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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기 공진 결합 (resonant inductive coupling) 현상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조

의 자기 공진기를 제시한다. MIT 연구팀이 제안한 헬릭스 (helix) 모양의 자기 공진기의 크기를 줄이고, 공진 주파수 

10 MHz를 유지하며,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이 크게 열화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새로운 구조의 자기 공진기는 스파이

럴 (spiral) 모양으로써 헬릭스 모양 대비 소형화를 달성하였다. 스파이럴 모양 (1,696 cm3)의 자기 공진기는 헬릭스 

모양 (59,376 cm3) 대비 97% 소형화를 이룩하였고,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은 기존 기술 (2 m 거리에서 40 % 전송 효율) 
대비 9% 이하로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A novel inductive resonator for the implementation of wireless power transfer using resonant inductive coupling is 
presented. The proposed inductive resonator is much smaller than the helix shape resonator suggested by MIT research 
team but operates the same resonant frequency with comparable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The proposed 
inductive resonator is a spiral shape (1,696 cm3), which is 97 % smaller than the helix shape (59,376 cm3). The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is less than 9 % when compared to the helix shape resonator. With the reduce size and 
comparable efficiency, this novel inductive resonator can be used in practical application of wireless power transfer.

키워드 : 무선 전력 전송, 소형화, 자기 공진 결합, 자기 공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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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전력 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시스템은 

전력을 무선 전송에 유리한 마이크로파나 자기 공진의 

물리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

의 전력 전송 방식으로 전선 없이 전기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고전적인 정전기 유도 방식은 20 세기 초에 이미 발견

되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전송을 시현하기 위하여 

“테슬라 코일”을 설계하였다[1]. 

표 1.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분류 전송거리 특성

원거리 전송 수 km - 수백 km
수 GHz 주파수 

고출력 전송

근거리 전송 수 m - 10 m 내외
수십 MHz &- 수백 MHz 

저출력 전송

비접촉 전송 수 mm 내외
고효율 전송 

자기 결합 방식
 

표 1에 거리에 따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분류하

였다. 원거리 전송을 위하여 지향성을 갖는 고주파 에

너지 전송은 주로 공중이나 우주공간에서 무선 전력 전

송을 위하여 제안되었다. 지향성을 갖는 고주파 에너지 

전송을 위한 한 가지 방식은 고출력 마이크로파 전력 

전송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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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 결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개념도

Fig. 1 Schematic of wireless power transfer using inductive 
coupling

근거리장 (near-field) 또는 비방사 (non-radiative) 전
력 전송 방식은 자기 결합 (inductive coupling) 방식과 

자기 공진 결합 (resonant inductive coupling)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림 1에 묘사된 자기 결합 방식은 휴

대폰, 태블릿 컴퓨터, 전동 칫솔, 전기 면도기 같은 휴대

용 전자제품을 위한 범용 충전기[5], 집적회로 내부의 

전력 공급[6], 의료용 기구의 전력 공급[7] 등에 폭 넓게 

사용된다. 이러한 자기결합 충전기와 배터리는 서로 접

촉되거나 매우 가깝게 서로 놓아야 한다.

송신 공진기 수신 공진기

D

그림 2.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개념도

Fig. 2 Schematic of wireless power transfer using resonant 
inductive coupling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은 자기 결합 방식보다 좀 더 효

율적인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이다. 자기 공진 결합 방식

에서는 두 개의 같은 공진 주파수를 갖는 시스템은 결

합되기 쉽지만, 공진 주파수가 다른 시스템과는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방사 

또는 흡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근거리 장을 갖는 

전자기적 공진기를 설계함으로써, 적정 수준 효율을 보

이는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을 구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 공진 결합 구조의 개념도를 그림 2에 도시하였다.
MIT 물리학과의 마린 솔랴치치(Marin Soljacic) 교

수 연구팀은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채택하여 무선 전

력 전송 기술을 시연하였음을 발표하였다[8]. 자기 공진 

결합 방식에서 메타물질을 이용한 공진기 개발이 제안

되기도 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MIT 연구팀이 제안한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도입하되, 협소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수신부 회로의 소형화 방법을 

제시하고,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3차원 초

고주파 모델링 소프트웨어 패키지, High Frequency 
Structure Simulator (HFSS)[10]를 이용한 자기 공진 결

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모델링 방

법론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파

이럴 모양의 공진기 설계 방법론을 소개한다. 끝으로 

I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추가 연구 분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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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모델링

그림 3. MIT 연구팀이 제안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HFSS 
모델

Fig. 3 HFSS model of wireless power transfer suggested 
by MIT research team

HFSS 모델링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IT 연구

팀이 제안한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HFSS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MIT 
연구팀이 제시한 송수신 공진기의 크기와 모양 (반경 

300 mm와 높이 200 mm, 그리고 5.25-turn의 helix 모
양)을 HFSS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전송 효율은 그림 3의 입력 코일과 출력 코일 사이의 산

란 파라미터(scattering parameter, S-parameter)를 HFSS
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음 아래의 식 (1)에 따라 계산된

다. 아래 식에서 S21은 산란 파라미터의 전송 계수를 의

미한다.

  
 × (1)

그림 4. 코일과 공진기 간격에 따른 전송 효율 비교

Fig. 4 Comparison of transmission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space between coil and resonator

그림 4는 입력 코일과 송신 공진기 사이의 간격(Ks)
과 출력 코일과 수신 공진기 사이의 간격(Kd)을 120 
mm에서부터 200 mm까지 40 mm씩 증가시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입력 코일과 출력 코일의 

반경은 200 mm로 동일하고, 송수신 공진기의 반경은 

300mm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서 Ks 
= Kd이며 입출력 코일과 송수신 공진기 사이 간격을 변

경하여 실험하였다. 120 mm에서는 12.7 %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고, 200 mm에서는 0.9%의 효율이 나타났

다. 코일과 공진기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160 mm일 때 32 %로 효율이 가장 높다.
그림 5는 Ks가 160 mm일 때의 산란 파라미터 결과 

값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10.5 MHz
일 때 32 %의 효율을 얻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송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입출력 코일의 반경(r)의 변

화에 따른 효율을 분석하였다. 앞선 실험 결과에서 가

장 효율이 좋았던 Ks와 Kd의 거리는 160 mm로 고정하

고 코일의 반지름을 변경하여 실험하였다. 송수신 공진

기의 반경이 300 mm이기 때문에 코일의 반지름을 250 
mm부터 시작하였고 14.9 %의 효율을 얻었다. 220 mm
일 때는 20.3%의 효율을 얻었고, 반지름이 줄어들수록 

효율이 향상됨을 파악하고 반지름을 줄이면서 시뮬레

이션을 반복하였다. 

그림 5. Ks=160 mm 일 때 S-parameter와 전송 효율

Fig. 5 S-parameter and transmission efficiency at Ks=1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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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의 반경이 150 mm일 때 MIT에서 발표한 논문

과 같은 2 m 떨어진 곳에서의 40 % 효율을 얻었다. 실
험 결과는 그림 6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코일의 반경에 따른 전송 효율 비교

Fig. 6 Comparison of transmission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radius of the coil

그림 7. 코일의 반경이 160 mm일 때의  S-parameter와 전송 

효율

Fig. 7 S-parameter and transmission efficiency at r = 160 
mm

그림 8은 효율 40.6%일 때의 자장 (magnetic field: 
H-field)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8.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로 구성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자장(magnetic field) 분포

Fig. 8 Magnetic field distribution in wireless power transfer 
using helix shape resonators

Ⅲ. 수신부 공진기의 소형화 설계

   

그림 9.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 모양과 크기

Fig. 9 Shape and dimension of a spiral shape resonator

MIT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HFSS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확인하였지만 송수신 resonator의 반경과 높이가 

각각 300 mm, 210 mm로 부피가 큰 단점이 있다. 특히 

수신부 공진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형화가 필수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MIT 연구팀이 제안한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를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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럴 모양의 공진기로 변경하여 소형화를 달성하였다. 
그림 9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

기의 3차원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헬릭스 모양의 공

진기를 송신부 공진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헬
릭스 모양의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가 10.6 MHz이므로 

수신부 공진기로 쓰일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의 공진 

주파수도 10.6 MHz로 일치시켜야한다. 공진주파수 

10.6 MHz인  동작하는 공진기를 얻기 위하여 반경은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와 동일한 300 mm로 고정하고, 
pitch와 turn 수를 변경하여 pitch와 turn 수를 최적화 하

였다. pitch가 20 mm이고, turn 수가 11.5 일 때 가장 근

접한 주파수가 얻어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림 10은 pitch와 turns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

를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와 공진주파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의 pitch와 turn 수에 따른 

공진 주파수

Fig. 10 Resonant frequency of the spiral shape resonator 
with respect to pitch and number of turns

앞서 얻어진 최적화 된 입력 코일과 출력 코일의 반

경(r)은 150 mm로 선택하고, 입력 코일과 송신부 공진

기(헬릭스 모양의 공진기) 사이의 간격(Ks)과 출력 코일

과 수신부 공진기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 사이의 간

격(Kd)을 80 mm부터 200 mm까지 동일하게 변경하여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1과 같다.
하지만 송신부와 수신부 공진기의 모양이 다르기 때

문에 Ks와 Kd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결

과가 그림 11처럼 도출되었다.

그림 11.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로 사용할 

때 코일과 공진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전송 효율 비교

Fig. 11 Comparison of transmission efficiency of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using the spiral shape resonator as 
the receiver

따라서 그림 12에 보인 바와 같이 Ks (입력 코일과 헬

릭스 모양의 공진기 사이의 거리)는 160 mm로 고정하

고, Kd (출력 코일과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 사이의 거

리) 값을 변경하여 효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12.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로 사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HFSS 모델

Fig. 12 HFSS model of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using the spiral shape resonator as a receiver

그림 13은 Ks를 160 mm로 고정하고 Kd만 변경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Kd 값이 200 mm일 때 가장 효

율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로 사용하였을 때 31.4%의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로 사용하였

을 때보다 약 9% 정도의 효율 저하가 발생하였다. 원인

은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의 Q-factor 값이 헬릭스 모

양의 공진기보다 작기 때문이다. 공진기의 부피를 대폭 

줄였지만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무선 전력 전송 시스

템의 적용 분야에 따라 부피와 효율 사이의 설계 trade- 
off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기술 구현을 위한 자기 공진기 소형화 설계

1803

그림 13.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와 출력 코일의 거리에 따른 

전송 효율 비교

Fig. 13 Comparison of transmission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distance between spiral shape resonator and output 
coil

그림 14는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

로 사용하였을 때 얻어진 효율 31.4% 일 때의 산란 파

라미터 결과 값을 보여준다.

그림 14.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기를 수신부 공진기로 사용했

을 때의 S-parameter와 효율

Fig. 14 S-parameter and transmission efficiency when 
using the spiral shpae resonator as the receiver

그림 15는 효율 31.4%일 때의 자장 (magnetic field: 
H-field)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5. 헬릭스 모양의 공진기(송신부)와 스파이럴 모양의 공진

기(수신부)로 구성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자장(magnetic 
field) 분포 

Fig. 15 Magnetic field distribution in wireless power 
transfer using helix shape resonator for transmitter and 
spiral shape resonator for receiv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IT 연구팀이 제안한 자기 공진 결합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수신부 공진기 

소형화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3차원 초고주파 모델

링 소프트웨어 패키지 (ANSYS 사의 HFSS)를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존 기술 대비 97 % 소형화를 

이룩하였고, 31.4%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9 % 저하된 전송 효율은 향후 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HFSS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무선 전

력 전송 시스템의 효율에 관한 실제 측정 결과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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