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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MHz, 거리 60cm, 50W급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용 

High Quality Factor PCB 코일 개발

Development of 50W High Quality Factor Printed Circuit Board Coils for a 

6.78MHz, 60cm Air-gap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이승환·이경표*

Seung-Hwan Lee·Kyung-Pyo Yi

1. 서 론

철도 차량용 전차선 등에 설치되는 고압 전선 상태 모니터링 장치들은 고압 전선에 직접 부착되어 동작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전압 절연 문제로 인하여 지상에서 직접 전선을 이용하여 센서에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배터리의 충전

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고압선에 흐르는 전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한 Energy harvesting 시스템 등

을 이용해 전력 공급을 해주는 기술들이 발전했다[1,2]. 하지만 태양광 시스템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갖기 위

한 패널의 무게나 크기가 너무 커 적합하지 않다. 또한 energy harvesting 시스템의 경우에는 철도 차량용 전차선과 같이 2개

이상의 전선이 부하를 분담하는 구조에서 조가선에 설치하게 되면 조가선의 임피던스가 설계치 보다 커져 대부분의 전류가 전차

선에 흐르게 되고, 이로 인해 energy harvesting 시스템이 목적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와 더불어 전차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키워 전차선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압 전선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애자(insulator) 길이를 뛰어 넘어 50W 이상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Abstract In order to supply power to online monitoring systems that are attached to high voltage catenary or over-

head wires, a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is required that is able to transmit power over the insulation gap. Such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have transmitter and receiver coils that have diameters of over 10cm. This paper

focu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sources of loss in the coils when the coils are fabricated using printed circuit board

technology. Using finite element simulation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dielectric loss in the substrate was the

dominant source of the total loss.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selection of a proper dielectric material wa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reducing the loss. For further reduction of the loss, the distributed tuning capacitor method and the slot-

ting of the inter-turn spac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s, four coils have been fab-

ricated and their equivalent series resistances and quality factors were measured. Measured quality factors were greater

than 300, which means that these devices will be helpful in achieving high coil-to-coil efficiency.

Keywords : Wireless power transfer, Online catenary monitoring system, Wireless charged sensor, Large air-gap power

transfer

초 록 고압 전선 등에 장착된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연 이격 거리 이상의 거리에 무선으로 수십

Watt 급의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대개 코일의 크기가 10cm 이상

의 대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대형 코일을 Printed circuit board를 이용해 제작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발생원 들

을 분석하고 그 중 가장 주요한 손실원인이 Dielectric loss 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 dielectric loss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PCB의 재질 선정 방법 및 Distributed tuning capacitor method를 제시해 40cm×40cm 크기의 4턴 및 5턴 코

일의 설계 방법을 제시했고, 실험을 통해 Quality factor를 30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무선전력전송, 전차선 모니터링, 센서 무선 충전,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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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0cm 이상의 거리에 100W 이상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 MHz 이상의 운전 주파수를 가지며 Litz-

wire나 copper-tube 등을 이용하여 여러 턴의 코일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6]. 이러한 코일들은 직경이 수 cm 이내의 소

형 코일에서는 권선 기계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제작이 가능하나 직경이 10cm 이상 되는 대형 코일에서는 수작업을 통해 제작해

야 한다. 따라서 제작된 코일의 특성이 균일하지 않아 제품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 300k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운전하는 15W

미만의 소용량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경우 제작의 용이성 및 균일성을 위해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 기판)에

패턴을 이용하여 코일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1MHz 이상의 운전 주파수를 가지는 100W 이상의 시스템에서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skin- and proximity-effect loss 및 PCB 기판에서 발생하는 dielectric loss에 의해 코일의 Quality factor (Q-factor) 가

낮아 전력 전송 효율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PCB 제작 시 많이 사용되는 FR-4의 경우 dissipation factor

가 0.017 정도로 높아 MHz에서 동박에 의해 발생하는 copper loss 보다 dielectric loss 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거리가 멀어

질수록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가 커져 전력 전송 거리가 멀어질수록 코일 턴 사이에 발생하는 electric-field intensity가

커져 dielectric loss가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high voltage breakdown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차선 상태 검측 장비에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해 MHz에서 동작하며(6.78MHz), 가동브라켓용 애자 길이 이상

인 60cm 거리에 대해 300Wh 배터리에 0.1C 이상의 충전이 가능한 50W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에서 Transmitter

및 Receiver 코일을 PCB 상에 패턴으로 제작해 제작 용이성 및 균일성을 개선하고, PCB 코일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석하고

손실 저감 및 voltage breakdow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Q-factor가 300 이상인 High-Q 코일을 제작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2. 무선 전력 전송용 High-Q PCB 코일의 설계

2.1 타겟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본 연구에서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전철주에서 애자 길이(60cm)만큼 떨어진 가동 브라켓에 설치된 전차선 상태 모니터

링 장치에 무선으로 100W의 전력을 6.78MHz에서 보내는 것이 그 목표이다. Transmitter와 Receiver의 resonant tuning을 위해

캐패시터는 직렬로 연결해 Series-series resonant circuit이 되도록 하였다. 아래 Fig. 2에 설계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등가

회로를 나타냈다. Transmitter는 4턴에 40cm×40cm의 크기로 설계되었으며 Self-inductance는 6.4μH이다. Receiver 코일은

40cm×40cm에 5턴을 갖도록 설계 됐으며 Self-inductance는 7.8μH이다. Transmitter와 Receiver 코일의 크기가 40cm×40cm이며,

거리가 60cm인 경우 coupling coefficient가 약 0.01 이하 정도로 작다. 등가 회로의 파라미터는 아래 Table 1에 정리 되어 있다.

Fig. 1. Online catenary monitoring system for high-speed train [1].

Fig. 2. Equivalent circuit of the designed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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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series tuned resonant circuit의 경우 코일간 효율은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Fig. 2의 오른쪽에는 transmitter 와 receiver 코일들과 tuning capacitor가 공진하는 공진 주파수에서의 등가회로를 나타냈다.

그림에서처럼 공진 주파수에서는 L1과 C1 그리고 L2와 C2의 impedance가 서로 상쇄된다. 따라서 2차측 등가회로에서 다음 수

식 (2)와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2)

이 식을 위 식 (1)에 대입하면 아래와 식 (3)과 같은 tuned frequency에서의 전력 전송 효율 식을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Qtx=ωLtx/Rtx, Qrx=ωLrx/Rrx는 transmitter와 receiver 코일의 unloaded quality factor이며, Ltx, Rtx, Lrx, Rrx는 transmitter

와 receiver 코일의 self-inductance와 equivalent series resistance이며, Qp=ωLtx/RL/(ωM)2, Qs=ωLrx/RL는 transmitter와 receiver

resonant tank의 loaded quality factor이며, RL은 receiver측 부하의 등가 저항 값이다. 

Fig. 3에는 식 (3)을 이용하여 transmitter coil과 receiver coil의 coupling coefficient k(= )와 quality factor 값에 따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효율을 나타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60cm거리에서 50% 이상의 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coupling coefficient가 크고, quality factor가 300 이상이 되야 코일간 효율이 50%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Dependence of coil-to-coil efficiency on the quality factors and coupling coefficients of the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coils.

2.2 PCB 코일의 손실

Fig. 4에 보이는 것처럼 PCB 코일을 구성하는 것은 코일을 만들기 위한 copper pattern과 copper layer를 받치기 위한

dielectric substrat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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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ircuit parameters of designed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Transmitter self-inductance L1 6.4μH Receiver self-inductance L2 7.8μH

Transmitter tuning capacitance C1 86pF Receiver tuning capacitance C2 70pF

Mutual inductance M 0.08μH Equivalent load resistance RL 5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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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Skin Effect Loss

PCB를 이용해 코일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의 종류는 2가지이다. 첫째, 코일의 동박 패턴에서 발생하는 skin effect 및

proximity effect에 의해 발생하는 Ohmic loss이다. 두 번째는 코일의 턴 사이에 존재하는 electric field와 dielectric material에

의해서 발생하는 dielectric loss이다. 도체의 skin effect loss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도체 표면에 집중돼 흘러, 도체의

skin-depth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도체는 전류 흐름에 기여하지 않아 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실질적인 면적(Effective area)

이 줄어들어 저항은 점점 커지게 된다. 도체의 skin-depth는 아래 식 (4)와 같이 정의되며, 6.78MHz에서 copper의 skin-depth는

25mm이다. 

(4)

이 때, μ는 도체의 permeability, σ는 도체의 conductivity, f는 운전 주파수 이다. 고주파에서 도체의 equivalent series

resistance는 아래 식 (5)를 이용해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l은 도체의 총 길이이며, Aeff는 도체 단면적 중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effective area이다. 

Fig. 5. Skin-depth and effective area.

도체 두께가 Skin-depth보다 매우 크면 (h >> δ), Aeff = 2 · (w + h) · δ이고, 도체 두께가 skin-depth와 비슷하면 Aeff = w · δ로

근사할 수 있다. PCB 원판의 경우 동박 패턴의 두께를 1oz, 2oz 등으로 표현하는데, 1oz는 동박 두께가 35.56 mm (1.4 mils)

인 경우이고, 2oz PCB 판은 71.12mm(2.8mils)인 것을 뜻한다. 6.78MHz에서의 skin-depth는 25mm이므로 1oz PCB 판의 경우

원판의 두께와 skin-depth가 거의 비슷해 effective area는 Aeff = w · δ로 나타낼 수 있다. 1oz PCB 판에 20mm 도선 폭으로

40cm×40cm, 4턴 코일을 만들면 skin-effect에 의한 저항은 약 0.12W이다. 코일에 4Arms의 전류가 흐르면 Skin effect에 의한 손

실은 2W 정도이다.

2.2.2 Proximity Effect Loss

Proximity effect loss는 코일의 턴 수가 1이상 일 때 인접한 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도체 내에 eddy current가 발생

해 도체 내의 전류 분포가 불균일해지며 동시에 equivalent resistance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Proximity effect loss에 의한

δ 1

μσπf
------------=

Rs

l

σAeff

------------=

Fig. 4. Geometry of 4-turn PCB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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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은 식 (6)와 같이 skin-effect에 의한 저항에 proximity effect factor, Gp를 추가해 나타낼 수 있다[7].

(6)

본 연구에서는 finite element analysis를 이용해 6.78MHz에서 20mm의 폭을 가지는 4턴 코일의 proximity effect factor를 구

해 아래 Fig. 7에 나타냈다. Fig. 7의 x축은 turn-spacing을 turn-width로 나눠 normalize 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turn-

spacing이 turn-width보다 작을 때는 proximity effect factor가 굉장히 커 Ohmic loss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

뮬레이션을 이용해 copper width가 20mm인 4턴 코일의 경우 turn-spacing이 5mm일 때 등가 저항은 0.377W까지 증가했다. 이

는 코일 전류가 4Arms일 때 Ohmic loss가 6W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Turn-spacing이 copper turn-width만큼 커지면 proximity

effect가 거의 없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 6. Adjacent turns of PCB coil.

Fig. 7. Proximity effect factor vs. turn-spacing of a 20mm width, 4-turn PCB coil.

2.2.3 Dielectric Loss

AC 전기장이 있는 곳에 dielectric material이 위치한 경우, dielectric material의 polarization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며 이 손실

은 아래 식 (7)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8].

 [W/m3] (7)

위 식에서 ω는 각 주파수이고, ε0, εr은 진공의 absolute permittivity 및 dielectric material의 relative permittivity이며 tand는

dielectric material의 loss tangent(or dissipation factor)이다. 이러한 dielectric loss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E-field가 커질수록,

εr이 클수록, loss tangent가 클수록 커진다. 만약 6.78MHz에서 동작하는 4턴, 6.4mH코일에 4Arms의 전류가 흐른다면 코일에는

총 1,100Vrms의 전압이 걸린다. 따라서 인접한 턴 간에는 약 275Vrms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만약 턴 간의 거리가 5mm인 경우

의 Dielectric loss를 추정하기 위해 턴 사이의 electric field 분포가 E=V/d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접한 턴 사이에 걸리는 E-

field는 110kVrms/m가 걸린다. FR-4의 경우 relative permittivity가 4.8이고, loss tangent가 0.017임을 이용해 dielectric loss를 계

산해 보면 약 569.2kW/m3 = 0.569mW/mm3이 나온다. 코일 턴 사이의 dielectric material의 두께가 1.6mm, 폭이 2mm이며 총

코일 패턴의 총 길이가 5m인 경우 총 부피는 16000mm3이다. 따라서 dielectric loss는 약 9.1W가 발생한다. 특히, Fig. 4의

return path처럼 마지막 턴과 나머지 턴이 dielectric substrate 두께만큼의 거리를 두고 교차하는 경우에는 E field가 약 3배 정

도 커지고, dielectric loss는 9배 정도 커진다. 따라서 턴들이 겹치는 면적이 작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전체

turn-spacing에서 발생하는 loss보다 훨씬 크다(Fig. 8 참조). 양면 기판을 사용하고 Substrate 두께가 1.6mm, turn-width가 20mm

인 경우 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총 손실은 약 40W이며 turn-spacing에 존재하는 dielectric loss인 9.1W를 합하면 총

Rp Rs 1 Gp+( )=

W ωE
2
ε
0
εrtan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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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loss는 50W정도이다. 이는 proximity effect에 의한 copper loss의 약 8배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PCB를 이용한

MHz용 무선전력전송용 코일을 제작할 때 반드시 이러한 dielectric loss를 최소화해야 한다.

2.3 제안한 PCB 코일 손실 저감 기법

앞에서 본 것처럼 PCB 로 코일을 제작하는 경우 가장 큰 손실은 PCB 기판을 이루는 dielectric substrate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ielectric loss 를 저감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3.1 PCB Substrate Material Selection and Slotting

우선 PCB 기판의 재질 및 PCB cutting pattern을 이용해 dielectric substrate 및 turn-spacing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PCB 기판은 일반적으로 FR-4라는 재질을 많이 사용한다. 이 재질은 dielectric constant가 4.8이고, loss tangent

가 0.017 정도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ielectric loss 는 dielectric constant 및 loss tangent에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값이 낮으

면 낮을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고, high-Q coil을 만드는데 유리하다. PCB 재질 중에 loss tangent가 낮은 것은 Teflon을 주 재

질로 사용한 합성 수지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Teflon-based material의 경우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원판 크기가 작으며 가공

성이 좋지 않아 수십cm 이상의 코일을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Teflon보다는 loss tangent가 크지만 FR-4

보다 약 1/5 정도 (tanδ = 0.0032)로 loss tangent가 작고, dielectric constant 역시 3.2로 FR-4보다 작은 Isola사의 IS680-320 기

판을 이용해 제작하도록 했다. 이 IS680-320 재질은 가공성도 FR-4와 유사해 기존 PCB 제작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에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dielectric loss가 발생하는 부분은 인접한 턴 사이의 dielectrics에 가

해지는 electric field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존재하는 dielectrics를 제거(slotting)하면 추가적으로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Fig. 12의 CASE 1과 CASE 2는 동일한 4-턴 코일에 대해 FR-4를 사용하는 경우와 IS680을 사용하는 경우의 손실을

FEA를 이용해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ESR)을 구해 비교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은 Skin- and proximity

effect에 의해서 발생하는 Ohmic loss에 해당하고 빨간색은 dielectric loss에 해당한다. FR-4를 사용하는 경우 dielectric loss가

손실분의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질을 IS680으로 하면 이러한 dielectric loss는 대부분 저감할 수 있다. 

2.3.2 Distributed Tuning Capacitors

Dielectric loss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series resonant tuning을 위해 캐패시터를 연결하는 위치를 조절했다. 이 캐

패시터 연결 위치는 앞서 언급한 dielectric loss와 high voltage breakdown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튜닝을 위한

캐패시터를 어디에 연결하는지에 따라 인접한 턴 사이에 가해지는 전압 및 electric field intensity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dielectric loss 및 high voltage에 의한 breakdown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격전류가 4Arms인 6.4mH의 4턴 코

일을 series tuning을 위해 코일의 양 끝 터미널에 86pF 캐패시터를 직렬 연결하면 아래 Fig. 9와 같이 capacitor 양단에는

1100Vrms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각 턴의 인덕턴스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턴에 걸리는 전압은 1100/4=275Vrms이다. 따라서

인접한 턴 간에는 275Vrms만큼 걸리게 되고 첫째 턴과 마지막 턴 사이에는 1100Vrms가 걸리게 된다. 반면 Fig. 10에 보이는 것

처럼 430pF의 캐패시터 5개를 각 턴 중간에 연결하게 되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1100/5=220Vrms만큼 낮아지고 인접한 턴

간에 걸리는 전압은 55Vrms로 Fig. 9의 경우보다 5배 낮아진다. 즉 캐패시터를 분산 배치 시키면 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1/N

Fig. 8. Simulated dielectric loss density of a 20mm width, 4-turn, FR-4 based PCB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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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만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턴 사이 전압이 낮아지면 식 (7)에 보이는 것처럼 dielectric loss는 턴 사이에 걸리는 electric field

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dielectric loss를 1/N2 로 낮출 수 있다. 또한, 이처럼 capacitor를 분산 배치하게 되면 각 캐패시터

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 값이 비싼 고내압을 가지는 캐피시터 대신에 저가의 캐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해지고, 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낮아져 코일의 high voltage에 의한 dielectric breakdown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래 Fig. 11과 Fig. 12에 finite element analysis (FEA) software 를 이용하여, 4턴 코일에 대해 FR-4를 이용하는 경우,

IS680을 이용하는 경우, IS680을 이용하면서 distributed capacitor tuning method를 사용하는 경우, IS680 및 distributed

capacitor tuning하면서 동시에 turn-to-turn에 존재하는 dielectric material을 제거하였을 경우의 FEA model 및 simulation 결과

로 나오는 ESR을 나타냈다. 

Fig. 12를 보면 FR-4를 사용하는 경우 ESR이 약 2.2W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똑같은 코일에 대해 IS680을 사용하면 저항이

0.58W(74% 개선)으로 낮아지고, distributed capacitor tuning method를 사용하면 0.45W(22% 개선)으로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턴 사이에 존재하는 dielectrics들을 제거하면 0.42W(7% 개선)으로 낮아진다. 이 결과를 통해 High-Q 코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PCB 기판의 재질과 distributed capacitor tuning method인 것을 알 수 있다. Dielectric loss를 추가적으

로 줄이기 위해서는 return path에서 마지막 턴과 나머지 턴들이 overlap되는 부분을 최소화 하거나 캐패시터 설치 위치 개수를

더 증가시켜 마지막 턴과 나머지 턴 사이에 걸리는 E-field의 크기를 줄여주면 된다.

Fig. 13에는 Fig. 11의 (b)와 (c) 경우에 주파수에 따른 Ohmic loss 및 dielectric loss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결과를 도시

했다. FR-4의 경우 Ohmic loss는 1MHz-10MHz 까지 커질 때 큰 변동이 없지만 dielectric loss에 해당 하는 손실이 매우 빠르

Table 2. Comparison of the material properties of PCB dielectrics.

FR-4 Wooven glass reinforced PTFE IS680-320

Relative permittivity 4.8 2.65 3.2

Dissipation factor 0.017 0.0012 0.0032

Dielectric strength 20kV/mm - 30kV/mm

Thermal conductivity 0.29W/m/K 0.22 W/m/K 0.32W/m/K

Fig. 9. Voltage differences in the typical concentrated capacitor tuning method.

Fig. 10. Voltag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ed tuning capacito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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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EA models for ESR calculation of the coils.

Fig. 12. Dependence of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on PCB substrate type and other technologies.

Fig. 13. Dependence of equivalent series resistance on the frequency and PCB substrate type and othe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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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IS680을 이용하는 경우 dielectric loss는 4MHz 이하까지는 거의 무시할 만 하다가 10MHz

정도 되면 Ohmic loss와 비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4 설계된 High-Q PCB Coils

위 분석을 바탕으로 타겟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필요한 4턴 코일과 5턴 코일을 아래 Fig. 14에 보이는 것처럼 설계했다.

주어진 면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turn-width는 20mm, turn-spacing은 10mm로 해 Table 1의 코일의

self and mutual inductance 값들을 갖도록 했다. Turn-spacing 부분에 있는 substrate들은 전혀 제거 하지 않은 모델과 Fig. 14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 제거한 모델의 2가지 버전을 제작했다. 일부만 제거한 이유는 코일 형상의 기계적 강도를 위해서다. 캐패

시터 연결은 각 코일의 매 턴의 가운데 부분에 일렬로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입력 터미널에는 공진 주파수의 정밀

tuning을 위해 캐패시터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었으며 최종 터미널에는 SMA connector를 이용해 연

결될 수 있도록 했다.

Fig. 14. Proposed PCB type 4- and 5-turn coils.

3. High-Q PCB 코일의 제작 및 시험

설계된 4턴 및 5턴 PCB 코일은 Isola사의 IS680, 1oz 양면 기판을 이용해 제작했다. 아래 Fig. 15에 제작된 4개 코일의 사

진을 나타냈다. 제작된 PCB 코일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 변화를 Agilent사의 impedance analyzer 4294a를

이용해 측정했다. 측정된 임피던스 값은 Fig. 16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파란 색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고, 빨간 색은 위상

을 나타낸다. 또한 UNSLT는 unslotted 즉 turn-spacing 에 있는 substrate을 제거하지 않은 모델이고, SLT는 slotted 즉 Fig. 14

처럼 turn-spacing region의 dielectric substrate들을 제거한 모델을 뜻한다. 코일을 공진시키는 경우 공진 주파수에서는 저항 성

분만 보이기 때문에, 공진주파수에서의 ESR은 그 주파수에서의 magnitude와 동일하다. 따라서 그림에서 4턴 코일의 경우 측정

된 저항 값은 substrate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UNSLT-4T) 약 0.58W이었고, substrate를 제거한 경우(SLT-4T) 약 0.64W이었다.

측정된 임피던스 그래프 및 공진회로의 bandwidth와 Quality factor에 관한 식 (8) [9]을 이용해 코일의 Q-factor를 구해보면 약

480(UNSLT-4T)과 420(SLT-4T)이었다. 

(8)

여기서 f3dBupper f3dBlower는 공진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보다 3dB 만큼 큰 두 지점의 주파수이다.

이 결과는 FEA를 통해 예측했던 값과 유사하다. 5턴 코일의 경우에는 substrate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UNSLT-5T)에는 약

0.81W, substrate를 제거한 경우(SLT-5T) 약 0.85W이 나왔다. 이는 코일의 인덕턴스가 각각 Q factor가 410, 390에 해당한다.

FEA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turn-spacing을 제거하는 것은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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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hotos of fabricated 4- and 5-turn PCB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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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60cm거리에 50W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 MHz 단위의 운전주파수를 가지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코

일을 PCB pattern을 이용해 제작할 때 발생하는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손실 저감 방법을 제시했다.

PCB를 이용해 코일을 제작하는 경우, copper의 Ohmic loss도 전체 손실에 일부 기여하지만, 가장 큰 손실 원인은 dielectric

loss라는 것을 밝혔다. MHz용 코일을 흔히 사용되는 FR-4 기판을 이용해 제작하게 되면 Ohmic loss보다 dielectric loss가 6~7

배 정도로 커져 원하는 효율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dielectric loss는 인접한 턴 간에 존재하는 큰 electric field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며 electric field 및 dielectric loss를 줄이기 위해서는 dielectric substrate의 재질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distributed tuning capacitor method를 통해 추가로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손실이 큰 재질인 FR-4 대신에 loss

tangent가 1/5로 작은 IS680을 이용하고 distributed tuning capacitor method를 이용해 Q factor가 300 이상인 코일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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