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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용 기기는 전력 공급용 전선으로 인해 이동성에 제약이 따른다. 최근 자유로운 이동성이 요구되는 산업용 기

기의 무선 전력 공급에 관한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거리에서 장비의 배터리에 무선으로 전

력을 공급하는 자기 유도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13.56 MHz에서 동작하며, 송수신 전력 모듈

간의 거리는 20~30 mm으로 설계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약 15 V 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35 분
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dustrial machines have constraints on movement due to its wire for power supply. Recently, the research on 
wireless power supply for industrial machine which is required to move freely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a magnetic induction system which can charge a equipment's battery with wireless at a close range. 
The system was designed to operate at 13.56 MHz and a distance of 20~30 mm between the transmitting and the 
receiving power module. From experiment, it was found that it takes about 135 minutes for charging the battery with 
about 15 V using the proposed system. 

키워드 : 무선전력전송, 자기유도, 무선충전,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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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력이 요구되는 장치에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동성의 제약이나 선 꼬임 등의 물리적

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산업현장과 같은 복잡한 환

경에서 장비의 이동성이 필요한 경우 무선전력전송 기

술의 접목은 자유로운 이동성과 편의를 제공하여 작업

의 능률 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1].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한 연구는 테슬라에 의해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방

법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Radio Frequency) 전송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예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

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On-line Electric Vehicle (OLEV)
로 대형 버스에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구현

한 사례가 있다[4]. 페라이트 코어를 통하여 20 kHz의 

주파수를 사용하였고, 83%의 전송효율로 60 kW급의 

전력송신 시스템을 구현하였다[5].
또한 휴대용 IT기기 충전을 위한 5 W 내외의 무선전

력전송 시스템이 구현된 바 있다[6][7]. 수 mm 이내의 

짧은 전송거리로 인해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에 직접 접

촉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무

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동용 장비와 전력공급 장치와의 

접촉에 의한 파손 등을 고려하여 20~30 mm의 거리에

서 효율적으로 무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13.56 MHz 주파수를 사용하여 자기유도 방식으로 구

현하였다. 

Ⅱ.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설계

제작하고자 하는 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전

력전송 시스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사용주파수는 

13.56 MHz이며, 송신부 출력은 최대 5 W이며, 송수신 

코일의 직경은 장비의 크기를 감안하여 15 cm이하이고, 
전력 전송을 위한 송수신 모듈간의 거리는 20~30 mm 
이다.

2.1. 코일부 설계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한 무선전력 전송을 위해 13.56 
MHz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전송 및 수신할 수 있는 코

일부의 설계가 필요하다. 코일부는 원형 코일과 커패시

터로 구성된다. 코일을 제작하기 위한 도선(wire)은 직

경 1.02 mm이며, 최대 허용전류가 12 A 인 AWG 18인 

전선을 사용하였다. 코일의 턴(turn)수와 반경을 결정하

여 원형 코일 모양의 안테나를 설계하고, 이 코일의 인

덕턴스를 계산하여 원형 코일 안테나가 13.56 MHz에
서 공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원형 코일과 직렬로 커패

시터(capacitor)를 연결하여 코일부를 설계하였다. 
코일부의 공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식(1)을 이용하

여 구조에 따른 코일의 인덕턴스를 계산하였다[8].

 


                      (1)

여기서 는 코일의 지름, 은 코일의 길이, 은 코일

의 권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된 

인덕턴스를 바탕으로 13.56 MHz에서 공진하기 위해 

필요한 커패시턴스 값은 식(2)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2)

실제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코

일을 제작했다. 코일의 반경을 유지하기 위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여 반경 50 mm의 원통형 모양을 만들고, 
코일의 턴 수는 3 턴이며, 코일의 피치는 wire의 굵기와 

동일하게 하였다. 즉 코일이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붙어서 감기도록 하였다. 또한, 코일의 종단에 13.56 
MHz에서의 공진에 필요한 용량의 콘덴서를 실장한 

PCB를 연결하였다. 
제작한 코일을 네트워크 분석기에 연결하여 반사손

실을 측정한 결과, 13.56 MHz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공

진특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계산된 코일의 인덕턴스 

값이 실제의 인덕턴스 값과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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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작된 무선전력전송 코일부

Fig. 1 Fabricated Wireless Power Transmission coil

인덕턴스의 실제 값과 계산 값의 오차를 보상하기 위

해서 코일에 연결된 콘덴서의 용량을 낮은 값으로 변경

하여 13.56 MHz에서 공진하도록 조정하였다. 조정 전

과 조정 완료 후 코일의 공진 특성을 그림 2에 나타내었

다. 이후 모든 코일부의 공진주파수 조정은 이러한 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2.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반사손실

Fig. 2 Return loss before and after adjustment

코일에 감은 도선의 턴 수에 따른 수신 전류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코일간의 거리를 설계하고자 하는 사

양에 명시된 30 mm로 고정하고, 반경은 송수신 모듈의 

크기를 고려하여 50 mm로 설정하였다. 송신 코일과 수

신 코일의 턴 수를 각각 2, 3, 4 로 조정하면서 송수신 코

일간의 전력 전달 특성을 측정하여 결과를 그림 3에 제

시하였다. 그림 3에서 코일의 턴 수가 4 턴인 경우 over 
coupling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2 턴인 

경우 under coupling으로 인해 수신되는 전력이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턴 수가 3 턴일 때 전력전

달 특성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과, 4 턴 이상의 코일은 

전력의 송수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턴 수에 따라 측정된 전류의 크기

Fig. 3 The Measured current magnitude according to 
number of turns

송수신 안테나의 턴 수를 3턴으로 고정하고, 코일의 

반경에 따른 수신전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송신 

안테나와 수신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30 mm로 고정한 

후, 반경이 각각 30 mm, 50 mm, 70 mm인 안테나를 

제작하고, 전력전달 특성을 측정하여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 4. 코일의 반경에 따라 측정된 전류의 크기

Fig. 4 The Measured current magnitude according to 
radius of coils

그림 4에서 코일의 반경이 30 mm 과 70 mm일 때 

over coupling과 under coupling으로 인해 반경이 50 
mm인 안테나에 비해 수신되는 신호가 적은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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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반경 50 mm, 턴 수 3 턴인 안테나를 제작하여 송신안

테나와 수신 안테나의 거리를 변화하면서 수신되는 전

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코일의 거리에 따라 측정된 전류의 크기

Fig. 5 The Measured current magnitude according to 
distance of coils

송수신 코일간의 거리가 10 mm인 경우 over coupling
으로 인해 수신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거리가 40 mm이상인 경우, under coupling으로 인해 수

신 전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안테나간의 

거리가  20~30 mm일 때, 수신되는 전류가 가장 큰 특성

을 보인다.
여러 종류의 코일의 전력 송수신 실험 결과, 코일의 

턴 수가 3, 반경 50 mm일 때, 코일간의 송수신 거리가 

20~30 mm에서 수신되는 전력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모

듈의 코일은 위와 같은 사양의 코일을 사용하였다.

2.2. 전력 수신부 모듈 설계

전력 수신모듈은 13.56 MHz의 송신 전력을 효과적

으로 수신하기 위한 수신용 코일부, 수신된 RF 전력을 

정류하여 저장 커패시터에 충전한 후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정류 및 충전회로부와 배터리로 구성된다. 그
림 6에 전력수신모듈의 회로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는 배전압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4배의 전압을 얻는 

회로를 구현하였다.

그림 6. 전력 수신모듈 회로

Fig. 6 Circuit of power receiving module

저장 커패시터는 50 V 허용전압을 갖는 1000 μF 
의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하였고, 배터리는 PSE 사의 

H652595-PCM 3.7 V 리튬 폴리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H652595-PCM 배터리는 과방전

이나 과충전 시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는 리튬폴리머 전

지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회로(PCM)를 포함

하고 있다. 보호회로는 Low Battery Level이 약 2.8 V 
로 설정되어 있다.

2.3. 전력 송신부 모듈 설계

송신부는 상용 220 V 60 Hz의 교류전원에서 직류 12 
V, 1 A의 DC를 제공하는 어댑터, 인가된 DC 전력을 사

용하여 13.56 MHz 신호 발생 및 최대 5 W의 전력을 출

력하는 전력증폭기, 13.56 MHz 신호를 효과적으로 전

송하는 송신용 코일부로 구성하였다. 전력 증폭기는 상

용 증폭기 모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7에 송신

부 모듈의 블록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7. 전력 송신모듈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power transmitt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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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무선전력 전송 실험

제작된 송수신 모듈을 각각 PVC 상자 속에 배치하여 

무선전력 전송부를 제작하였다. 송수신 모듈간의 간격

을 약 3 cm 유지한 채,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압이 약 0 
V 인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여 배터리의 충전 특성을 

측정하여 그림 8에 제시하였다. 
배터리의 전압이 14.9 V 가 될 때 까지 충전을 하였

으며, 충전되는 시간은 약 135 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한 개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되었을 때 약 3.7 V 까지 

충전이 되므로 4 개를 직렬로 연결 한 경우 최대 충전 

전압은 약 14.8 V 가 되며, 그림 8에서 14.8 V 까지 충전

을 위해서는 약 125 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배터리 4개의 충전 특성

Fig. 8 Charging characteristic of 4-cell battery

그림 9. 배터리 4개의 방전 특성

Fig. 9 Discharge characteristic of 4-cell battery

방전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2 V, 0.3 A를 소모하

는 부하를 사용하여 충전된 4 개의 직렬 배터리의 방

전 실험을 하여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방전 시

작 후 220 분이 경과하는 지점에서 11.3 V가 되었고, 
이후 2.17 V로 급격히 전압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것은 배터리의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배터리의 

전압이 부하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발생한 현

상이다.
실험결과를 정리해 보면 직류 12 V, 1 A의 DC를 135 

분 동안 공급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이 배터리로 부

하를 220 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작된 전력전송 

시스템의 효율은 다음과 같다.

× ×min 
 × ×min 

≃      (3)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

한 전력을 무선으로 공급하여 약 15 V 의 배터리를 충

전하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을 통하

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먼저, 도선(wire)과 콘덴서를 사용하여 13.56 MHz에

서 동작하는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모듈의 코일부를 설

계하였다. 최대 5 W 의 전력을 송신하는 전력증폭기와 

설계한 코일을 연결하여 전력송신 모듈을 구성하고, 코
일과 정류회로, 직렬로 연결 된 3.7 V 리튬 폴리머 전지 

4 개를 이용해 전력수신 모듈을 구성하였다.
제작된 전력전송 시스템은 충전시간과 방전시간을 

고려하여 효율을 계산 해 보면 약 49%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작된 시스템은 약 15 V의 전력을 필

요로 하는 산업용 장비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에는 더 큰 소비전력을 가지는 산업용 기기에 

무선으로 전력공급을 위해, 수 kW급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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