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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위한 차폐제가 부착
된 경우의 평판형 원형 코일의 인덕턴스 계산방법을 제안한다. 페라이트
와 도체시트로 구성된 차폐제를 영상법을 이용하여 등가의 영상전류로
모델링하였다. 영상전류에 의해 코일에 쇄교되는 자속을 반영하여 코일
의 인덕턴스를 계산하였다. 검증을 위해 Maxwell 2D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계산결과는 시뮬레이션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1. 서    론

최근 자기 유도 및 공진현상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임
피던스 매칭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1]-[3], 임피던스 매칭시 필요한 코일
인덕턴스, 저항 계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소개되었다 [4]-[6].
기존의 제시된 코일 임피던스 계산방법을 휴대폰, 테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무선충전 시스템의 코일에 적용하기 어렵다. 모바일 기기의 보호를
위해 페라이트와 도체시트로 구성된 자기장 차폐제가 코일에 부착되기
때문에 차폐제의 영향을 고려한 코일 임피던스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폐제가 부착된 경우의 코일 인덕턴스 계산방법을 제
안하고 시뮬레이션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방법을 검증한다.

2. 본    론

  2.1 차폐제가 부착된 평판형 원형 코일 구성
그림 1은 차폐제가 부착된 평판형 원형 코일을 나타낸다. R, N 코일
의 외곽 반지름과 턴 수를 의미한다. 코일 도선의 단면 반지름은 r0로
코일은 p의 피치를 갖는다. 차폐제는 페라이트와 도체 시트로 구성된다.
페라이트는 투자율 μr과 t의 두께를 갖는다. 코일은 페라이트에 부착되
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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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폐제가 부착된 평판형 원형 코일

  2.1.1 등가 영상 전류를 이용한 차폐제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 차폐제의 면적이 코일 크기에 비
해 매우 크다고 가정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면적의 차폐제는 영상법에
따라 영상전류로 등가화 할 수 있다 [7]. 그림 2 (a)는 그림 1의 xz 단면
을 나타낸다. 그림 2 (a)는 등가의 영상전류를 이용하면 그림 2 (b)와
같이 변환될 수 있다. I in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Ik (k=1, 2,
...∞)는 k번째 영상전류이며 2t의 간격으로 배치된다. 영상전류 Ik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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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상전류를 이용한 등가 모델

  2.1.2 영상 전류 이용한 인덕턴스 계산
코일의 인덕턴스는 코일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쇄교자
속에 따라 결정된다 [8]. 차폐제가 부착된 코일의 인덕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가의 영상전류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쇄교자속을 고
려해야한다. 영상전류 Ik에 의해 발생하는 쇄교자속을 Φk라 정의하면 코
일의 인덕턴스 L은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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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m=1,2, ... N)은 코일의 m번째 루프의 반지름을 나타내며 K(q),
E(q)는 각각 1stst, 2nd kind elliptic integral을 의미한다. I in과 동일한 방향
으로 흐르는 첫 번째 영상전류 I1는 코일의 쇄교자속을 증가시키므로 코
일의 인덕턴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I in과 반대방향으로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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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상전류 Ik(k≧2)는 코일의 인덕턴스를 줄이는 인자가 된다.

  2.2 Maxwell 2D를 이용한 검증
제안한 인덕턴스 계산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Maxwell 2D의 시뮬레이
션과 계산결과를 비교하였다. 검증을 위해 설정한 코일의 사양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차폐제로 인한 영상전류의 개수는 무한하지만 k가 증가할
수록 영상전류 Ik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여 코일의 인덕턴스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300번째 영상전
류까지 반영하여 인덕턴스를 계산하였다. 페라이트의 투자율 및 두께에
따라 계산한 코일 인덕턴스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3의 그래프에 나
타냈다.

 <표 1> 시뮬레이션의 코일 사양

  그림 3의 그래프는 페라이트의 두께 t와 μr을 가변시킨 경우의 코일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코일의 인덕턴스는 t와 μr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μr이 증가할수록 I1은 커지고 Ik(k≧2)는 감소하므로 μr에
비례하여 코일의 인덕턴스가 커지게 된다. 또한 t가 증가할수록 Ik(k≧2)
가 흐르는 영상 루프는 코일과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t가 증가
할수록 Ik(k≧2)가 코일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게 되고 코일 인덕턴스
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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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페라이트 투자율 및 두께에 따른 인덕턴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무선충전 시스템에 자주 사용되는 차폐제가
부착된 코일의 인덕턴스 계산법을 제안하였다. 차폐제를 고려한 인덕턴
스 계산을 위해 차폐제를 영상법을 이용하여 등가의 영상전류 루프로
모델링하였다. 영상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쇄교자속이 반영된 코일의 인
덕턴스를 계산하였으며 계산결과는 Maxwell 2D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판형 원형 코일에 적용하였지만 제
안한 방법은 다양한 구조의 코일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A. Kurs 외 ‘Wireless power transfer via strongly coupled
magnetic resonances’, Science, vol.317,pp.83-86, 2007.

[2] A. P. Sample 외,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and range
adaptation of magnetically coupled resonator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58, no.
2, pp.544-554, 2010.

[3] C. -J. Chen, et al., "A study of loosely coupled coil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IEEE Transactions on Circuit and Systems II,
vol. 57, no. 7, 2010.

[4] C. Zierhofer and E. Hochmair, “Geometric approach for coupling
enhancement of magnetically coupled coils,”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vol. 43, no. 7, pp. 708−714, Jul. 1996.
[5] Z. Pantic, et al., "Magnetic link optimization for wireless power
transfer applications: Modeling and experimental validation for
resonant tubular coils," in IEEE Energy Conv. Congr. and Expo.
(ECCE), Sep. 2012.

[6] S. Babic and C. Akyel, “"Improvement in calculation of the self-
and mutual inductance of thin-wall solenoids and disk coils,”"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vol. 36, no. 4, pp. 1970-1975,
Jul. 2000.

[7] P. Silvester, and M.A. Sc., “TEM wave properties of microstrip
transmission lines,” Proc. Inst. Elec. Eng., vol. 115, pp. 43-48,
1968.

[8] D. K. Cheng, Field and wave electromagnetics, Addison Wesley,
1989.R N r0 도선 재질(σ)

30 mm 13 0.3 mm 5.8 × 107 S/m

p 페라이트 (μr) t Iin

1.2 mm 100 ~ 200 0.5 ~ 3 mm 1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