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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공진형 무
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임피던스 매칭법을 제안한다. 공진코일과 병렬 연
결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1, 2차 코일에 의한 전력손실을
줄이면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전송효율 또한 얻을 수 있
음을 보였다. 품질계수가 각 각 549와 525인 직사각형 송⋅수전부 공진
코일에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을 연결한 후 1차 코일의 턴 수를
변경하여 송⋅수전부 공진코일 사이의 간격이 40 cm에서 약 90%, 100
cm에서 약 60%의 효율을 얻었다.

1. 서    론

송⋅수전부 코일을 전송 주파수에 맞추어 공진시킨 자기 공진형 무
선전력전송 시스템은 높은 효율로 전력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전,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
다. 하지만 높은 효율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공진과 더불어 공진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임피던스 매칭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는 주로 커플링 코일을

이용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다[1]. 하지만, 송⋅수전부 코일 사이의
간격 및 배열 등의 변화로 임피던스 매칭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커플
링 코일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다수의 커플링 코일[2]을 사용해야 임
피던스 매칭이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제 시스템에 적용
되기 힘들고 다수의 커플링 코일을 사용하는 방식은 공진코일이 클수록
커플링 코일의 크기 또한 그에 상응하는 크기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제
한된 면적에 다수의 커플링 코일을 설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기 공진형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해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임피던스 매칭법을
제안한다.

2. 본    론

  2.1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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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그림 1은 토로이달 트랜스포머가 적용된 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전송을 위한 송⋅수전부 공진코일에 토로
이달 트랜스포머의 2차 코일이 병렬로 연결된 형태이다. 이 토로이달 트
랜스포머는 소스에서 송전부 공진코일 또는 수전부 공진코일에서 부하
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임피던스 매칭 역할을 한다. 이 때, 트랜스포
머 1차 코일의 턴 수를 변경함으로써 임피던스 매칭이 가능하다. 기존의
커플링 코일을 이용한 방식은 공기 중으로 자속밀도가 쇄교되지만, 토로
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방식은 고투자율의 토로이달 코어로 자속이
집속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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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그림 1의 등가회로, (b) 수전부 공진코일의 반사 
임피던스가 적용된 시스템의 등가회로

그림 2(a)는 그림 1에서 보인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등가회로이다.
그림 2(b)는 그림 1(a)에서 수전부 공진코일의 반사 임피던스 (Z refl)를
적용한 등가회로이다. 송⋅수전부 공진코일 사이의 커플링에 의해 송전
부 공진코일에 영향을 주는 반사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다.


  




. (1)

반사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병렬 커패시터 전단에서 수전부쪽으로 바라
본 임피던스 Z 1은 다음과 같다.








 





 


 
. (2)

Z 1의 실수부분 Re{Z 1}이 RT1보다 매우 크다면 트랜스포머 2차 코일
에 의한 손실을 매우 작게 만들 수 있다. Re{Z 1}≫RT1을 만족시키고 공
진 코일에서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인덕턴스로 인한 리액턴스 성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병렬 연결하여 트랜스포머 2차 코일과 송
전부 코일을 병렬 공진 시킨다. 토로이달 트랜스포머의 2차 코일의 인덕
턴스를 고려한 공진코일의 공진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 (3)

이 때, 병렬 연결된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 Lp1, Lp2는 다음과 같다.


 


 

 


. (4)

트랜스포머의 1, 2차 코일에 의한 손실이 없고 최적 임피던스 매칭이 이
루어졌을 경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력전송효율은 다음과 같다[1].

 

















. (5)

따라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트랜스포머에 의
한 전력 손실이 적고 최적 임피던스 매칭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식 (5)의 최대 전력전송효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토로이달 트랜스포
머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식 (5)을 만족하기 위한 임피던스
매칭 조건은 다음과 같다[1].


 







. (6)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임피던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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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식 (7)의 조건은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인덕턴스를 조절하여 식 (3)과
같이 공진을 시킴으로써, 식 (6)의 조건은 트랜스포머 1차 코일의 턴 수
를 조정함으로써 맞출 수 있다.

  2.2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제작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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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작한 공진코일과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그림 3은 제작한 공진코일과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사용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이다. 송수신 공진 코일은 가로 62 cm, 세로 33 cm, 높이 4
cm의 사각 헬리컬 코일이며 14 AWG의 리츠 와이어를 이용해 19 턴을
감아 제작하였다.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는 Ni-Zn 코어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감아서 제작하였다. 토로이달 코어는 W=1.2 cm, h=3.7 cm,
rin=2.7 cm이고 상대 투자율은 350이다. 제작한 송⋅수전부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턴 수는 각 각 91 턴과 94 턴이다.

<표 1> 제작한 트랜스포머와 공진 코일의 전기적 파라미터 측정값

Tx Rx

Transformer

RT 24 Ω 31 Ω

LT 4646.4 μH 4714.4 μH

CT 20.8 pF 16.6 pF

A0 0.56 μH/turn2 0.53 μH/turn2

Resonant coil

Lumped C 1 nF 1 nF

R 1.20 Ω 1.26 Ω

L 407.7 μH 409.4 μH

f 257.3 kHz 257.2 kHz

Q-factor 549 525

표 1은 제작한 트랜스포머와 공진코일의 저항, 인덕턴스, 공진 주파
수와 품질계수를 측정한 것이다. 송수전부 공진코일의 저항은 각 각 1.2
Ω과 1.26 Ω이고 인덕턴스가 407.7 uH와 409.4 uH로 품질계수는 각 각
549와 525였다. 두 공진코일 모두 약 257 kHz의 공진 주파수를 가졌다.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저항은 각 각 24 Ω와 31 Ω, 인덕턴스는 각 각
4646.4 μH와 4714.4 μH로 측정되었다. 송⋅수전부 코일 사이의 상호 인
덕턴스 M12는 40 cm에서 20.8 μH, 100 cm에서 3.1 μH였다.
그림 4는 트랜스포머 1차 코일의 턴 수에 따른 인덕턴스와 커플링

계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두 트랜스포머 모두 커플링 계수는 턴 수가
변해도 약 0.9 정도로 일정하게 측정되었다. 송전부 트랜스포머가 수전
부 트랜스포머보다 1차 코일 턴 수 증가에 따라 인덕턴스가 더 많이 증
가하였다. 이것은 제작한 송전부 트랜스포머의 턴 제곱 당 인덕턴스 값
이 수전부 트랜스포머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림 5는 거리에 따른 전력전송효율을 비교한 것이다. 마름모로 표시

된 실선은 식 (6)에 공진코일의 측정 파라미터값을 대입하여 얻은 효율
이다. 정사각형으로 표시된 점선은 계산한 전력전송효율이고, 정사각형
점들은 측정한 전력전송효율이다. 계산 결과와 측정 결과가 일치함을 알
수 있고,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매칭을 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효율이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전송효율과
유사한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원형으로 표시된 실선은 최대 전력전송효율을 얻을 수 있는 트랜스

포머 1차 코일의 턴 수 (Nm)를 측정한 것이다. 이 때, 부하 임피던스는
50 Ω이다. 40 cm에서 Nm은 6턴이고 간격이 멀어질수록 감소하여 100
cm에서는 Nm이 2턴에서 최대 효율을 가졌다. 간격이 변함에 따라 트랜
스포머 1차 코일의 턴 수를 바꾸지 않고 60 cm일 때의 값 (4턴)으로 고
정시키면 삼각형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60 cm에서 최대 효율을 갖고
거리가 짧아지거나 멀어지면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표 1에서 보였듯이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저항이 수 십 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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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차 코일의 턴 수에 따른 인덕턴스와 커플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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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거리에 따른 효율 및 트랜스포머 1차 코일의 최적 턴수

문에 트랜스포머 2차 코일과 공진코일이 참고문헌 [3]과 같이 직렬로 연
결된다면 트랜스포머 2차 코일의 저항으로 인해 품질계수가 낮아져서
전력전송효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
듯이 트랜스포머의 2차 코일을 공진코일과 병렬로 연결하면 2차 코일의
저항에 의한 전력손실을 거의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로이달 트
랜스포머를 사용한 임피던스 매칭은 트랜스포머 1차 코일의 턴 수를 변
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커플링 코일을 사용하는 방식보다 쉽게
임피던스 매칭이 가능하다.

3. 결    론

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공진코일
에 병렬 연결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
안한 방식을 통해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1차 코일의 턴 수를 변경함으로
써 트랜스포머에 의한 전력 손실은 거의 없이 송⋅수전부 코일 사이의
거리가 변함에 따른 임피던스 매칭 조건을 맞추어줄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 방법은 전기
차 등의 무선 충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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