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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결합을 이용한 면대면 무선 에너지 전송회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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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ntional wireless power transfer methods based on coupled magnetic fields need a complex winding structure on the 

surface of the energy transfer and shows poor efficiency near metal objects due to the eddy current effect. In this study, to mitigate 

these problems, we investigate an electric field-coupled power transmission system, which is less prone to metal object problems and 

EMI. Because of the fundamental physical limit in the size of link capacitances, a half-bridge converter with an impedance matching 

transformer is proposed and the design procedure is derived to provide a soft-switching scheme. Hardware implementation shows 

that the proposed scheme with a pair of 10cm by 10cm copper plate can power a 1.4W USB FAN in a separation of 0.2mm by using 

insulating paper when driven by 227 kHz gate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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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기에너지는 수력에너지나 화학에너지 등 다른 종류의 

의 에너지보다 인류가 활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유일한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복잡한 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호레벨에서는 무선통신이, 전

력레벨에서는 무선 에너지 전송방식이 연구되고 있다[1].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등 민간용 또는 군사용 휴대전

자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서 배터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

하는 형태의 자계결합형(magnetic coupling) 기술이 소형 용량

의 제품을 시작으로 본격 제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는 

자기유도방식과 안테나의 공진양호도(quality factor)를 높인 자

기공명방식이 있지만 주위 금속물 영향으로 인한 와류(eddy 

current) 손실 및 송수신부 정렬이탈시의 효율 급감 문제, 주

위 금속물과 간섭에 의한 EMI를 막기 위한 자장 차폐물(EMI 

gasket 이나 ferrite sheet 등)의 필요성 등 단점도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2].  

한편, 전계결합(capacitive coupling) 방식은 자기장을 사용하

지 않고 전기장만으로 에너지를 면대면 전송할 수 있는 방식

이다. 면대면 전송에 이용되는 에너지 전송소자는 간단한 도

체판이므로 자계결합형 방식의 권선형 구조에 비해 기계적

인 구조가 매우 간단해지고, 형상에 제약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송 수신부의 결

합면 사이에 형성되는 캐패시턴스 값을 많이 확보할 수 없다

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낮은 캐패시턴스에서는 요구되

는 공진양호도 설계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부하변동에 따

른 민감도를 크게 만들고 시스템의 제어를 어렵게 만드는 문

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확보 가능한 수준의 낮은 AC 링크 캐패시

턴스 값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만으로 

에너지를 면대면 전송할 수 있는 회로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II. 시스템개요 및 설계고려사항 

1. 시스템 블록도 

전계결합을 이용한 면대면 에너지 전송시스템은 송신회로, 

송신전극, 수신전극, 수신회로로 구성되며, 그림 1에 전체 시

스템 블록도를 도시하였다. 그림 1의 파선부분은 면대면 에

너지 전송면을 나타낸다. 전계결합형 면대면 에너지 전송은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분리구간 사이의 에너지 전송을 구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송수신 전극은 전류 회수 경로가 필요

하므로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전극쌍 사이에 

형성되는 캐패시터 성분을 링크 캐패시터라고 한다.  

입력전원은 DC 에너지원이므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링크 

캐패시터 쌍을 이용하여 DC 형태의 전류나 전압을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AC 형태로 변화시켜서 

넘겨야 한다. 따라서 송신부 회로에서는 고주파 초핑을 통해 

입력 DC전압을 고주파 AC 구형파로 잘게 나누고, 이를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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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블록도. 

Fig.  1.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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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터를 통해 전송한 뒤에 수신부 회로에서 이를 정류하여 

DC에너지로 복원하여 부하로 전달하게 된다 

2. AC링크 캐패시터 

링크 캐패시터를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공간

의 제약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극을 10cm x 10cm 라고 가

정하고, 이격거리는 PVC 투명필름으로 이격거리 0.5 mm를 

확보한다면 PVC의 비유전율 3
r

ε = 을 고려할 때 약 531pF

의 이론치가 계산 된다. 실측 결과 이러한 전극구조는 100 

kHz 동작주파수에서 약 430pF를 확보 할 수 있고, 이때 손실

계수는 0.0165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링크캐패시터로 얻

을 수 있는 캐패시턴스 값이 매우 작게 되면 일정수준 이상

의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이나 고주파회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인가전압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 물리적인 

분리막 사이에서 절연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주

파 AC 송수신 회로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3. 에너지 송수신 회로: 하프브릿지 공진형 컨버터 

그림 2는 이러한 고주파 송수신을 위한 하프브릿지(half-

bridge) 공진형 컨버터 회로이다. 여기서 직선 파선은 물리적

으로 분리된 에너지 전송면을 나타내며, 분리면 사이에 형성

된 캐패시턴스를 각각 Clink1 및 Clink2로 표시하였다. 링크

캐패시터는 그림과 같이 전류의 회수경로를 포함하여 총 두

개소에 위치하므로 송수신부간의 완전한 정렬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유효 캐패시턴스 값은 다음 식과 같이 

개별 링크캐패시턴스 값의 직렬연결과 같으므로 실제로는 

더욱 작아지게 된다. 

 1 2

1 2

link link

r

link link

C C
C

C C
=

+

 (1) 

이러한 링크캐패시터에는 직렬로 인덕터 Lr을 삽입하는데, 

이는 링크 캐패시턴스의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전압강하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Cr과 Lr은 직렬 공진회로를 구성

하여 부하에 전력을 전달한다. 특히 MOSFET S1과 S2는 교

대로 스위칭을 하는데, 스위치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

드타임을 두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 MOSFET 소자의 소프트 

스위칭을 제공하기 위해 공진 인덕터 Lr에 흐르는 공진 전류

의 에너지 또한 유용하게 쓰인다. 수신부는 AC 형태로 전달

된 에너지를 다시 DC 전압으로 정류하는 전파정류다이오드 

DR1~DR4 및 전압 평활을 위한 캐패시터 필터 Co로 구성되

어 있다. RL은 시스템에 연결되는 등가부하저항을 나타낸다. 

회로의 주요 동작 파형은 그림 3과 같다. DC 입력전압 Vs

는 두 개의 캐패시터에 반씩 저장되고, S1과 S2의 스위칭을 

통해서 LC공진부의 입력측에는 진폭이 Vs/2인 구형파 전압 

Va가 인가된다. 만일 공진회로의 공진양호도가 충분히 크다

면 대역필터형태가 되어 그림 3과 같이 공진회로에 흐르는 

전류 iL은 사인파의 형태에 가깝고 따라서 문헌[3]과 같이 기

본파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Va를 푸리에 급수전

개를 해보면 제 1 고조파성분인 Va1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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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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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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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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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출력필터 CO는 통상적으로 충분히 크므로, 출력전압 

Vo는 DC전압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전파정류 다이오드에 

공급되는 전압 Vb는 사인파 공진전류 iL 방향을 따라 도통할 

것이므로 진폭이 VO이며, 공진전류와 동상을 가지는 구형파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또한 푸리에 급수전개를 통해 기본파 

성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4
O

b

V
V

π

=  (3) 

LC공진네트워크에서 바라본 등가부하저항을 Rac라고 한

다면, 전체회로의 AC등가 회로는 그림 4와 같이 간략화 된

다. 수신부에 연결된 부하저항 RL에 흐르는 전류 IO는 전파

정류된 공진전류의 평균값이므로  

 
2

Lm

O

I
I

π

=  (4) 

의 관계가 성립하고 (2), (3)으로부터 LC 공진네트워크에서 

바라본 등가저항 Rac와 부하저항 RL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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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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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π π

= = ⋅ =  (5) 

 

그림 2. 하프브릿지 공진형 컨버터. 

Fig.  2. Half-bridge resonant converter. 

 

 

그림 3. 동작파형. 

Fig.  3. Operational wav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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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C공진네트워크에서 본 AC 등가회로. 

Fig.  4. AC resonant network equivalent model with respect to LC. 

 

한편, XL 과 XC 을 스위칭주파수 
s

ω 에서의 Lr 과 Cr 의 리액턴

스라고 하면, 그림 4의 등가회로에서 입력과 출력의 비는 (6)

식과 같게 되는데,  

 1

1

1

( )
1

b ac

a ac L C s o

o s

V R

V R j X X
jQ

ω ω

ω ω

= =
+ − ⎛ ⎞

+ −⎜ ⎟
⎝ ⎠

 (6) 

여기서 
o

ω 는 Lr과 Cr의 공진주파수이며, Q는 공진양호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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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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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스위칭 주파수와 공진 주파수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면 AC 전압이득은 1이 되므로 공진네트워크에서의 입력 AC

전압이 출력에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 (2), (3), (6)으로부터 DC

입력과 DC 출력간의 관계식을 도출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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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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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으므로, 그림 5와 같은 DC 전압이득곡선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스위칭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와 일치할 때 최대 전압이득은 0.5를 가지며, 공진주파

수에서 멀어질수록 전압이득이 작아지며, Q값이 커질수록 매

우 뾰족한 이득곡선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진

형 컨버터의 Q값 범위는 1~10부근이 무난한 설계값이다[4]. 

4. 기존 송수신회로의 문제점 

앞서 분석한 공진형 컨버터에 기반한 송수신회로를 전계

결합형 에너지 전송회로에 사용하게 되면 링크캐패시터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상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공진형 컨버터는 항상 스위칭 주파수를 공진주

파수 부근으로 설계하게 되는데, 회로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이러한 공진주파수를 지나치게 높여셔는 안되기 때문에 공

진 인덕턴스 Lr 값은 매우 크게 설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에 의해 계산된 Cr값이 약 200 pF라고 하면, 공진주파수를 

250 kHz로 높인다고 해도, 공진 인덕터는 약 2 mH이므로 크

기와 부피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매우 큰 인덕턴스 값은 시스템의 공진양호도

를 매우 증가시킨다. 부하저항 12ohm을 기준으로 할 때, 공

진양호도를 계산해 볼 때 약 320정도로 매우 큰 값을 나타내

므로 그림 5의 전압이득 곡선이 지나치게 뾰족하여 사실상 

시스템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는 동작주파수를 약 100배정도

인 25 MHz 정도로 상승시킬 경우에야 통상적인 공진형 컨버

터의 설계 Q값 범위로 들어오게 되지만, 이러한 RF 주파수

에서의 파워소자는 매우 비싸며 주변 회로 구현 또한 매우 

힘들다[5-7].  

 

III. 제안하는 송수신회로 

그림 6은 상기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송수신회로이다. 제안한 회로는 하프브릿지 공진형 

컨버터 구조에 임피던스 매칭용 변압기를 송 수신부에 각각 

추가하였다. 송신회로에는 설계되는 인덕턴스 값을 낮추기 

위해서 공진인덕터와 송신부 전극 사이에 임피던스 변환용 

권선비 1:N1의 변압기 TX1을 삽입하였다. 수신부 전극과 정

류회로 사이에는 또 하나의 임피던스 매칭용 변압기 TX2가 

추가되었는데, 공진네트워크에서 바라보는 AC 등가 임피던

스를 증가시켜 Q값을 설계가능범위로 떨어뜨리기 위해 N2:1 

의 권선비로 설계한다. 

제안된 회로의 설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진 물리

적인 분리막 구조로부터 링크 캐패시턴스 Clink1, Clink2를 측

정하고 공진 캐패시터 값 Cr을 식(1)로부터 구한다. 구동회로

에 적합한 공진주파수 
o

ω 를 선정하고 원활한 설계를 위하여 

공진양호도 Q값을 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Cr에서 바라본 

AC등가저항 Req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6. 제안 송수신 회로구조. 

Fig.  6. Proposed power stage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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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진양호도에 따른 DC전압이득. 

Fig.  5. DC Voltage gain according to quality factors. 

Power Stage Design for a Surfac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using a Coupled Electr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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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eq ac

O r

R N R
C Qω

= =  (10) 

이에 따라, 부하의 저항 RL이 주어지면 (10)과 (5)의 등가부

하 관계식에 의해 변압기 TX2의 권선비 N2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2 2

eq

L

R
N

R

π

=  (11) 

한편, 공진 캐패시터에서 바라 본 등가 공진인덕턴스 Lr은 

공진주파수 값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으며,  

 
2

1

r

O r

L
Cω

=  (12) 

이때 변압기 TX1의 권선비 N1은 사용하는 인덕턴스 값 LS

를 선정한 뒤 다음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1

r

s

L
N

L
=  (13) 

 

IV. 설계 및 시뮬레이션 

1. 설계 사양 및 설계 결과 

설계스펙은 다음과 같다. 입력전압 VS는 노트북용 아답터 

출력인 19V로 하였으며, 부하측 부하는 USB FAN 부하를 가

정하여 약 18Ω으로 정하였다. 목표 출력전압은 5V 이상이며, 

전극은10cm x 10cm 크기의 구리판 쌍을 사용하여 구현하였

으며, 전극간 면대면 이격거리는 0.2mm, 물리적 분리막은 

PVC가 아닌 종이재질의 절연지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Cr 

값은 193pF로 실측되었으며 공진주파수는 143 kHz, 공진양호

도 값으로 0.8를 가정하여 (10)-(13)을 통해 Ls=16uH, N1=20, 

N2=22을 얻었다. 게이트 구동회로의 동작주파수는 227kHz, 

듀티비는 0.40으로서 데드타임 500ns을 확보하였다. 표 1에 

설계목표와 설계값을 재정리 하였다. 

2.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시뮬레이션 툴은 Powersim사의 PSIM을 사용하였고 설계

값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매칭변압

기에 의해 임피던스 변환된 인덕턴스가 링크 캐패시터와 공

진하게 된다. 공진전류 iL이 정현파형태로서 충분한 공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각 파

형은 그림 3의 동작파형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출력 

전압 5.8V 출력전류 890mA 로 5.1W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V. 하드웨어 제작 및 검증 

1. 송신부 및 수신부 회로 제작 

하프브릿지의 스위치로는 Fairchild사의 600V/15A급 n채널

MOSFET인 FQPF20N60을 사용하였다. 제어 IC는 Texas 

Instrument사의 UCC25600을 사용했는데 이 소자는 외부입력

 

표   1. 설계 사양 및 설계 계산값. 

Table 1. Design specification. 

설계사양 내용 항목 설계값 

입력전압 19V Req 7kΩ 

출력전압 5V Lr 6.4mH 

출력부하 6.5Ω Ls 16uH 

이격거리 0.2mm N1 20 

전극크기 10 x 10cm2, 2 EA N2 22 

 

 

그림 7. 시뮬레이션 파형. 

Fig.  7. Simulation results. 

 

 
(a) Transmitting circuit. 

 
(b) Energizing surface. 

 
(c) Receiving circuit and various loads. 

그림 8. 하드웨어 사진. 

Fig.  8. Photograph of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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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으며, 동작주파수는 227kHz로 설

정하였다. 또한 충분한 MOSFET의 게이트 전하를 공급하기 

위해 International Rectifier사의 게이트 드라이버 IRS2186을 사

용하였다. 그림 8(a)는 송신부 하드웨어의 사진이다. 마그네

틱 소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인덕터 Ls 및 두 개의 

매칭변압기 TX1 및 TX2에 사용하는 자성코어는 실험세트임

을 감안하여 다소 여유 있게 선정하여 TDK사의 페라이트 코

어인 PQ26/25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설계절차는 문헌 [8-10]

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으며 표 2에 설계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편, 수신부의 정류기 다이오드는 STMicroelectronics사의 

40V/5A급 쇼트키 다이오드인 STPS5L40을 사용하였으며, 순

방향 전압강하는 0.3V이다. 출력 캐패시터에는 충분한 평활

을 위해100uF/25V의 전해캐패시터를 사용하였다.  

2. 시스템 셋업 

일단 가상적인 책상 위에 두는 전기기기들에 대한 무선급

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8(b)와 같은 테이블을 제작하였

다.테이블 상단면은 종이재질의 절연지로 감싸져 있으며, 점

선모양의 사각형은 송신부 전극을 매립한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8(c)의 수신부하의 밑면에는 수신부 전극이 있는데 크

기는 10cm x 10cm의 구리판이며, 두 개의 전극을 4cm의 수평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하였다. 

3. 하드웨어 실험결과 

테스트용 부하는 수신회로 뒷단에 연결하였으며 3W급을 

선정하였다. 그림 9는 하드웨어 동작파형이며 위에서부터 

high side 및 low side 게이트 파형, Va 및 iL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7의 시뮬레이션 파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은 설계과정에서 정해진 부하 저항값에 근사한 18Ω의 등가

저항을 가지는 USB FAN을 부하로 연결하였을 때 출력을 나

타낸 것이고, 표 3은 각 부하의 사양과 하드웨어에 적용 시 

사용 전력을 나타낸다. 파워서플라이로 측정한 입력전력은 

3.2W로 계산 되었고, 부하단에서의 출력은 1.4W의 출력이 

나오므로 42%의 전체 시스템 효율을 가진다. 효율저하의 이

유를 분석하기 위해 변압기 손실분석을 수행하였다. TX1의 코

어손실은 0.46W이고 권선손실은 0.05W이며, TX2의 경우 코어

손실 0.45W, 권선손실 0.07W로서 총 1.03W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는 변압기 재설계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고 본다. 한편 정류기에 사용된 쇼트키 다이오드 전압강하는 

개당 0.3.V 이므로 정류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대략 0.2W으

로 계산된다. 추가적으로 부하의 비선형성과 전극으로 사용

한 동판의 캐패시턴스의 유전손실 및 정렬에 따른 영향도 손

실의 원인으로 유추된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면대면 전계결합형 전력전송에서 전계결합

형 구조 특유의 낮은 캐패시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변압기를 추가한 하프 브릿지형 송수신 회로를 제안하

였으며, 이에 따른 설계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안된 회로의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검

증 및 하드웨어 제작한 결과 USB FAN에 대해 227 kHz 동작

주파수에서 10cm x 10cm의 구리판 전극쌍의 0.2 mm 이격을 

통하여 1.4W의 전력을 면대면으로 전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 시연 하드웨어의 전체 시스템 효율은 42%

정도로 낮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매칭 변압기의 코어 손실과 

절연지로 인한 AC 링크 캐패시터의 유전손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압기의 최적설계와 향후 BaTiO3와 같은 강유

전 전극 코팅물질을 사용하여 전극부를 개선한다면 더욱 작

은 크기의 전극 쌍에서도 큰 파워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표   2. 마그네틱 부품 설계 계산값. 

Table 2. Magnetic component design results. 

부품 Core 1차측 권선 2차측 권선 

Ls PQ26/25 1T, 공극 0.05mm (spacer gap) 

TX1 PQ26/25 2T, AWG22 40T, AWG26 

TX2 PQ26/25 44T, AWG26 2T, AWG22 

 

 

그림 9. 하드웨어 동작파형: USB FAN 부하 (Ch1: 50V/div. 

Ch2: 50V/div. Ch3: 10V/div. Ch4: 0.5A/div.) 

Fig.  9. Hardware waveforms. 

 

그림 10. 출력전압 및 전류: USB FAN 부하. 

Fig.  10. Output voltage and current. 

 

표   3. 부하 별 출력. 

Table 3. Load power delivery. 

 구동전압 (V) 등가저항 (Ω) 전력 (W)

USB FAN 4.9 18 1.40 

3W급White LED 3.8 7.6 1.43 

전동장난감 5.5 46 0.66 

스피커앰프 7.2 16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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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제어 기법 등을 보완한다면, 면

대면 무선 에너지전송이 필요한 모바일 컴퓨팅 장비 및 군용 

장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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