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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일 자기 공진 무선 력 송 시스템의 해석법 연구

Analysis and Comparison for a 4-Coil Magnetic Resonance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이 건 복․박  상

Gunbok Lee․Wee Sang Park 

요  약

4-코일 자기 공진 무선 력 송 시스템의 해석법 critical point analysis(CA)와 impedance matching analysis 

(IA)를 분석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 다. 4-코일 시스템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주 수 분리 상이 나타나고, 먼

거리에서는 효율이 격히감소하는 특징을나타낸다. 따라서 고정된주 수에서사용할 경우, 목표하는거리와

효율에 따라 최 화가 필요하다. CA는 체 거리에서 효율이 최 가 되는 critical point를 이용하여 최 화하는

방법이고, IA는 목표 지 에서 임피던스 정합을 이 최 효율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기존의해석은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시스템 특성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이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두 방법의 이론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비교하 다. 두 방법의 비교 결과를 통해 IA가 더 우수함을 보 다. 한, 한쪽만 정합할 경우

발생되는 트 이드-오 에 해서도 설명하 다. 스 이럴공진 코일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론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critical point analysis(CA) and impedance matching analysis(IA) are performed and compared for a 4-coil mag-

netic resonance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Because the operating frequency splits at short distance while the effi-

ciency drops drastically at long distance in this system, the optimization technique is needed for either a specific dis-

tance or efficiency at the fixed frequency. CA uses the critical point where shows maximum efficiency in the entire 

range and IA uses the impedance matching technique to achieve maximum efficiency at the specific distance. Com-

parison result shows that IA is more efficient than CA. Also, it shows one side matching has a tradeoff relationship 

comparing to both side matching. By using four spiral resonant coils, the analysis was experimentally verified. The 

measured data agreed well with the calcula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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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론      

최근 자기 공진을 이용한 무선 력 송 시스템

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7]. 이 시스템은 자기

으로 결합된 공진 코일을 사용하여 력을 달하는

데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되던 기존의 자기 유

도 방식보다 송 거리가 길고 방사형 방식보다

송 거리가 짧아 수십 cm 혹은 수 m 이내의 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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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에 쓰이는

코일은 응용분야에 따라 코일의 개수를 달리하여 2-

코일[8],[9], 3-코일[10],[11], 4-코일[1],[3]～[5]이 쓰이며, 송

거리를 늘리기 해 더 많은 수의 코일
[12]～[14]

을 사용

하기도 한다. 먼 2-코일 시스템은 2개의 공진 코일

만을 사용한 가장 기본 인 구성으로 해석과 구 이

쉬운 장 이 있다. 반면에 조 이 어려운 송신단의

출력 임피던스와 수신단의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 특

성이 결정되어 버리는 단 이 있다. 3-코일 시스템은

두 개의 코일 사이에 한개의 코일을 더 두어 송수신

단 송거리를 늘릴수 있고 특성 변화를 수 있으

나, 4-코일 시스템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다수의

릴 이 코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각의 송수신단 두

개의 코일 사이에 다수의 코일을 이용하여 코일면의

수직, 수평 방향으로 송 거리를 넓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해석이 복잡하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법이다. 한편, 4-코일 시스

템은 송수신단에 각각 2개의 코일을 사용하여 코일

의 배치에 따라 송 거리, 효율 등을 조 할 수 있

어 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존의 4-코일 시스템 해석법으로 coupled mode 

theory를 이용한 방법[1],[15], 등가 회로 모델을 이용한

방법
[4],[16], 모드 해석법을 이용한 방법[17],[18]

들이 제

안되었다. 이 등가 회로 모델을 이용한 방법에서

시스템을 최 화시키기 해 Critical point Analysis 

(CA)[4],[5], Impedance matching Analysis(IA)[19]～[21] 
등

이 소개되었다. CA는 송 효율이 critical point에서

최 가 되고,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최 효율

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이용하 다. 이를 통

해 최 효율과 거리의 트 이드-오 (trade-off) 

계를 증명하 고, 공진 코일 디자인과 배치와 주

수 트랙킹(frequency tracking)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

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법은 송수신 코일

이 칭인 조건에서 수행되었거나 최 화 방법 등에

한 해석이 부족하 다. IA는 송수신단의 코일 조

합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정합을 만족하게 하는 해석

법으로 반사를 최소화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는 CA와 IA가 따로 연구되

었고, 어떤 분석법이 더 효과 인지에 해 논의되

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CA와 IA에 해 분석하고, 두 결

과를 비교하 다. Ⅱ장에서는 4-코일 자기 공진 무선

력 송 시스템의 원리와 특징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CA와 IA의 개 비교에 해

각각 다루고, Ⅳ장에서는 one side adaptive matching

에 한 고찰을 정리한다. Ⅴ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이론을 증명하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결론을 내

린다.

Ⅱ. 4-코일 자  공진 무  력 송 

시스템의 개요

그림 1(a)와 같이 4-코일 자기 공진 무선 력

송 시스템은 4개의 공진 코일이 동일한 공진 주 수

에서 자기 으로 결합된 형태이고, 그림 1(b)와 같이

회로 모델로 등가화 하여 표 할 수 있다
[4]. 코일 1, 

2는 송신부이고, 코일 3, 4는 수신부이다. 하나의 코

일은 나머지 3개의 코일과 자기 결합을 이룰 수 있

는데, 코일 1과 코일 3의 결합(k13), 코일 1과 코일 4의 

(a) 4-코일 무선 력 송 시스템

(a) 4-coil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b) 등가회로

(b) Equivalent circuit

그림 1. 4-코일 자기 공진형 무선 력 송 시스템. 

VS=소스 압; RS=소스 항; RL=부하 항; 

Rpn=기생 항; Ln=인덕턴스; Cn=커패시턴스; Qn

=Q-factor

Fig. 1. 4-coil magnetic resonance wireless power trans-

fer system. VS=source voltage; RS=source resis-

tance; RL=load resistance; Rpn=parasitic resistan-

ce; Ln=inductance; Cn=capacitance; Qn=Q-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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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k14), 코일 2와 코일 4의 결합(k24) 등은 시스템

성능에 매우 게 향을 주므로 복잡함을 이기

해 무시하 다
[4]. 공진 코일로는 인덕턴스 성질이

강한 스 이럴(sprial) 형태나 헬릭스(helix) 형태의

공진기가 주로 사용된다. 이 공진기들은 기생 항

을 갖고 있고, 자체 기생 커패시턴스를 이용하거나

외부 커패시터를 연결하여 원하는 공진 주 수를 얻

을 수 있다. VS와 RS는 송신부의 코일로 연결되는 출

력단을 Thevenin 등가회로로 표 한 것으로서 본 논

문에서는 회로망 분석기의 입력 포트를 의미한다. 

각 n번째에 코일에 흐르는 류를 In이라고 하면 등

가 회로는 식 (1)과 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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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M12, M23, M34는 해당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

스이며, Z1, Z2, Z3, Z4는 회로의 각 루 에 해당하는

임피던스로 아래와 같이 표 된다.
   

  (2)
  

 

 

 

  (3)
 

knm은 커 링 계수(coupling coefficient)로 n번째 코

일과 m번째 코일 간의 커 링 정도를 나타내고,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식 (1)을 이용해 달함수

VL/VS를 유도할 수 있고, |S21|을 계산할 수 있다
[22].

 


 






(4)
 

식 (5)의 제곱 형태인 |S21|
2
은 부하에 달되는

력과 압원의 최 력의 비(power gain)를 나타내

며, 체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내는데 요한 지표

로 사용될 수 있다. 회로망 분석기를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포트에 정합되어 있으면 효율값과 일치하

고, 회로망 분석기에서 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5)

그림 2. 4-코일 시스템의 주 수와 송수신기 사이의

커 링 계수 k23에 한 |S21| 특성. f0: 코일의

공진 주 수; L1,4=0.5 μH; L2,3=3 μH; R1,4= 
0.5 Ω; R2,3=3 Ω; RS,L=50 Ω; C1,4=275.52 pF; 
C2,3=45.92 pF; k12,34=0.25

Fig. 2. |S21| vs. f/f0 vs. k23. f0: resonant frequency of 

coils; L1,4=0.5 μH; L2,3=3 μH; R1,4=0.5 Ω; R2,3 

=3 Ω; RS,L=50 Ω; C1,4=275.52 pF; C2,3=45.92 
pF; k12,34=0.25.

 

이론 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S21

을 시스템 성능의 비교 상으로 다루었다. 

그림 2는 임의의 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수식에

입한 결과이다. k23은 코일 2와 3의 커 링 계수로

서 거리에 반비례한다
[23],[24]. 이 그래 는 4-코일 시

스템의 형 인 특성을 보여 다. 그래 에서 cri-

tical point는 코일의 공진 주 수에서 S21이 최 가

되는 k23을 의미한다. Critical point를 기 으로 송수

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주 수 분리가 생기며 S21

이 높게 유지되고(overcoupled 역), critical point에

서는 코일의 공진 주 수로 합쳐졌다가 거리가

멀어지면 S21이 격히 감소한다(undercoupled 역). 

그러나 무선 력 송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ISM 

밴드는 overcoupled 역의 주 수 분리 역폭에 비

해 역폭이 매우 좁기( : 13.553～13.567 MHz, 

26.975～27.283 MHz 등) 때문에 상용화를 해선 고

정된 주 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스템을

고정된 주 수에서 동작시키는 경우 주 수 분리가

없는 critical point나 undercoupled 역에서 사용하여

야 하기 때문에 이 역의 치를 조 할 수 있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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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이 필요하다. 이들 역은 각 코일의 배치나 스

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최 화 하는 방법으로

CA와 IA가 있고, 3-1, 3-2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고정된 주 수를 이용하는 경우 식 (5)를 Q(qua-

lity factor)와 k(coupling coefficient)를 사용하여 주

수,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항을 없앨 수 있다. 수식

해석에 Q와 k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먼 , Q는 공진기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라미터

로서, 형태가 다양한 임의의 공진기에 용 가능하

며, 공진기의 구조 형태에 향을 많이 받는 인덕

턴스와 커패시턴스를 알아내는 것보다 쉽게 측정으

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k는 두 공진기의 결합

된 정도를 0과 1 사이에 나타내 주어 상호 인덕턴스

보다 직 이며 측정이 용이하다. 

공진 주 수에서 임피던스는 아래와 같이 실수항

만 남는다.
 

 
 
 
  (6)
 

식 (7)을 이용하여 식 (5)를 식 (8)과 같이 Q, k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8)
 

이 때 각 코일은 동일 주 수에서 공진한다고 가

정하 다. 식 (8)은 고정된 주 수에서 비 칭으로

(asymmetric) 설계된 4-코일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

는 지표이다.

Ⅲ. 두 해 법의 개 및 

3-1 Critical Point Analysis

그림 2에서와 같이 코일의 공진 주 수에서 최

력이 달되는 k23를 critical point라 하고, kcritical로

나타낸다. 식 (8)에서 S21이 최 가 되는 k23의 조건은

1계 도함수가 0이 되는 조건인


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9)
 

 



 


  



 


 

(10)
  

식 (9)는 주어진 코일의 Q와 k에서 최 력이

달되는 k23를 뜻하는데, 이는 송수신기 거리와

련이 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더 먼 거리에 최고 이

있음을 의미한다. 식 (10)은 |S21|critical이 k23=kcritical일

때 즉 최 력 달이 일어나는 거리에서 S21의 크

기를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더 효율 으로 력을

달함을 의미한다. 먼 거리에서 높은 효율로 력

을 달하려면 낮은 kcritical과 높은 |S21|critical이 요구되

는데 이 때 Q2와 Q3는 값이 클수록 좋은 반면 k12
2Q1

와 k34
2Q4의 경우엔 식 (9)에서는 값이 작아야 하고, 

식 (10)에서는 값이 커야 한다. 이는 k12
2Q1과 k34

2Q4에

하여 거리-효율의 트 이드-오 (trade-off) 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9), (10)에서 k12와 Q1, 

k34와 Q4는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새로

운 라미터인 A1과 A2를 사용하여 다시 표 할 수

있다.
 

 



 





(11)
   

 




 






(12)
   

 
   

  (13)
  

이 때 A1은 코일 1, A2는 코일 4와 련된 라미

터를 표 한 값으로서 임피던스를 조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커 링 계수와 코일의 Q를 같이 고

려하면 코일 라미터 설계시 도움을 다. 를 들

어 설계하고자 하는 A1의 값을 결정하 다면 k12를

크게 하여 Q1이 크지 않아도 되는 코일을 설계할 수

있고, 반 로 Q1이 큰 코일을 선택하 다면 k12를

여 원하는 A1을 맞출 수 있다.

설계자가 코일 라미터를 정하기 한 최 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효율을 만족하는 최 거리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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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거리를 만족하는 최

효율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 화란 식 (12), 

(13)에서 보듯이 Q2, Q3는 최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 이 존재하는 A1, A2의 최 을 찾는

것이다. 두 가지 최 화 방법 에 자의 방법을 먼

고려하여 주어진 |S21|critical에서 kcritical이 최소가 되

는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값을  


이라 하면 이를 만족하는 A1의 값을 식 (12)에서 찾

을 수 있다.
 

 






(14)
   

≥ 


(15)
  

이 때 식 (15)는 식 (14)의 값이 존재하기 한 경

계조건으로 식 (14)에서 분모가 0보다 큰 조건과 A2

의 최댓값(k34=1일 때)이 Q4를 넘을 수 없는 조건을

보여 다. 식 (14)를 식 (11)에 입하여 식 (16)을 얻

을 수있고, 


을풀어 주어진 η에서 kcritical

의 최솟값을 만족하는 A2_optimum을 구할 수 있다. 

 









 
 

                         (16)
   

 


(17)
  

식 (17)은 주어진 효율 조건에서 최 거리를 만

족하는 최 의 A2이며, 이 값을 식 (14)에 입하며

최 의 A1도 찾을 수 있다(최 화를 해 송수신단

을 모두 가변해야 한다.).

그림 3(a)는 식 (16)을 A2에 해 계산하여 그린 그

래 이다. 각 η마다 최솟값이 존재하며, 이 최솟값

은 식 (17)을 계산해 알 수 있다. 각 궤 에서 최

을 살펴보면 효율이 증가할수록 kcritical의 최솟값은

증가하고(최 거리가 감소하고), A2의 최 값도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리-효율의 트 이드오

계를 다시 한 번 보여 다.

최 화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kcritical에서 |S21|critical

을 최 화 하는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값

을 k=kcritical이라 하면 이를 만족하는 A1의 값을 식

(11)에서 찾을 수 있다. 
 

 






(18)
   

 ≤ 




(19)
  

이 때 식 (19)는 식 (18)의 값이 존재하기 한 경

계조건으로 식 (18)의 값이 0보다 큰 조건과 A2의 최

댓값(k34=1일 때)이 Q4임을 보여주는 조건식이다. 식

(18)을 식 (12)에 입하여 식 (20)을 얻을 수 있고




을 풀면 주어진 k에서 |S21|critical의 최댓

값을 만족하는 A2_optimum을 구할 수 있다. 

(a) |S21|이 주어졌을 때

(a) Given |S21|

(b) kcritical이 주어졌을 때

(b) Given kcritical 

그림 3. A2에 따른 kcritical과 |S21|
2

critical. Q2=418.6; Q3= 

384.6

Fig. 3. Change of kcritical and |S21|
2

critical in the function 

of A2. Q2=418.6; Q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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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식 (21)은 주어진 거리 조건에서 최 효율을 만

족하는 최 의 A2이며, 이 값을 식 (18)에 입하여

최 의 A1도 찾을 수 있다. 

그림 3(b)는 식 (20)을 A2에 해 계산하여 그린 그

래 인데, 식 (20)의 값에 제곱을 하여 효율과 직

인 련이 있는 
 으로 표 하 다. 각 k마다

최댓값이 존재하며, 이 최댓값은 식 (21)을 계산하면

알 수 있다. 

식 (21)의 값이 0보다 커야 됨을 이용하면 한 가지

경계조건을 더 얻을 수 있는데, 식 (22)와 같다.
 





(22)
 

식은 식 (19)에서 A2를 0으로 두었을 때에도 얻

어진다. 흥미로운 은 식 (22)의 우변이 2-코일 시스

템에서 critical point를 구하는 식과 일치한다는 이

다
[10]. 4-코일 시스템에서 실질 으로 송수신 기기간

의 력 달 역할을 하는 2번째와 3번째 코일이 2-

코일 시스템에서의 두 코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른 은 2-코일 시스템의 경우, 해당 Q가

송신기의 출력 항과 수신기의 부하 항을 포함한

값이기 때문에, 코일의 기생 항만을 포함한 4-코일

시스템의 Q보다 매우 작다는 이다. 식 (22)에서는

Q가 작으면 큰 값의 k에서만 critical 조건을 얻을 수

있고 즉,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하므로 2-코일

시스템은 기본 으로 4-코일 시스템보다 송거리

가 짧을 수밖에 없다. 이는 Q2, Q3가 송신기의 출력

항과 수신기의 부하 항으로부터 이격된 구조의

4-코일 시스템의 장 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 (21)을 식 (20)에 입하여 식 (23)과 같이 최 화

된 |S21|critical을 찾을 수 있다.
 

 



(23) 

3-2 Impedance Matching Analysis

A1과 A2에 하여 분석하기 해 식 (13)의 계를

이용하여 식 (8)을 식 (24)로 나타내었다.
 


 


(24)

 

그림 1(b)에서 송신단에서의 정합을 먼 고려하

면 RS의 오른쪽을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ZIN)가 RS가

될 때 그 경계면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지며, 

식 (2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25)
 

송신단에서의 임피던스 정합 조건을 A1에 하여

구하면 식 (26)과 같이 구할 수 있다[25].
 

 


 





(26)
  

 


 





(27)
 

수신단에서의 정합은 회로 구조가 칭임을 이용

하여 식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송수신단에서

동시에 임피던스 정합을 만족시키려면 식 (27)을 식

(26)에 입하여 풀면 되고, 식 (28), (29)와 같이 구

할 수 있다.
 

 

  
(28)

  

 

 





 


  




(29)

 

IA에서는 임피던스 정합 자체가 반사를 최소화하

여 최 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CA에서와 다르게 따

로 최 , 최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식 (28), 

(29)는 k23을 변수로 사용하게 되므로 주어진 거리에

서 만족하는 최 효율 조건이 된다. 주어진 효율에

서 만족하는 최 거리(k23)는 식 (28), (29)을 식 (24)

에 입함으로써 식 (3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0)
 

식 (30)을 이용하여 주어진 효율에서의 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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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한 다음 k23 값을 다시 식 (28), (29)에 입하면

설계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양 포트를 동시에 정합

시키는 조건인 식 (28), (29)을 식 (24)에 입하면 거

리(k23)에 따른 시스템의 최 송 효율을 구할 수

있다.
 

  
 

(31)
 

식 (31)의 결과는 2-코일 시스템의 최 송 효율

을 다룬 참고문헌 [26]의 결과와 일치한다. 4-코일 시

스템은 등가 으로 송수신 임피던스 조 이 가능한

2-코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곧 IA가 4-

코일 시스템의 최 송 효율을 해석하는 방법임을

나타낸다. 한, 식 (24)를 A1에 하여 1계 도함수를

구해 최댓값을 찾으면 식 (26)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회로에서 임피던스 정합이

최 력 달을 의미하는 기존의 이론과 일맥상통

한다. 그 다면 앞서 해석한 CA도 S21의 피크값인

critical point를 이용한 것인데, 해석한 결과는 식 (23)

과 식 (31)의 차이에서 보듯이 IA와 다르게 나타났다

(두 방법이 모두 완 히 최 화를 이루었다면 식

(23)과 식 (31)은 동일한 수식이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3-3에서 설명한다.

3-3 CA  IA 

3-1과 3-2에서 CA와 IA의 해석, 최 화 방법 등에

해 서술하 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동일한 시스

템에서의 최 송 거리와 최 송 효율을 구하

기 한 방법이다. 그러나 주어진 거리에서 최 효

율을 구하는 식인 식 (23)과 식 (31)은 서로 다른 결

과를 나타낸다. 차이 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그림 4(a)는 k23=0.01인 지 에서 각각 CA와 IA로

최 의 A1, A2를 찾아, 이 값을 체 k23 구간에 하

여 용한 그림이다. CA의 궤 을 살펴보면 k23=0.01

인 에서 최 효율을 보여 다. 이는 구간에서

최 효율을 나타내는 critical point를 원하는 지 에

치시키는 방법인 CA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 에서만 보면 IA가 CA보다 더 나은 효율을

보여 다. IA의 궤 에서 critical point는 CA의 결과

보다 더 가까운 k23=0.0149인 지 에 형성되었고, k23 

=0.01인 지 은 critical point 이후의 역인 under-

coupled 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피던스 정합

은 undercoupled 역에서 이루어지고, 이 때 그 지

에서 최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로 CA의 궤 은 체 역과 비교하여 목표

하는 지 에서 가장 큰 값을 갖게 하는 상 인 최

화 방법이고, IA는 목표 지 에서의 최댓값을 찾

는 인 최 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IA의 궤

에서 최 력 달이 이루어지는 지 (k23=0.0149, 

critical point)이 임피던스 정합이 이루어진 지 (k23= 

0.01)과 다른 이유는 critical point에서 임피던스 부정

합에 의한 효율 감소보다 가까운 거리로 인한 효율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a) k=0.01

(b) k= 구간

그림 4. CA와 IA의 비교. Q2=200; Q3=300. k=최 화

지

Fig. 4. |S21|
2 comparison of CA and IA. Q2=200; Q3= 

300. k=optimize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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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b)는 k23 체 구간에 하여 최 의 A1, A2

를 각각 계산하여 용한 결과로서 CA와 IA를 이용

한 가장 최 화된 효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에서 보듯이 모든 구간에서 IA가 CA보다 나은 효율

을 보여주며, 가까운 거리에서보다 먼 거리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게다가 CA는 식 (22)의 조건

을 벗어나면 critical 결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먼 거리에서는 최 화가 불가능하다.

이로써 IA가 CA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시

스템 설계에 IA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A가 단순히 임피던스 정합과 최

력 달만을 다루는 반면, CA는 critical point를 직

다루기 때문에 주 수 분리가 일어나는 지 을 정확

히 측할 수 있고, 식 (15), (19), (22)를 통해 어떤 조

건에서 critical point가 발생하고 주 수 분리가 일어

나는지 직 력을 갖게 해 다. 한, 식 (22)와 같은

조건은 4-코일 시스템이 2-코일 시스템보다 일반

으로 더 긴 송거리를 갖는 이유를 수식 으로 설

명해 수 있다.

Ⅳ. One Side Adaptive Matching에 대한 고찰

3-3에서 IA가 CA보다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

다. 그런데 거리에 응 인 시스템을 구성하려는

경우에 3-2에서와 같이 송수신단에서 동시에 A1, A2

를 조 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해 k23를 알아내는

장치나 통신 장치 등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시스템을구 한다고하더라도 송수신단양쪽  

모두에 매칭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공간 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 해 송신기 한쪽에서만 정합을 시키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
[25]. 그러나 이 방법은 한쪽의 정합만

을 고려하므로 양쪽의 정합을 고려한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 고정되는 A2의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림 5(a)는 A2의변화에따라효율 송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다. 빨간색 실선은 양쪽을

정합했을 때의 결과이다. A2가 증가할수록 송 거

리는 어들고 최 효율은 증가한다. 그림 5(b)는

A2의 변화에 따른 A1_matching의 값 추이를 나타낸다. A2

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A1_matching은 감소한다. 반면

에 A2가 감소할수록 A1_matching은 증가하는데, A1_matching

의 최댓값은 Q1이므로 A2의 감소는 Q1을 큰 값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다. Q1은 송신기의 출력

항(보통 50 Ω)이 포함된 값으로서 일반 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본 논문의 실험에서 쓰인 Q1의 경우

1.9) A2가 작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정합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송거리를 늘리기 해 A2를 작게 하면

최 효율이 감소하고 높은 Q1이 필요하며, 최 효

율을 늘리기 해 A2를 크게 하면 송 거리가 게

되는 트 이드-오 계가 형성된다. 

(a)

(b)

그림 5. A2 변화에 따른 효율과 송거리 정합 조건

의 변화. Q2=200; Q3=300; A2=[0.005 0.01 0.02

0.03 0.05 0.5]; 실선은 양쪽 다 정합했을 경우,

선 쇄선은 송신기만 정합했을 경우임

Fig. 5. Change of efficiency and A1_matching in terms of 

A2. Q2=200; Q3=300; A2=[0.005 0.01 0.02 0.03 

0.05 0.5]; solid line: both side matching; oth-

ers: one sid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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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일
지 름

[mm]

간 격

[mm]
회 수 Q

R

[Ω]

L

[μH]

C

[pF]

1 70 6 6.08 1.9 50.336 1.114 122

2 70 3 11.92 418.6 0.714 3.482 39

3 70 4 9 384.6 0.473 2.120 64

4 70 6 6.08 1.9 50.384 1.119 122

표 1. 실험에 사용된 코일의 사양. 1.024-mm 지름의 구리선을 사용하 고, 내부 반지름은 0으로 모두 동일함. 코

일 1과 4의 Q값은 포트 항 50 Ω이 포함된 값임.

Table 1. Specification of coils. The copper wire(1.024-mm thickness) was used. Inner radius of coils is zero. Port re-

sistance(50 Ω)  was included in both Q1 and Q4.

Ⅴ. 실  험

Ⅲ장에서 분석한 이론을 증명하기 해 그림 6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성하 다. 내부 반지름이 없는

스 이럴 형태의 공진 코일을 사용하 고, 도선의

끝에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모두 동일한 주

수에서 공진하도록 튜닝(tuning)하 다. ISM 밴드인

13.56 MHz를 목표주 수로 하 으나, 정확한 값의

커패시터를 찾는 어려움 등으로 실제코일들은 13.65 

MHz 근처로 튜닝되었다. 본 논문에서의 해석은 각

코일의 공진 주 수가 동일하고 등가 모델인 그림

1(b)를 만족하면 유효하므로 어떤 주 수를 사용하

는지는 향이 없다. 각 코일에 한 사양은 표 1

에 정리하 다. 코일의 Q와 R, L, C 값은 코일의 S-

라미터를 측정하여 추출하 다
[4],[27]. 4개의 코일을

그림 6과 같이 배치하고, 코일 1과 코일 4는 회로 망

분석기(HP8753ES)에 직 연결하 다. 코일 1과 2를

송신기, 코일 3과 4를 수신기로 가정하고, 코일 2

그림 6. 4-코일 무선 력 송 시스템

Fig. 6. Photograph of the 4-coil wireless power trans-

fer system.

와 3의 거리를 조 함으로써 송수신기 사이의 거리

조 을 모사하 다.

실험 내용은 송수신기의 거리(d23)를 20 mm에서

170 mm까지 10 mm 단 로 변경하며, CA와 IA로 최

화된 환경에서 S- 라미터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실험 구성에서는 Q1과 Q4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k12와 k34를 이용하여 A1와 A2를 조 하 다. 먼 송

수신기 거리는 스 이럴 코일 간의 커 링 계수-거

리 계에 따라 k23로 환산하 다
[24]. 환산된 k23를 이

용하여 Ⅲ장에서 설명한 CA와 IA의 최 화 방법으

로 각 거리에서 최 의 A1, A2를 계산하 고, 식 (13)

으로 k12, k34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커 링 계수-거리

계를 용하여 코일 1과 코일 2, 코일 3과 코일 4

사이의 최 거리(d12와 d34)를 계산하 다. 

그림 7(a)는 송수신 거리에 따른 효율 계를 보

여 다. Ⅲ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실험에서도 IA

가 더 우수한 효율을 보여주었고, 결정계수(coeffi-

cient of determination)는 CA의 경우 R2=0.9868, IA의

경우 R2=0.9955를 보여 이론값과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서 70 mm 이후의 거리에

서는 이론값보다 측정값이 더 좋게 나왔는데, 원인은 

커 링 계수와 거리를 서로 환산할 때 생기는 오차

로 생각된다. 그러나 값의 변화 추세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CA의 경우 150 mm부터는 식 (19)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더 이상 최 화를 진행할 수 없어서

140 mm까지의 결과만 포함하 다. 그림 7(b)는 각

거리에 따른 송신단에서의 반사 계수를 보여 다. 

IA의 이론값은 반사가 없기 때문에(—∞ dB) 

포함하지 않았고, S22는 S11과 비슷한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복잡함을 이기 해 생략하 다. CA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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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값을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비교 정합이

잘 이루어지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사가 커짐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리가 멀어질수록 IA에 비

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것은

CA는 최 화 과정에서 최 효율을 구하기 에

critical point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가 있기

때문에 critical point가 존재하지 않는 역으로 갈수

록 효율이 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CA의 측정값

은 처음 40 mm의 거리까지는 이론값과 잘 맞지 않

지만 그 이후의 거리에서는 이론값과 비슷한 값을

보 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림 7(a)의 결과에서도

측정값과 이론값이 잘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는 Ⅲ장의 해석에서 제외하 던 k13, k14, k24 등의

향으로 디튠(detune)되었기 때문으로 측된다. IA의

(a)

(b)

그림 7. 코일 2, 3의 거리에 따른 S- 라미터 측정

결과

Fig. 7. S-parameter vs. distance between coil 2 and 

coil 3.

반사계수 측정 결과는 부분의 구간에서 —20 dB 

근처 혹은 이하로 측정되어 CA에 비해 정합이 잘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4-코일 무선 력 송 시스템의

동작 원리 등가 회로 해석 방법인 CA와 IA에

해 다루었다. CA는 critical point에서 시스템을 동작

시키는 것을 목 으로 원하는 치와 효율에 해

최 의 라미터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 다. IA에서

는 임피던스 정합을 만족시키는 라미터를 찾아보

았고, IA가 효율과 송 거리 측면에서 CA보다 우수

함을 보 다. 비교 결과를 통해 CA는 상 인 최

화 방법이고, IA는 인 최 화 방법으로 차이

가 있음을 설명하 다. 송신기 한쪽 만을 정합시키

는 방법에 해서는 송수신 양쪽을 모두 정합하는

방법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효율, 송거리, 높은

Q에 한 트 이드-오 계가 있음을 보 다. 

한, S- 라미터를 측정한 실험을 통해 CA와 IA의 비

교 결과를 실험 으로 증명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설계자가 4-코일 무선 력 송 설계 시에 critical 

point와 임피던스 정합의 해석법 차이에 한 이

해를 도울 수 있고, 다양한 무선 력 송 응용분야

의 기 로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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