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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산화아연/탄소 테이프/산화아연의 대칭 구조를 갖는 ZCZ-NG라는 샌드위치형 산화아연(ZnO)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제시한다. 고품질의 ZCZ-NG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전도성 양면 접착 탄소 테이프를 활용하

였으며, 이는 매우 높은 피크 투 피크 전압(Vpp)을 발생시키는 ZCZ-NG 소자의 개발로 이어졌다. ZCZ-NG 소자의 크

기, 산화아연 층의 두께 그리고 벤딩 변형률 변화에 따른 ZCZ-NG 소자의 출력 성능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다. 또한 제

작된 ZCZ-NG 소자의 실효성 및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인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상
용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송신, 수신 노드들로 이루어진 테스트베드에서 노드들은 각 노드에서 감지한 정보들을 무

선으로 송수신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칭 구조의 샌드위치형 ZCZ-NG 소자 제작 기술과 센서 네트워크와의 융합 

연구가 앞으로 더 발전되어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자가발전 센서 네트워크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ABSTRACT

We have demonstrated a sandwich-type ZnO-based piezoelectric energy harvesting nanogenerator, namely ZCZ-NG 
device, composed of symmetrically stacked layers of ZnO/carbon tape/ZnO structure. Especially, we have adopted a 
conductive double-sided adhesive carbon tape in an effort to fabricate a high-quality ZCZ-NG device, leading to its 
superior output performance in terms of the peak-to-peak output voltage. Effects of the device size, ZnO layer thickness, 
and bending strain rate on the device performance have been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output voltage. Moreov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abricated ZCZ-NG devices, we have experimentally implemented a sensor network 
testbed which can utilize the output voltages of ZCZ-NG devices. This sensor network testbed consists of several 
components such as Arduino-based transmitter and receiver nodes, wirelessly transmitting the sensed information of each 
node. We hope that this research combining the ZnO-based energy harvesting devices and IoT sensor network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energy harvester-driven IoT sensor network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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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및 에너지 하베스팅 기

술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소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

양한 산화 아연(ZnO)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

들이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는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전압 차를 발생하는 산화아

연의 압전 특성을 이용한다 [1]. 특히 산화 아연 기반 소

자는 산화 아연 나노 로드(nanorod) [2-6], 산화 아연 나

노 와이어(nanowire) [7-9], 산화 아연 나노 시트(nanosheet) 
[10] 및 스퍼터(sputter)로 증착된 산화 아연 박막 

[11-16]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압전 

나노 발전기를 제작하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기판으

로 사용하였다 [15, 16].
본 논문의 저자들은 소자 구조와 제조 공정을 단순화

하여 구조적으로 보다 견고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압

전 나노 발전기를 개발하여 왔으며, 이는 고출력 전압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샌드위치형 나노 발전기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보고한 샌드위치형 나노 발전기 

중 일부는 산화 아연 층 사이에 증착된 이산화규소

(SiO2) 중간층을 가지고 있다 [14]. 그리고 다른 샌드위

치형 나노 발전기는 산화 아연 층 사이에 실버(Ag) 페이

스트 층을 가지고 있다 [16]. 그러나 이러한 소자의 대부

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버 페이스트 층이 마르고 경

화되어 쉽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

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계적 힘(변형 또는 응력)에 취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 문제를 해결하고 소자의 

출력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전도성 양면 접

착 탄소 테이프를 사용하여 산화 아연/탄소 테이프/산화 

아연 적층형 구조로 된 나노 발전기(ZnO/Carbon tape/ 
ZnO nanogenerator: ZCZ-NG)를 제작하여 압전 소자의 

출력, 내구성 및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물들의 초연결 또

는 네트워크화의 구현이 IT 기술 발전의 추세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IoT) 분야의 발달과 각종 모바일 기기들의 

네트워크화는 이제 실생활 속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

다 [17].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들이 개발한 에너지 하베

스팅 소자의 하나인 ZCZ-NG 소자가 우리의 실생활 속

에서 사용되려면 IoT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해야 한

다. 이 소자는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이 ZCZ-NG 소자를 압력 센서로 활용하였다. 

이 경우 센서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

로, 센서 네트워크 분야 및 소자 분야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접착식 탄소 테이프를 사용하여 다양

한 ZCZ-NG 소자를 제작하고 그 전기적 특성을 분석했

으며 이를 이용하여 무선 통신에 적용하였다. 특히 제작

된 대칭적 구조의 샌드위치형 ZCZ-NG 소자는 산화아

연 층의 다양한 벤딩 변형률, 소자 크기 및 두께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피크 투 피크(peak to peak) 출력 전압

(Vpp)이 최대 30 V정도인 우수한 출력 성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ZCZ-NG 소자 기술은 미래

에 보다 발전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의 개발에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높은 출력 전압을 내는 소자의 개발을 포함한 

기본적인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연구

는 열전, 압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들을 응용, 활용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실험적으로 만드

는 연구의 일환이기도 하며, 개발된 에너지 하베스팅 소

자들이 안정적이며 충분히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자가 배터리 충전 센서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18-21].

Ⅱ. 실험 방법과 제작

그림 1의 개략도에서 볼 수 있듯이 탄소 테이프는 두 

개의 동일한 ZnO/ITO/PEN 블록을 접착하는 형태로 쓰

인다. 이 공정에서 제작된 ZCZ-NG 소자의 자세한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사진

이 그림 2에 나와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s depicting the fabrication steps 
of a typical ZCZ-NG device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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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ZnO layers with 
various thicknesses, respectively: (Sample 1) 88 nm, 
(Sample 2) 387 nm, (Sample 3) 542 nm, and (Sample 
4) 1030 nm. The scale bar of each sample is 1 μm.

ITO(indium tin oxide)가 코팅된 시판 PEN(polyethylene 
naphthalate) 시트를 각 소자에 맞는 다양한 기판 크기로 

재단하고, 재단된 기판을 에탄올과 아세톤으로 세척한

다. 잔여 물기를 제거한 다음 할로겐램프에 20분 동안 

건조한다. 이러한 ITO 코팅 PEN 기판은 그림 3에 보이

는 고주파(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에 산화아

연 박막 증착을 위한 기판으로 로딩된다. 산화아연의 질

소 도핑을 위해 12 sccm의 아산화질소(N2O)와 18 sccm
의 아르곤(Ar)이 흐르는 동안 10 mTorr의 증착 압력에

서 200W의 일정한 RF 전력으로 산화아연을 증착하는

데, 이때 증착 시간을 조정하여 산화아연 층의 두께를 

조절한다 [1]. 산화아연 층의 두께는 1차로 스타일러스

(stylus) 로 확인하고, SEM 단면 이미지로 재차 확인하

였다(그림 2 참조). 산화아연 박막 증착 후 상부 및 하부 

ZnO/ITO/PEN 블록들은 전도성 양면 접착 탄소 테이프

를 사용하여 함께 접착된다. 접착식 탄소 테이프는 상대

적으로 높은 전도성인 0.005 S/m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저항인 50 ohm/in2를 갖는다. 또한 제작된 소자를 

롤러로 압착하여 각 산화아연 층과 탄소 테이프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발생 가능한 틈새와 기포를 제거하

고자 하였다.
각 소자의 출력 전압은 특별 제작한 선형 모터 벤딩

(bend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출력 전압 

및 전류의 측정을 위한 벤딩 플랫폼으로 탄력성 있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시트를 장착하였으며, 이
는 그림 4에 도식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5]. 이 측정 플랫

폼은 벤딩 시스템이 소자에 직접 클램핑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자 전극의 손상을 방지해 준다. 개방 회로 전압은 

Keysight 34401A 벤치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각 소자는 그림 4와 같이 소자가 위쪽으로 구부러진 

포워드 벤딩 모드에서 벤딩/벤딩 해제 테스트를 거쳤다.

Fig. 4 Schematic description of the mechanical bending 
/unbending cycle system used for the output voltage 
measurements. Inset shows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ZCZ-NG structure which is installed on the PET 
bending platform of a bending machine.

Fig. 5 The actual setting configuration and the actual bending 
of the ZCZ-NG device for a bending/unbending test.

Fig. 3 R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used for the 
deposition of ZnO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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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 묘사한 바와 같이, 그림 5는 실제 제작된 

ZCZ-NG 소자가 벤딩 시스템에 설치되어 출력 전압이 

측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 하부 전극인 ITO 박막에 

구리선이 연결된 황동 집게를 물려서 벤딩 시에 압전 출

력 전압을 측정하였다.
한편, 압전 출력 신호를 활용하고자 하는 센서 네트워

크 테스트베드는 다음 표 1의 부품들로 구성되었다. 핵
심 부품으로는 MCU인 아두이노 Uno R3가 사용되었으

며, 이의 전원으로 18650 3.7 V 이차전지, 송수신 모듈

로 nRF24L01 등이 사용되었다.

Table. 1 List of components used to implement the testbed 
of a sensor network in this work.

MCU Arduino Uno R3

MCU-PC 
Connector USB 2.0 AM-BM 1.5 m

Battery Samsung ICR 18650-26J 3.7 V 2600 mAh

Transceiver 
module SMG nRF24L01 2.4 GHz

LED 5R3HT-10 5 phi red LED

Motor TowerPro 9 g mini servo motor SG-90

각 핀에 맞게 연결된 부품들은 그림 6과 같이 MCU 
(microcontroller unit)인 아두이노를 중심으로 노드가 된

다 [22]. 각 노드들은 업로드된 프로그램에 따라 송신 노

드와 수신 노드로 나뉜다. 본 테스트베드에서는 그림 7
과 같이 센서 네트워크에 적합한 스타형 토폴로지

(topology)를 선택해, 한 개의 마스터이자 게이트웨이인 

수신 노드와 다수의 슬레이브인 송신 노드들로 구성하였

다 [22]. 같은 부품들의 구성과 프로그램 업로드에 따라 

얼마든지 송신 노드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수신 노드는 그

림 6과 같이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연결되어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시리얼 모

니터에 동작 메시지와 수신 패킷(packet)들을 나타낸다. 
수신 노드에는 그 외에 그림 8과 같이 직접 작동을 확인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여러 개의 LED와 서보 

모터를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송신 노드들로부터 패킷

을 수신할 때마다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서보 모터에 

전기 신호가 인가되어 모터가 작동하게 된다.

Fig. 6 The actual setting of each node. Each node 
consists of several modules such as Arduino Uno R3, 
Lipo battery and transceiver nRF24L01. 

Fig. 7 The star-shaped topology of the sensor network 
in this work. 

Fig. 8 The actual setting of a testbed. The testbed 
consists of two tranmitter nodes and a receiver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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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ZCZ-NG 소자의 출력 전압은 

매우 높고 안정적이었으며, 이전에 보고된 유사한 모양

의 다른 샌드위치 유형의 소자들보다 출력 성능이 뛰어나

다 [14, 16].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ZCZ-NG 소자는 내

구성이 뛰어난 샌드위치형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전도성 

양면 접착 카본 테이프를 채택함으로써 우수한 출력 전압

(Vpp = 30V)을 발생시켰다. 전도성 양면 접착 탄소 테이

프를 사용하여 제작된 대칭적 구조의 ZCZ-NG 소자는 이

전에 연구된 탄소 테이프가 없는 샌드위치형 압전 나노 

발전기에 비해 최소 15배 높은 출력 전압을 보여주었다.

3개의 서로 다른 정사각형 모양의 ZCZ-NG 소자의 

출력 전압은 그림 9-11과 같이 다양한 벤딩 변형률에 대

한 산화아연 층의 두께 함수로 각각 그래프화 되었다. 
세 가지 소자의 크기는 각각 1 cm x 1 cm, 2 cm x 2 cm 
및 3 cm x 3 cm이다. 측정시 벤딩 속도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 8, 12, 16, 20 cm/s의 속도로 벤딩하여 출력을 

측정하였다. 이는 소자의 구부러진 정도를 계산할 때, 
0.73, 1.29, 1.72, 2.20, 2.52 %s-1변형률이 된다. 측정된 

ZCZ-NG 소자의 사양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정사각형 

모양의 샘플 크기 1 cm x 1 cm, 2 cm x 2 cm, 3 cm x 3 
cm에 대하여 88, 387, 542, 1030 nm 두께의 산화아연 층

을 갖는 ZCZ-NG 소자들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Fig. 9 Output voltage variations of 1 cm x 1 cm sized 
ZCZ-NG devices: (a) The output voltage results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individual ZnO thickness. (b) The actual 
output voltage waveforms extracted from the ZCZ-NG 
device, corresponding to the peak-to-peak output voltage 
of the red-box in (a).

Fig. 10 Output voltage variations of 2 cm x 2 cm sized 
ZCZ-NG devices: (a) The output voltage results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individual ZnO thickness. (b) The actual 
output voltage waveforms extracted from the ZCZ-NG 
device, corresponding to the peak-to-peak output voltage 
of the red-box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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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utput voltage variations of 3 cm x 3 cm sized 
ZCZ-NG devices: (a) The output voltage results are plotted 
as a function of individual ZnO thickness. (b) The actual 
output voltage waveforms extracted from the ZCZ-NG 
device, corresponding to the peak-to-peak output voltage 
of the red-box in (a).

Table. 2 The bending speeds and the strain rates used 
for the bending/unbending tests in this work.

Bending Speed(cm/s) Strain rate(%s-1)

4 0.73

8 1.29

12 1.72

16 2.20

20 2.52

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ZCZ-NGs mentioned in 
Figures 9-11.

Sample Sample size ZnO thickness(nm)

S11

1 cm x 1 cm

88

S12 387

S13 542

S14 1030

S21

2 cm x 2 cm

88

S22 387

S23 542

S24 1030

S31

3 cm x 3 cm

88

S32 387

S33 542

S34 1030

그림 9a는 0.73, 1.29, 1.72, 2.20 및 2.52 %s-1의 다양

한 변형률에 대해 측정된 1 cm x 1 cm 크기의 ZCZ-NG 
소자들(S11, S12, S13및 S14)의 출력 전압을 보여준다. 벤
딩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은 모든 산화아연 

두께에 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산화아연 층의 두께

가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전압도 산화아연 층의 두께가 

542 nm가 될 때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

화아연 층의 두께가 1030 nm이면 출력 전압이 감소한

다. 출력 전압이 감소하는 이유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542 nm 두께의 산화아연 층을 가진 ZCZ-NG 소자가 

2.52 %s-1의 변형률에서 벤딩/벤딩 해제 테스트를 했을 

때 출력 전압(Vpp)은 9 V였다. 그림 10a는 0.73, 1.29, 
1.72, 2.20 및 2.52 %s-1의 다양한 변형률에 대해 측정된 

2cm x 2cm 크기의 ZCZ-NG 소자(S21, S22, S23및 S24)의 

출력 전압 그래프이다. 벤딩 변형률이 증가하면 모든 산

화아연 두께에서 소자 출력 전압이 증가한다. 산화아연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아연 층의 두께가 542 
nm가 될 때까지 소자 출력 전압이 증가한다.

그러나 산화아연 층의 두께가 1030 nm 일 때, 소자 출

력 전압은 1.72, 2.20, 2.52 %s-1의 벤딩 변형률에서만 감

소하고 0.73 및 1.29 %s-1의 변형률에서는 증가한다. 출
력 전압이 감소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밝히

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542 nm 두께의 산

화아연 층을 가진 ZCZ-NG 소자가 2.52 %s-1의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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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벤딩/벤딩 해제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출력 전압

(Vpp)은 21 V였다. 그림 11a는 0.73, 1.29, 1.72, 2.20 및 

2.52 %s-1의 다양한 변형률에 대해 측정된 3 cm x 3 cm 
크기의 ZCZ-NG 소자(S31, S32, S33및 S34)의 출력 전압 

그래프이다. 벤딩 변형률이 증가하면 모든 산화아연 두

께에서 ZCZ-NG 소자의 출력 전압이 증가한다. 산화아

연 층의 두께가 증가할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소폭 증가

한다. 특히 2.52 %s-1의 변형률에서 벤딩/벤딩 해제 테스

트를 거친 1030nm 두께의 산화아연 층을 가진 ZCZ-NG 
소자는 30 V의 최고 출력 전압(Vpp)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최대 출력값이다. 이로써 산화아연 

층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ZCZ-NG 소자의 출력 전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벤딩 변형률 또

는 소자 크기 역시 증가하면 출력 전압도 증가하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b는 다양한 변형률에 대해 

542 nm 두께의 산화아연 층(S13)이 있는 1 cm x 1 cm 크
기의 ZCZ-NG 소자에서 발생한 실제 출력 전압 파형을 

보여주며, 이는 그림 9a 그래프의 적색 박스의 피크

(peak) 출력 전압에 해당한다. 그림 10b는 다양한 변형

률에 대해 542 nm 두께의 산화아연 층(S23)이 있는 2cm 
x 2cm 크기의 ZCZ-NG 소자에서 발생한 실제 출력 전

압 파형을 보여주며, 이는 그림 10a 그래프의 적색 박스

의 피크 출력 전압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11b는 

다양한 변형률에 대해 1030 nm 두께의 산화아연 층(S34)
이 있는 3 cm x 3 cm 크기의 ZCZ-NG 소자에서 발생한 

실제 출력 전압 파형을 보여주며, 이는 그림 11a 그래프

의 적색 박스의 피크 출력 전압에 해당한다. 이러한 

ZCZ-NG 소자의 높은 출력 Vpp 값은 이전에 수행된 다

른 연구결과들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14-16]. 
그림 12는 ZCZ-NG 소자에 증착된 산화아연 박막이 

압전 효과를 내는 데에 필수적인 C-축 성장을 가지고 있

음을 증명하는 X-ray diffraction(XRD) 분석 결과이다 

[23]. 그림 13은 다양한 크기의 커패시터들을 ZCZ-NG 
소자로 충전하는 충전 그래프이다. 즉 0.1, 1, 10, 45, 
100, 1000, 10000 uF의 7가지 용량의 커패시터들을 

1000 nm 두께의 산화아연을 가진 3 cm x 3 cm 크기의 

ZCZ-NG로 충전하였다. 모두 24분 가량 충전되었으며 

최대 ~5.5 V, 평균 4 V 가량 충전되었다. 

Fig. 13 The result of charging experiments using various 
sized capacitors.

또한 출력 전압이 ZCZ-NG 소자에서 생성되는 전압 

차인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 극성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이 테스트에서 2 cm x 2 cm 크기의 ZCZ-NG(S23)는 2.52 
%s-1의 일정한 변형률에서 측정되어 순방향 연결 또는 

역방향 연결에서의 출력 전압을 발생한다. 양극 프로브

가 상단 ITO 전극에 연결되고 음극 프로브가 하단 ITO 
전극에 연결되는 순방향 극성 연결과 그와 반대로 연결

되는 역방향 극성 연결을 통해 출력 파형이 비교되었다 

[24-27].
그림 14a는 순방향 극성 연결 측정을 통해 얻은 출력 

전압 파형을 보여주며, 그림 14b는 역방향 극성 연결 측

정을 통해 얻은 출력 전압의 파형을 보여준다. 순방향 

및 역방향 극성 연결 측정은 모두 ~ 20 V의 유사한 출력 

전압(Vpp) 크기를 보여주지만 출력 전압 파형은 x 축에 

대해 서로 대칭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a 
및 b의 삽입화는 디지털 멀티미터에 대한 순방향 연결 

및 역방향 연결의 개략도를 각각 보여준다. 교차 극성 

Fig. 12 The XRD analysis result of the ZnO thin film 
deposited in this work. The high intensity of (002) peak 
shows that the ZnO thin film was grown along the 
c-axi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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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따른 전압 파형의 유사한 경향이 다른 연구에서

도 보고되었다 [1, 24-27]. ZCZ-NG 소자 자체에서만 생

성되는 실제 신호 크기는 순방향 또는 역방향 연결을 통

해 측정된 전압 크기 혹은 전류 크기의 평균값이다 [27]. 
또한, 제작된 소자에서 측정된 전기 에너지가 직접 LED
를 켤 수 있는 에너지인지 검증하기 위해 시판되는 두 

개의 LED를 4 개의 ZCZ-NG 소자에 연결한 후 벤딩/벤
딩 해제 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다른 산화아연 두께 

또는 크기를 가진 4개의 ZCZ-NG 소자는 출력 전압과 

전류를 고려하여 2개의 직렬 연결된 LED에 병렬로 연

결되었다 [28]. 4개의 소자가 벤딩/벤딩 해제되었을 때 

최대 개방 전압은 Vpp = 14 V로 측정되었다. 그림 15와 

같이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카이스트 마스코트의 눈에 

있는 LED에 공급되었다. 연결된 커패시터 없이 ZCZ-NG 
소자가 구부러질 때 두 개의 LED가 빨간색으로 켜졌다. 
LED를 켜는 전체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외부 전원도 사

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러한 산화아연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다양한 에너지 하베스팅 애플리케이

션에 사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ZCZ-NG 소자의 향상된 출력 성능은 부분적으로 소

자의 향상된 견고성 또는 내구성에 기인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제시된 샌드위치형 ZCZ-NG 소자는 ZnO/ITO/ 
PEN 적층 구조의 동일한 두 블록을 결합하여 제작되었

다. 이러한 샌드위치형 ZCZ-NG 소자는 소자 성능이 크

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형률에서 최소한 수천 

번의 벤딩/벤딩 해제 사이클 테스트를 견딜 수 있다. 측
정된 모든 소자는 납작한 황동 악어 클립을 ZCZ-NG의 

전극에 직접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ZCZ-NG 
소자가 보여준 상대적으로 큰 출력 전압에는 여러가지 

요인이나 메커니즘이 기여했을 수 있다. 이중 산화아연 

층의 ZCZ-NG 소자에서 발생된 상대적으로 큰 출력 전

압은 이중 산화아연 층의 존재로 인한 총 커패시턴스 용

량 감소와 현저하게 큰 쇼트키 장벽(Schottky barrier)의 

존재로 인한 스크리닝 효과(screening effect) 억제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1].
전반적으로 이 실험에 제시된 대칭 샌드위치 유형 

ZCZ-NG 소자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모든 외부 기계적 힘(응력 또는 변형)에 대해 구조적으

로 더 잘 견딜 수 있으며, 단일 산화아연 층 소자에 비해 

훨씬 더 큰 출력 성능을 제공한다. 한편, 아두이노와 연

결된 배터리를 가진 송신 노드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실

시간으로 끊임없이 100 ms마다, 연결된 배터리의 잔량

을 아날로그 입력 포트로 받아서 256개의 레벨로 양자

화하여 값을 읽어 들인다. 이를 3.7 V 배터리 완충 전압

을 기준으로 백분율화하여 읽는다. 이처럼 연결된 배터

리의 잔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 

Fig. 14 Output voltage measurements in the forward and 
reverse connection conditions. (a) The output voltage 
waveform measured in the forward connection. (b) The 
output voltage waveform measured in the reverse connection. 
Insets of (a) and (b) illustrate the schematics of the forward 
and reverse connections, respectively [1, 24-27]. 

Fig. 15 Four different ZCZ-NG devices are connected 
in parallel to the series-connected LEDs. Two LEDs in 
the eyes of the model were turned on clearly through 
bending the four ZCZ-NG devices. Inset shows the 
magnified turned on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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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ZCZ-NG 소자는 교류형태의 출력 전압을 제공하

는 에너지원으로, 직류로 전파 정류할 시 전력이 충분히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직접 충전은 미래의 과

제로 남기고, ZCZ-NG 소자가 제공하는 전압 신호를 감

지 신호로 활용하였다. 

Fig. 16 The voltage values of battery and the percentages 
of battery level displayed in a serial monitor by the 
transmitter node.

송신 노드에서는 ZCZ-NG 소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노이즈 신호를 고려하여 false alarm이 발생되지 않게, 하
한선 기준을 1.00 V로 두었다. 따라서 송신 노드 측에서, 
입력 신호가 ZCZ-NG 소자의 출력신호와 노이즈를 포함

하여, 1.00 V를 넘지 않으면 입력신호로 인식하지 않는

다. 이는 수신부 시리얼 모니터의 내용인 그림 17에서 알 

수 있다. 신호가 1.00 V를 넘을 시 유효한 ZCZ-NG 소자

의 출력 신호로 보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며 LED와 서

보 모터에 전원을 인가한다. 그림 18의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 노드는 기 설정한 Vthreshold(1.00 V) 값
을 기준으로 입력신호를 걸러내고, 그보다 큰 값은 8 
byte 크기의 integer valarray 배열 변수에 저장한다. 이때 

해당 송신 노드의 노드 번호도 함께 저장한다. 입력 전압

의 값은 송수신 모듈인 nRF24L01이 정수 자료형 값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정수형으로 변환 해준다. 이렇게 송

신된 패킷들은 수신부 노드이자 마스터/게이트웨이 노

드가 받게 되고, 그림 19의 알고리즘과 같이 패킷을 파싱

(parsing)하여 프로토콜에 따라서 노드 넘버와 전압값을 

파악하여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한다. 이때 받은 전압값

은 정수이므로 자료형을 부동소수점으로 바꿔준다.

Fig. 17 Displayed contents in a serial monitor by the 
receiver node. 

Fig. 18 The algorithm of a transmitter node. 

이로써 데이터 손실 없이 발생 전압값을 복원할 수 있

다. 이렇게 받은 패킷은 유효한 ZCZ-NG 소자의 동작 출

력이므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아두이노의 PWM 
(pulse width modulation) pin 3의 전압을 올려 연결된 

LED들과 서보 모터에 전원을 인가해준다. 100 ms 주기

이므로 100 ms 이후에 다시 pin 3 전압을 내려준다. 이
렇게 주기를 설정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ZCZ-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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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나 진동에 의한 압력까지도 세세

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신호 인식의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Fig. 19 The algorithm of a receiver node. 

이를 통해 ZCZ-NG 소자가 압력에 비례하여 민감하

게 전압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자의 내구

성 또한 커패시터 충전 실험을 통해 최소 만 번 이상 벤딩

하여 확인하였다. 이는 신뢰성 있는 센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양산되어 황무지, 산이나 계곡 속에서의 동물 

추적, 경계선에서의 무단 침입자 감지, 물, 바람의 흐름 

강도 감지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Ⅳ. 결  론

두께가 동일한 두 층의 산화아연(ZnO)으로 이루어진 

산화아연/카본 테이프/산화아연 구조의 대칭적이고 높

은 내구성을 가지며 에너지 효율적인 샌드위치형 산화

아연 기반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나노 발전기, 즉 ZCZ- 
NG 소자를 제안하였다. 이 ZCZ-NG 소자는 피크 투 피

크(peak to peak) 출력 전압(Vpp)이 최대 30 V로 우수한 

출력 성능을 나타냈다. 측정된 출력 전압을 관찰하여 소

자 크기, 산화아연 층의 두께 및 벤딩 변형률이 ZCZ-NG 
소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ZCZ-NG 소자를 센서 네트워크에 활용하기 위해 상용 

MCU인 아두이노를 중심으로 센서 네트워크 테스트베

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서 ZCZ-NG 소자가 자체 발

생하는 전압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화 하여 무선 통신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ZCZ-NG의 출력 신호를 받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추후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들에 

대한 충분한 출력 전력 향상 연구가 이루어지면, 자체 

충전 센서 노드로서 테스트베드와 함께 친환경 자가발

전 센서 네트워크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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