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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와이어 플라잉, 로봇 응용, 홀로그램, 무선전력

전송 등 공학적 기술들이 접목된 무대장치들은 

흥미롭고 다양한 무대효과 연출을 가능하게 하여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하였다.[1] 이러

한 무대 장치 중 전자마루는 기존 고정식 무대 

바닥을 벗어난 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고, 무대효

과 연출을 위한 적은 전력의 전자 소품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전력전송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2] 
전자마루에 포함된 무선전력전송 장치는 크게 송

신부, 공진부, 수신부로 구성되었고, 1.5Mhz대역의 

공진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전력전송을 구현하

였다. 그러나 전자마루에 설치된 기존의 무선전력

전송 장치는 짧은 전달거리와 낮은 효율 때문에 

무대효과를 연출하는 전자 소품의 사용이 제한적

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Class-E 전력증폭기로 송신기를 설계하여 전

달 효율을 늘리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Class E Power Amplifier

Class-E 전력증폭기는 이론상 100%의 효율을 

가지는 증폭기이다. 스위칭 모드 전력증폭기에서 

FET는 이상적인 스위치처럼 동작하게 된다. FET
가 ON 상태일 때는 전압이 0에 가까워지고, 전류는 

높은 값으로 흐른다. OFF 상태일 때는 FET전압은 

높은 값을 가지며, 전류는 0에 가까워진다.[3] 이러

한 특성에 따라 무선전력전송 장치의 전력 증폭기

는 Table 1과 같은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Table 1 Amplifier Specification 

    

12V 5W ×  

Fig 1. Basic Class-E Power Amplifier  

Fig. 1은 series resonant를 갖는 Class-E 전력증폭

기의 일반적인 회로도이다. 전자마루의 전자장치

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전자파 규제가 적은 

수백 Khz 대역 근처에서 공진주파수를 결정하였으

며,  회로에 사용된 소자들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결정되었다.[4]

Table 2는 각 LCR 소자들의 결정된 파라미터의 

값과 설명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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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CR Part Value and description

Parameter Value Description

 0.417A DC supply current

 2.67nF Shunt Capacitance

 16.6 load resistance before L-match
 4.62uH extra inductance for PA

 1.453nF series capacitor value

 40uH series inductor value

 6.841nF L-match capacitance

 5.678uH L-match inductance

 50.293uH Total inductance

3. 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Agilent사의 Advanced Design 
System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Fig. 2는 시뮬레

이션 회로를 보여준다.

Fig. 2 5W Class-E PA simulation circuit

FET의 게이트단에는 660Khz의 주파수를 인가

하였으며, 드레인단에는 12V의 DC를 인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은 10us까지 진행하였고, Fig. 3은 드레

인단의 전압과 전류, 드레인단의 전류와 부하의 

전류 파형이다.

Fig. 3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in drain and  
        load current vs drain current waveform

설계된 Class E 전력증폭기의 FET이 거의 이상

적인 스위치와 같게 동작하면서 전류와 전압의 

파형이 겹치지 않게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달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공진 주파수

가 같은 안테나의 등가회로로 전력을 전달하였고,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2uH로 설정하였다. 
Fig. 4는 주파수 영역에서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전달효율을 보여준다.

Fig. 4 Transfer efficiency in Frequency domain

출력전압이 약 26V로 증가하면서 효율은 70%정

도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660K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5W급 Class E 전력증폭기를 설계하였다. FET가 

이상적인 스위칭 동작을 하며, 전달효율이 70%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1.5MHz 공진회로

의 전달효율 40%보다 상승된 전달효율을 보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수전부에 정류회로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으로 실제적인 시스템 적용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며, 실제 제작 및 테스트를 통해 전자마루의 

기존 무선전력전송 장치와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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