지와 하

이브리드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면 두 소

자가 동시에 작동하여 전압의 Enhancement

를 확인할 수 있다 [14].

4.3 Pyroelectric + 압전소자
태양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 하베

스팅 소자끼리의 융합도 가능한데 먼저 

Pyroelectric 소자와 압전에너지를 동시

에 하베스팅할 수 있는 구조가 연구되었다. 

Pyroelectric effect는 소자 양단의 온도 차

이가 전하 이동을 유도하는 Thermoelectric 

effect와는 다르게 이방성 (Anisotropic) 고

체의 경우 시간당 변화하는 온도에 따라 지

속적인 분극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기존에 

압전재료로 알려진 ZnO가 가지고 있는 열 

그레디언트에 따라 생성되는 지속적인 분

극효과를 이용해 Pyroelectric effect를 확

인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냄으로

써 버려지고 있는 열에너지 또한, 나노소자

의 전력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열에너지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

게 볼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써 우리의 신

체나 대부분의 Mechanical 장비들뿐만 아

니라 진동에너지 및 태양에너지에서도 얻

을 수 있다. 이렇게 열에너지와 압전에너지

를 동시에 하베스팅할 수 있는 소자가 연구

되었고 그림 7에 나와 있다. 그래프를 보면 

Pyroelectric effect를 이용한 소자에서는 압

전소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전류가 흐

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압의 경우 반대로 

압전소자에서 전압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셀의 온도를 0℃에서 

3℃로 변화시켜주고 그 사이에 압력을 가해

주면서 실제 전압과 전류의 변화를 알아보았

다. Pyroelectric에 의한 전류발생량은 5 μA
이고 압전소자에 의한 전류발생량은 200 nA

정도이다. 전압의 경우는 압력을 가해주었을 

때 3 V 정도가 측정되었는데 Pyroelectric

소자의 전압과 비교하면 7천배 정도의 차이

를 보인다. 두 소자의 하이브리드 소자 제작

을 통해 압전소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과 

Pyroelectric device에서의 높은 전류가 시

너지 효과를 통하여 많은 양의 전류를 높은 

전압을 통해 회로에 흘려줌으로써 다양한 전

자장비에 응용이 가능한 수준의 전력발생량

을 얻을 수 있다 [15].

그림 6.  정전기소자와 태양전지의 하이브리드 형
태의 소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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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재료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주위 환경

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나노전력발전소

자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달리 시·

공간상의 제약을 덜 받는 기술로 다양한 분

야로의 기술 적용으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

루어 내고 있다. 나노전력발전소자는 자가 

구동을 위한 신체 바이오 센싱, 환경 모니터

링, 개인 전자소자를 위한 나노 시스템의 전

력 소형화를 위해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Flexible하거나 Foldable한 나노전력발전소

자는 이러한 특성이 요구되는 근육이나 관절

에 삽입되는 바이오센서, 신체 유체, 혈류, 

심장박동, 근육의 수축 및 이완 그리고 눈의 

깜박임과 같은 인체의 에너지로부터 신체 삽

입형 전자소자를 위한 전원을 공급하는데 유

용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소리를 이용한 나

노전력발전소자는 소음, 음성, 음악을 이용

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면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는 동

안 충전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에서 차가 지나

갈 때의 소음으로 방음벽에서 전기의 생산이 

가능한 것 같이 다양하며 새로운 응용분야에

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당한 연구 및 엔지니

어링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나노전력발전

소자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각각의 소자

를 하나의 소자 형태로 융복합하는 하이브리

드 소자의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응용분야

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노전력발전

소자를 통해 생성된 전력은 상용화되는 LCD 

및 LED, LD의 구동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통

해 생성된 전력은   모바일 및 개인 마이크로 

전자소자의 전원 공급의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한 나노전력발전소자의 출력 향상 연구를 위

한 노력이 더 필요하며 전력패키지의 소형화

를 위한 나노전력발전소자의 직류 전력의 생

성 및 특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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