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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Inductive Power Transfer,

IPT) 기술은 높은 자유도와 편의성에 따라 자기기

기자동차, IoT 기술에 용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신에 지 공 기술로 각 받고 있고 최근 IPT에 한

연구 한 휴 폰과 같은 소형 자장치, 의료기기부터

기자동차(EV, Electrical Vehicle)와 같은 비교 고

력 장치까지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1].

IPT 시스템은 일반 변압기와 력 달 원리는 동일

하나 bulk 코어가 존재하지 않고, 송수신 코일간의 이

격 거리가 크기 때문에 매우 낮은 자기결합도 를 갖

게 된다. 때문에 자기결합도 향상을 해 송수신 패드

에 페라이트를 부착하기도 한다.

자기결합도 는 품질인자(Quality Factor, Q-factor)

와 더불어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에서 송수신 코

일간 최 력 달 효율을 결정짓는 라미터로 송수

신 코일의 형상 이격 거리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송수신 코일의 설계는 자기결합도 를 결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2].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스템이 가지는 낮은 자기결합도로 인해 송수신 코일

은 결합 성능을 높이기 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왔고

다양한 송수신 코일 형상들이 제안되어왔지만 시스템

구성 제어가 복잡해지는 단 을 지니게 되므로 동

일한 면 조건에서 비교 높은 자기결합 성능을 제

공하며 모든 수평 이격 방향에 해 칭성을 가지는

원형 형상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3]-[5].

한편, IPT 시스템이 용되는 여러 응용분야 에서

수신 장치 측의 사용가능한 공간이 제한되는 생의학분

야, 휴 용 자기기, 드론과 같은 분야에서 수신측 코

일은 작은 공간 내에서 공간 활용도 용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6],[7]. 수신측에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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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it diagram of IPT system.

인덕턴스를 충족시키기 해 코일을 구성하려면 수신

측 코일의 턴 수를 늘리거나 코일의 Layer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나 체 시스템의 부피를 이고 제한된

범 에서 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하기 해서는 코일

의 턴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보다 코일의 Layer를 증가

시키는 방법이 합하다. 기존 연구에서 코일의 형상[8],

코일의 내경 외경[9], 코일의 턴 수 등에 해서는

고려되어왔지만 코일의 Layer구성이 송수신 코일 간

자기결합도 효율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PT 시스템에서 평 나선형

형태의 송수신 코일의 Layer 증감에 따른 송수신 코일

간 자기 결합도 시스템 효율을 수직이격거리에 따

라 비교·분석하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한 뒤 이를

기반으로 송수신 코일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

2.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스템

2.1 시스템의 구성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스템은 송신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을 수신코일 측에 쇄교시켜 력을 달하

는 방식으로 송수신 코일만 활용할 경우에 수신 코일

측 력 달 용량이 제한되게 되므로 일반 으로 송신

측과 수신측에 커패시터를 구성하여 이를 보상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 사용되는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스템의 회로도이며 본 논문에서는 송신측에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고 수신측에 병렬로 연결한

SP 보상방식이 사용되었다.

2.2 송수신 코일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스템에서 원형 는

사각형 기반의 송수신 코일은 수평 이격 없이 수직 이

격만 발생하는 경우 높은 결합 성능을 제공하지만, 수

평 이격에 한 공차가 낮은 특징을 가진다. 이를 개선

하기 해 DD(Double-D), DDQ(Double-D Quadrature),

BP(Bipolar Polarized) 등 다양한 송수신 코일 형상들이

제안되었지만 송수신측 력변환장치의 구성 제어

가 복잡해지는 으로 인해 실용화 측면에서 용이

쉽지 않다는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코일 내부

면 조건에서 사각형 형상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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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ous structure of transceiver coils.

Primary Coil Secondary Coil

1 Layer 50 Turns 22 Turns

2 Layer 32 Turns 13 Turns

3 Layer 24 Turns 10 Turns

4 Layer 19 Turns 8 Turns

TABLE Ⅰ

NUMBER OF TURNS EACH COIL

하며 모든 수평 이격 방향에 해 칭성을 가지는 원

형 형상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3]-[5].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원형 형상(Circular

Pad, CP)의 송수신 코일을 직경 0.12mm, 600가닥으로

구성된 총 직경 4 , 단면 6.8sq의 리츠와이어를

사용하여 각 1-4층으로 구성하 다. 각 코일의 내경은

50로 모두 동일하고 턴 수는 표 1과 같다.

2.3 송수신 코일 Layer형태에 따른 인덕턴스 분석

본 논문에서는 원형 형태의 송수신 코일을 각각 1층

부터 4층까지 Multi-Layer형태로 구성하 으며

Multi-Layer형태의 코일은 Single-Layer형태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한 뒤 계산이 가능하다[10].

Single-Layer 코일의 인덕턴스 은 식 (1)과 같이 계

산이가능하다[11]. 여기서 은턴 수, 은 진공상태의 투자

율, × ; 는 fill ratio,   ;

는 평균 직경,  ; ∼는 각각 1,

2.46, 0, 0.2 를 나타낸다.

  
l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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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Magnetic flux density according to coil structure.

Parameter Mark Value Unit

Primary inductance LP 490 uH

Secondary inductance LS 60 uH

Primary Capacitance CP 5.89 nF

Secondary Capacitance CS 42.2 nF

Switching frequency fsw 100 kHz

Gap distance d 50 - 150 mm

TABLE Ⅱ

IPT SYSTEM DESIGN PARAMETERS

Multi-Layer 코일의 인덕턴스 은 식 (2)로 계산

되며 은 코일의 Layer수, 은 Layer간의 상호인덕

턴스를 나타낸다[11].

    (2)

Layer간의 상호인덕턴스 은 식 (3)을 용하여 도

출할 수 있다[11].

  



  




  



 × (3)

Layer간의 자기결합도 는 식 (4)로 계산되고 은

턴 수, 는 이어간의 이격거리, ∼는 각각 0.184,

-0.525, 1.038, 1.001을 의미한다[11].

   × 

 

(4)

Multi-layer의 자기 인덕턴스는 각 Layer의 인덕턴

스를 모두 더한 후 각 Layer간의 상호인덕턴스를 더해

지는 형태로 계산되며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 시

스템에서 코일은 체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구성 요소로서 Layer구조에 따른 인덕턴스를 와 같

은 과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은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과정 하나이다[12]-[14].

Fig. 4. Experimental environment of IPT system.

Fig. 5. Distance measurement between coils.

3.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자장 해석 로그램인 JMAG을 사용하여 시

뮬 이션을 진행하 다. 그림 3은 송수신 코일 Layer

구조에 따른 자속 도를 나타낸 것으로 송수신 코일의

Layer 구조가 자속 도에 미치는 향을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3(a)∼(d)는 각각

수신코일이 2층일 때 송신코일이 1∼4층으로 구성된

모습으로 송신측 코일이 Single-layer가 아닌

Multi-layer로 구성되어 있을 때 송신측 코일과 수신측

코일 간의 자속 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송신 코일측의 최외곽 권선과 수신 코일 측의

최외곽 권선의 최단거리가 차 짧아져 자속의 결합이

강해지는 것으로 용되는 분야의 수신 장치측 활용가

능 공간, 송수신 코일간의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 수신

코일의 구조가 Multi-layer로 사용될 경우 자기결합도

향상을 해 송신측 코일의 구조 한 Multi-layer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실 험

그림 4는 실험 진행을 해 구성한 IPT System으로

라미터는 표 2에 나타낸 값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

고 송수신 코일간의 이격 거리는 그림 5와 같이 송신

측 코일의 최상단과 수신측 코일의 최하단 거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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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6. Coupling coefficient vs distance (a)∼(d), System efficiency vs distance (e)∼(h).

(a) (b) (c) (d)

(e) (f) (g) (h)

Fig. 7. Coupling coefficient vs distance (a)∼(d), System efficiency vs distance (e)∼(h).

한다. 그림 8은 IPT System 동작간 주요 형으로 각

각  ,  , , 을 나타내고 그 값은 각각

15 , 100 , 4.5 , 100이다. 과 간의 상

차이를 통해 안정 으로 ZVS동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송신측 코일의 Layer를 고정시킨 채

서로 다른 Layer로 구성된 수신측 코일의 이격 거리를

변화시키며 자기결합도와 시스템 효율을 측정한 것으

로 그림 6(a)∼(d) 자기결합도와 그림 6(e)∼(h) 시스템

효율 모두 송신측 코일의 Layer 증가와 계없이 수신

측 코일이 1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기결합도가 각

각 0.31, 0.34, 0.31, 0.27로 가장 높고 시스템 효율 한

91%, 91%, 90%, 87%로 모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격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결합

도와 시스템 효율 모두 순차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송신측 코일의 외경이 수신

측 코일에 비해 큰 상태에서 수신측 코일의 외경이

최 한 클수록 수신측 최외곽 권선과 송신측 최외곽

권선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자속의 결합이 강해지

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7은 수신측 코일을 기 으로 서로 다른 Layer

로 구성된 송신측 코일의 이격 거리를 변화시키며 자

기결합도와 시스템 효율을 측정한 것으로 송신측 코일

이 1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이격 거리에 따른 자기결

합도의 감소폭이 Multi-layer보다 작은 것을 그림 7

(a)∼(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격 거리가

50로 가까운 경우 송신 코일 1∼4층 구조에 따른

자기결합도는 수신코일이 1층일 때 0.31, 0.34, 0.31,

0.27이고 수신코일이 2층일 때 0.19, 0.23, 0.22, 0.2, 수

신코일이 3층일 때 0.17, 0.19, 0.18, 0.17, 수신코일이 4

층일 때 0.14, 0.17, 0.16, 0.15로 송신코일이 Multi-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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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ey Waveform of IPT system.

구조인 경우가 자기결합도 측면에서 뛰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송신측 코일이 Multi-layer로 구성될

경우 송신측 코일의 외경이 작아지면서 수신측 최외곽

권선과 송신측 최외곽 권선의 거리가 상 으로 가까

워지면서 자속의 결합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7(e)∼(h)에서 나타낸 것처럼 동일조건에서 측

정한 시스템 효율 한 자기결합도의 크기에 따라 송

신코일 구조가 Single-layer보다 Multi-layer일 때 효율

이 크고 이격 거리가 커질수록 송신측 코일의 구조가

Single-layer일 때 시스템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신 장치 측의 사용공

간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송수신 코일간의 자기결합도

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해서 송수신 코일간 이격

거리와 송신측의 Layer 구조 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IPT) 시

스템에서 원형 형태의 송수신 코일의 Layer 구조에 따

라 송수신 코일간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 다. 송수

신 코일의 Layer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

기 해 송수신 코일 Layer 형태에 따른 인덕턴스를

분석하 고 JMAG 시뮬 이션을 사용하여 송수신 코일

구조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 으며, 각 송수신 코일 구

조마다 이격 거리에 변화를 주면서 송수신 코일의 자

기결합도와 시스템 효율을 측정하 다. 측정결과를 통

해 송수신 코일간 이격 거리가 작고 수신 장치 내의

공간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인덕턴스 확보를 해 수신

측 코일의 구조를 Multi-layer로 구성할 경우 송신 코

일 한 Multi-layer로 구성하는 것이 송수신 코일 간

의 자기결합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

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 사업임. (NO.NRF-2017R1D1A1B030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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