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0m 반경의 공간에 위치한 웨어러블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 전력전송을 제안한다. 장거리 무선전력전
송의 송신코일 양단의 높은 전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진 커
패시터를 분산하여 각 코일의 유기전압을 줄이는 분산권선형
다이폴 코일을 제안하였다. FEM 시뮬레이션 결과, 분산권선형
다이폴 코일이 형성한 자속밀도의 균일도는 최소 71%로 집중
권선형 다이폴 코일의 최소 51%보다 높았다. 또한 거리별 최
고 자속밀도는 분산권선형 다이폴 코일이 낮았지만 거리가 멀
어질수록 차이는 줄어들어 5m 거리 이후에서의 차이는 30 %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설계를 바탕으로 분산권선형
다이폴 송신코일과 4가지의 다른 형태를 갖는 수신 코일을 제
작하여 10m 거리 이내에서 10 mW 이상의 전력을 전송하였다.

1. 서론

자기유도 전력전달시스템(IPTS)은 전기 자동차, 의료용 전자
기기, 조명, 공정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수
신측 출력 전력이 송수신부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
하기 때문에 자기유도 방식의 장거리 무선충전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이 많았지만 다이폴 코일 형태의 송수신 코일의 개발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1]. 그러나 이 방식은 송신 코일에 형성
되는 유기전압이 높고, 공간 내에 형성되는 자속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대 10m 거리의 공간에 위치한 스마트폰 또
는 웨어러블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분산권선형 다이폴 송신 코
일을 이용한 무선 전력전송을 제안한다. FEM 시뮬레이션
Maxwell을 기반으로 유기전압 및 자속 밀도 분포를 고려해 분
산권선형 다이폴 코일을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의 집중권선형
다이폴 코일과 자속밀도의 크기와 균일도 측면에서 비교하였
다. 설계를 바탕으로 분산권선형 다이폴 코일과 다양한 형태의
수신 코일을 제작하여 전력전송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1 전체 회로도

2. 10m 반경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설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10m 장거리 무선충전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전체 회로도를 나타낸다. 수신부에 상관없이 송신코일에
일정한 전류를 흘리기 위해 LCC 보상회로를 이용하였으며,
수신부의 출력 전압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병렬공진 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작 주파수는 200kHz로 설정하였다.

2.1. 송신부 코일 설계 및 제작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이폴 코일 방식의 송신 코일은 장거

리 무선충전에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1] 200kHz 동작주파수에
서 구리의 표피효과를 고려하여 지름 0.05mm, 300가닥의 리츠
와이어를 송신코일 케이블로 설정한다. 이 때 의 전
류밀도를 고려하면, 송신코일 전류 은 2.36A로 결정된다.
페라이트 코어는 4800mm × 100mm × 30mm 의 PL 13

(  )으로 설정하였으며, 송신코일 권선 수는 100 턴으
로 결정하고 내부 자속밀도는 100mT 미만으로 설계한다. 송신
코일은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집중권선형 또는 분산권선형의
두가지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며, 장거리 무선충전을 위해서
분산권선형 이 집중권선형에 비해 우수함을 FEM 시뮬레이션
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2 집중권선형 송신코일 그림 3 분산권선형 송신코일

그림 4 XY평면 공간에서의 자속밀도 분포 
(上) 집중권선형  (下) 분산권선형

2.1.1. 자속밀도 및 균일도 비교
그림 4는 5m × 10m의 XY 평면 공간에서 집중권선형 및 분
산권선형 송신코일로부터 발생되는 자속밀도의 분포를 나타낸
다. 3m 이하의 근거리에서 집중권선형의 자속밀도가 분산권선
형보다 대체로 높으나, 자속밀도의 균일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속밀도의 균일도는 식 (1)과 같이 y=d 평면
에서 자속밀도 B(x,y,z)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로 정의되며,
거리에 따른 

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d=1,2,…
1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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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 d에 따른 균일도 비교 그림 6 거리 d에 따른 자속밀도 비교

한편 그림 6은 (0, y=d, 0) 직선상의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에서는 자속밀도는 집중권선형 송신코일이 분산권선형
송신코일보다 높으나,  에서는 그 차이가 30 % 이하이며
분산권선형 송신 코일이 집중권선형 송신 코일에 비해 크게 뒤
쳐지지 않는다.

2.1.2. 전압강하 및 보상 커패시터 분산
집중권선형 송신코일의 권선 인덕턴스는 FEM 시뮬레이션
결과 12.3mH로 나타나며, 200kHz에서 1A당 15kV로 매우 큰
전압강하를 나타낸다. 분산권선형은 집중권선형에 비해 보상
커패시터를 분산하여 설치하기에 용이하며, 따라서 권선 양단
의 유기전압을 줄일 수 있다.
요약하면, 집중권선 형태의 다이폴 코일을 적용하면 근거리
에서 송수신부 간의 자기결합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권선의
유기전압이 크고 코어 중심부와 주변부에서의 자속분포의 균일
도가 작은 문제가 있다. 반면, 분산권선형을 적용하면 커패시터
를 분산하여 리액턴스를 보상할 수 있어 각 권선의 유기전압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신코일 중심부와 주변부에서의
자속분포가 비교적 균일하다. 따라서, 넓은 공간에서의 무선 전
력전송에 분산권선형이 집중권선형에 비해 우수하다.

2.2. 수신부 코일 설계 및 제작
출력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로 설계하였으며, 이때
최대 출력전력은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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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2차측 유도전압, 는 권선 저항, 는 부하 저
항,  , 는 각각 1차, 2차측의 전류,  , 는 각각 1차, 2차측
누설인덕턴스, 은 상호인덕턴스, 는 결합계수이다.
식 (2)에서  , 는 고정이며, 또한 10m 반경의 공간 내에
수신부가 놓여 지더라도  , 값은 크게 바뀌지 않아 상수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력 전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뿐이다.  ,  값은 수신코일의 권선수 의 함수이므로,

고정된 크기의 페라이트 코어에 대해 의 값을 최대로

하는 를 도출해 냄으로써 최대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다.

3. 실험 결과

10m 반경 무선전력전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7의 분산
권선형 송신 코일과 2.3.절의 방법으로 설계한 다이폴 수신코일
을 비롯한 그림 8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신 코일을 사용하여
거리별 수신 전력을 측정하였다. 송수신부 각각의 파라미터는
표 1, 표 2와 같다.

turns) ( ) ( ) ( ) ( ) ( )

100 90 5488.0 115.39 69.210 9178.2

표 1 송신부 파라미터

Receiver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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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20

3.18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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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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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1

표 2 수신부 파라미터

그림 7 분산권선형 다이폴 송신 코일

(a) Receiver 1 (Dipole) (b) Receiver 2 (Window)

(c) Receiver 3 (Fishbone) (d) Receiver 4 (Loop)
그림 8 다양한 형태의 수신 코일

그림 9 거리에 따른 출력 전력 비교

10m 반경의 무선충전 공간 내에서 송신코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출력 전력을 그림 9 에 나타내었다. 최대 10m 거리에 놓
인 다이폴 수신코일 (Receiver 1)에 14mW의 전력이 전달되었
으며, 그 외에 공간 내에 놓일 수 있는 임의의 형태의 수신 코
일(Receiver 2~4)에는 각각 1mW 이하의 전력이 전달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0m 거리 공간의 장거리 무선전력전송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서로 다른 4가지 수신 코일에 대해 1m~3m
거리 범위 내에서 최소 10mW 최대 3W 전력을 수신하였으며,
1m 거리에서 최대 수신전력은 Receiver 1,2,3,4에서 각각 3.1W,
0.5W, 0 2W, 0.1W이다. 10m 거리에서는 수신 코일의 크기가
가장 큰 Receiver 1에서만 10mW이상의 전력을 전달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수신코일을 비교하고 최적의 수신
코일을 설계하여 10 m 거리에서 나머지 수신 코일도 전력을
전달받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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