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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미래 유망기술로 포함되어, 상용화될 경

우 큰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자기공진 방식 적용에 따른 

기술적인 발전으로 전송효율과 이격거리가 증가된 무선전력전송

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유선전력전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접촉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 전력선 단

락으로 인한 감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무선전력전송은 기존 전력전송 환경의 문제를 개선

하는데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유도가 요구되는 동적 상태의 부

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칫솔, 휴대폰 등 

W 급 소용량 무선전력전송을 시작으로 용량 증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철도 등 전기수송설비와 같

은 kW 급 이상의 부하까지도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근 전

기차 확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상시충전이 가능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고려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 적용을 위하여 효율개선 및 충전용량 증가 등 기

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접촉 전력전송이라는 특성에 따

라 10~20%의 손실은 불가피 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력전

송 용량 증가에 따라 손실의 영향도 증가하게 된다. uW 급 에너

지를 사용하는 무선통신의 경우 손실이 크더라도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kW 급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10%의 손실도 수백 W 에서 수 kW 크기로 인근에 미치는 영향

이 크다. 따라서, kW 급 이상의 대용량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인

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수적이며, 전자기적 특성에 기반하여 

도전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위해현상 도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인근의 주요 도전부인 도로 하부에 존재하

는 메쉬구조 철근의 위해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1].

무선전력전송 환경의 경우 급전부의 전력인버터로부터 상용전

원이 kHz 주파수의 수백 A 전류로 변환되고, 이것이 급전케이블

을 따라 흐르게 된다. kW 급 이상의 대용량 무선전력전송의 경

우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전기철도 등 대부분 도로에서 전력전송

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위한 급전케이블은 도로에 위치하게 된

다. 도로는 하중을 견디기 위하여 내부에 철근이 위치하게 되고 

이것이 무선전력전송 환경에서 주요 도전부 역할을 하게 된다. 

철근은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격자형태의 메쉬구조로 

존재하며 이것이 폐루프 역할을 하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철근

에 유도전류를 형성시킨다.

2. 시스템 구성

2.1 무선전력전송 환경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그림 1에 도시하였다. 

무선전력전송은 전력인버터, 급전케이블, 공진형 캐패시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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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급전부에서 전력을 송신하며, 픽업코일 정류기 등으로 구

성된 집전부에서 전력을 수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손실은 급전

부에서 집전부로 전달되는 무선전력전송 에너지 이외에, 인근 도

전부에 에너지가 공급되며 발생한다. 인근 도전부는 무선 급 · 집

전이 일어나는 주변에 위치한 도전성을 갖는 도체로 유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며 통상적으로 급전부 하단의 철근구조가 이

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1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모식도

Fig. 1 Schematic for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효율이 높을수록 손실과 위해성은 감소하나, 현재 무선전력전

송 환경에서는 효율의 한계와 대용량 전송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손실의 절대적인 값이 수백 W~수 kW로 인근에 전기적 열적 위

해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무선전력전송 효율의 수식적 

계산은 입력측 전력 대비 출력측 전력으로 산출할 수 있다. I1 

V1은 급전부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값이며, I2는 집전부에 흐르

는 전류값이다. RL은 집전부 2차측의 부하, R1과 R2는 급전부, 

집전부 케이블 저항에 해당한다.

                




위 수식에 키르히호프 법칙과 공진상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2].

                


 












위 수식을 통하여, 효율은 공진주파수 (ω)와 상호 인덕턴스 

(M)가 증가할수록 좋아지며, 케이블 저항 값(R1, R2)이 적을수록 

증가한다.

상호 인덕턴스, 케이블 저항의 변화는 물성으로 변경이 어려우

며, 주파수 증가가 현실적인 효율 향상 방법이다. 하지만 대용량

의 전류를 빠른 속도로 스위칭하기 위해서는 전력인버터의 방열 

문제로 인하여 주파수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별

로 주파수가 할당되므로,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주파수 결정을 위

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효율 향상과 전력인버터 

방열 용량을 고려하여 kW 급 이상의 무선전력전송 환경에는 20 

kHz, 60 kHz, 85 kHz 등의 주파수가 사용되고 있고, 본 논문에서

는 60 kHz 주파수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유도현상

공진현상이 효율을 증가시키지만, 식2에 의해 효율이 100%일 

수 없으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손실분은 인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투자율을 갖는 도전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근 도전부는 공진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도현상에 의해 

전기적, 열적 영향을 받게 된다[3].

그림 2 무선전력전송 환경 효율과 손실에 대한 모식도

Fig. 2 Schematic for efficiency and loss of wireless power 

transfer environment

유도전류는 유도기전력에 의해 발생되며, 유도기전력은 


·

(


   ·)으로 결정되며, 

유도전류는 투자율(u), 자기선속 (Φ), 자속밀도(B), 자기장의 면적

(A)에 영향을 받게 된다[4,5]. 유도전류는 루프가 형성될 때 자기

장의 입사면에 수직인 면적을 갖음으로써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갖는다. 루프의 면적과 자속밀도에 의해 자기선속이 결정

되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단위면적당 루프의 수가 증가될 때, 

루프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단위면적은 동일하여 이론적으로는 자

기선속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투자율이 높은 물질에 의해 루프

가 형성될 경우, 단위면적 안의 자속밀도 (  · , μ : 투

자율)가 증가하여 자기선속이 증가하며 유도전류도 증가하게 된

다[6].

3. 실험 설계

3.1 유도 현상 실험 설계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IEC 61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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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량 분류에 의해 Heavy duty-WPT 4급인 35 kW급 실증 환

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력인버터에서 발생한 60 kHz 주파수의 500 A 전류가 급전케

이블을 통해 흐르게 되고 급전케이블 상부에 위치한 집전부로 공

진현상을 통해 무선전력전송이 일어나게 된다. 상호 인덕턴스, 케

이블 저항 등에 의해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전송의 손실분이 

주변으로 전자기장 형태로 영향을 주어, 도전체에 유도기전력을 

형성하게 된다. 유도기전력 차이가 발생하고, 폐루프가 구성된 경

우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무선전력전송 유도현상 실험을 위해 급전부는 35 kW 급으로 

설계하였으며, 급전케이블에 500 A와 70 V 전압을 공급하였다. 공

진주파수를 위한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급전케이블간 0.24 m의 이격거리를 두었다. 집전부 픽업코일에는 

425 V와 80 A의 전압과 전류가 형성되며 정류기를 지나 모의부

하를 통해 전력이 소모된다.

인근 도전부로의 유도현상을 실험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폐

루프를 설계하였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22 d 굵기의 

철근을 대상으로 하였고, 길이는 1 m, 저항은 0.84Ω이었다. 1 

m×1 m 사이즈로 폐루프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과 같이 폐루프 내부의 메쉬구조를 설계하여, 각각 구성에 따른 

유도전류를 측정하였다[7].

3.2 메쉬구조 실험 설계

콘크리트 구성 시 부피변화에 의한 균열 문제 해결과 인장력 

보완을 위하여 메쉬구조 철근을 넣는다.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

물 내부에는 철근이 메쉬구조로 존재하며, 이는 무선전력전송시 

주요 도전부 역할을 하게 된다. 메쉬구조의 경우 급전케이블과 

평행한 부분들과 수직한 부분들로 나뉘는데 평행한 부분들은 급

전케이블과 각각 다른 이격거리를 갖게 되어 유도기전력이 다르

게 발생하고, 이것이 와이어 등으로 접촉될 때 유도전류를 형성

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면적당 메쉬의 갯수가 많아질수록 유도전

류의 영향을 커지게 되고, 이것이 전기적 위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8,9].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 m × 1 m 사이즈의 단위 

면적을 설정하였고, 그림 3과 같이 이 안에 1 × 1, 2 × 2, 3 × 3 

구조의 메쉬를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d, 1 m, 0.84 Ω 

특성을 갖는 철근을 사용하였다. 1 × 1에서는 선간 저항이 0.84 

Ω이며, 2 × 2에서는 선간 저항이 0.42 Ω이며, 3 × 3에서는 선간 

저항이 0.28 Ω이다.

3.3 시뮬레이션

유도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P-spice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유도 현상에 대한 조건 설정을 위해 메쉬구

조가 위치하는 구간의 유도전압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림 4

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1 × 1 구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급전부 중

심으로부터 이격거리가 1 m와 2 m인 곳에서의 전압을 측정하였

다. 2 × 2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1 m, 1.5 m, 2.0 m인 곳에서의 

전압을 측정하였다. 3 × 3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1 m, 1.3 m, 

1.6 m, 2.0 m인 곳에서의 전압을 측정하였다. 1 m 이격거리에서 

20 V, 1.3 m 이격거리에서 10 V, 1.5 m 이격거리에서 8 V, 1.6 m 

이격거리에서 7 V, 2 m 이격거리에서 6 V의 결과를 얻었다. 유도 

현상은 거리에 따라 크기가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도 기전력 결과를 확인하여 시뮬레이션에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1 × 1 구조에서 유도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전부 중심으로부터 1 m 이격거리에서 20 V와 2 m 이격거리에

서 6V의 유도전압을 적용하고 저항은 철근의 단위구간인 0.84 Ω

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림 5와 같이, 메쉬는 1개가 형

성되었고 여기에 8.4 A의 유도전류가 모의되었다.

        

그림 3 다양한 메쉬구조 형상 (1 × 1, 2 × 2, 3 × 3 타입의 메쉬구조)

Fig. 3 Various type of mesh structure (1 × 1, 2 × 2, 3 × 3 type)

그림 4 거리에 따른 유도전압 차이 확인

Fig. 4 Examination of induced voltage difference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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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 1 구조 모의를 위한 회로와 결과 값

Fig. 5 Circuits and results for 1 × 1 structure simulation

 

그림 6 2 × 2 구조 모의를 위한 회로와 결과 값

Fig. 6 Circuits and results for 2 × 2 structure simulation

시뮬레이션 결과 2 × 2 구조에서 유도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1 m 이격거리에서 20 V, 1.5 m 이격거리에서 8 V 와 2 m 이격

거리에서 6 V 유도전압을 적용하고 저항은 철근의 단위구간당 절

반인 0.42 Ω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림 6와 같이, 메쉬

는 2개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14.5 A, 12 A, 2.5 A의 유도전류가 

모의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3 × 3 구조에서 유도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1 m 이격거리에서 20 V, 1.3 m 이격거리에서 10 V, 1.6 m 이격

거리에서 7 V와 2 m 이격거리에서 6 V 유도전압을 적용하고 저

항은 철근의 단위구간당 1/3인 0.28 Ω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

였다. 그림 6과 같이, 메쉬는 3개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20.8 A, 

16 A, 4 A, 1 A의 유도전류가 모의되었다.

표 1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였고, 실험결과와 비교 참고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4. 실험 분석

단위 면적당 메쉬구조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유도현상 조건을 설정하였다. 35 kW 급의 500 A 급전 전류 

 

그림 7 3 × 3 구조 모의를 위한 회로와 결과 값

Fig. 7 Circuits and results for 3 × 3 structure simulation 

표 1 메쉬구조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 (시뮬레이션)

Table 1 Analysis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esh structure (simulation)

구조
단위 메쉬

사이즈
유도기전력

유도전류

(시뮬레이션 결과)

1 × 1 1m × 1m 20V/6V 8.4A

2 × 2 0.5m × 0.5m 20V/8V/6V 14.5A/12A/2.5A

3 × 3 0.33m × 0.33m 20V/10V/7V/6V 20.8A/16A/4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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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하였고, 집전부 중심 기준 (x축, y축)=(0.0 m, 1.0 m) 위

치에서 측정하였고, 폐루프는 22d 단면적, 1m 길이 철근 두 개

를 1m 이격거리를 갖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메쉬구조에 따른 유

도전류 크기를 측정하였다.

4.1 메쉬구조(1×1) 철근에 미치는 유도전류 분석

급전케이블 중심부와 폐루프 사이는 1.0 m 이격되어 있고, 1.2 

m의 집전부 폭을 고려할 때, 반폭인 0.6 m 이외의 부분에 해당

하는 집전부와 폐루프 사이는 0.4 m 이격되어 있다. 급전전류는 

100 A, 200 A, 500 A 조건이며, 1 × 1 구조 메쉬구조를 갖는 인근 

도전부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측정하였다[10,11].

그림 9와 같이 1 × 1 메쉬구조 폐루프에 흐르는 전류는 급전

전류가 500 A일 때 8.1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1.9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3.1 A 흐르

는 것을 확인하여, 유도현상이 급전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급전전류 500 A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값인 8.4 A

인 값과 96 % 일치하였고, 오차는 실제조건에서 철근과 철근사이 

접속부 저항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2 × 2 구조 실증실험을 위한 실험 모식도 

Fig. 10 Schematic for 2 × 2 stru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그림 11 2 × 2 구조 실증실험 결과

Fig. 11 Result for 2 × 2 stur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4.2 메쉬구조(2×2) 철근에 미치는 유도전류 분석

급전케이블 중심부와 폐루프 사이는 1.0 m 이격되어 있고, 급

전전류는 100 A, 200 A, 500 A 조건이며, 2 × 2 구조 메쉬구조를 

갖는 인근 도전부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2 × 2 메쉬구조 폐루프에 흐르는 전류는 급전

케이블과 가까운 첫번째 도전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14.1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3.0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5.5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

다. 두번째 도전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11.7 A가 측정되

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1.7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3.7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번째 도전

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2.2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0.3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

가 0.7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급전전류 500 A 조건에서 시

뮬레이션 값인 14.5 A와 실제 측정 결과가 14.1 A로 97 % 일치하

였고, 오차는 실제조건에서 철근과 철근사이 접속부 저항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1 × 1 구조 실증실험을 위한 실험 모식도 

Fig. 8 Schematic for 1 × 1 stru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그림 9 1 × 1 구조 실증실험 결과

Fig. 9 Result for 2 × 2 stru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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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에 따라 도전부가 급전전류가 흐르는 케이블과 가까

울수록 유도전류가 증가하고, 유도현상이 급전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1 구조보다 유도전류가 증가한 이유

는 투자율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4개의 단위면적이 각각 1/4배 

되어 전체 단위면적은 동일하나, 메쉬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철근

구조가 높은 투자율을 갖음으로써 자기장이 밀집되어, 더 많은 

자기선속을 유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유도전류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4.3 메쉬구조(3×3) 철근에 미치는 유도전류 분석

급전케이블 중심부와 폐루프 사이는 1.0 m 이격되어 있고, 급

전전류는 100 A, 200 A, 500 A 조건이며, 3 × 3 구조 메쉬구조를 

갖는 인근 도전부에 흐르는 유도전류를 측정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3 × 3 메쉬구조 폐루프에 흐르는 전류는 급전

케이블과 가까운 첫 번째 도전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20.3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4.0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8.1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

다. 두 번째 도전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15.3 A가 측정되

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3.0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5.9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번째 도전

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3.7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류가 0.6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

가 1.3 A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번째 도전부에서 급전전류가 

500 A일 때 0.9 A가 측정되었다. 급전전류가 100 A일 때 유도전

류가 0.1 A, 급전전류가 200 A일 때 유도전류가 0.3 A 흐르는 것

을 확인하였다. 급전전류 500 A 조건에서 시뮬레이션 값인 20.8

A와 실제 측정 결과가 20.3 A로 98 % 일치하였고, 오차는 실제조

건에서 철근과 철근사이 접속부 저항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실험결과에 따라 도전부가 급전케이블과 가까울수록 유도전류

가 증가하고, 유도현상이 급전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1 구조보다 유도전류가 증가한 이유는 투자율 영향으

로 분석되었다. 9개의 단위면적이 각각 1/9배 되어 전체 단위면

적은 동일하나, 메쉬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철근구조가 높은 투자

율을 갖음으로써 자기장이 밀집된다. 단위면적에 더 많은 자기선

속을 유도하게 되어 도전부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에 실증실험 결과를 구조별로 정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

과와 실증실험결과가 2~4 % 오차 범위로 확인되었으며, 오차는 

실증실험에서 메쉬구조 접속부의 저항값 증가에 따른 차이로 분

석된다.

구조
단위 메쉬

사이즈
유도기전력

유도전류

(실증실험)

1 × 1 1m × 1m 20V/6V 8.1A

2 × 2 0.5m × 0.5m 20V/8V/6V 14.1A, 11.7A, 2.2A

3 × 3 0.33m × 0.33m 20V/10V/7V/6V
20.3A/15.3A/

3.7A/0.9A

표 2 메쉬구조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 (실증실험)

Table 2 Analysis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esh structure (demonstration experiment)

5. 결  론

본 연구는 무선전력전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도현상이 인근 

도전부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급전부가 위치하는 콘크리

트 하부에 존재하는 메쉬구조 철근을 인근 도전부로 가정하였다. 

메쉬구조 철근은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폐루프 형태로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전기적 위해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밀집된 구조일수록 단위면적당 투자율을 갖는 비율이 높아져서 

유도현상 발생이 증가된다.

P-spice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500 A 급전전류 

환경을 기준으로, 1 × 1 구조는 최대 8.4 A, 2 × 2 구조는 최대 

14.5 A, 3 × 3 구조는 최대 20.8 A의 유도전류가 측정되었다. 유도

전류는 급전케이블로부터 동심원 형태로 발생하는 자기장이 수직

으로 입사하는 폐루프의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 12 3 × 3 구조 실증실험을 위한 실험 모식도

Fig. 12 Schematic for 3 × 3 stru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그림 13 3 × 3 구조 실증실험 결과

Fig. 13 Result for 2 × 2 structural demonstr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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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을 설정하여 폐루프의 면적은 동일하나, 1 × 1, 2 × 2, 3

× 3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면적을 분할하였다. 투자율이 없는 물

질로 분할시 전체적인 유도현상은 동일하나, 투자율이 있는 물질

로 분할시킬 경우, 투자율 영향으로 분할된 영역 주변으로 자기

장이 증가하게 되어, 유도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투자율이 

높은 물질이 밀집되면 단위면적당 자기장 형성이 많아져 유도전

류가 증가하게 된다.

35 kW 급 무선전력전송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급전케

이블에 60 kHz, 500 A 급전전류를 투입하였다. 유도현상을 만들

기 위하여 급전케이블 중심부로부터 1 m 이격된 거리에서 폐루

프를 구성하였다. 폐루프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22 d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1 m × 1 m 단위면적당 1 × 1, 2 × 2, 3 × 3 

형태의 폐루프를 형성시켰다. 1 × 1 구조는 최대 8.1 A, 2 × 2 구

조는 최대 14.1 A, 3 × 3 구조는 최대 20.3 A의 유도전류가 실측

되었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단위면적

당 1개의 폐루프보다 4개의 폐루프가 있는 상황에서 유도전류가 

1.9배 증가하였고, 9개의 폐루프가 있는 상황에서 유도전류가 2.7

배 증가하여, 단위면적당 투자율을 갖는 도전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유도전류는 실제현장에서 콘크리트 하부에서 존재하

면서, 접지를 통한 노이즈로서의 영향, 침수시 인축에 전기적 위

해를 미치는 등 인근 전력설비 및 인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영향은 밀집된 구조일수록 위해성이 높아짐

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선전력전송 환경에서 급전부가 위치하는 

도로 하부의 메쉬구조 복잡도 증가가 전기적 위해성 증가에 영

향이 있으므로, 구조적-전기적 상호 관계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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