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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의 효율에 영향 미치는

안테나 구조와 주파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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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hich can transmit the electrical power through the air is the promise

technology.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using magnetic resonance method

have been studied on coil material, resonance frequency, and antenna type. We have found copper tube

as a coil material had the better characteristics than that of enameled wire, and the optimal resonance

frequency was 13.6MHz in the range of from 1MHz to 20MHz. And the double square spiral type antenna

as a load coil was the best. The power transmission distance by magnetic resonance method with 13.6MHz

was 15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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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전에 의해 스마트폰, 가전기기, 로봇, 센서 

등이 개발되면서 요즈음의 우리 생활은 매우 편리해

지고 있으며, 또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도 있게 

되었다[1].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전자기기나 센서는 전력이 공급되어야만 작동되므

로 항상 전선을 이용하여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기기나 우리의 

주변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전용 플러그를 사용하여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거

나 건전지의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

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중간에 전원을 공급

하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선이 낡아서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

거나 화재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한 개인용 모바일 전자기기는 충전지에 에너지가 

있어야 작동되는데, 이 충전지의 사용시간이 길지 않

아 유선으로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러한 불편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며, 특히 최근에 무선전력 전송

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스마트 폰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기기의 수가 증가하고 있

으며, 또 화석연료의 감소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나 전

기이륜차의 개발로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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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기술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시도는 19세기에 Nicola

Tesla에 의해 이루어졌다[2]. Nicola Tesla 이후 무선

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

만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후, 2007

년 MIT의 Marin soljacic 교수의 주파수공진을 이용

한 자기공명법으로 60W의 전구를 켜는 논문을 발표

한 후에 무선전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

고, 세계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무선전력전송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3-5].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

자기 유도방식(electromagnetic induction method),

마이크로파 방식(microwave method), 자기공명 방

식(magnetic resonant method)이 있다. 전자기 유도

방식에 의한 무선전력전송은 Faraday 법칙인 도체

코일에 교류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기장이 발생된

다는 전자유도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주파수는 

125KHz∼135KHz 정도이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이 기술을 이용한 일부 제품은 상용화

되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기 유도방식을 이용

하여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송신장치와 수신장

치가 접촉되거나 수cm 이내에 있어야만 하고 송신기

와 수신기 사이에 방향이 맞아야 전력전송이 가능하

다는 단점이 있다. 마이크로 방식은 GHz대의 고주파

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전력전송의 3가지 방법중 

가장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며 전송거리도 수십Km

까지 가장 멀리 보낼 수 있으며, 전력도 수십 KW이

상 전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태양에너지를 지구로 전송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6,7]. 하지만 효율이 낮고 인체에 유해하다

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

구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8]. 마지막

으로 자기공명방식은 사용되어지는 주파수가 마이

크로파 방식보다 낮은 주파수인 수십KHz∼수MHz

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 유해성이 작으며, 전자기유

도방식에 비해 전력을 더 멀리 전송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상용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

되어 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공명 방식은 전자기유도 

방식보다 전력을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 전기자동차

의 충전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관련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아직 국제표준이 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

제가 있다[9].

자기공명법을 처음 실험에 성공한 MIT의 Marin

soljacic 교수그룹에서 사용한 안테나는 직경 60cm

로 크게 제작하였다. 또 A. P. Sample[10]의 그룹에

서는 자기공명법에 대해 이론적인 회로해석을 통해 

전송효율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주파수범위는 8

MHz에서 12MHz까지로 하였으며 제작한 안테나의 

크기는 직경 59cm로 상용의 전자기기에 적용하기에

는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크기를 작게 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수m 까지 전송가능한 

자기공명방식을 이용하여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연

구를 하였으며, 자기공명주파수에 따른 무선전력전

송효율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및 결과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연

구가 되고 있는 기술은 전자기 유도방식과 자기공명

방식이다. 그래서 우선 전자기 유도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할 때 안테나 형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였다.

안테나로는 spiral 형태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15cm

의 크기를 가지는 사각형모양의 spiral 안테나를 제

작하여 실험을 하였다. 하지만 최대 전송거리는 5cm

정도로 작아 모바일 전자기기나 전기차 등 원거리에

서 충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는 원거리에서 전력을 충전하기 위해 전자기 유도

방식보다 전송거리 특성이 좋은 자기공명방식을 이

용하여 전력을 전송하는데 영향 미치는 재료, 안테나

구조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기공명방식의 무선전

력전송은 송신기와 수신기사이의 공명현상을 이용

하여 비방사형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 자기공명

방식의 무선전력전송회로는 소스코일(source coil),

송신코일(transmission coil), 수신코일(receiver coil),

부하코일(load coil)로 구성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DC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

하였다. 송신코일과 수신코일은 공진이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 주파수가 같도록 하였으며, 공진주파수

의 효과를 알아 보기위해 송신주파수를 변경하면서 

실험하였다. 송신측과 수신측과의 공진주파수에 관

한 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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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wer transmission distance versus resonant 

frequency by magnetic resonant method with 

antenna material (a) copper tube and (b) enam-

eled wire.

Fig. 2. Photograph of LED lighting by magnetic resonant 

method (a) at resonance frequency of 1.3MHz 

and (b) at resonance frequency of 13.6MHz. 

(a) (b) (c)

Fig. 3. The structure of resonator antenna (a) spiral 

type, (b) double square spiral type, and (c) loop 

type. 




(1)

여기서 f0는 공진주파수이며, L은 코일의 인덕턴스

(inductance)이며, C는 커패시턴스(capacitance)를 

의미한다. 코일의 인덕턴스는 코일의 재료의 크기와 

감은 횟수, 코일의 모양 등에 영향을 받는다[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명전송방식의 효율

에 영향 미치는 코일 재료, 코일의 크기, 모양, 주파수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코일의 재질은 에나멜동

선으로 하여 권선수는 같게하고, 코일의 직경만 4.5

cm와 9cm로 다르게 하여 실험 했을 때 코일 직경이 

클수록 출력효율이 좋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 공명 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코일의 재료와 주파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안테나 

재료로 에나멜동선과 동관을 사용하였다. 직경 1mm

인 에나멜동선을 이용하여 권선수는 4회로 하고 안

테나 직경은 9.5cm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직경 3mm

의 동관으로는 권선수는 2회로 하고 안테나직경은 

에나멜동선과 같은 9.5cm로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

작된 공진코일에 입력전압 7V를 인가하여 주파수를 

1MHz, 5MHz, 13.6MHz, 20MHz로 변화시켜가면서 

전송하여 LED가 켜지는 전송 가능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1에 나타내

었다.

Fig. 1 안의 숫자는 각 공명주파수에서 LED가 점

등되는 최대 전송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를 

보면 에나멜동선과 동관 모두 공진주파수가 13.6

MHz 일 때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동관이 

13.6MHz 일 때 150cm까지 전력이 전송되어 에나멜

동선 보다는 더 먼 거리까지 전송됨을 알 수 있었다.

동관의 특성이 좋은 이유는 동관을 이용했을 때 Q특

성이 좋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구리연선

과 에나멜동선을 사용하여 동일 공명주파수에서 실

험을 한 결과는 에나멜동선이 구리연선보다 동일 주

파수에서 전송거리특성이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2는 공명주파수를 1.3MHz와 13.6MHz 로 했을

때 LED를 점등한 실험사진이다. Fig. 2에 사용한 공

진안테나의 재료는 에나멜동선으로 권선수를 동일

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이 실험에서 공명주파수만 

1.3MHz 와 13.6MHz 로 다르게 하고 안테나 크기,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사이 거리는 20cm로 그외 

조건은 모두 같게 하여 조사하였다. Fig. 2에서 알수 

있듯이 공명주파수 13.6MHz로 했을 때가 1.3MHz

보다 LED의 밝기가 더 밝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진기의 안테나 구조에 따라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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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output voltage at the function of power 

transmission distance according to antenna 

type (a) double square spiral, (b) loop type, and 

(c) spiral type at resonant frequency of 13.6 

MHz.

(a) (b)

Fig. 5. (a) Helical type as a source coil and receiver 

resonant coil, (b) double square spiral type as 

a load coil.  

Fig. 6. Photograph of power transfer system by magnetic 

resonant method.

전송방식의 효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하코일의 구조를 Fig. 3과 같이 spiral 형과 loop형,

double square spiral형으로 제작하여 공진주파수 

13.6MHz 에서 송신전압을 같게 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안의 숫자는 

각 전송거리에서 수신되는 전압으로 전송거리가 멀

어질수록 전송되는 전압은 작아지지만, double

square spiral 구조일 때 같은 거리에서 다른 구조에 

비해 수신되는 전압이 가장 크게 나왔다. 실험을 통

하여 송신과 수신 코일로는 헬리컬(helical)형, 부하

코일로는 double square spiral 형이 최적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기공명전송시스템을 제

작하였다. Fig. 1에서와 같이 동관의 특성이 좋았지

만, spiral형태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에나멜동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Fig. 5에는 자기공명방식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

해 제작한 헬리컬 구조와 double square spiral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헬리컬구조의 직경은 9cm로 하였

으며, spiral 구조의 크기는 한 변이 15cm인 정사각형

으로 하여 자기공명방식의 전력전송시스템을 제작

하였다. 제작한 시스템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

여 Fig. 6에서 보여주듯이 60cm까지 LED로 제작한 

글씨가 점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2].

본 논문에서 제작한 직경 9cm의 헬리컬 안테나는 

MIT의 M. Soljacic교수의 실험에서 사용된 직경 

60cm의 안테나와 A. P. Sample 그룹에서 사용한 직

경 58cm의 안테나와 비교하여 안테나크기를 85% 줄

였으므로 개인용 모발일 전자기기나 소형의 가전에

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  론

최근의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스마트폰 등 개인 모

바일 전자기기의 증가로 인해 무선전력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기 유도방식(electromagnetic induc-

tion method), 마이크로파 방식(microwave meth-

od), 자기공명 방식(magnetic resonant method)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며 수m까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자기공명방식의 전송효율에 

영향 미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기공명방식

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일의 재료 

및 형태에 따라 전송되는 효율이 다름을 알 수 있었

다. 재료로는 동관이 제일 좋았으며, 송신과 수신코

일로서는 헬리컬 구조가 좋았으며, 부하코일로는 

double square spiral로 하는 것이 좋았다. 따라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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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소형의 안테나로 150cm까지 전력을 효

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동로

봇이나 바이오 센서 등에 전력공급위한 전력전송 및

소형 개인 모바일 전자기기 등의 충전에도 사용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현재 친환경적인 이동수

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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