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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25W wireless power transmission(WPT) system using the coupled magnetic resonance is

presented. The WPT system consists of a 100W class-F power transmitter, 1.7MHz magnetic resonators and a

40W full-bridge receiver using diodes. Especially, the transmit power control function using the 400MHz FSK

communication between the transmitter and the receiver is adopted in the proposed system for the stable power

transmission. Using the system and the power control function, the WPT system can be adopted in the various

electronic device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WPT system can be moved forward.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명 방식을 이용한 25W급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기공명 방식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100W급 Class-F 송신기, 1.7MHz대역의 송수신 공

진기, 40W급 Full-bridge 다이오드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안된 시스템은 수신기에 전달되는 전력이 부

하를 구동할 수 있는 적정레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을 이용한 송신전력제어 기능을

구현하여 송신기가 최적의 전력을 송신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시스템 및 송신전력 제어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에 동일한 기능의 적용이 가능하며 상용화에 보다 근접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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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7년 MIT에서 자기공명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

송에 대한 기술을 발표하면서 무선전력 전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학계 및 산업

체에서 무선전력 전송에 대한 많은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무선전력 전송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 자

기공명 방식, 안테나 방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자기유도 방식은 1차 코일인 송신 코일

에서 발생한 자기장 플럭스를 2차코일인 수신 코일에

서 검출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근

거리 무선전력 전송에 활용되어 왔다[2]. 두 번째 방

식인 안테나 방식은 송신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높은

전력을 먼 거리의 수신 안테나로 전달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앞의 두 가지 방식에 비해

먼 거리 전송이 가능하나 송신 안테나의 빔 폭에 대

한 제한에 따라 전송 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3]. 세

번째 방식인 자기공명 방식은 공진주파수가 일치하는

두 개의 공진기 사이의 자기장 결합 현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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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자기유도

방식에 비해 전송거리 및 송수신 공진기의 위치에 대

한 자유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4]. 자기유도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cm미만의 근접거리에 대한 무선전력

전송에 활용이 가능하고, 자기공명 방식은 1m이내의

거리에서 일정부분의 자유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무선

전력 전송에 활용이 가능하다. 안테나 방식은 1m이상

의 원거리에 응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무선전력 전송 방식이 있고, 이

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

점으로 인해 상용화 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자

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가 상용화

되어 일반에 출시되고 있으나 충전 위치에 대한 제

약, 열적문제,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활

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유도 방식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위치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공명 방식에 대한 상용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송 효율, 전송 주파수, 인체 및 주변기기 보

호 등의 전자파 환경 측면의 문제로 제품 출시가 지

연되고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명 방식을 적용한 1.7MHz 대

역의 25W급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100W급 Class-F 송신기와

1.7MHz 대역의 직경 30cm의 평면형 송수신 공진기,

다이오드를 이용한 40W급 Full-bridge 수신기로 구성

되어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공진기간 거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전송 주파수 및 전송 효율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외부 환경변화에도 적절

한 전력이 부하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송수신기간 통신

을 이용한 송신기의 송신전력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

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Ⅱ. 본론

1. 25W급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시된 25W급 자기공명 방식 무선전

력 전송 시스템은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송신

기, 송신공진기, 수신공진기, 수신기와 최종 부하로 구

성된다. 송신기는 상용전원으로부터 최대 100W의 RF

전력신호를 생성하여 송신공진기로 전달하고, 송신공

진기는 수신공진기로 RF 전력신호를 자기공명 현상

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달한다. 수신공진기는 입력

된 RF 전력신호를 수신기로 전달하고, 수신기는 입력

된 RF 전력신호를 DC로 변환하여 최종부하를 구동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자기공명 방식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외

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송수신 공진기간

의 전달 특성변화에 대응하여 최적의 전력이 항상 수

신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송신전력제어 기능을 지속

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전력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송수신기는 400MHz 대역의 FSK 통신을 이용

하여 초기 접속에서 전송 종료까지의 접속 제어 및

전력제어를 위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송신기는 전달

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주파수 선정 및 최적 송신

전력제어를 수행한다.

Fig. 1. The system architecture of 25W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그림 1. 25W급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구성도

2. 100W급 Class-F 송신기 설계 및 제작

25W급 자기공명 방식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구

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W급 Class-F 송신기

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된 100W급 Class-F 송

신기는 1.6∼2.0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송신기로, 상

용전원으로부터 송신기가 요구하는 DC전원을 생성하

는 AC/DC 컨버터, RF 신호 발생을 위한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 블록, 100W급 전력신호를 생성

하기 위한 Class-F 전력증폭기 블록, 수신기와의 통

신을 통해 송신기의 동작을 제어하고, 전력제어를 수

행하는 통신 및 제어 블록, 그리고 최적의 전송주파

수를 선택하기 위해 송신기의 출력 반사전력비를 측

정하는 반사전력 검출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작된 100W급 Class-F 송신기의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다.

1.7MHz 대역의 RF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CPU의 클럭을 사용하는 방법, PLL을 이용하는 방법,

DDS를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주파수 변경 속도가

가장 빠르고, 주파수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DDS

를 이용하여 RF 신호를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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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블록은 송신기에 내장된 통신 및 제어 블록의

명령에 따라 송신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DDS 블록은 Analog Device사의 AD9912를 이

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DDS 블록의 출력 RF 신

호는 50Hz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

Fig. 2. The block diagram of 100W Class-F Transmitter

그림 2. 100W급 Class-F 송신기 블록도

DDS 블록에서 발생된 RF 신호를 100W급 신호로

증폭하기 위해 Class-F 전력증폭기를 설계, 제작하였

다[8]. 100W급 Class-F 전력증폭기를 구현하기 위해

트랜지스터는 MOSFET를 사용하였다. MOSFET의

게이트 스위칭을 확보하기 위해 DDS 블록의 출력에

1단의 드라이브 증폭기를 구성하였다. 100W 출력을

위한 MOSFET의 바이어스 전압은 튜닝작업을 통해

전력증폭기가 최대의 효율을 갖도록 구성하여 100V

로 선정되었다. 또한 Class-F동작을 위해 트랜지스터

출력단에 하모닉 정합회로를 구성하였다. 하모닉 정

합회로를 구성하여 송신기 출력에서 최대 효율을 갖

고 하모닉 성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은 Class-F 전력증폭기의 상세 회로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력증폭기는 100V의 바

이어스와 출력단 하모닉 정합회로로 구성되었다. 정

합회로는 두 개의 직렬 공진기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와 3차 하모닉 성분이 제거되도록 구성되었다. 일반

적으로 Class-F 증폭기의 출력 정합회로는 고차의 하

모닉 성분을 모두 제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지

만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1.7MHz 대역에서는 전송선

로를 이용한 정합회로 구현이 매우 어려우므로, 집중

소자를 이용하여 정합회로를 구성하여 2차와 3차 하

모닉 성분에 대해서만 정합회로를 구성하였다.

100W급 Class-F 송신기는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

해 송신전력제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작되었다. 수

신기와의 통신은 400MHz 대역 FSK방식을 통해 이

루어진다.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주고 받는 데이터

는 초기 접속을 위한 정보와 송신 전력제어를 위한

수신기의 수신 전력레벨이다. 수신기와의 초기 접속

이 이루어지기 전, 즉 대기상태에서의 송신기는 수신

기의 접속을 체크하기 위해 매 1분에 2획씩 주기적으

로 출력 신호를 1W로 1.6∼2.0MHz 대역에서 sweep

하며 반사전력을 측정하여 수신기의 근접을 인식한

다. 이는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 전송의 특성을 이용

한 것으로 수신공진기를 포함한 수신기의 접근이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송신기에서의 반사전력은 매우

커 반사계수가 1에 가깝게 측정되지만 수신기의 접근

이 이루어지면 전송 가능한 주파수에서 반사전력이

급격이 작아져 낮은 반사계수가 측정된다. 이와 같이

반사전력을 측정하여 송신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송신기 내부에는 양방향 결합기와 전력레벨 검출기를

포함한 반사전력 측정블록이 구성되어 있다.

Fig. 3. The circuit diagram of Class-F Power Amplifier

그림 3. Class-F 전력증폭기의 상세 회로도

3. 1.7MHz 대역 평면형 공진기 설계 및 제작

자기공명 방식 무선전력 전송을 위한 공진기의 전

송효율은 공진기 자체의 quality factor(Q)와 공진기

간의 결합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공진기의 Q는 공진

기의 인덕턴스와 주파수에 비례하고, 공진기의 저항

성분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는다. 높은 전송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Q를 갖는 공진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전송효율은 공진기의 크기, 거리 및 임피

던스 정합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4는 자기공명 방식

무선전력 전송용 송수신 공진기의 구조와 트랜스포머

를 이용하여 송수신 공진기를 등가화한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송신루프, 송신공진기, 수신

공진기, 수신루프의 네 가지 코일을 이용하여 무선전

력 전송을 위한 송수신 공진기를 구성하였다. 또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등가회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각의 코일은 직렬공진회로로 모델화 되었으면 각

공진기는 결합계수로 표현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로 등가화 할 수 있다. 등가회로에서의

전달특성(S21) 및 입력임피던스(Zin)는 회로이론을 적

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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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tructure and equivalent circuit diagram o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resonators

그림 4. 송수신 공진체의 구조 및 등가회로

회로이론을 적용하여 등가회로에 대한 전압, 전류,

임피던스의 상관관계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이

때, Mmn은 각 코일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나타내고,

kmn은 코일간의 결합도를 나타낸다.

(1)

여기서,

Z mn = { R n+ jωL n+1/( jωC n ), m = n
jωMmn, m≠n

M mn= k mn L mL n

식 (1)을 이용하여 전체 전력전송에서의 입력임피

던스(Zin)과 전달함수(S21)은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Z m=
V s

I 1
-Z s , S 21=

V L

Vm

(2)

공진기간의 결합도에 따라 임피던스의 값이 변화하

는데 결합도가 낮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결

합도가 높은 경우는 반대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특

성을 가진다. 공진체의 리액턴스 값에 따른 공진기간

의 에너지 전달특성 및 입력 임피던스를 분석하는 것

은 공진기 제작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진주파수를 갖는 경우에도 코일의 저

항과 인덕턴스 그리고 커패시턴의의 균형에 따라

Q(quality factor)값이 달라지므로 높은 전송효율을

유지하면서 공진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Q를 갖는 공진기를 제작하기 위

하여 이중 스파이럴 구조의 공진기를 구성하였다. 높

은 Q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의 인덕턴스와 최소의 저

항을 갖는 공진기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전류

방향, 도선두께, 코일의 피치, 공진코일의 내외경을 고

려하여 공진기를 제작하였다. 제안된 공진기는 두 층

으로 구성된 스파이럴 구조의 공진기로 전류의 방향

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각 층에 10턴의 코

일로 구성되었다.

4. 1.7MHz 대역 수신기 설계 및 제작

수신코일로부터 입력된 RF 전력신호를 DC신호로

변환하여 부하를 구동하는 1.7MHz 대역 수신기를 설

계, 제작하였다. 수신기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full-bridge 형태의 정류기와 과전압 입력으로부터 수

신기 및 부하를 보호하는 과전압방지회로(Over

Voltage Protection Circuit, OVP), 부하가 소모한 후

의 여분 전력을 소모하는 능동부하(Active Dummy

Load, ADL), DC/DC 변환기 그리고 통신 및 제어회

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는 수신기의 기능 블록도

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The block diagram of 1.7MHz receiver

그림 5. 1.7MHz 대역 수신기 블록도

수신기는 정합회로를 통해 수신코일과 수신기의 임

피던스를 정합하고, 정류회로에서 RF신호를 DC신호

로 변환한다. 또한 수신기는 OVP와 ADL을 이용하여

이상입력으로부터 수신기와 부하를 보호하며 정류된

가변전압 신호를 부하가 요구하는 정전압 신호로 변

환하여 부하를 구동하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송신기

의 송신전력제어를 위해 수신기는 입력전력을 검출하

여 400MHz 대역 통신을 통해 송신기로 전달하고,

DC/DC 변환기의 동작을 제어하여 적절한 레벨의 입

력전력이 입력될 때 부하를 구동하여 원활한 무선전

력전송이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그림 6은 제작된

수신기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작된 수신기는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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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압를 출력하여 25W급 부하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Fig. 6. The manufactured 1.7MHz receiver

그림 6. 제작된 1.7MHz대역 수신기 형상

5. 송신전력 제어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전력 송신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무선전력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신전

력제어기능을 구현하였다. 송신전력제어를 위해 송수

신기는 초기 접속절차 및 각종 정보신호를 400MHz대

역의 FSK(Frequency Shift Keying) 통신방식을 이용

하여 송수신하도록 구현되었다. 초기 접속 대기 단계

부터 전력 전송 단계까지 송수신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무선전력 전송을 수행한다.

제1단계 : 접속 대기 단계

A. 송신기 전원 On 이후 최소 전력레벨 (1W)로

1분에 2획씩 1.6～2.0MHz의 대역을 500Hz 단위로

sweep하면서 Return Loss를 측정하여, 수신공진기의

접근을 감지한다.

B. 측정된 주파수의 ±1kHz 대역을 50Hz 단위로

sweep하여 최대 Return Loss가 측정되는 지점으로

주파수를 선택한다.

제2단계 : Ping 및 ID 접속 단계

A. 송신기는 수신기의 통신 및 제어회로가 동작

할 수 있는 전력이 수신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5W

단위로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며, 수신기로부터 PING

Message가 도착되는 것을 기다린다.

B. 수신기는 입력되는 전력이 통신 및 제어회로

가 동작할 수 있는 레벨로 입력되면 통신 및 제어회

로를 동작시켜 송신기로 PING Message를 송신한다.

C. 송신기는 PING Message를 수신한 후 ID

REQUEST Message를 수신기로 전송하고 수신기는

미리 약속된 자신의 ID를 송신기로 전송한다.

D. 송신기는 ID를 수신하여 수신기의 종류를 판

단하고 다음 단계인 무선전력 전송 단계로 전환한다.

제3단계 : 무선전력 전송 단계

A. 수신기는 Required Power Level Message를

송신기로 송신한다. Required Power Level Message

를 수신기의 부하를 구동하기 위한 미리 설정된 최적

의 수신기 입력 전력레벨과 현재 수신되고 있는 전력

레벨의 차이 값이다.

B. 송신기는 Required Power Level Message를

수신한 후 현재 자신의 출력값과 비교하여 송신 출력

전력을 제어한다.

C. 수신기는 현재 수신 전력이 최적 입력 전력에

도달하면 수신기 내부의 DC/DC 컨버터를 제어하여

부하를 동작시키고, 무선전력 전송과정을 수행한다.

D. 수신기는 외부 및 내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신 전력이 최적 입력 전력과 현재의 수신 전력이

차이가 날 경우 Required Power Level Message를

송신기로 전송하고 송신기는 입력된 Message를 통해

송신 전력제어를 수행한다.

E. 송신기는 전송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Return Loss를 측정하여 수신기 이탈, 부하 전원

OFF 등의 상황에 대비한다.

제4단계 : Power Off 단계

A. 송신기 Return Loss 측정 결과 Return Loss

: 6dB이하로 측정될 경우, 송신기는 수신기의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고 1번 단계(송신기 Power On

단계)로 전환한다.

B. 수신기는 현재 입력전력이 기준레벨 이상으로

측정되고 ADL의 전력이 현재 입력전력의 80%이상의

값으로 측정되면 사용자에 의해 부하가 OFF된 것으

로 판단하고 송신기로 OFF Message를 전송한다.

C. 송신기는 수신기로부터 OFF Message를 수신

하면 1단계인 접속 대기 단계로 전환한다.

Ⅲ 측정결과 및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송신기와 공진기

의 성능 시험결과와 응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7은 제작된 100W급 Class-F 송신기의 구조와

DC-RF 전력효율을 나타낸다. 그림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작된 송신기는 최대 130W의 출력이 가능하고

100W이상의 출력에서 78%이상의 DC-RF 전력효율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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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ower efficiency of Class-F power transmitter

그림 7. Class-F 송신기 전력효율

그림 8은 제작된 공진기의 전달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작된 공진기는 30cm의

이격거리에서 –1.2145dB의 삽입손실을 나타내어 전

송효율은 30cm거리에서 약 75%로 측정되었다.

Fig. 8. The transmission efficiency measurement result

그림 8. 송수신 공진기 전송 효율 측정 결과

본 논문에서 응용 시스템으로 구현된 LED 전광판

용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최종부하인 LED 전광판

의 최대 소비전력이 25W이고 실제 설치 상황을 모사

하고 장애물의 존재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무선전력

전송이 이루어지는 자기공명방식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벽돌로 벽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9는 제

작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 송신기

와 송신공진기는 전광판이 설치된 벽면 뒤쪽에 위치

하고 있고 수신공진기와 수신기는 LED 전광판 내부

에 부착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한 송신전력제어 기능

이 구현되어 외부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무선전력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구현되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

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a) (b)

Fig. 9. The manufactured 25W WPT system (a) front

side (b) back side

그림 9. 제작된 25W급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a) 전면 (b)

후면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공명 방식을 이용한 25W급 무

선전력 전송시스템을 LED 전광판을 이용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은 100W급 Class-F 송신

기, 자기공명 송수신 공진기, 40W급 full-bridge 수신

기와 최종부하인 25W급 LED 전광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및 내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무선전력 전송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송수신기 사이의 통신을 이용하여 송신

기의 송신전력 제어 기능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송신

전력제어 기능은 송신기의 송신 전력을 제어하는 것

과 동시에 수신기와의 접속을 제어함으로써 향후 다

양한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00MHz 대역의 통신을 이용하였으나 필

요에 따라서는 WLAN, 밀리미터파 대역 통신,

Zig-Bee 등의 다양한 기기에 알맞은 통신방식을 선택

하여 적용할 수 있다[9].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스템

및 전력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상용화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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