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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준랜덤 자속을 사용하는 무선 전력전송 시
스템에서 pickup을 위한 공진 회로에 대하여 논한다. 준랜덤 자속은 서
로 직교하고 있는 3 개의 코일에 주파수가 다른 3개의 전류를 흘려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pickup도 3개의 주파수에 대하여 임피던스가 최저값
을 가져야 효과적으로 전력을 끌어낼 수 있다. 즉, 3개의 주파수에 대하
여 공진이 발생할 필요가 있다. 본논문에서는 3개의 주파수에서 공진이
일어나는 회로를 제안하고 그 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1. 서    론

최근 들어 전기기기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시스템
이 많이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급전 측에서
집전 측으로 직접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으로 인해 가전 기기, 사무용 기기나 전기 자동차 등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격 거리는 사용 주파수를
높여서 해결을 하고 있으며 이격 거리가 클 때 때 발생하는 자기 인덕
턴스는 크고 상호 인덕턴스가 적은 문제는 공진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집전 측 기기의 자세가 집전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전 측의 자세에 비교적 영향을 적
게 받도록 3조의 급집전 코일로 구성하고 세 개의 각기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급집전 방식을 위한 pickup 시스템에 대하여 논하고 3 주파수
에 대하여 공진이 일어나는 회로를 제안하고 이론적인 검증을 하였다.

2. 본    론

  2.1 준랜덤 자속의 발생
어느 위치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시간에 따라 방향이 랜덤하게 변하면
그 위치에 놓인 코일에는 코일의 자세 또는 방향에 관계없이 기전력이
발생한다. 완전한 랜덤자속은 발생시킬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적 랜덤하
게 변하는 것으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속은 급전부를 그림 1(a)와 같
이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코일로 구성하고 식 (1)~(3)과 같이 각기 다
른 주파수의 전류를 흘려 발생시킬 수 있다.

tIi 11 sin2 w= (1)

tIi 22 sin2 w= (2)

tIi 33 sin2 w= (3)

  2.2 pickup 회로의 구성
[10]에서는 pickup에 3개의 코일을 사용한 회로를 제안하였으나 본 고
에서는 하나만을 사용하였다. pickup에 발생된 기전력에는 3가지 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부터 에너지를 부하로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
해서는 3 주파수에 대해 임피던스가 최저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림 2의 회로를 제안한다.

<그림 2> 준랜덤자속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pickup 코일

그림 2에서 L2가 실제 pickup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나타내고 Lrk-Crk
는 공진을 위한 회로다. 만일 180, 200, 220 [k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L2가 20[μH]라면 3개가 병렬접속된 Lrk-Crk 직렬회로의 합성 리액
턴스는 각 주파수에서 –22.6195, –25.1327, -27.6460[Ω]이 되어야 한다.
또는 서셉턴스가 0.0442, 0.0398, 0.0362[S]가 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
키는 회로 정수는 표 1과 같다. 설계된 공진기의 주파수 특성은 그림
3(a)와 같고 자기인덕턴스와 직렬 접속되어 있으므로 180, 200, 220
[kHz]의 주파수에 대하여 합성 임피던스가 영이 된다. pickup 회로의 이
득은 그림3(b)와 같다.

<표 1> 

<그림 3> 설계된 공진회로의 주파수특성 

준랜덤 자속을 사용하는 무선전력 전송용 픽업을 위한 공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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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준랜덤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급집전 코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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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준랜덤 자속을 사용하면 pickup의 출력이 자세에 무관하게 설계할
수 있다. 준랜덤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3 개의 주파수가 사용되므로
pickup에는 제안한 회로와 같이 3 주파수에서 공진을 일으키는 특성이
필수적이다. 제안한 회로가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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