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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기유도형 력 송시스템은 의생명 임 란트, 해  수송, 그리고 로 의 무  배터리충  등에 한 

이동형  분리형 부하에 력을 공 하는 물리  이 요구되는 기존의 방식을 체하여 성공 으로 개발이 진

행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유도결합은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하여 력을 송하는 방식으로 1차측 코일(송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2차측코일에 송하는 원리이다. 송 측 코일에서 발생된 자기장을 커패시터와 코

일로 이루어진 2차측 코일(수 코일)로 구성된 리시버회로에 송하는 구조로 송 부와 수 부 코일을 갖는 회로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유도결합을 용한 무선 력 송시스템에 한 수 측 토폴로지 설계  용방법에 

해 연구하 다. 용된 무선 력 송방식은 용의 편리성과 폭넓은 어 리 이션으로 인해 다양한 융합형 응용

장치의 용이 가능하다.

• 주제어 : 무선 력 송, 자기유도방식, 유도결합방식, 융합형 어 리 이션, 리시버코일

Abstract   Inductive Power Transfer (IPT) systems have successfully been developed and used to 

replace traditional conductive power transfer systems where physical connection is either inconvenient or 

impossible, such as biomedical implants, undersea vehicles, and contactless battery chargers of robots, for 

providing power to movable or detachable loads. Inductive Coupling uses magnetic fields to transfer power. 

There is a primary coil, which generates a magnetic field. Then there is another secondary coil which is 

composed of a capacitor and a coil, the capacitor creates a circuit with the primary and secondary coils. 

This paper discusses design method and several implementation alternatives for wireless energy 

transmission systems. It presents realization examples for these alternatives. Wireless energy transmission 

is investigated in numerous convergence applications due to its simplicity and advantages. 

• Key Words : Wireless Power Transfer, magnetic Inductive Coupling, Inductive Coupling, Convergence 

applications, receiver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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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 력 송 시스템은 송  측에서 수  측으로 직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 이 있으며 직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격 등에 노출되지 

않아 안 성이 증가하고 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동

성 는 편리성이 높은 구조의 에 지 송방식이다[1]. 

자기유도방식의 원리는 먼  1차 코일(송 코일)에 류

를 흘리게 되면 자기장이 생성되며 그 자기장이 2차 코일

(수 코일)에 유도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유도 자기장에 

의해 2차 코일에 유도 류가 생기고, 유도 류를 통해 2

차 코일에 연결된 부하 력에 합한 형태로 력변환된 

형태로 부하에 공 된다. 따라서 자기유도방식으로 충

하기 해서는 송 시스템의 1차 코일과 수 시스템의 2

차 코일이 필요하다[2,3].

자기유도의 원리는 도선 주 의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서 도선에 류가 흐르는 원리로 1820년 패러데이가 

발견했다[6,7]. 미국의 패러데이(Faraday)와 헨리(Henry)

는 코일에 단순히 자석을 왕복운동함으로서 도선에 류

가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코일내의 자기장을 

변화시켜 압이 유도되는 상을 자기유도라고 한다

[4,5]. 

무선 력 송기술은 디지털 통신  산업용 기기들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제약을 주는 원 공 선을 없앨 수 

있어 이 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력 송 

효율이 높지 않고, 자 의 인체 유해성과 같은 밝 지

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어려

움이 있다[6]. 공간  자유도 코일과 자성체인 코어를 

층하는 구조의 인덕터 회로를 설계하여 트랜스의 부피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듈을 개발하면 정류회로와 

DC-DC 컨버터를 더욱 소형화시킬 수 있어 공간사용의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인 125kHz의 주 수를 이용하여 수 센티미

터 이내의 거리까지 력을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는 

송수신 코일를 설계하고, 무선 력 송을 성능을 확립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3W  력 어 리 이션에 합

한 형태의 토폴로지를 용하 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체내 이식형 마이크로펌 , 약물방출장치, 인공심장, 생

체센서 등의 생체 삽입형장치의 력공 장치로 용하

여 융합형 어 리 이션에 용 가능하도록 설계방법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 다.

2.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2.1 자기유도방식 전력 전송 원리

유도성 력 송이 성립하기 해서는 최소한 2개 

는 그 이상의 코일이 존재해야하고 두 번의 상호유도작

용이 있어야 하며 공극을 통해 무선 력을 공 하는 송

  수 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력공 방식을 의미

한다[9,10]. [Fig. 1]은 무선 력 송장치의 자기유도방식

에 따른 유도결합의 형태를 나타낸다.

[Fig. 1] Inductive coupl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상호유도작용이란 한 코일에 흐르는 류에 의해 다

른 쪽 코일에 유도기 력이 발생하여 에 지를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에서 , 는 각기 1차와 2차의 

자기 인덕턴스, M은 상호 인덕턴스다. 두 코일에서 두 번

의 유도작용이 일어난 것은 식 (1), (2)와 같이 표 된다

[11]. 

  




 (1)

 




 (2)

만일 1차 측과 2차 측의 력 과 와 같이 유기된 

압과 류의 곱의 시간  평균이 이 아니면 력 

송이 발생한다. 이 게 력 송이 일어나는 것을 유도

성 력 송이라 한다[12,13]. 유도성 력 송시스템은 

선형시스템이고 가역 이다. 즉, 1, 2차는 그 기능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코일내의 자기장을 변화시켜 압이 유도

되는 자기유도는 직사각형의 커 된 코일이 력 송

표면으로 작용하며 Biot-Savart's law를 용하면 [Fig. 

2]과 같이 직선도체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지 에서 

자속 도는 한쪽 끝과 의 각도를 만들고 다른 한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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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각도를 만들고 류 I는 도체를 통해 흐르며 자

속 도는 식 (3)과 같다.

 


   (3)

여기서   ×
으로 진공의 투자율이다.

[Fig. 2] r distance from the straight conductor

자기유도방식의 원리는 먼  1차 코일에 류를 흘리

게 되면 자기장이 생성되며 그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유도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유도 자기장에 의해 2차 코일에 유

도 류가 생기고, 유도 류를 통해 2차 코일에 연결된 

부하에 력을 공 하게 되므로 자기유도방식으로 충

하기 해서는 송 시스템의 1차 코일과 수 시스템의 2

차 코일이 필요하다[14,15].

[Fig. 3] Transmitting side topology of WPT

송 코측의 동조 캐패시터 은 식 (4)과 같이 계산

된다.

 



(4)

여기서 은 동조캐패시터, 은 하나의 인덕턴스에 

한 안테나 코일이고 는 각속도로  이다. 수  

측의 동조 캐패시터 는 식 (5)과 같다.

 



(5)

여기서 는 동조 캐패시터이고 는 두 개의 인덕턴스

의 안테나 코일이고 식 (5)은 최 화 되지 않아서 는 

최 화하여 식 (6)으로 쓸 수 있다. 최 의 의 값은 안

테나 코일사이에서 결합계수에 의존한다. 품질계수 

과   최 의 에 향을 미친다. 

 





 


(6)

여기서 은 코일의 품질계수이고 는 두 번째 코일의 

품질계수이다. 는 결합 계수이다. 부하 항 은 한 

력의 결합에 해 최 효율을 갖기 해서 최 화 되

어야 한다. 최 의 부하는 다음의 식 (7)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7)

자기유도에 의한 쇄교인덕턴스는 기회로에서 류

는 EMF를 유기시키고 류의 변화를 제한한다. 도루

의 자기 인덕턴스  , 코일은 자기 인덕턴스 의 라

미터를 갖는다. 자기 인덕턴스는 류와 자속의 비율이

다. 자기 인덕턴스는 공간 재료의 특성은 자속은 이아

웃의 구조에 따른다[16]. 

 

 

 (8)

은 코일의 인덕터스, 는 자속, 는 자속쇄교이다. 

기생캐패시터와 교류 항을 고려한 인덕터의 총 임피던

스는 식 (9)과 같다. 

  


(9)

따라서 코일은 유효 인덕턴스 를 포함하게 되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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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와 같다.

  


(10)

유효 직렬 항 ESR(Effective series resistor)은 식 

(11)과 같다.

 



(11)

동작주 수가 자기공진주 수(SRF) 방향으로 증가하

면 ESR은 격하게 증가한다. SRF보다 높은 주 수에 

해 코일은 캐패시터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무부하 

인덕터의 품질계수는 식 (12)과 같다.

 


















(12)

여기서 는 직류 력소비의 2배에 이르는 력소비에 

해당하는 주 수이다. 유도성 무선 력 송 시스템은 코

일의 갯수와 자기 인덕턴스를 보상하는 정도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선 력 송 효율(power transfer efficiency, PTE)

은 무선 력 송회로의 효율을 결정하는 측정기 으로 

입력 력  출력 력의 비율로 표 되며 코일의 

Q-factor와 이들의 커 링 계수 k의 직 인 연 을 갖

는다. PTE에 한 정의는 식 (13)과 같다.

  
 


(13)

코일의 높은 Q-factor는 송부 원과 부하 항이 우

수한 커 링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최 의 물리  

기  라미터의 설계를 통해서 높은 효율을 갖는 설계

가 가능한 조건이다. 

2.2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토폴로지 설

계 방법

본 연구를 통해 자기유도방식의 무선 력 송모듈은 

LED부하를 시험하 고 [Fig. 4]는 실험을 한 자유도

방식의 토폴로지의 구성을 블록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다.

[Fig. 4] Circuit connection of the electromagnetic 

induction method.  

자기유도방식의 최 설계방식을 제안하기 해 요소

기술 에서 픽업코일로 불리는 수 코일(Receiver coil, 

Rx coil)의 역할과 기능이 요하므로 이에 한 다양한 

구조와 력요구량에 따른 다양한 구조를 갖도록 설계된

다. 

[Fig. 5] WPT optimal desig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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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코일은 고효율 시스템설계에서 요한 요소이고 

많은 설계 반 요소가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Fig. 5]는 무선 력 송에 용되는 수 코일의 설계

로세서를 나타낸다.

표 화 기구인 WPC에 의하면 기술개발에 따른 자기

유도방식의 무선 력 송기술은 <Table 1>과 같은 4가

지 요소가 무선 력 송기술을 구 하는데 요한 요소

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선 력 송기술이 구 된 시스템

의 설계시에 규정에 한 응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 

[Table 1] Technical element against to technology 

reaction for the WPT

No. Technical element technology reaction

1
positioning
technology

▪mechanical design
▪state monitoring 
technology

2
high frequency
power transfer

▪125kHz frequency

3 coiling technology
▪applying stack coil 
design
▪applying nitz wire

4
EMI & EMC
shield technology

▪shield plate

무선 력 송의 후보 주 수로 고려되고 있는 역은 

수십kHz에서 수백 kHz 사이 는 수MHz에서 수십 

MHz 사이이며, 이 에서 재 가능한 주 수 역은 

125kHz 는 134kHz  13.56MHz 정도이며 용 주

수는 125kHz의 교류 를 생성하여 자기유도 상을 발생

시켰다. 

송  코일은 외경이 43mm이고 내부 직경이 20.5mm, 

두께는 2.1mm이고 한 개 층의 턴 수는 10[T]이다. [Fig. 

6]는 코일의 구성과 형상을 나타낸다.

[Fig. 6] Coil design configuration

수 측 획득모듈은 이차 코일(Ls),  릿지 정류 

회로와 부하 연결 여부를 확인하기 한 출력 스 치로 

구성된다. <Table 2>는 송코일의 주요사양을 나타낸

다.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transmittance coil design

No. Parameter Specification
1 Outer diameter 43 mm

2 Inner diameter 20.5 mm

3 Thickness 2.1 mm

4 Number of turns 10

5 Number of layers 2

6 Wire 20 AWG-type-2

7 Shield Material 44 

력증폭기 회로는 B-calss의 Push-Pull 력증폭회

로로부터 구성하 다. [Fig. 7]은 B-class 력증폭기회

로를 나타낸다.

[Fig. 7] B-class push-pull Power amplifier

3. 실험결과 및 고찰
용된 송 모듈 토폴로지의 설계에 따른 력 송

모듈은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 송 코일(Lp)로 

구성되고 압과 주 수로 제어된다. 송 측은 

50[mm]×50[mm]×1[mm]의 페라이트 PC 44로 쉴드

이트를 구성하 다. 송   수 간 거리는 3.4[mm]이다. 

수 코일은 송 코일의 상단에 치한다. [Fig. 8]은 송

코일과 수 코일의 사진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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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mitter litz coil     (b) receiver coil 

[Fig. 8] Photo of transmit and receive coil 

[Fig. 9]은 제어신호와 송  코일 압을 나타낸다. 

CH1은 5V제어신호의 발생을 나타내고 CH2는 송 코일

에 인가되는 압 형을 나타낸다. 

[Fig. 9] Control signal waveforms for power transmittance

[Fig. 10]은 송  코일 압과 형을 나타낸다. 송

코일의 출력 압과 인덕터의 출력 압의 형을 나타내

며 주 수 125[kHz]로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Inductor output waveforms and control signal 

for power transmittance   

귤 이터는 수신 코일로부터 수신된 압을 정류하

여 충 용 지에 충  가능하도록 일정한 압을 공 한

다. [Fig. 11]은 수 코일 정류 압과 수 코일의 압을 

나타낸다. 

[Fig. 11] Rectifying voltages and receiver coil waveforms

[Fig. 12]은 수 측 정류 압과 수 코일의 압을 나

타낸다.

(a) Voltage output waveforms of receiving side 
coil

 

(a) Receiver and rectifying voltage waveforms of 
receiving side coil

[Fig. 10] Rectifying voltages of the receiving side and 

receiving coil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125kHz의 WPC표 규격에 합한 자

기유도방식의 토폴로지를 설계방법을 제시하 고 이를 

구 한 시작품의 실험을 통해 출력특성과 무선 력 송

모듈의 성능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자기유도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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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력 송모듈의 설계를 통해 송된 에 지를 이용하

여 LED부하와 충 용회로 설계를 통해 효과 으로 부하

에 력을 공 하는 과정을 제안하 으며 한, 에 지 

송 용량은 3W 력 무선 력 송모듈의 규모에 

합한 토폴로지와 력증폭기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수 측 토폴로지설계에 따른 력의 송과 부하에 공

되는 에 지의 상태를 검증하여 양호한 력 송과정을 

확인하 다. 

향후 10W  이상의 력 송 어 리 이션에 용하

여 의생명 임 란트나 수  력 송 등 폭넓은 활용가

능성을 확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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