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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가전 제품에 사용할 200W급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설계하여 그성능을 확인하였다.
현재, 자기 유도 방식은 5W급의 휴대 전화기 및 포터블 기기용의 배
터리 충전을 위한 무선 전력 전송이 상용화되었다. 큰 전력 전달 기술은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유도 방식의 전송 코일을 적용하고 효율이 좋고
제어가 용이한 포워드 컨버터를 사용하여, 200W의 가전 기기용 무선전
력 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효율
및 성능을 검증 하였다.

1. 서    론

무선전력전송 (WPT: Wireless Power Transfer)이란 가전 기기나
전기자동차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없이 무선으로 대체하는 기
술을 말한다.
무선전력전송기술은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가전제품이나 디지
털TV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이동이나 설치를 간편하게 하며 불
필요한 콘센트를 줄일 수 있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전용 기기의 경우 휴대용기기와는 다르게 전원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거실의 경우 여러 가지 가전용 기기가 모이게 되면
여러 개의 전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원선의 개수도 늘어나게 되
며 이러한 전원선을 없앨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할 때 마다 전원선을 연
결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자 동차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무선전력전송
의 적용이 필요한 기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전기기용으로 사용가능한 200W급의 자기유
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개요

  2.1.1 무선전력 전송의 분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표 1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원거리 전송을 위하여 파장이 짧은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2.4GHz,
5.8GHz 등 ISM 대역에서 고출력의 전자파를 이용 하여 원거리
에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은 효율 및 인체영향 등 의 문제로 상
용화에 실패하였으며, 단지 수 mW의 전력전송이 필요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 서비스만 상용화되어 있
다.

 <표 1> 주파수에 따른 무선전력전송기술의 분류

사용주파수 전송거리 특성

수백MHz~
수GHz

원거리 (수m
이상)

- 원역장(Far Field) 방사 이용.
- 인체영향 문제로 사용 어려움.
- RFID 등에서 상용화(수mW).

수십MHz
중거리 (수십
cm~수m)

- 근역장(Near Field) 이용.
- ‘07년 제안, 수십 W 전송가능.
- 개발초기단계.

수백kHz
단거리 (수cm
이내)

- 유도결합(induction coupling).
- 상용화 됨.

  2.1.2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종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표 1과 같이 주파수에 따라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원거리 전송을 위하여 파장이 짧은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2.4GHz,
5.8GHz 등 ISM 대역에서 고출력의 전자파를 이용 하여 원거리
에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은 효율 및 인체영향 등 의 문제로 상
용화에 실패하였으며, 단지 수 mW의 전력전송이 필요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의 서비스만 상용화되어 있
다.

  2.2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설계
  
  2.2.1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자기 유도 방식과 포워드 컨버터의 기본 원리

를 바탕으로 하는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1은 본 논문에 제작되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회로이다.
수신단에서는 출력의 부하에 맞춰 전력을 제어하는 부분으로 출
력전압, 전류의 변동에 따라 정보를 송신단으로 전달하게 된다.
수신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수신단은 다시 수신단에서 필요하
는 전력을 전송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최
종 회로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 1>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그림 2>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의 회로

  2.2.2 포워트 컨버터의 설계
시스템의 효율과 전체 동작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변압기는 설계 시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변압
기의 동작전압, 최대전류, 전체 파워, 최대 손실에 기인되는 동작
최소 효율과 최대 허용온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설계 사양
및 소자를 선택하였고 표 2와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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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시스템의 입출력 설계 사항

입력전압(Vi) 50Vdc

출력전압(Vo) 20Vdc

입력전류(Iin) 4A

스위칭주파수 40Khz

출력전류(Io) 0.5~10A

 <표 3> 시스템에 사용된 소자

구분 소자 및 정격

송·수신 코일 권선비 4:3

스위치
듀티비 0.2~0.5

SJEP120 1200[V] 30[A]

정류기 STTH6004 400[V] 60[A]

환류다이오드 STTH6004 400[V] 60[A]

출력필터 L 27.5[mH]

출력필터 C 2200[uF]

  2.2.3 시뮬레이션
IsPICE는 전력전자 회로 중 스위칭전원설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스위칭 소자와 비선형 특성의 인덕터, 변압기를 설
계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고, 관련 분야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
용 파라미터 탑제등 여러 장점을 보유한 프로그램이다
그림3과 4는 본 논문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입출력 시뮬레
이션 결과 파형이다. 입력은 50V의 전압을 사용하였고 출력은
약1.2ms이후로 20V의 안정된 파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력
전압은 50V/div 출력 전압은 5V/div을 사용하였다.

<그림 3> ICAP/4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의 입출력 

결과 파형

<그림 4> ICAP/4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시스템의 변압기 

1차측과 2차측  전압 파형

  2.2.4 실험 결과
그림 5~7은 본 논문 시스템의 실제 입력 전압과 출력전압을

나타낸 결과 파형이다. 입력전압은 노란색 파형으로 50V/div으로
48.4V의 입력전압이 나타나고, 출력 전압은 붉은색 파형으로
10V/div으로 19.9V의 출력전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실제 시스템의 입출력 결과파형 

<그림 6> 실제 시스템의 1차측 송신단과 2차측 수신단 

코일 전압파형

<그림 7> 실제 시스템의 1A부하 결과 파형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유도방식을 이용한 200W급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고, 시뮬레이션 검증을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 및 효율을 입증하였다.
기존의 QI인증을 통해 5W급의 자기유도방식의 시스템만 상용
화되어 온 자기유도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실제 가전기
기에 사용가능하게 하기위하여 200W급으로 전력을 증가시켰으
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한 시스템을 검증하고 실제 부하
실험을 통하여 약 83%의 효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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