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5

이  기반의  무선충    무선통신의 동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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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까지 알려진 무선충  방식 에서 장거리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은 이 를 이용한 방식이다. 여

기에 이 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결합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를 이용한 무선충   무선통신의 동시 송 기술에 하여 연구하고 이에 한 실험 결과를 보인다. 

이 기술은  무선충 을 해서 송신부에 /  변환을 한 이  원을 사용하고 수신부에는 /  변환

을 한 태양 지를 사용한다. 한,  무선통신을 해 해당 이  신호에 반송 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

신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100 mW 이  송신부와 태양 지 수신부를 이용하여  무선

충 은 1.9 %의 DC-to-DC 효율을 보 으며, 무선 통신은 송거리가 15 m일때 최  90 kbps의 송속도

를 보 다.

ABSTRACT

Wireless charging method using a laser is considered as the most efficient method at a long distance of the wireless 

charging method. Combining long-range laser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with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make it possible to use it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shows the results of research and 

experiments on wireless charging and wireless communication simultaneously based on a laser. This technique uses a 

laser as a light source for E/O(: Electric-to-Optical) conversion at the transmitter for optical wireless power 

transmission. 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optical power transmission using a 100 mW laser transmitter and a solar 

cells receiver showed a DC-to-DC efficiency of 1.9 %,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showed a transmission speed of 

up to 90 kbps when the transmission distance is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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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선  력 송  무선 통신의 동시 송 기술의 구성요소
Fig. 1 Components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of optical wireless power transfer and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Ⅰ.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선충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기 자동차에도 무

선충  기술로 충 을 할 정도로 무선 충 의 응용분야와 

시장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무선

충  기술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명 방식, 자

기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재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된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충  기술은 식

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충 이 어

려운 단 이 있다[1]. 한, 자기공명 방식과 자기  방

식은 비교  장거리에서도 무선충 이 가능하지만 자

장해(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문제로 인

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이 를 이

용한  무선충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장해가 없으며, 장거리에서도 

이  빔이 퍼지지 않아 송효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2-5].

한편, 무선통신 분야에서도 이 를 이용한  무선

통신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은 장거리에서도 높은 송속도를 구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성간 통신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6, 7]. 한,  무선 통신 기술은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8] 는 사용자 인식 시스템[9] 

등 여러 다른 기술에도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송신부에서 LD(:　Laser Diode)나 

LED(: Light Emitting Diode)를 이용하여 기 에 지를 

 에 지로 변환시킨 후, 이 빛을 반송 로 삼아 통신신

호를 동시에 삽입한 후에 수신부에서 태양 지나 PD(: 

Photo Diode) 등을 이용하여 기에 지의 형태로 변환

시켜서  에 지와  신호를 동시에 받는 기술을 연구

하 다[10, 11]. 본 논문에서는 이  다른 논문과는 다르

게 회로를 구성하여  무선 충 의 효율과  무선 통신

의 송률을 측정하 다. 이러한  무선충    무선

통신의 동시 송 기술의 구성요소를 그림 1에 나타냈다.

한편, 송/수신부에서  에 지와  신호를 결합  

분리하기 하여 Bias Tee룰 사용하 고, 송신부의 마지

막 부분에는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해서 즈, 

거울, SLM(: Spatial Light Modulator) 등과 같은 추가

인 학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12, 13].

Ⅱ. 이  무선충  효율 측정

2.1 실험 구성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구 한 무선 력 송 기술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LD에 원을 공 하고, LD에서 

기 에 지에서  에 지로 변환되어 수신부에 도달하게 

된다. 수신부에서는 태양 지를 사용하여  에 지를 수

신받아 기 에 지로 환한다. 그리고 수신부에 가변

항을 달아 가장 많은 력을 받을 수 있는 최 의 항값

으로 조 을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이  원으로 100mW Red

이 를 사용했고, 본 실험에서 사용한 Red 이 의 장

은 657.5 nm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태양 지는 최  

압 1 V의 압을 출력하는 태양 지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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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무선  에 지 송기술의 구성요소
Fig. 2 Components of wireless optical energy 

transmission technology

2.2 송신부의 /  변환효율 측정

무선  에 지 송의 효율을 알기 해서는 우선 송

신부에서 기 에 지를  에 지로 환하는 /  변

환 효율을 측정해야 한다. /  변환 효율을 측정하기 

하여 이 를 원에 연결하여 이 에서 나오는  

출력을  출력 측정기로 측정하 다. 이 의 출력을 

인가된 압의 세기에 한 이 의 효율을 측정한 결과

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100 mW Red 이 의 

/  변환효율은 3.1 V에서 19.2 %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이 의 /  변환효율 측정 
Fig. 3 Electric-to-Optic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laser

2.3 수신부 /  변환효율  총 효율측정

수신부의 /  변환 효율을 측정하기 하여 송신부의 

이 가 최  효율을 냈던 136 mW의  워를 인가한 

상태에서 수신부에는 태양 지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

다. 수신부의 최 효율을 측정하기 하여 부하 항에 가

변 항을 연결하여 부하 항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수신부

의 효율을 측정해 보았다. 그림 4는 수신부의 태양 지에 

한 /  변환효율을 측정한 그림이다. 30 Ω일 때에 14.7 

mW의 력을 얻어 10.7 %의 가장 높은 효율을 내었다.

 무선 력 송의 총 효율을 구하기 하여, /  

변환 효율의 최 값 19.16 %와 /  변환 효율의 최 값

인 10.7 %을 이용하여 총 효율을 계산하면 총 효율은 약 

2.1 %로 계산된다.

그림 4. 수신부의 /  변환효율 측정
Fig. 4 Optic-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of the 

receiver

Ⅲ.  신호   력 동시 송

3.1 수신부 특성 

수신부의 부하 항을 30 Ω으로 설정했을 때, 송신부에 

인가된 압에 한 수신부의 압은 그림 5에 나타냈다. 

송신부의 압이 2.3 V에서 3 V사이일 때 수신부의 압

은 선형 인 계를 보 다. 따라서  무선 력 송과 

 통신을 동시에 할 때 최  압을 3 V로 설정해야 하고 

최  압이 2.3 V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설계하 다.

그림 6는 주 수 응답 그래 이다. 주 수 응답그래

를 보면 약 25 kHz의 3 dB 역폭을 확인할 수 있고, 

0.5 kHz에서 2 kHz사이의 주 수 역에서 안정된 신호 

성능을 보여주었다. 한 주 의 역에서 약간의 진폭 

감쇄가 확인 다.

그림 5. 송신부의 인가 압에 한 수신부의 압 
특성

Fig. 5 Voltage of the receiver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voltage of the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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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본 시스템의 주 수 응답 
Fig. 6 Frequency response of the system

3.2 변조지수 측정

변조지수를 측정하기 해서 신호의 최  압을 3 V

로 설정한 뒤 33 cm 거리에서 각기 다른 변조지수로 BER

을 측정한 결과 그림 7처럼 변조지수가 3.5 %일때와 5.3 

%일 때 최  90 kbps의 속도에서 통신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와  력을 동시 송을 하므

로, 송하는 데이터 송 속도뿐만 아니라 에 지의 효

율도 높아야 한다. 최  압 3 V를 기 으로 변조지수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조지수가 높으면 에 지 송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 논문에서는 3.5 %의 변조지수로 

실험을 진행하 다. 

3.3 거리에 의한 성능 측정

3.2 의 방식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신호와  

력 동시 송에 해서 실험해 보았다. 그림 8은 본 실

험 구성의 실제 사진이다. 복도에 한쪽에 송신기를 장착

하여 수신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BER

과 력 송을 측정했다. 실험은 최  25 m까지 BER과 

력 송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를 그림 9과 그림 10에 

나타냈다.

그림 9을 보면 변조지수를 3.5 %로 했을 때에 15 m 

이내에서 최  90 kbps의 속도를 보 으며, 20 m에서 최

 45 kbps의 속도를 보 다. 그림 9를 보면 력 송은 

25 m까지 일정한 력 송 성능을 유지하 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는 20 m까지의 최  45 kbps

의 송속도로  신호와  력 동시 송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7. 변조 지수와 송률에 따른 BER
Fig. 7 BER as a function of modulation index and bit 

rate

그림 8. 거리에 의한 성능 측정 실험 사진
Fig. 8 Picture of performance measurement 
experiments as a function of distance

그림 9. 송거리에 따른 BER
Fig. 9 BER as a function of transmiss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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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거리에 따른 력
Fig. 10 Electric power as a function of 

dudtransmission distance

3.4 력 송과 동시 송 비교

본 논문 2장에서  력 송의 효율 측정하 던 값과 

통신 신호와 함께 동시 송을 했을 때의 력 송 

효율과 비교하 다. 이에  력 송 시 효율 과  신호

와  력 동시 송의 효율을 각각 표 1에 정리했다.

표 1을 보면, /  변환 효율은  력 송만 할 

시에는 효율이 가장 좋은 3.1 V를 입력하여 19.2 %의 효

율을 낼 수 있지만,  신호와 력 동시 송을 할 시에는 

실험한 최 압 3 V에 변조지수가 3.5 %인 신호는 그림 

11을 보면 평균 압이 2.98 V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송

효율은 17.9 %로 효율이 1.3 % 감소함을 보 다. /  

변환 효율은  력 송만 할 시에는 10.8 %의 효율을 

보 고  신호와 력 동시 송을 할 시에는 10.7 %의 

효율로 효율이 0.1 %가 감소함을 보 다. 마지막으로 총 

효율은  력 송은 2.1 %의 효율을 보이며,  신호와 

력 동시 송은 1.9 %의 효율을 보 다.  력 송과 

 동시 송의 총 효율 차이는 0.2 %의 효율의 차이로 

거의 차이 없는 력 송이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다.

그림 11.  신호와  무선 력 동시 송의 평균 
압 

Fig. 11 Average voltage of simultaneous transmission of 
wireless optical communication and optical power transfer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 통신과 무선 력 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호 와  무선 력 동시 송에 한 

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하여 2장에서는  무선 력 

송 시 송신단에서 LD /  변환 효율을 측정하 고, 

수신단에서 태양 지의 /  변환 효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무선 력 송의 총 송효율은 DC-to-DC 기

으로 2.1 %의 송효율을 나타냈다. 그 후 3장에서는 수

신부 특성을 측정하 고,  신호의 변조지수 마다 송

률에 한 BER을 측정하 고, 거리에 의한 BER과 송

된 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최  압이 3 V이고 변조

지수가 3.5 %일 때 45 kbps로 20 m까지 송할 수 있었다. 

한, 총 송효율은 1.9 %로 그다지 어들지 않음을 

보 다. 이 게 이 를 활용하여 무선 충 과 무선 

통신이 동시에 가능함을 확인하 다. 

Power-only 

transmission

Simultaneous 

transmission of 

power and 

communication  

Input

Voltage
3.1V average 2.98V

Transmitter 660nm Red LD

E/O Efficiency 

of transmitter
19.2% 17.9%

Receiver Solar Cell

O/E Efficiency 

of transmitter
10.8% 10.7%

Total

Transfer 

Efficiency

2.1% 1.9%

표 1.  력 송과  동시 송 비교
Table 1. Comparing optical simultaneous 
transmission to optical power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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