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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효율 무선 력 송을 한
Magnetic Beam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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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 력 송은 유선 력 송 보다 편리하지만 송거리가 짧고 효율이 낮다. 한, 여러 장치를 동시

에 충 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력 송의 송 거리를 증가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해 다수

의 송신코일을 이용해서 Magnetic Beam을 형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송신코일 류와 수신코일 

심에서의 자속 도 사이의 계를 모델링하고, 의사역행렬(Pseudoinverse)의 특성을 이용해 최 의 송신코

일 류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Simulation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ABSTRACT

Wireless power transfer is more convenient than wired power transfer, but has a shorter transfer distance and lower 

efficiency.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charge multiple devices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magnetic beam forming by using multiple transmitters in order to increase transfer distance and improve efficiency of 

wireless power transfer. To do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mitter coil current and magnetic field at the center 

of receiver coil is modelled, and calculate the optimal transmitter coil current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seudoinverse. Finall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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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휴 기기  친환경 모빌리티가 범 하게 보 됨

에 따라 무선 력 송 국제 규격(Qi, A4WP 등)이 

제정되었고 효율 인 배터리 충 을 한 무선 력 

송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1]

재 상용화 되고 있는 근거리 무선 력 송 시

스템은 자기 유도 방식[2-3]과 자기 공진 방식[4-6]을 

사용한다. 이  자기 유도 방식은 구 이 간단하고 

근거리 효율이 높지만 거리가 멀어 질수록 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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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떨어진다는 단 이 있다. 자기 공진 방식은 자기 

유도 방식과 비교해 충 거리가 멀지만 효율이 낮다. 

이러한 무선 력 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통신 

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Beam 형성을[7] 용한 

Magnetic Beam 형성 기법이 연구 되고 있다. 

Magnetic Beam을 이용한 무선 력 송의 표

인 연구는 자기 유도 방식의 MagMIMO[8]와 자기 

공진 방식의 MultiSpot[9]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류제어방식으로 구동되는 송신코

일 배열을 사용한 자기 유도 방식의 Magnetic Beam 

형성 기법을 제안한다. 각 송신코일 류에 의한 수신

코일의 쇄교자속 행렬식을 유도하고 의사역행렬을 사

용하여 요구되는 수신코일 쇄교자속 형성에 필요한 

송신코일 류를 계산한다. 이때 수신코일의 류에 

의한 향은 외란으로 간주하고 무시하 다.

Ⅱ. 최  효율 송신코일 류 계산

수신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 력()의 크기는 

Faraday 법칙에 의해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수신코일의 턴수

  : 수신코일 내부 통과자속 [Wb]

  : 수신코일 쇄교자속() [Wb]

이다.

수신코일 쇄교자속은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  (2)

여기서

  : 수신코일 내부 자속 도벡터 [T]

  : 수신코일 내부 면 의 법선단 벡터

  : 수신코일 내부 면  [m]

이다.

 식 (2)에서 수신코일 쇄교자속을 계산하기 해서

는 수신코일 내부 모든 지 에서의 자속 도를 계산

해야 한다. 수신코일의 반지름이 송신코일과 수신코일 

사이의 거리보다 충분히 작다면 수신코일 내부 각 지

에서의 자속 도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는 수신코일 쇄교자속을 식 (3)과 같이 근사화 

하 다.

 ≈∙ (3)

여기서   는 수신코일 심의 자속 도이다.

2.1 수신코일 심의 자속 도

그림 1은 x-y 평면에 있는 원형 송신코일과 공간

상에 치한 수신코일을 나타낸 그림이다. 수신코일의 

심 좌표 P(x, y, z)가 주어지면 Biot-Savart 법칙을 

이용하여 송신코일 류에 의해 수신코일 심에 발

생하는 자속 도를 계산 할 수 있다. 계산된 자속 도

의 x, y, z 성분은 각각 식 (4), (5), (6)과 같다.

그림 1. 원형 송신코일에 의한 자속 도

Fig. 1 Flux density by circular Tx. Coil

  





 ∙∙∙cos

  (4)

  





 ∙∙∙sin

  (5)

  





 


  (6)

여기서

  : 송신코일의 반지름 [m]

  : 송신코일의 류 [A]

  : 송신코일의 턴수

  : 진공의 투자율 [H/m]

   
    : 송신코일 류에 의해 수신코일 심에  

        발생하는 자속 도의 비례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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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신코일 내부자속 계산 행렬

x-y 평면에 N 개의 송신코일이 있고 그  공간상

에 M 개의 수신코일이 있다고 하면 식 (3)~(6)으로부

터 n 번째 송신코일에 의한 m 번째 수신코일의 쇄교

자속 은 식 (7) 과 같다.

  
 

(7)

여기서

  : m 번째 수신코일의 턴수

  : m 번째 수신코일의 내부면  [m]

     
  : m 번째 수신코일 면 의 

법선단 벡터

  : n 번째 송신코일과 m 번째 수신코일 사이

의 상호 인덕턴스 [H]

이다.

식 (7)로부터 N 개의 송신코일에 의한 M 개의 수

신코일의 쇄교자속    ⋯ 
를 행렬식으로 

표 하면 식 (8)과 같이 상호 인덕턴스 행렬  과 송

신코일 류벡터   의 곱으로 표시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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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3 의사역행렬을 이용한 송신 류 계산

식 (1)로부터 요구되는 압을 유기할 수 있는 수

신코일 쇄교자속 가 주어지면 송신코일 류벡터   

는 식(9)와 같이   행렬의 의사역행렬인  와 

의 곱으로 계산 할 수 있다.

 

  

 (9)

식(9)로 계산된 류벡터   는 의사역행렬의 특성

으로 2-norm의 크기가 최소인 해가 된다.[10]

2.4 송신코일의 력 손실

송신코일은 항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력 손실이 발생한다. 송신코일 체의 력 손실 

는 식 (10)과 같으며, 식(9)로 계산된 류벡터 

  가 최소 2-norm 해이므로 송신코일의 력손실이 

최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
  (10)

2.5 송신코일 입력 류 제한이 있는 경우

송신코일의 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행렬과 류벡터   의 차원을 축소시켜 계산할 수 있

다. 송신코일 류의 최 값을 max라 할 때 송신코일 

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식 (9)에 의해 류벡터   계산

2. 1번에서 계산된 송신코일 류  max보다 큰 

값은 max , max보다 작은 값은 max로 제한

3. 2번에서 크기가 제한된 송신코일 류에 의한 

수신코일 쇄교자속()을 요구 쇄교자속    

측으로 이항해 차감하고 해당되는   열과 류

벡터   행을 축소

4. 차원이 축소된 식 (9)로부터 류벡터   계산

5. 새롭게 계산된 류벡터   의 요소  류 제

한을 벗어나는 값이 있다면 순서 2~4 반복

Ⅲ. Simulation

표 1은 Simulation을 한 무선 력 송 시스템

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Tx Rx

The Number of Coil 21 1

Radius of Coil [m] 0.033 0.05

The Number of Turns 20 20

표 1. 송신/수신코일의 제원
Table 1. Parameters of Tx/Rx Coil

그림 2는 x-y 평면상 송신 코일의 배치를, 그림 3

은 수신코일이 하나인 경우 수신코일의 배치를 보인 

것이다. 수신코일의 심 좌표는 (0 0 0.2) [m] 이다.

3.1 Magnetic Beam 형성 Simulation

송신코일 류의 동작주 수를 1 [MHz], 수신코일 
유기기 력의 크기를 10 [V]인 정 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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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송신코일 배치

Fig. 2 Arrangement of Tx C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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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신코일 배치

Fig. 3 Arrangement of Rx Coil

식 (1)  표 1로부터 요구되는 정  수신코일 

쇄교자속의 크기는 = 1.592 [uWb], 수신코일 내부 

통과 자속의 크기  =0.07958 [uWb] 이 되며, 수신

코일이 송신코일과 평행한 상태로 놓여 있어 수신코

일의 법선단 벡터     이므로 요구되는 z성

분 자속 도의 크기 
= 10.13 [uT]가 된다.

그림 4는 식 (9)에 의해 계산된 각 송신코일의 

류벡터   를 보인 것이며 그림 5는 수신코일 심에 

생성된 자속 도의 z축 성분 를 나타낸 그래 이

다. 그림 6은 그림 4와 같은 류를 송신코일에 인가

했을 때 수신코일 주변(  ) 자속 도 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으로 수신코일 주변에 요구되는 

Magnetic Beam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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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신코일 류

Fig 4 Tx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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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신코일 심에서의 자기장

Fig 5 Magnetic Field at the center of Rx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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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신코일 주변 자속 도

Fig. 6 Magnetic Field Around Rx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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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송신 류에 제한이 있는 경우

2.5 에 소개한 방법을 이용해 송신코일 류의 제

한이 있는 경우 류를 계산할 수 있다. 표 2는 그림 

6과 같은 Magnetic Beam을 형성할 때 류제한에 

따른 류벡터   의 2-norm 과 수신코일 심에 생

성된 자속 도의 z축 성분 를 비교한 표이다.

Current Limit [A] 2-norm of   [A]   [uT]

No Limit 3.42 10.13

1.5 3.46 10.13

1.0 4.35 10.13

표 2. 류 제한 시 송신코일 류
Table 2. Tx. coil Current with current Limit

송신코일 류 제한 값이 감소함에 따라 류벡터 

  의 2-norm은 증가하나 수신코일 심 자속 도의 

Z축 성분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다  수신 시뮬 이션

수신코일이 여러 개인 경우를 검증하기 해 그림 

7과 같이 2개의 수신코일을 송신코일과 평행하게 배

열 하 다. 2 개의 수신코일 심좌표는 각각 (0.2, 0, 

0.2)[m], (-0.2, 0, 0.2)[m] 이다.

-0.4 -0.2 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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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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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1

0.2

0.3

0.4

z[
m

]

x[m]y[m]

그림 7. 2개의 수신코일

Fig. 7 Two Rx Coils

그림 8은 한 개의 수신코일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2개의 수신코일 심 자속 도의 z축 성분 크기를 각

각 10.13[uT]로 설정할 때 수신코일 주변의 자속 도 

분포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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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개의 수신코일 주변 자속 도

Fig. 8 Magnetic Field Around Two Rx Coil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류제어방식으로 구동되는 송신코

일 배열을 사용하여 최  효울 무선 력 송을 

한 Magnetic Beam을 형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송신코일 류와 수신코일 내부 자속의 계식을 

구하고 의사역행렬의 특성을 이용해 Magnetic Beam

을 형성하는 송신 류를 계산하 고 Simulation을 통

해 유요함을 확인하 다. 

수신코일의 자세와 심의 좌표로부터 계산한 상호 

인덕턴스 행렬은 실용 인 면에서 실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N개의 송신코일에 하여 각 송

신코일 하나에만 류를 흘린 상태에서 수신코일에 

유기된 압을 수신코일이 내장된 기기로부터 통신을 

통해 획득함으로써 실험 으로 상호 인덕턴스 행렬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신코일에 력을 송 할 때 수신

코일 류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이에 한 

향을 보완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 최  

효율의 무  력 송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거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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