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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한 정보의 전달은 지난 수천 년간

의 변화보다 더 빠른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동성 전기기기의 증가이다. 이동성

전기기기의 전원 공급 문제는 전원 공급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 에너지 전송 시

스템 특허 이후 큰 연구가 없었으나 최근 근거리 및 비접

촉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이 성공을 거두면서 급격하게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1].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자기 공

명 방식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들 중 한가지인 광대역 주파

수 신호원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및 제어 시스템을 제안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DDFS의 전체 회로다.

전체 회로는 크게 전원부, 오실레이터, DDS 칩, 1차 증폭

기로 이뤄져 있다. 상단에는 DDS 칩의 제어를 위한 마이

크로컴퓨터 모듈이 장착된다. 그림 2는 Common Emitter

증폭기 회로도이다. DDFS의 출력 단은 1MHz에서 

600mVpp 정도의 출력을 발생시킨다. 전력 증폭기를 스

위칭 모드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전압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단계의 증폭기를 최종 출력단에 추가

한다.

그림 1. 제안하는 DDFS

전체 회로

그림 2. Common Emitter

증폭기 회로도

그림 3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며, C#으로 구현한다.

UART 통신을 위해서는 사용하려는 통신 포트를 검색해

야 한다. 저수준의 OS API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

제어 코드(unmanaged code)로 시리얼 장치의 연결 및 해

제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 3. User Interface

실험결과 그림 4의 1MHz 파형은 656mV의 피크-피크

전압을 가진다. 샘플링 클럭에 따라서 SIN ROM의 값을

출력하므로 낮은 주파수의 경우 충분한 샘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완만한 형태의 사인파가 나타난다. 그림 5

에서는 DDFS 생성 주파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SIN

ROM에 존재하지 않는 값이 있을 경우 그 값을 뛰어 넘

어 다음 값이 선택되어 출력된다. 그러므로 10MHz 파형

에는 1MHz에 비해서 완만하지 않은 곡선이 나타난다.

그림 4. DDFS 출력단의

1MHz의 파형

그림 5. DDFS 출력단의

10MHz의 파형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근거리 및 비접촉 무선 전력 전송에서 이

용되는 대역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직접 주파

수 생성기(DDS) 칩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현한다. 또한,

광대역 신호를 생성하는 제어 프로그램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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