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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통신 및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복합 모바일 안테나

Complex Mobile Antenna for Wireless Power Transfer 
& Near Field Communication 

이 석 문․하 천 수*

Seok-Moon Lee․Cheun-Soo H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폰에 적용되는 종래의 코일형 무선 전력 전송(WPT) 루프 안테나 및 FPCB형 근거리 통신(NFC) 
안테나에 비해 두께를 1/2로 줄이면서도 동등 이상의 안테나 성능을 구현한 전자기 유도 방식의 FPCB형 WPT 및 NFC 
일체형 루프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루프 안테나의 패턴 두께, 전자파 흡수체 및 금속 성분의 배터리 영향도 분석, 전자파
흡수체의 두께에 의한 안테나 성능 비교를 통해 루프 안테나의 설계 인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3 oz 단면 FPCB에 전자파 흡수체를 부착하여 총 두께 0.45 mm로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NFC 안테나 성능은
국내 이동통신사 규격 및 EMVCo. 규격을 만족하며, WPT 안테나 성능은 종래의 코일형과 동등 이상인 68.1 %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일체형 안테나는 모바일폰 WPT 및 NFC 안테나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complex mobile antenna for WPT(Wireless Power Transfer) with NFC(Near Field Communication) of 
inductive coupling using FPCB which has half thickness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il type antennas. Considering the pattern thickness 
of loop antenna, the analysis of electromagnetic wave absorber and battery’s influence, absorber thickness, the ranges of design para-
meters are obtained. The proposed antenna has 0.45 mm thickness using single layer 3 oz FPCB and absorber. From measurement, 
the characteristics of NFC antenna can be satisfied with the specifications of EMVCo. and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and the 
transmission efficiency of the proposed WPT antenna is 68.1 % which is competitive with the existing coil type antenna. From the 
results of this pap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posed antenna can be used as the WPT and NFC antenna for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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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휴

대기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기기마다 다른 충전기가 필요
해 전력선 없이 편리하게 충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

구인 cord-free 세상을 구현하는 무선 전력 전송(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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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ransfer: WPT) 기술이 미래 신 성장 사업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1]. 
또한 종래 신용카드 기능을 휴대폰 USIM에 구현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기술
에 대한 요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무선 통신 시스템의 기술 추세에 맞추어

최근 안테나 설계기술도 NFC과 WPT 기술을 결합한 모
바일 복합 안테나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2]～[8].
현재 모바일폰에서는 전자기 유도(inductive coupling) 

전송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WPT 안테
나의전력 전송 효율이 60 %를 상회하지만, 발열 및 높은
성능지수 Q를 얻기 위해서 두꺼운 코일형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두께가 얇아지는 추세
이므로 이에 적합한 형태이며, 필요한 성능을 얻을 수 있
는 박막형 무선 전력 전송 안테나가 무선 충전 시스템 시

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코일형 루프 안테나에 비해서

절반의 두께를 가지면서도 100～300 kHz의 주파수대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박막형 WPT 및 NFC 안테나에 관하여 연구하였
으며,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렉시블 PCB(Flexible Pr-
inted Circuits Board: FPCB)를 채택하였으며, 최적의 전송
효율을 얻기 위해 단면 및 양면 FPCB 안테나뿐만 아니
라, 안테나 패턴의 두께, 연자성 금속 분말을 이용한 전자
파 흡수체의 투자율 및 두께, 배터리에 의한 안테나의 자
기장의세기에대한영향도등을 CST사의시뮬레이션 Tool
을 이용하여 최적화 하였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Ⅱ. 근거리 통신이 포함된 무선 전력 전송 

복합 모바일 안테나의 설계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100～300 kHz 대역의 WPT 
안테나와 NFC 안테나가 장착된 스마트폰에는 안테나의
성능을 열화시키는 다수의 도체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안테나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배터리가 장착되며, 표면에
서 발생되는 와전류에 의해 안테나의 성능이 극히 나빠

지므로 대부분의 WPT 및 NFC 안테나는 안테나와 배터

그림 1. FPCB와 와이어를 이용한 NFC 및 WPT 안테나
Fig. 1. NFC & WPT antenna using FPCB and wires.

 

리를 전자기적으로 차폐를 하는 전자파 흡수체를 사용하

고 있다[9],[10]. 
그림 1과 같은 종래의 WPT 안테나는 600 mA 이상의

고주파 전류로 인한 안테나의 발열을 저감하기 위해 송

신 안테나에는 리츠선을 사용하며, 수신 안테나는 비교적
굵은 직경(0.4～0.5 mm)을 갖는 2～3가닥의 동선을 사용
하므로 안테나의 두께는 0.9 mm 이상으로 두꺼우며, 모
바일폰 본체와의 연결용 FPCB의 단자부와 루프 코일을
연결하기 위한 납땜부가 있어서 양산시에는 작업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WPT 안테나에 비해 저전류가 흐르는 근거리 통신 안

테나는 1 oz 이하의 FPCB에 고 투자율 소결 페라이트 전
자파 흡수체를 루프 안테나 전면 또는 후면에 부착한 형

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박막형 WPT 및 NFC 안

테나의 기본 구조이며, 두 안테나 모두 FPCB로 구성하였
다. 특히, 600 mA 이상의 고주파 전류에 의한 안테나의
발열을 저감하기 위해 루프 안테나 패턴의 두께를 2～3 
oz로 구성하였고, 별도의 납땜부가 필요하지 않다. 
그림 3은 루프 안테나를 이용한 NFC & WPT 안테나의

설계 방법을 나타낸다. 먼저 자유공간에서의 안테나를 설
계한 후 전자파 흡수체와 배터리를 각각 부착했을 때의

안테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모바일폰의 기구 설계 조건
하에서 허용 가능한 루프 안테나의 면적과 두께들로써

안테나의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한 NFC & WPT 안테나의
크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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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면      (b) 후면
            (a) Front side                (b) Rear side

그림 2. FPCB를 이용한 NFC 및 WPT 안테나
Fig. 2. NFC & WPT antenna using FPCB.
 

그림 3. NFC 및 무선 전력 전송 안테나 설계 방법
Fig. 3. Design method of NFC & WPT antenna.
 
사각형 루프 안테나에 대한 인덕턴스는 다음의 식 (1)

과 같이 근사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11]. 

    ×


ln×

 × 




 (1)

여기서, 
Side는 정사각 루프의 한 변의 길이(cm)
Diameter는 안테나 튜브의 직경(cm)이다.

인덕턴스 값이 결정되면, 13.56 MHz(NFC) 및 100～200 
kHz(WPT) 각각의 공진 주파수를 위한 캐패시턴스는 다
음의 식 (2)로 주어진다.

  

  




(2)
  

여기서, 는 NFC 및 WPT 루프 안테나의 공진주파수
를 의미하며, 설계 일례로 NFC 안테나의 경우 L=1.48μ
H, C=93 pF, WPT 안테나는 L=9.95μH, C=113 nF를 각각
주어진다. 
안테나의 저항은 루프 안테나의 온도 상승을 고려한

DC 성분과 주파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를 포함한 AC성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단일 loop 
안테나 패턴을 사용할 경우 다음의 식 (3)～(5)와 같이 계
산될 수 있다[12].

  

  







(3)
    

  




(4)
    

   
  (5)

  
여기서, 와 는 루프 안테나의 비저항과 도전율, 는 표
피 두께(m), 은 루프 안테나의 도체반경(mm), 는 루

프 안테나의 DC 저항, 은 표피 효과를 고려한 AC 
저항을 의미한다. WPT 안테나의 경우, 충전시 약 20～50 
℃ 정도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저항

을 계산해야 한다. 식 (1)과 (5)를 이용하여 소자의 인덕턴
스와 저항값이 결정되면 루프 안테나의 공진 대역폭과

WPT 효율과 밀접한 특성을 갖는 Q는 식 (6)과 같이 주어
진다.

  

 






(6)
  

2-1 루프 안테나의 패턴 두께에 의한 안테나의 특성

종래의 코일형 무선 전력 전송 안테나는 직경 0.4～0.5 
mm 범위의 복수 가닥의 코일을 적용한 것에 비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FPCB형 루프 안테나는 패턴 두께가 0.1 
mm로 얇아지므로 식 (6)의 Q값이 낮아져 무선 전력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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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턴 두께에 의한 WPT 안테나의 저항값
Table 1. The result of resistance of WPT antenna accord-

ing to pattern thickness.

No.
R(mΩ)

1/2 oz 1 oz 2 oz
1 770 530 303
2 790 540 320
3 790 530 293
4 740 510 303
5 740 500 280
6 480 330 200
7 1,330 916 536

2 4 6
Sample No.

0.5

0.55

0.6

0.65

0.7

0.75

W
PT

 ef
fic

ien
cy

500mA_1/2oz
500mA_1oz
500m,A_2oz
1000mA_1/2oz
1000mA_1oz
1000mA_2oz

그림 4. 안테나 패턴 두께에 따른 무선 전력 전송 효율

변화

Fig. 4. The variation of WPT efficiency versus antenna pa-
ttern thickness.

 
효율의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최적의 패턴 두께 설계
를위해 공기중에서양면루프 안테나의 패턴두께를 1/2 
oz, 1 oz, 2 oz로 변화할 때의 저항값과 무선 전력 전송 효
율을 TI Demo boar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표 1과 그
림 4에 각각 도시하였다. 

500 mA 송신 전류일 때 1/2 oz 두께 대비 1 oz, 2 oz 
두께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이 2.1～2.4 % 향상된 70.5 %
로서 1 oz와 2 oz간 효율 차이가미소하나, 1,000 mA 송신
전류가 되면 1/2 oz 대비 1 oz는 4 %, 1 oz 대비 2 oz의 전
송 효율이 3.3 % 차이가 난다. 또한, 송신 전류 차이로 인

한 효율 차이는 1/2 oz 4.9 %, 1 oz 3 %, 2 oz 0 %로서 패
턴 두께가 얇을수록 송신 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패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온도 상
승으로 동작 저항의 증가에 기인되며, 송신 전류의 변화
에도 안정적인 WPT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2 oz 이상의
패턴 두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 전자파 흡수체 및 배터리에 의한 안테나의 특성

루프 안테나가 금속(배터리) 위 또는 근접한 곳에 부착
될경우, 금속 표면의와전류에의한입사 자계의 상쇄및
금속으로부터 수신 안테나 자계가 손실되어 성능을 열화

시킨다. 이 같은 현상은 안테나와 금속의 간격을 20～30 
mm 이격시키면 해결되나, 두께의 슬림화가 필요한 모바
일폰의 경우 안테나와 금속 사이에 전자파 흡수체를 사

용함으로써 금속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열화를 최소화하

고 있다. 양면 루프 안테나에 전자파 흡수체를 부착했을
때와 흡수체가 부착된 안테나를 배터리 위에 장착했을

때 가로 38 mm, 세로 45 mm 크기를 갖는 WPT 안테나의
Y축상 중심에서의 자계강도 H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
림 5에 도시하였다.

2-3 흡수체 두께에 의한 안테나의 특성

투자율이 일정한 전자파 흡수체의 두께에 의한 영향도

검토를 위해, 2 oz 양면 루프 안테나 후면에 투자율 50을
갖는 전자파 흡수체의 두께를 각각 0.2 mm, 0.27 mm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터리 위에 안테나를 장착시켰을 때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TI Demo board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500 mA, 1,000 mA와 같은 전류 변화에의한 전송 효율
의 차이는 미소하며, FPCB만일 때 70.5 %, 0.2 mm 흡수
체 부착 시 평균 60.9 %, 0.27 mm 전자파 흡수체 부착 시
64.7 %로서 흡수체 두께가 증가할수록 배터리에 의한 전
송 효율 손실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2-4 단면 및 양면 패턴에 의한 안테나의 특성

모바일폰에서 NFC 및 WPT 안테나의 두께는 중요한
설계 제한요소로 작용된다. 따라서 주어진 두께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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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without battery
H_with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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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양면 루프 안테나, (b) 
전자파 흡수체 및 배터리에 의한 자계강도 변화

Fig. 5. (a) Double sided loop antenna using simulation, (b) 
The variation of magnetic field versus electromagne-
tic wave absorber and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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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파 흡수체 두께에 따른 무선 전력 전송 효율
변화

Fig. 6. The variation of WPT efficiency versus electromag-
netic wave absorb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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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양면 및 단면 루프 안테나의 Q값 비교
Fig. 7. The comparison of Quality factor between 1 layer 

and 2 layer loop antenna.
 
최적의 안테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안테나 구조 설계

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루프 안테나가 금속 성분의 배터
리 위에 장착될 경우, 배터리에 의한 안테나의 성능 저하
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테나 두께와 흡수체 두께 비율의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슬림화된 모바
일폰용안테나의 총 두께가 0.45 mm로 설정될경우, 양면
루프 안테나는 양면 FPCB 2 oz와 0.17 mm의 전자파흡수
체로 구성되고, 단면 안테나는 단면 FPCB 3 oz와 0.23 
mm 전자파 흡수체로 구성되며, 각각의 안테나 성능을 Q 
값으로 비교한 결과를 그림 7에 도시하였다.
양면 FPCB 2 oz가 단면 FPCB 3 oz에비해루프 안테나

의 패턴 두께가 1 oz만큼 두꺼우므로 안테나 저항이 낮아
Q값이 높게 나타났다. 흡수체를 부착하면 인덕턴스 L값
증가로 Q값이 상승하며, 루프 안테나를 금속 성분의 배
터리위에 부착할 때 양면 안테나는 32 %, 단면 안테나는
20 %의 Q값이 감소되며, 흡수체의 두께가 두꺼운 단면
안테나의 감소율이 작음을 알 수 있다. 배터리를 포함한
루프 안테나의 Q값은 단면 안테나가 양면 안테나에 비해
약 12 % 증가하므로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은 양면에 비해
단면 안테나가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이는 A1 type 무선 전력 전송 방식에서의 결과이며, 다

른 전송방식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

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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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및 결과 고찰

3-1 안테나의 제작 및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FPCB를 사용한 박막형
NFC 및 WPT 루프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NFC 루프 안테
나의 크기는 49×56 mm, 패턴의 폭은 0.5 mm, 패턴의 두
께는 3 oz, 루프의 턴수는 3턴으로 하였으며, WPT 루프
안테나는 39×45 mm, 패턴의 폭은 0.7 mm, 패턴의 두께는
3 oz, 루프의 턴수는 18턴으로 하였으며, 전자파 흡수체의
크기는 50×57 mm, 두께는 0.23 mm, 투자율 50의 금속 연
자성 재료를 이용한 메탈 시트로 하였다. 
그림 8에서는 제작된 시제품 안테나의 사진을 보였다. 

NFC 안테나의 성능은 NFC 안테나를 L사 스마트폰 후면
케이스 내면에 부착하여 매칭 회로의 캐패시턴스 값을

조정하여 최적의 공진 주파수로 동작하는 조건에서 EMV

그림 8. 제작된 NFC/WPT 루프 안테나 구조
Fig. 8. Structure of the proposed NFC/WPT loop antenna.
 

 

            (a)                          (b)

그림 9. (a) EMVCo, (b) WPT의 성능 측정
Fig. 9. The measurement of (a) EMVCo, (b) WPT for the 

proposed NFC/WPT loop antenna.

표 2. NFC 안테나의 측정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NFC antenna.
구 분 특성 항목 규격(mm) 시제품(mm)

국내

이동

통신사

규격

Card mode_통합 동글 30 37 
Card mode_버스 45 50 

R/W mode_Mifare 25 37
R/W mode_Standard 1K 25 40

R/W mode_Type 4 13 14
R/W mode_ISO15693 40 46 
R/W mode_Type B 10 10

해외
EMVCo. 1.0

(Load modulation)

z(0～30)
r(0～1)
φ (0～9°)

PASS

표 3. WPT 안테나의 측정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WPT antenna.

특성 항목 종래 코일형 안테나 시제품

안테나 두께 0.9 mm 0.45 mm
무선 전력 전송 효율

 (Load 전류: 600 mA)
65 % 68.1 %

Co. 규격을적용한 프랑스 F사의 NFC 측정시스템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고, WPT 
안테나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은 WPT 안테나를 L사 스
마트폰 후면 케이스 내면에 부착 후 TI Demo board Tx 
BQ50021-EVM-689와 Rx BQ51011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PCB와 연자성 금속분말이 포함된 전
자파 흡수체를 이용한 박막형 NFC 및 WPT 일체형 안테
나를 제안하고, 제작 및 측정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기존의 소결 페라이트 시트를 적용한 코일형 WPT 안

테나에 비해 저 손실 메탈 시트를 적용한 박막 안테나는

두께는 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높은 무선 전력 전송 효율

을 얻을 수 있었다. 
측정 결과는 NFC 안테나의 국내 이동통신사 규격 및

해외 EMVCo. 규격을 만족하고, WPT 안테나는 무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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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전송 효율이 68.1 %로서 종래의코일형안테나에 비해
더 좋은 특성을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일체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모바일폰용 NFC 및 WPT 복합 안테나로 사용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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