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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세기말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기초이론이 정립된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기술은 
전력사용에 있어서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편리성 및 안전성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에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근래에 
전동칫솔이나 무선충전패드와 같은 소전력 기기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 TV, 전기차와 같은 대용량 전력기기에 
적용하기위한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 (Fig. 1) 은 
크게 유도결합형 (inductive coupling type) 과 
공진결합형 (resonance coupling type)으로 구분된다. 
유도결합방식은 수십 KHz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전력전송거리가 짧으나 (2~3 cm 미만) 수십 KW의 
대전력전송이 가능하다.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므로 
송수신 코일간의 임피던스 결합이 쉽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지만 단일 송신기에 대한 단일 수신기로의 
1:1 충전만 가능하고 전송거리가 매우 짧아 다양한 
산업기기 적용에 한계가 있다 

공진결합형은 수백 KHz~수십 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므로 전송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고 (2 m 미만) 다중 
수신기에 전력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송전력도 수 KW이상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공진주파수 영역이 좁아서 송수신 코일간의 임피던스 
결합이 매우 민감하여 송수신 거리간의 변화에 따라 
임피던스가 급변하므로 임피던스 정합(matching)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그림 1은 WPT 시스템의 구성에 관해 
개략도이다. WPT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RF 
power, 송신기부, 수신기부, 부하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정합회로는 송신기부에 포함된다.  

공진결합 방식은 2007년 MIT의 마린 솔라지치 (Marin 
Soljačić) 교수팀이[3-4] 제시한 4개의 공진 코일로 
구성된 근거리 무선전송기술은 13.56 MHz의 고주파 
전원증폭기를 사용하여 나사선(Helix) 형태의 송수신 
코일로 2 m 거리에서 60 W의 전구에 전력을 성공적으로 

 

 
 

Fig. 1. Illustration of wireless power transfer (WPT) 
technology based on resonance cou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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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ireless power transfer (WPT) technology using strongly coupled electromagnetic resonators is a recently explored technique 
to realize the large power delivery and storage without any cable or wire, this technique is required for diffusion of electric vehicles 
(EVs) since it makes possible a convenient charging system. Typically, since the normal conducting coils are used as a transmitting 
coil in the CPT system, there is limited to deliver the large power promptly in the contactless EV charging system. From this reason, 
we proposed the combination CPT technology with HTS transmitting antenna, it is called as, superconducting contactless power 
transfer for EV (SUWPT4EV) system. As the HTS coil has an enough current density, it can deliver a mass amount of electric 
energy in spite of a small scale antenna. The SUCPT4EV system has been expected as a noble option to improve the transfer 
efficiency of large electric power. Such a system consists of two resonator coils; HTS transmitting antenna (Tx) coil and normal 
conducting receiver (Rx) coil. Especially, the impedance matching for each resonator is a sensitiv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to 
improve transfer efficiency as well as delivery dista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provement of transmission efficiency and 
properties for HTS and copper antennas, respectively, within 45 cm distance. Thus, we obtained improved transfer efficiency with 
HTS antenna over 15% compared with copper antenna. In addition, we achieved effective impedance matching conditions between 
HTS antenna and copper receiver at radio frequency (RF) power of 370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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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전송효율은 40% @ 2m)하였고 이는 무선전력전송 
연구의 기폭제 역할이 되었다. 공진결합형 
무선전력전송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큰 기술적 어려움은 
전송효율의 한계이다. 전송효율은 전송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송거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전송효율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기존의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코일은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상전도 선재 (구리선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전도 선재는 전류밀도의 한계가 있어 대용량 전송을 
위해서는 코일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 또한 본질적으로 
상전도코일은 성능계수 (quality factor) Q값이 낮아 
전송효율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본 연구팀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고온 초전도 선재를 
적용한 초전도 무선전력전송시스템 (Superconducting 
WPT:SUWPT) 을 제안하였다 [5-6]. 상전도 선재와 
비교하여 초전도 선재는 전류밀도와 성능계수 Q값이 매우 
높아 기존의 상전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과 비교하여 
전송거리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의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상전도 선재를 사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문제점이었던 전송효율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 대용량 무선전력전송이 필요한 다양한 
전력시스템에서 그 활용가치가 높다.  본 연구팀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안테나에 적용한 대용량의 전기차 무선충전 
(SUWPT for Electric Vehicle: SUWPT4EV)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 (Fig. 2).  

본 논문에서는 HTS 선재의 수신기를 적용한 경우와 
같은 조건에서 상전도 선재의 수신기를 사용한 시스템을 
같은 전송거리에서 전송전력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370kHz, 150W의 RF 전원장치를 입력 전원으로 
사용하였고 송신기는 나사선형(Helix)형태의 상전도와 
고온초전도 선재를 각각 사용하였다. 수신기는 구리선 
케이블 나선형(Spiral) 의 코일을 사용하였다. 

 

 
 
Fig. 2. Conceptual illustration of superconducting wireless 
power transfer for electric vehicle (SUWPT4EV) system. 

 
 

2.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메커니즘 
 
공진결합방식의 초전도 송신코일을 적용한 전기차 

무선충전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초전도 
무선충전시스템은 고주파 전원장치 Vs, 초전도 송신코일 
Tx, 수신코일 Rx, 정류기회로, 부하 (배터리) RL 등 
5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림 3은 공진결합형 
SUWPT4EV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준다. L1, L2 는 Tx, Rx 
코일의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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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SUWPT4EV system with two 
separate resonance coil. 
 
  
 
 
 
 
 
 
 
 
 
 
 

Fig. 4. Equivalent circuit of SUWPT4EV system with two 
separate resonance coil. 
 

커패시터 C1, C2는 Tx, Rx 코일간의 공진결합설계를 
위해 삽입된다. Tx, Rx 코일간의 LC공진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입력전원이 Rx코일로 전송되지만 
송수신 코일간의 LC공진 결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전송전력은 Rx코일로 전송되지 않고 Tx 코일로 반사된다. 
이때 Tx 코일에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전송효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LC공진 결합에서 공진주파수는 식 (1) 
과 같이 표현된다. 
 

(1) 

 
송수신 LC결합회로에서 전송효율의 정도를 나타내는 
성능계수 Q값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3) 

 
 
높은 Q값은 좁은 대역폭을 의미함과 동시에 
주파수영역에서 높은 선택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송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8]. 그림 4는 SUWPT4EV 
시스템의 회로적 등가회로이다. Rs, k12, M12는 
입력전원의 내부저항값, 송수신 코일간의 결합계수, 
상호인덕턴스 값을 각각 의미한다. 결합계수 k와 
상호인덕턴스 M은 식 (3)과 같은 관계를 통해 계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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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4의 등가회로에서 2단자쌍 회로망 해석방식을 
적용하여 입력전압에 대한 송수신 코일 전류의 등가식을 식 
(4)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a) 

 
                   
 
                                                                   (4-b) 

 
 
 

3. 실험구성 및 결과  

 
3.1. 실험구조 및 설계사양  

본 연구에서는 고온초전도선재를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Tx코일에 적용하여 전송거리확대가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그림 5와 같은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 (a)는 
Helix형 상전도 송신코일(Tx코일)과 Spiral형 상전도 
수신코일(Rx코일)을 적용한 실험구조이다. 그림 5 (b)는 
같은 조건에서 고온 초전도 송신코일Tx를 적용한 형태이다. 
이때 Tx 코일은 테이프형태의 선재, Rx코일은 
케이블형태의 선재를 각각 사용하였다. 냉각용기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용기가 사용 되었고 향후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냉각용기에 대한 전송효율을 측정할 
계획이다. 교류 전송전력의 비교를 위해 상전도 Rx코일에 
30 W 전구를 부하로 연결하였다. Test I와 Test II를 같은 
조건에서 전송특성 조사를 위해 LC 공진코일에 의한 
송수신 코일간의 전력의 반사율 (Reflection ratio)을 
입력전력 150 W 대비 1 W미만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a) test I                                (b) test II  
 

Fig. 5. Experimental sequences with copper and HTS 
antennas, respectively. 

 
TABLE I 

 SPECIFICATIONS OF ANTENNA AND RECEIVER COILS FOR SUWPT4EV 
SYSTEM WITH TWO-SEPARATE RESONANCE COILS. 

Parameters Dimensions 
고온 초전도 Tx코일 (AMSC 344S)  

(선재 두께, 폭) 
Ic = 72 A @ 77 K 
(0.3 mm, 4.5 mm) 

상전도 Tx 코일의 (선재 두께,폭) 0.35 mm / 4.5 mm 
Tx 코일의 턴 수 5 turns 

Tx 코일의 보빈 직경 30 cm 
상전도 Rx 수신코일의 내부/외부직경 

Sx 수신코일용 cable 선재의 직경 
15 / 30 cm 

10 mm 
고온 초전도 Tx / 상전도 Tx 코일의 Q 값 200 / 110 

상전도 Rx 코일의 Q 값 120 

 
 

(a) test I 
 

 
 

(b) test II 
 

Fig. 6. Photograph of experimental performances for tests I 
and II, respectively, at 45 cm distance. 
 
 
 
 
 
 
 
 
 
 
 
 
 
 
 
 

Fig. 7. Measured results of impedance variation 
corresponding to frequency in the Tx copper, Rx Copper 
and Tx HTS coils, respectively. 
 
각 공진코일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6은 Test I, II 
(그림 5)의 송수신 코일간의 거리가 d= 45 cm에서의 
실험과정을 보여준다. 같은 입력 전력의 조건에서 고온 
초전도 선재를 사용한 Tx코일을 적용한 Test II에서 부하 
전구가 훨씬 밝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온 
초전도 Tx코일이 상전도 Tx코일보다 전송전력의 거리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송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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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구체적인 증가수치는 실험결과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림 7은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상전도 Tx, 
상전도 Rx, 고온 초전도 Tx코일 각각의 임피던스 측정값을 
보여준다. 테이프 형의 상전도Tx코일과, 케이블 형의 
상전도 Rx코일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의 증가 
폭이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온 초전도 
Tx코일은 상전도 Tx코일, 상전도 Rx코일과 비교하여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 값의 증가 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3.2. 실험결과 

본 실험에서 Tx 와 Rx 코일 간의 거리를 45 cm 이내에서 
변화시켜며 전압, 전류 파형과 교류전송효율을 각각 
비교하였다. 입력은 370 KHz, 150 W의 전원을 
사용하였다. Tx, Rx코일에서의 전압 전류 파형의 크기 
측정을 위해 오실로스코프용 전압, 전류 프루브(probe)를 
각각 사용하였다. 

그림 8은 Test I의 실험에서 상전도 Tx코일을 적용한 
상전도 Rx코일에 전송된 전압분포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전송거리 d는 30, 35, 40, 45 cm 이며 이때 피크전압은 
각각 289, 211, 149, 92 Vpeak이다. 상전도 Tx코일의 
입력전압은 371Vpeak이다. 전송거리가 증가할수록 상전도 
Rx코일의 전압파형의 위상차(phase difference)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송전력이 급격히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림 9는 Test I의 실험에서 상전도 
Tx코일에 의한 상전도 Rx코일에서 전송된 전류분포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전송거리 30, 35, 40, 45 cm 에서 
피크 전류값은 각각 1.1. 0.72, 0.53, 0.26 Apeak이며 이때 
Tx코일의 입력전류는 1.86 Apeak이다. 전송거리가 
증가할수록 파형의 위상차가 급격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Test II의 실험에서 고온 초전도 Tx코일을 통해 
상전도 Rx코일에 전송된 전압분포의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전송거리 30, 35, 40, 45 cm 에서 피크 전압값은 각각 301. 220, 
173,106 Vpeak이며 고온 초전도 Tx코일의 입력전압은 Test I과 
같은 371Vpeak이다. 전송거리가 증가하여도 파형의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송신전력이 
수신단으로 전송될 때 감소가 작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Rx코일에서의 전송전류파형은 그림 11과 같다. 

 

 
 

Fig. 8. Measured results of voltage distribution for Sx coil 
within d=45 cm in the test I. Input voltage distribution of 
Tx coil is inserted. 

 
 

Fig. 9. Measured results of current distribution for Sx coil 
within d=45 cm in the test I. Input current distribution of Tx 
coil is inserted. 
 

 
 

Fig. 10. Measured results of voltage distribution for Sx coil 
within d=45 cm in the test II. Input voltage distribution of 
Tx coil is inserted.  
 

 
 

Fig. 11. Measured results of current distribution for Sx coil 
within d=45 cm in the test II. Input current distribution of 
Tx coil is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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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거리 30, 35, 40, 45 cm 에서 피크 전류값은 각각 1.25. 
0.91, 0.76, 0.41 Apeak이며 이때 고온 초전도 Tx코일의 
입력전류는 1.86 Apeak이다. 전송거리가 증가함에도 고온 
초전도 Tx코일에 대한 상전도 Rx코일의 파형의 위상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전도 Tx코일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온 초전도 Tx코일을 적용할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큰 위상차의 발생으로 전송전력이 급격하게 
낮아짐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재질(고온초전도Tx, 상전도 코일Rx)을 사용하여 형태가 
다른 (Helix, spiral 형) 송수신 코일간에도 공진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선전력전송기술에 고온초전도 선재를 
안테나로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교류전력전송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구현하였다. 특히 같은 조건에서 상전도 
안테나보다 전송전력이 전송 거리에 따라 15~20% 향상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송수신 코일이 서로 
다른 재질의 상전도(케이블 형태) 코일과 초전도 
(테이프형태) 선재의 공진LC결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재질(초전도, 상전도 코일)을 사용하여 형태가 
다른 Helix, spiral 형 송수신 코일간에도 공진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온 
초전도 코일을 적용할 경우 전송파형의 위상차가 
상대적으로 매우작아 전송전력의 손실의 최소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대용량의 
RF 전원을 통한 대용량전송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신단에 정류회로를 연계한 대용량 무선충전 시스템의 
대한 특성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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