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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actless systems use electromagnetic fields to transport power from railway substation to the traction system. In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KRRI, the RIPS (Railway Inductive Power Supply), has been developed. The 

RIPS is based on a contactless transformer with a fixed coreless primary and a moving core, compared with E 

shape and U shape, in the secondary. The primary coil is supply with 20 kHz current which produces a magnetic 

flux in the secondary core. Further this flux induces a current in the secondary coil.

1. 서론

친환경 에너지 전달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중

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PRT, 경전철, 트램 등과 같은 신교통시

스템 및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전기철도 시스템은 접촉식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식 전력공급은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미관상 환경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접촉에 의한 아크발생에 의한 안정적 전력공급 문제 발생이 가능하며, 접촉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의 우려가 높아,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접촉전

력공급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고속자기부상열차, 트램 등에서 비접촉전력공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접촉 전력변환 시스템은 1차측과 2차측 사이에 큰 에어갭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누설 인

덕턴스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서 공진형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한다. 전기철도 시스

템에서 적용되는 비접촉 유도급전 시스템은 차량이 이동하면서 공극의 변화에 따라서 인덕턴스가 변화

하기 때문에 공진형 전력변환장치를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원활한 전력전달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공극변화에 따라서 인덕턴스의 변화가 작은 형상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5 kW급 비접촉변압기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코어형상을 E 및 U 형상에 따라서 전자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특성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비접촉 변압기를 제작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하였다.

2. 본론

2.1 시스템 구성

비접촉 전력공급장치의 구성도 및 설계사양은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입력은 60 Hz단상 220 V를 입

력받아, 전파정류기를 거쳐서 직류 전원으로 변환된다. 변환된 직류는 공진형 인버터의 입력으로 되어 

50 kHz의 주파수로 변환시켜 비접촉 변압기의 입력전원으로 사용된다. 비접촉 변압기 2차측 출력은 정

류기로 입력되어 DC 부하 및 차량구동에 전원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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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접촉 전력공급 장치 구성도

구분 설계사양 구분 설계사양

공통

냉각방식 자연냉각

성능 사양

2차측 전압 100 V DC link

공극길이 5 mm이상 출력 5 kW

강판재질 Ferrite Core

전원사양

입력 전압 100 Vpk

코일 전류밀도(연속) 4 A/mm
2

입력 전류 100 Apk

주파수 50 kHz

표 1 비접촉 전력공급 장치 설계사양

2.2 비접촉 변압기

그림 2는 비접촉 전력공급 장치에 사용될 비접촉 변압기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어

의 형상을 E-I 및 U-I 두 가지 형상을 고려하였다.

(a) E-I core (b) U-I core

그림 2 비접촉 변압기 형상

  

표 1과 같은 설계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접촉 변압기 설계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

다. 큰 공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저항이 증가하여 유효자속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1 및 2차의 

턴수가 작게 되면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턴수증가, 전류증가, 주파

수 증가, 공극길이 감소 및 단면적 증가와 같은 사항을 고려되어야 한다.

2.3 비접촉 변압기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의 형상을 기초로 하여 공극길이 5[mm], 주파수 50[kHz]에 대해서 전자계해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코어형상에 따라서 비접촉 변압기를 해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입력조건으로 시뮬레

이션이 되었을 경우, E-I코어의 출력전압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E-I코어의 단면적이 U-I 코어

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합계수의 경우는 U-I코어가 E-I코어에 비해서 큰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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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I 코어 UI 코어

1차측
권선수 2 [Turn]

입력 전류 100 [Apk]

2차측

권선수 2 [Turn]

출력전압 110 [Vpk] 103 [Vpk]

적층길이 140 [mm] 150 [mm]

공극길이 5 [mm]

점적률 0.5 / 0.51
손실

(2차측 적층길이

만큼만 고려)

동손 3 [W] 3 [W]

철손 11 [W] 9 [W]

합계 14 [W] 12 [W]

효율 99.7 [%] 99.8 [%]

커플링계수 0.718 0.787

표 2 코어형상에 따른 비접촉 변압기 해석결과 비교

그림 3 및 4는 전자계 해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각 자속밀도의 경우 코어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거의 나

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최적설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코어를 감소시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시뮬

레이션결과를 토대로 보면 결합계수가 더 큰 U-I코어가 비접촉 변압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a) 자속밀도 분포                (b) 손실

그림 3 E-I코어 시뮬레이션 결과

      (a) 자속밀도 분포                (b) 손실

그림 4 U-I코어 시뮬레이션 결과

2.3 비접촉 변압기 제작 및 측정결과

그림 4는 비접촉 변압기 제작된 비접촉 변압기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 비접촉 변압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LCR 미터를 이용하여 변압기 인덕턴스 및 결합계수를 측정 계산하였다. 측정조건은 주파수를 50 kHz

에서하였으며, 변압기 공극을 1 mm~5 mm까지 1 mm씩 증가시켜 가며 측정하였다. 상호인덕턴스는 가극성/감극

성 조건에서 각각 측정된 총 인덕턴스로부터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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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측정결과로부터 계산된 결합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공극이 1 mm인 경우는 E코어가 결합계수가 크

게 나타났으며, 공극이 증가할수록 결합계수가 감소하여 U 코어와 거의 같은 값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앞의 시뮬레이션에서는 U코어가 결합계수가 큰 것으로 되었지만, 측정결과 E코의 결합계수가 더 큰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이것은 E코어의 경우 1차측 코일이 2차측 코일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속이 2차측과 

쇄교가 많이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극이 증가하여 감소되는 결합계수의 변화가 U코어

가 작기 때문에 공진형 전력변환장치를 고려해 보면 U코어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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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어형상에 따른 결합계수

3. 결론

본 논문은 비접촉 전력공급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비접촉 변압기를 설계 및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비접촉 변압기 설계를 위해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자계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된 결과

를 바탕으로 비접촉 변압기를 실제작하여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결과 U코어의 결합계수가 크게 

나와 실제 적용에 유용한 것으로 되었으나, 시작품 제작결과 E코어가 다소 큰 결합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결합계수의 공극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보면 U코어가 변화율이 적기 때문에 비접촉 전력공급 장치에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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