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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AGV(Automated Guided Vehicle)용 규격에 적합

한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패드 설계 디자인을 제안

한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최적설계를 위해 코일의 직경, 턴수,

페라이트의 배치에 따른 관련 파라미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해 비교 및 선정한다. 제안

한 설계 결과는 3kW급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검증하며, 발열

및 효율을 확인한다.

1. 서론

최근 휴대용 전자기기, 이식형 의료기기 및 EVs(Electric

Vehicles)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기존 에너지 공급 패턴을

바꾸기 위해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Inductive

Power Transfer, IPT)을 고려하고 있다.

IPT 시스템은 유연성과 편의성 등 뛰어난 특성을 가지지만,

송수신 패드 간 공극이 크며 결합계수(k)가 변동되므로 에너지

전송 효율이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커패시터 보상 회로, 코

일 디자인, 자속 차폐 등이 연구되었으나[1],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및 Drone 등 표준 규격이 없는 기기의 경우

패드 설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설계 규격을 가진 AGV의 패드 설계

시 고려 가능한 다층 구조의 코일(Multi-Layer Structure

Coil), 내·외경 페라이트 구조에 따른 손실 및 효율을 비교 분

석하여 최적의 패드 디자인을 제안하며 3kW급 하드웨어를 통

해 검증한다.

2. 패드 설계 분석

2.1 다층 구조 코일 설계

송수신 패드의 코일 설계는 결합계수(k) 및 인덕턴스(Lp,

Ls)를 결정하므로 IPT 시스템의 손실을 결정짓는 요소다.

본 논문의 IPT 시스템은 LCCL-S 보상회로를 채택하였으

며, 주요 파라미터 관련 식은 식(1)-(3)과 같다[2].

송수신 코일에 흐르는 전류(Ip, Is)는 동손 및 발열을 야기하

며 IPT 시스템의 주요 손실이 되므로 가능한 한 작게 설계해

야 한다. 식 (2)과 같이 Is는 입출력 전압 및 전력에 의해 결정

되는 불변요소이므로 코일 설계와 무관하나, 식 (1)을 통해 알

기호 파라미터 사양

 ×  × 

하드웨어 사양 ××  

정렬 상태

이격거리
××  

비정렬 상태

이격거리
××  

 DC-LINK 전압  

 DC 출력 전압 ─ 

표    1  AGV 설계 규격

Table 1  AGV desig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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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Ip는 Lp, Ls, k에 반비례하므로 코일 설계를 통해

작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Lp, Ls는 코일의 턴

수와 비례하며, 턴 수는 패드의 창면적에 의해 제한된다. 본 논

문의 송수신 패드 하드웨어 사양은 표 1과 같으며, EVs 표준

규격과 비교하여 X축, Y축이 작지만 Z축이 크다. 따라서 다층

구조의 코일 설계를 통한 넓은 창면적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코일 층수에 따른 파라미터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임의의

코일 직경 5mm를 기준으로 다층 구조의 코일을 디자인 한 후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1(a)은 유한요소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Lp, Ls, k를 코일 층수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이다. 코일의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턴 수도

증가하므로 Lp, Ls는 층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의 경로가 코일 층수에 비

례해서 길어지며, 자로가 길어질수록 누설 자속이 증가하여 k

는 층수에 반비례한다.

Lp, Ls는 송수신 패드 간 이격거리에 변화가 거의 없는 데

반해 k는 비정렬 상태에서 정렬 상태에 비해 크기가 작다. 따

라서 Ip, Is, 동손은 비정렬 상태를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그림 1(b)는 식 (1)-(3)을 통해 도출한 Ip, Is, 동손을 코일 층

수에 따라 비교한 그래프이다. 정렬 상태에서 k가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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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층 구조 코일의 성능 비교 

Fig. 1 Performance comparison of multi-layer coil 

structure 

그림 2  다층 구조에서 코일 간 자로 비교 

Fig. 2  Comparison of magnetic flux paths according to 

coil structure 

이격거리에 민감하여 감소량이 크데 반해 k가 작으면 상대적으

로 이격거리에 둔감하므로 코일 층수에 따른 k 감소폭은 Lp,

Ls 증가폭에 비해 작다. 코일의 층수가 클수록 Ip 및 동손은

작아지므로 IPT 시스템의 주된 손실 원인인 발열을 다층 구조

의 코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사이드 페라이트 설계

다층 구조 코일 설계를 통해 Lp, Ls를 크게 만들어 Ip 및

동손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k 또한 감소하였다. 페라이트는

적절한 배치를 통해 k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다층 구

조 코일 설계에서 감소한 k를 보상하기 위해 사이드 페라이트

설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3은 코일의 외경에 수직으로 페라이트를 배치했을 때

자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자로의 저항은 식 (4)와

같으며, 공기의 투자율과 페라이트의 투자율의 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자로의 저항과 반비례하는 자속은 주로 페라이트를 거

그림 3  사이드 페라이트를 포함한 자로

Fig. 3  Magnetic flux paths with side ferrite 

그림 4  사이드 페라이트 직경에 따른 전류 및 동손

Fig. 4  Current and copper loss according to side 

ferrite diameter

  


× 


(4)

쳐 흐르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길어진 자로 때문에 자화된자

속이 페라이트를 통해 수신측에 전달되므로 k가 증가하게 된

다 .

페라이트의 배치에 의해 k가 증가하는 만큼 Lp, Ls는 감소

하는데, 기존에 코일이 위치한 창면적에 페라이트를 배치하는

만큼 턴 수가 감소하여 Trade Off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4와 같이 창면적 내 페라이트의 부피에 따른 손실을 비교하여

최적의 페라이트 설계를 선정해야하며, 본 논문의 페라이트 직

경은 6mm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코일의 내부는 페라이트와 코일이 창면적을 공유하지 않으

므로 페라이트를 배치하여 Lp, Ls, k 모두 증대할 수 있으며

Ip, 동손을 작게 설계할 수 있다.

2.3 코일 직경 설계

다층 구조 설계를 위해서 임의의 코일 직경을 선정했었으나,

AGV 설계 규격 내 코일의 층수 및 사이드 페라이트의 직경이

선정되어 창면적이 고정되었으므로 최적의 코일 직경은 설계를

통해 선정되어야한다.

코일의 직경과 턴 수는 반비례하며 동일한 코일 층수를 기

준으로 자로의 길이 또한 코일 직경과 비례하므로 Ip는 코일

직경과 반비례한다. 하지만 코일 길이가 턴 수에 비례하므로

코일 직류 저항(Rdc)은 직경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따라서 코

일 직경 설계에서는 Ip 와 Rdc가 Trade Off 되는 파라미터다.

그림 5는 Ip 와 Rdc 및 송수신 동손을 코일 직경에 따라 비

교한 그래프이다. 수신측 동손은 코일의 직경에 반비례하여 가

파르게 증가하는데 반해 송신측 동손은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

다. 따라서 수신측 동손이 가장 작은 5mm의 코일 직경이 본

논문의 패드 코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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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일 직경에 따른 동손

Fig. 5  Copper loss according to coil diameter

기호 파라미터 사양

 송신측 코일 인덕턴스  

 수신측 코일 인덕턴스  

 결합계수 범위 0.088─0.135

표    2  AGV 패드 파라미터

Table 2  AGV Pad parameter

그림 6  FEM 시뮬레이션 결과

Fig. 6  FEM simulation result

그림 7  발열 실험결과

Fig. 7  Thermal test result

그림 8  시간에 따른 출력 전압 및 효율 변화

Fig. 8  Output voltage and efficiency variation by time

3. 실험 결과

2장에서 설명한 설계 기준을 따라 프로토타입의 하드웨어를

제작하였다. 표 2는 LCR 파라미터를 통해 측정한 패드의 파라

미터 Lp, Ls, k 이며, 그림 6은 실제 패드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자속 밀도이다.

그림 6의 자속밀도를 기준으로 온도 센서를 패드에 부착한 후

3kW 50분 동작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7과 같이 비정렬 상태

기준 송신측 자속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110도까지 발열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출력전압은 그림 8과 같이 최

소 128V에서 최대 242.9V로 AGV 설계 규격 안에 들어갔으며,

효율은 83%에서 89% 사이로 측정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AGV용 IPT 시스템이 3kW급에서 50분 동작

가능하도록 무선 충전 패드를 주어진 걸계 기준에 맞춰 설계하

였다. 다층 구조로 코일을 설계하여 Lp, Ls 를 크게 만들었으

며, 감소한 k를 보상하기 위해 사이드 및 센터 페라이트 설계

하였다. 패드 내 코일의 창면적이 정해진 상태에서 최적의 코

일 직경을 선정하기 위해 코일 직경에 따른 손실 파라미터를

비교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된 패드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제 패

드를 제작하여 3kW급 50분 동작을 실시하였으며, 발열, 출력

전압 및 효율을 측정하였다. 소형의 기기의 경우 제한된 부피

내 발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고려된다.

자속 밀도와 발열 포인트가 겹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

으며, 향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패드 설계 개선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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