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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ious studies have selected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using 2.45 GHz of ISM band, but the researches

for 5.8 GHz microwav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have been relatively rare. The 5.8 GHz has some advantages

compared with 2.45 GHz. Those are smaller antenna and smaller integrated system for RFIC. In this paper, the 5.8 GHz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was developed and transmission efficiency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distance.

A transmitter sent the amplified microwaves through an antenna amplified by a power amplifier of 1W for 5.8 GHz, and

a receiver was converted to DC from RF through a RF-DC Converter. In the 1W 5.8GHz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the converted currents and voltages were measured to evaluate transmission efficiency at each distance where

LED lights up to 1m. The RF-DC Converter is designed and fabricated by impedance matching using full-wave rectifier

circuit. The transmission-efficiency of the system shows from 1.05% at 0cm to 0.095% at 100cm by distance.

Key Words : Microwav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RF-DC Converter, Power Amplifier, Antenna, Full-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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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894년에 N. Tesla가 무선 공명 유도결합방식을 이

용하여 백열등을 켠 것이 무선전력전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무선기술의 통신에 응용은

21세기에 와서는 IT를 대표하는 기술이 되었으며 단순

정보 전달에서 음성 및 화상통화까지 언제 어느 곳에

서라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무선통신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었지만 아직 발전이 더 이루어져

야 하는 틈새분야가 존재한다. IT기술에서 대표적인

아이템인 휴대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언제, 어디서나

무선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지만 이 기기가 작동하기

위한 전원은 여전히 유선으로 공급하거나 전지를 충전

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인 휴대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에서의 센서 전원,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전기

를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선으

로 전력을 전송하면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무선전력전송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만일 무

선통신과 더불어 무선 전력 전송까지 가능하다면 IT기

술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1]. 

무선전력전송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소스로부터

부하에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RF 신호, 레

이저, 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포

함한 디지털 가전기기의 무선 충전 실용화를 위해, 자

기 유도 방식 및 자기 공진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 중이다[2].

한편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1960년대에 다이폴 안테나와 브리지 정류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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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테나(Rectenna: rectifying antenna)의 개발로 활기를

뛰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1970년대에 Space solar

power satellite(SPS)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3,4].

기존의 연구들은 ISM대역의 2.45 GHz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 중의 잡음과 손실이 비교적 적으며

분포소자를 이용해 회로를 구성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

어 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 기술 구사를 위해 일차적으

로 선정되고 대전력 전송을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추세이다[5,6]. 하지만 5.8GHz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2.4 GHz 마이크로파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5.8 GHz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무선전

력전송 시스템 개발 및 거리에 따른 전송효율측정을

하였다. 송신측에 5.8 GHz 마이크로파로 1W에 전력증

폭기의 신호를 가지고 수신측에 RF-DC Converter를

통하여 RF 신호를 DC로 변환하여 LED에 전력을 공

급하여 불빛을 밝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RF-DC

Converter는 정류회로인 Full-wave로 설계 및 제작 하

였고, 송신측 안테나와 수신측 안테나의 거리 간격을

띄어 최대 100 cm를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전력을

구하고 효율을 계산하였다.

2. 5.8GHz 시스템 구성 및 전송효율측정

2.1. 송신부와 수신부의 구성

송신부는 RF신호인 5.8 GHz 마이크로파를 전력증폭

기로 전력을 증폭시켜서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측에 전

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신호 발생기(Signal

Generator)는 Agilent E8257D 모델을 이용하여 5.8 GHz

마이크로파를 발생하였고 전력 증폭기(Power Ampli-

fier)는 HD사의 HD24678 모델이고 최대 1 W까지 증

폭해 주는 전력증폭기를 사용하였고 송신 안테나

(Antenna)로 Teletronics사의 Sector Antenna로 선정하

여 구성하였다. 

수신부는 RF신호인 5.8 GHz 마이크로파를 수신 안

테나를 통해서 RF-DC Converter로 5.8 GHz 마이크로

파인 RF신호를 DC로 변환하여 전력을 전달한다. 수신

안테나(Antenna)은 Teletronics사의 Sector Antenna이

고 RF-DC 변환기(RF-DC Converter)는 정류회로인

Full-wave로 Avago사의 HSMS-286P 다이오드를 사용

하여 설계 및 제작하고 LED로 무선전력전송에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2.2. RF-DC Converter 설계 및 제작

RF-DC Converter는 정류회로를 이용하여 설계를 하

였는데 구성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하나의 다이

오드로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두 개의 다이오드를 이

용하는 Half-wave 방법과 Full-wave 방법이 있다[7].

Full-wave 방법으로 Microwave Schottky Detector

Diode HSMS-286P인 Bridge quad로 선정 및 정합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고 Agilent ADS(Advenced Design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SMS-286P 모델에 대

한 50 Ω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다.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다이오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DS에서 제공하는 HSMS-286P 모델

로 다이오드 임피던스 값은 0.810-j1.119  인 것을 확

인해 볼 수 있다. 50 Ω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Smith

Chart라는 tool을 이용하여 Microstrip Type으로 개방

스터브를 다이오드 앞단에 매칭 한 회로도를 정합하였

고, Full-wave 방식으로 앞단과 뒷단에 대한 임피던스

매칭을 해주기 위해 뒷단도 개방 스터브로 다이오드를

매칭 해서 전체적인 50 Ω 임피던스 매칭을 하였다. 전

체적인 회로도는 Fig. 1에 정합하였고, Fig. 2에 임피던

스 값을 나타내었다. Fig. 1과 같은 회로도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설계했는데 Fig. 3에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설계된 RF-DC Converter는 PCB(FR4)기

판으로 Microstrip을 결정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은 특

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커패시터는 C08BL242X-5UN-XOT 모델로

2400pF의 성능과 저항은 330 Ω 으로 선정하였으며

LED는 황색으로 설계하였다. 완성된 기판에 다이오드

와 커패시터, 저항기 등 납땜을 하여 제작한 것을 Fig.

4에 나타내었다.

2.3. 송·수신부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한 것을 Fig. 5에 나타내

Fig. 1. The overall impedance matching of di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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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ig. 5를 보면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하여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2.4. 시스템의 거리별 전송효율측정

LED가 작동하는 최대 거리는 시스템에 연결 후 불

빛으로 확인하여 100 cm로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거리

0 cm ~ 100 cm까지 10 cm간격으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

하였다. 최대 거리는 LED 작동은 희미한 불빛으로 확

인하였고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거리별 전압과 전류

를 측정 하여 전력 값은 나타낸 Table 2에서 볼 수 있

고 각 값들은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 반올림하여 계산

하였다. 거리와 전력에 대한 그래프는 Fig. 7에 나타냈

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리에 따라 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거리마다 효율을

나타나낸 것은 Table 3에 나타내었고, Table 3에 대한

Fig. 2. The overall impedance matching result.

Fig. 3. RF-DC Converter layout.

Table 1. PCB(FR4) board characteristic.

모델명 특성

TLY-5A

유전율 (Er) 2.17

유전체 두께 (H) 0.51 mm

동판 두께 (T) 18 um

Fig. 4. The finished board after soldering.

Fig. 5. 5.8 GHz Microwave Power Transmission System

Implementation.

Fig. 6. LED operation and maximum distance (100 cm).



62 이성훈 · 손명식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3권 제4호, 2014

그래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전체 1000 mW의 전력

을 송신하여 가까운 거리인 0 cm에서 약 1%이고, 최

대 거리인 100 cm까지 약 0.1% 효율을 얻었다. 거리별

로 전력과 마찬가지로 효율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인 2.45 GHz 마이크로파

와 달리 5.8 GHz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거리별에 따른 전압과 전류를 측정

하여 전력을 구하고 효율을 얻었다. 송신부에 1 W 증

폭기를 사용하여 1000 mW를 전체 송신하여 수신부에

RF-DC Converter를 Full-wave 방식으로 정합하여 설

계 및 제작하였다. LED로 무선전력전송을 확인하였고

거리별로 0 cm ~ 100 cm까지 전압과 전류를 측정 및

전력을 구하고 각 효율을 구했는데 약 1%에서 약

0.1%까지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거리별 전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신부에 증

폭기를 높은 전력을 사용하거나 안테나에서 공기 중으

로 신호를 전송할 때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

적으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안테나 기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력을 높일 시 인체유해 규제에 대한 부

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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