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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회전체에 붙어있는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을 사용하고 있다. 회전체는 철제 스
핀들로 만들어 졌으며, 스핀들 표면에 수전기를 부착하여 무선전력을 수
전하고 있다. 송전기에 무선전력을 송전하고 수전기에서 전력을 수전하
고자 할 때, 철제 스핀들 때문에 전력 전달효율이 감소된다. 따라서 최
적의 전력전달 조건을 찾아 송전기와 수전기의 위치 및 크기를 설계하
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기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수전기의 각도
를 변화시키면서 송 수전기 간의 전력전달 특성을 연구하였다.

1. 서    론

100년 전에 테슬라에 의해 연구된 무선전력 기술이 최근에 들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상용화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무선전
력전송 방식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원거리 전송용 마이크로파
방식, 근거리 전송용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1]
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한 무선전력
전송과 전자기공진 방식을 사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있다. 자기유도
방식 [2]의 무선전력전송은 197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시작되어 전동 치
솔, 핸드폰, 전기차 충전 등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전자
를 선두로 하여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전자기
공진 방식 [3]의 무선전력전송은 2007년 MIT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60W 전구를 2m 거리에서 점등하는 시연을 한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전
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연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및 스마트 폰 충전용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RIST
는 산업용 회전체 센서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전력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4].
본 논문에서는 철제로 만들어진 회전 스핀들에 수전기를 부착하고, 스
핀들이 회전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송전기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송전기
와 수전기 간의 상관관계 특성을 연구하였다.

2. 본    론

  2.1 전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
전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은 크게 고주파 파워앰프 [5],
정류기, 송전기와 수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송전기는 송전코일
과 급전코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전기는 수전코일과 부하코일
로 이루어져 있다. 전력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송전코일과

수전코일은 반드시 공진주파수( )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6].




(1)

송전코일과 수전코일 간에 공진주파수를 맞추기 위하여 코일

의 감는 횟수 및 코일간의 간격을 조정한다. 또한, 전력전송 효

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급전코일과 송전코일 간의 이격을 조정하

여 반사계수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Network analyzer(Agilent E5071C)를 사용하여 반사계수 및 전

달계수를 측정하였다.

공진코일을 설계하는데 있어, 최대 전력전달 효율을 갖게 하기

위하여 High Q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진코일이 High Q가 되

기 위해서는 공진코일의 L값은 커야 하고, C값은 작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R값이며, 공진코일의 도선 저항

값이 작은 것일수록 전력전달 효율이 좋다. 한편, High Q로 공

진코일을 설계하면 주파수 대역폭이 작아져서, 공진점에서 조금

만 벗어나도 전력전송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장을 볼 수 있

다. 따라서 전자기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응용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Q값을 선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





(2)

High Q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진코
일 재료는 동선이며, 이는 동선 값이 저렴하면서 도선 저항값(R)이 낮기
때문이다.

  2.2 철제 스핀들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
일반적인 스핀들(샤프트)은 플라스틱 또는 철로 되어 있다. 플라스틱
의 경우에는 무선전력이 플라스틱을 통과하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스핀
들이 회전을 하고 안하고에 큰 차이기 없다. 그러나 철로 만들어진 스핀
들의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전코일이 송전코일과 마주
하고 있을 때는 전력이 잘 전달되지만, 수전코일이 회전하여 송전코일의
반대편으로 가면 전력이 전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철제 스핀들이 전력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핀들의 직경이 큰 경우 스핀들이 회
전하면 수전코일이 상하로 이동하여 송전코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역
시 전력전달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상호 상관관계를
실험하였다.

<그림 1> 철제 스핀들에서 송전기 및 수전기 배치도

<그림 1>에서 보면, 스핀들 표면에 수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수
전기는 스핀들 표면에서 5c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송전기는 스핀들 주
변에 지지대로 고정하여 설치되며, <그림 1>에서와 같이 송전기와 수전
기간의 거리는 (A)c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송전코일과 급전코일의 간
격은 (C)cm를 두고 설치하였으며, 급전코일의 직경 크기를 (B)cm로 설
정하였다. 스핀들이 회전하면 수전기는 송전기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때
일정 각도를 가지고 벗어나기 때문에 수전기의 변화를 (D)각도로 표시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송전기와 수전기간의 상관관계 실험 
송전기와 수전기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실험하기 위하여 송전기는 직
경 20cm 크기의 공진코일을 사용하였으며, 수전기는 직경 10cm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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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코일을 사용하였다. 수전기는 스핀들 표면에 고정하였으며, 송전기
는 위치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형 지지대를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특히
송전 공진코일과 급전코일을 분리하여 위치 및 크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1 송전기와 수전기 거리 [A]
송전기와 수전기간의 거리를 변화시키면서 공진주파수를 관찰하였다.
송전기를 수전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제 스핀들에 의해 공진주파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송전기와 수전기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송전기를 스핀들에서 아주 멀리하면 공진주파수의 변화
는 적지만, 송전기와 수전기간의 거리 때문에 전력전송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3.1.2 급전코일 크기 [B]
급전코일 크기는 클수록 공진주파수가 커진다. 한편, 공진코일 크기
근처에서는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급전코일의
크기를 크게 하면 대역폭은 커지나 반사계수(S11)가 나빠진다. 산업용으
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현장 환경조건에 의해 공진주파
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공진주파수의 대역폭이 큰 조건이 유리하다. 본 실험에
서는 송전기의 공진코일의 직경이 20cm이고, 급전코일의 크기는 10cm,
16cm, 18.5cm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1> 송전기와 수전기 간의 상관관계

3.1.3 공진코일과 급전코일 거리 [C]
공진코일과 급전코일간의 거리는 2가지 관점에서 실험해 볼 수 있다.
송전기 관점에서 보면, 공진코일과 급전코일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사파
가 작아진다. 반면에 수전기 관점에서 보면, 공진코일과 부하코일 거리
가 가까울수록 반사파가 커진다. 이러한 현상은 철제 스핀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송전 공진코일과 급전코일의 간격을 변
화시켜도 공진주파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3.1.4 수전코일 각도 [D]
스핀들에 부착된 수전기는 스핀들이 회전함에 따라 함께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스핀들을 일정 각도 변화시키면서
공진주파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여기서 수전기가 송전기에서 벗어나면
공진주파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송전기가 수전기에서
멀어지는 현상과 유사한 현상이다. 다만, 회전기의 특성상 정회전 또는
역회전 할지라도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대칭적으로 관찰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은 산업 현장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철제 스핀들에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송전기 및 수전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철제 스핀들에 설
치된 수전기와 스핀들 주변에 설치된 송전기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송전기와 수전기간 거리, 각도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및 반사
계수를 관찰하였다. 철제 스핀들은 무선전력전송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
용하므로 수전기 및 송전기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 일정거리 이격이
필요하다. 본 실험 결과는 회전체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철제 스핀들에
적용하는데 있어, 송전기 및 수전기 배치를 위한 기본 가이던스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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