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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측정과 제어 용으로 극저전력 무선 센서 노드

(WSN)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트랜스듀서 기

술이 발전함으로써, 일차 전지 또는 이차 전지 배터리

를 사용하지 않고 근처의 주변 에너지를 사용해서 구

동되는 완벽하게 자족적인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다. 

WSN을 이러한 주변의 ‘공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구

동할 수 있게 되면, 배터리를 보완하거나 또는 배터리

와 와이어를 아예 제거할 수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유익

하다. 특히 배터리 교체나 유지보수를 하기가 불편하고 

비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와이어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및 제어 시

스템을 대규모로 확장하기가 용이하다. 에너지 하베스

팅을 사용한 무선 센서 시스템은 자산 추적, 구조물 건

전도 모니터링(교량,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 농업, 공

장 자동화(프로세스 제어, 장비 건전도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분야로 설치와 유지보수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에너지 하베스팅 시설은 아마도 대

규모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일 것이다. 이 둘이 전력

망을 보완하기 위한 주된 대안 에너지로 자리잡고 있

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임베디드 디바이스는 빛, 진동, 

열, 심지어는 생체 에너지로부터 밀리와트 대의 에너지

를 수확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사용한다. 에너

지 하베스팅 디바이스가 임베디드 시스템의 전체적인 

요구량을 공급하면 할수록 시스템을 배터리 없이 자족

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모든 주변에서 쉽게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에너지인 에너지 하베스팅은 기본적으로 바

닥나는 일이 없으며 유선 전력이나 배터리와 비교해서

도 갈수록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한번 특성화

되고 적절하게 배치된 ‘공짜’ 에너지원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하베스팅 애플리케이션

실제로 메인 시스템 전원으로서 하베스트 에너지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에너지 하베스팅 전원을 사용하기에 가장 잘 맞는 

애플리케이션이 WSN일 것이다. 유선 전력이나 일차 

전지 배터리는 신뢰할 만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렵거

나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무선 노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에너지 하베스팅을 사용해서 시스템 작동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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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베스팅 가능한 에너지원

열 에너지 - 산업용 로나 히터 등의 폐열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에너지

빛 에너지 - 햇빛이나 실내 조명

기계 에너지 - 진동, 기계 응력, 변형력

전자기 에너지 - 인덕터, 코일, 트랜스포머

주변 자연 에너지 - 바람, 낙차, 조류 간만의 차

인체 - 자연적으로 또는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계 및 열 에너지 조합

기타 에너지 - 화학 및 생체 에너지

이러한 소스로부터의 모아진 에너지 양은 2차원 또

는 3차원 하베스터에 따라 W/cm2 또는 W/cm3의 형

태로 그림 1에서 보여진다. 이 그림에서는 실외 햇빛이 

단위 체적당 가장 많은 하베스터블 에너지를 생성하며 

열, 변형력, 실내 조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선 센서 솔루션

전체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은 에너지원과 일

련의 주요 전자 소자들을 필요로 한다. 무선 센서 솔루

션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압전 소자나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변환 디바이

스(트랜스듀서). 주변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변환

한다.

전자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나 저전압 벅-부스트 컨

버터 같은 컨버터. 저전압 소스로부터 에너지를 포

착하고 이것을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변환한다. 그

럼으로써 부하를 구동하고 배터리나 수퍼커패시터

를 충전할 수 있다.

WSN을 이루는 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 트랜시

버.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고 전송한다.

센서 네트워크를 구동하거나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을 만큼 하베스트 에너지를 누적하기 위해

서는 이들 디바이스의 정동작 전류(quiescent current)

가 낮아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

지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평균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

며 디바이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듀티 사이클의 중요성

많은 무선 센서 시스템은 평균 전력이 매우 낮기 때문

에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전력을 공급받는 주요 후보

가 된다. 센서 노드를 사용해서는 대개 느리게 변화하는 

물리 양을 모니터링한다. 그러므로 측정과 전송을 덜 빈

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낮은 듀티 사이클로 동작할 

수 있으며 그만큼 낮은 평균 전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 시스템이 기동 

상태일 때 3.3V/30mA(100mW)를 필요로 

하고 매 초에 10ms 동안만 작동한다면, 전

송 버스트 사이의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 

센서 시스템 전류가 마이크로암페어 대로 

낮다고 간주했을 때, 필요한 평균 전력은 

1mW에 불과하다. 이 무선 센서가 1초에 

한 번이 아니라 1분에 한 번만 샘플링 및 

전송을 한다면 평균 전력은 20 W 미만으

그림 1. 하베스터블 에너지원과 발전 가능한 에너지 양



로 뚝 떨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대부분 

형태의 에너지 이 수 밀리와트 이하 또 때로는 불과 마

이크로와트 대로 매우 낮은 정상 상태(steady-state) 전

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평균 전력이 낮을수록 하베스트 에너지를 사용해서 구

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에너지 하베스팅 IC 솔루션

에너지 하베스팅 용으로 다수의 상용 제품이 등장하

고 있다. 여기, Analog Devices의 제품들 중 일부는 하

베스터블 에너지를 모으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활용하

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제품으로서 LTC3108은 최저 

20mV에 이르는 입력 전압으로 동작할 수 있는 통합적

인 모노리딕 솔루션이다. 그러므로 최저 2℃의 온도 차

이로부터 에너지를 하베스팅 할 수 있는 TEG(열전 발

전 소자)를 사용해서 무선 센서를 구동할 수 있다. 소형

(6mm x 6mm) 스텝업 트랜스포머와 일련의 저가격

대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WSN을 구동하기 위해서 필

요한 출력 전압을 제공한다. http://www.linear.com/

product/LTC3108에서는 디자인 예를 볼 수 있다. 이 

디자인은 최대 3.7% 듀티 사이클로 50mW 부하를 지

원할 수 있다.

LTC3108이 스텝업 트랜스포머와 내부 공핍 모드 

MOSFET을 사용해서 극히 낮은 입력 전압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공진 오실레이터를 형성한다. 1:50 또는 1:100

의 트랜스포머 비를 사용해서 컨버터가 최저 20mV에 

이르는 입력으로 스타트업할 수 있다. 트랜스포머 이차 

권선이 차지 펌프 및 정류기 회로로 공급하고, 이를 사

용해서 IC를 구동하고(VAUX 핀을 통해서) 출력 커패시

터를 충전한다. 또한 저전력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되도

록 빨리 구동하기 위해서 2.2V LDO 출력을 맨 먼저 레

귤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 다음, 메인 출력 커

패시터를 VS1 및 VS2 핀으로 설정된 전압(2.35V, 3.3V, 

4.1V, 5.0V)으로 충전한다. 이를 사용해서는 센서, 아

날로그 회로, RF 트랜시버를 구동하고 수퍼커패시터

나 이차 배터리를 충전한다. VOUT 저장 커패시터는 무

선 센서가 동작하고 전송하는 낮은 듀티 사이클 부하 

펄스 시에 필요로 하는 버스트 에너지를 공급한다. 스

위치드 출력(VOUT2)은 호스트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

며, 셧다운 또는 저전력 

슬립 모드가 없는 회로들

로 전력을 공급한다. 또

한 Power Good 출력은 

메인 출력 전압이 지정된 

값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호스트에게 알려준다. 그

림 2는 LTC3108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LTC3108-1은 LTC3108

과 동일하면서 출력 전압

(2.5V, 3.0V, 3.7V, 4.5V)

만 다른 제품이다. 

VOUT이 충전되고 레

귤레이션 수준에 이르면, 

하베스트 전류가 VSTORE 

무선 센서 노드를 배터리 없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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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TC3108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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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으로 전환되어서 대형 저장 커패시터나 이차 배터리

를 충전한다. 이 저장 소자의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에

너지 하베스팅 소스가 중단되었을 때 레귤레이션을 유

지하고 시스템을 구동하거나 전송 시에 추가적인 피크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은 파워업 및 파워다운 

시에 출력 전압 시퀀싱을 보여준다. VAUX 핀의 션트 레

귤레이터가 VSTORE가 5.3V 이상으로 충전되는 것을 방

지한다.

40mm2 TEG를 사용해서 LTC3108은 최저 2℃의 온

도 차이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에너지 하

베스팅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다. 더 높은 온도 

차이이면 LTC3108이 더 높은 평균 출력 전류를 제공할 

수 있다.

TEG(열전 발전 소자)

TEG는 간단히 말해서 제벡 효과를 통해서 온도 차

이를 전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열전 모듈이다. 이 효과

의 반대는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라고 하는 것으로

서, 전압을 인가해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 효과

를 활용한 것이 잘 알려진 TEC(thermoelectric cooler)

이다. 출력 전압의 극성은 TEG 상의 온도 차이에 따라

서 결정된다. TEG의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이 바뀌면 

출력 전압 극성이 바뀐다.

TEG는 N형 및 P형 반도체 팰릿 쌍을 전기적으로 직

렬로 연결하고 이것을 2개 열전도 세라믹 판 사이에 샌

드위치 식으로 끼워서 만들어진다. 주로 사용되는 반도

체 소재는 텔루륨화 비스무트(Bi2Te3)이다. 그림 4는 

TEG의 물리 구조를 보여준다.

업체들에 따라서는 TEG와 TEC를 차별화한다. TEG

로 판매되는 것은 대체로 모듈 내의 팰릿 쌍을 조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솔더가 녹는점이 더 높다. 그러므로 

더 높은 온도 및 온도 차이로 동작할 수 있고, 그러므로 

표준 TEC(통상적으로 최대 125℃ 한계)보다 더 높은 출

력 전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전력 하베스팅 

애플리케이션은 높은 온도나 높은 온도 차이를 겪을 일

이 없다.

TEG는 다양한 크기와 사양으로 나와 있다. 가

장 일반적인 모듈은 정방형으로서, 크기는 한 변이 

10mm~50mm이고 두께는 통상 2mm~5mm이다.

다양한 변수들이 TEG가 특정한 온도 차이로 얼마

나 많은 전압을 발생시킬지 결정한다(제벡 계수에 비

례). 이 출력 전압은 반도체 팰릿 쌍의 수에 따라서 

10mV/℃에서부터 50mV/℃(온도차이)에 이르며, 소스 

저항은 0.5Ω부터 5Ω에 이른다. 대체로 TEG로 직렬로 

연결된 쌍의 수가 많을수록 특정한 온도 차이로 더 높은 

출력 전압을 제공한다. 하지만 쌍의 수를 늘리면 TEG

의 직렬 저항이 증가함으로써 부하가 걸렸을 때 더 높은 

전압 강하를 일으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

체들은 개별 팰릿의 크기와 디자인을 조절하는 것 같은 

방법을 써서 낮은 저항은 유지하면서 더 높은 출력 전압

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림 4. TEG 구조그림 3. 파워업 및 파워다운 시의 전압 시퀀싱



부하 매칭

TEG처럼 개방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되도록 최대

의 출력 전력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림 5의 등가 

회로에서는, 부하가 TEG의 테브난(Thevenin) 등가 소

스 저항과 일치할 때 최대의 전력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부하 저항에 따른 함수로서 부하로 공급되

는 전력을 보여준다. 각 곡선으로 부하 저항이 소스 저

항과 일치할 때 부하로 최대의 전력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 소스 저항이 부하 

저항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소스 저항으로 일치

된 부하를 구동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하 저항 3Ω으로 소스 저항 1Ω일 때 

1.9mW와 소스 저항 3Ω일 때 0.8mW 비교). 그러므로 

출력 임피던스가 낮은 TEG를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출

력 전력이 가능하다.

LTC3108은 입력 소스로 약 2.5Ω의 최소한의 입력 

저항을 나타낸다. (IC 자체가 아니고 컨버터의 입력 저

항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TEG 소스 저항 범위의 중간

이므로 우수한 부하 매칭을 달성하고 전력 전달을 극대

화할 수 있다. LTC3108은 VIN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입력 저항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그림 7). 그러므로 

LTC3108은 TEG의 소스 저항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다.

컨버터 입력 저항이 꽤 낮으므로 부하에 상관 없이 

소스로부터 전류를 소비한다. 그림 8에 따르면, 100mV 

입력일 때 컨버터가 소스로부터 약 37mA를 소비한다. 

이 입력 전류는 내부 회로를 구동하기 위해서 (VAUX를 

통해서) IC 자체로 필요로 하는 6 A의 정동작 전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낮은 정동작 전류는 최소 전압

으로 스타트업할 때나 저장 커패시터로부터 동작할 때 

중요한 점이다.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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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부하 저항에 따른 출력 전력

그림 7. LTC3108 회로의 VIN 대비 입력 저항

그림 8. LTC3108 회로의 VIN 대비 입력 전류

그림 5. 전압원을 사용해서 저항성 부하를 구동하는 것을 묘사한 개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