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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력 전달을 통한 충전 방식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접촉식 단자를 이용한 경우는 일반적인 가정용 플러그부터 전기차 

충전용 플러그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선 전력 전송을 이용한 

비접촉식 방식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에서 전기차 충전용 무선 충전 

패드까지 사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접촉식 충전 방식의 경우 단자가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의 경우 감전 문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지, 눈 그리고 물 등 

이물질로 인해서 충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의 경우에는 차량 하부와 

바닥 사이의 거리로 인해 코일간의 결합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전력 전달 효율이 낮고, 부피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코일 결합을 이용한 비접촉식 플러그의 경우 위와 같은 기존의 충전 

방식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선 충전을 위한 금속 단자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또한 플러그 

사이에 이물질이 일부 있더라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결합 계수가 높기 때문에 작은 부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플러그를 이용한 충전 방식의 경우 송신단과 수신단, 양단을 

제어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토폴로지의 장점은 기존의 다이오드 수신단 대비 양방향으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충전 방식에 더욱 적절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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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의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을 위한 추가적인 제어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배경들에 초점을 맞춰 양단을 

제어하는 무선 전력 전송 토폴로지에서 코일 결합 계수가 높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또한 양단 제어를 위해서는 통신이 아닌 추정 방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동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전원 측의 1차단 인버터의 제어는 

코일 결합의 상호 인덕턴스와 부하 측의 2차단 인버터의 정보 추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체 시스템의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2차단 

인버터의 경우 부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하는 구동 방법을 모의 실험과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고 

제안하는 방법의 목표를 구현 및 입증하였다. 

 

 

 

 

 

 

 

 

 

 

주요어: 양단 제어 무선전력전송, 상호 인덕턴스 추정, 비접촉식 충전 

방식, 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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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무선 전력 전송은 두 개의 코일 사이의 자속 쇄교를 이용한 유도성 

전달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코일을 통한 전력 전송 

구조는 전력을 전달하는 전원단과 전력을 전달받는 부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전원단에는 1차단 인버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하단에는 정류기 

혹은 인버터가 포함 되어있다. 경우에 따라서 부하단에는 정류기와 

DC/DC 컨버터가 함께 사용 될 수 있다. 

 

 

그림 1.1 일반적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조 

 

1차단 인버터에서는 PWM 제어, 주파수 혹은 위상 제어 등의 제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1]–[6]. 이러한 제어 방식들은 부하단의 전압 

혹은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또는 영전압 스위칭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2차단으로부터 통신을 통해 

부하단의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는다. 

통신을 이용한다면 2차단이 다이오드 정류기로 구성되어있을 때, 

부하의 전압이나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의 정보를 전달 받아 1차단 

인버터를 이용해 이를 제어할 수 있다 [7], [8].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경우 2차단이 수동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영전압 스위칭 제어 등 

다양한 제어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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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이용한 능동 구조의 수신단을 적용하는 경우, 양단을 제어할 

수 있어서 시스템의 제어 자유도가 늘어난다.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영전압 스위칭 조건을 만족 시키거나 운전 주파수를 제어할 수 

있으며 [9], 1차단과 2차단의 코일 전류의 크기를 일치 시켜 동손을 

최소화 시키는 제어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1], [2]. 또한 2차단의 

제어를 통해서 양방향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3], 

[5], [10]. 

하지만 통신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 통신 시스템이 따로 

구성되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부피 증가의 문제점이 있고, 통신 장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의 제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10]–[13].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 전력 전송 연구 중 2차단은 다이오드 

정류기로써 1차단 인버터만 제어하는 연구가 있다 [13].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통한 계산으로 부하단의 정보를 추정한다. 

부하단의 전압과 부하의 등가 저항을 추정함으로써 1차단 인버터의 

제어만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은 

파라미터가 변화하거나 잘못알고 있는 경우 부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하를 제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문헌 [10]에서는 2차단에 인버터를 적용하여, 1차단과 2차단 

모두를 제어하면서도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무선 전력 전송 구조를 

연구하였다. 2차단 인버터는 부하 전압 제어를 위해서 PWM 제어를 

수행하며, 1차단 인버터에서는 부하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전부하 조건으로 코일에 전류를 흘린다. 이 때문에 부하 

전압은 안정적이지만, 경부하 조건에서도 공진 네트워크에는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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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하 조건과 같이 흐르기 때문에 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문헌 [10]에서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차단의 운전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경우 1차단에서 2차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코일 사이의 결합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는 

것이다.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를 정확하게 안다면 1차단에서 

2차단의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13].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12], [14]–[18]. 

참고문헌 [12]에서는 부하단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참고문헌 [14], 

[15]에서는 1차단과 2차단의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였으며 모두 부하단의 DC/DC 컨버터 제어에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13], [18]에서는 1차단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1차단 인버터 제어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참고문헌 

[12]–[15], [18]에서는 코일 결합의 변화에 따른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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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제안한다.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 전력 전송의 양 단을 제어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1차단 인버터 제어를 위한 추정을 통한 제어 방식에 

대해서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코일 결합의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한다. 기존에도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는 연구는 있었지만 모두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코일의 결합의 변화에 따른 상호 인덕턴스의 변화 뿐만 아니라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얻은 두 가지 

인덕턴스는 1차단 인버터의 제어 파라미터로 사용한다. 상호 인덕턴스는 

1차단 인버터의 효율 제어의 변수로 사용되며, 자기 인덕턴스는 

네트워크의 공진 주파수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통신을 통해서 1차단 인버터를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연구와는 다르게, 통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1차단 인버터를 활용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Vs 충전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보다 

작은 부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접촉식 플러그의 안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비접촉식 플러그와 같은 코일 시스템 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코일 사이의 결합 계수가 높기 때문에 코일 전류에 고조파가 

포함 되어있다. 때문에 Funadamantal Harmonics Approximation(FHA)를 통한 

기본파 해석을 위해서는 고조파 성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본파 

성분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한 주기의 전류 신호를 높은 샘플링 횟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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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aliasing을 활용한 센싱 기법으로 샘플링 

횟수를 높여,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전류 신호에서 정확한 기본파 

성분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단 인버터는 부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단 인버터에서는 PWM 제어로 2차측 인버터의 듀티를 제어하여 부하 

전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한다. PWM 제어와 함께 2차측 코일 전류의 

위상에 맞춰 선간 전압의 위상을 제어한다. 코일 전류와 선간전압의 

기본파의 위상이 일치시켜 기본파에 대한 무효 전력 전달을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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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표와 관련된 무선 전력 전송 및 상호 

인덕턴스 추정의 기존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2.1절에서는 상호 

인덕턴스 추정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 연구에 해서 설명한다. 

2.2절에서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통신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 및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구동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 3.1절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며, 3.2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3.3절에서는 제안하는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제안하는 신호 측정 방법을 3.4절에서 설명한다. 

3.5절에서는 추정된 상호 인덕턴스를 바탕으로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1차단 인버터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3.6절에서는 부하 전압의 

제어 및 제안하는 인버터 제어를 위한 2차단 인버터의 구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설계 

과정에 대해서 다룬다. 4.1절에서는 공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보상 

회로 선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4.2절에서는 결합 계수 및 자기 

인덕턴스를 선정하는 코일 시스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에서는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결과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증명하며 그 결과를 연구 

목표와 비교 분석한다.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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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존 유도성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유도성 무선 전력 전송(Inductive Power 

Transfer)에 대해서 분석한다. 2.1절에서는 상호 인덕턴스 추정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 제어에 관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분석하며, 2.2절에서는 

양단을 제어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연구에 대해서 분석한다. 

 

 

2.1.1 부하 전압 추정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연구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3]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의 경우 그림 2.1과 같은 

토폴로지에서 추정 방식을 통해 전원단에서 부하단의 부하 전압 𝑉𝑜 를 

얻어내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한다. 

 

 

그림 2.1 참고문헌 [13]에서 사용한 무선 전력 전송 토폴로지 

 

하지만 추정 과정에서는 𝐿1 , 𝐿2 , 𝐶1 , 𝐶2와 같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코일 간의 결합이 변화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인덕턴스가 변화하며, 온도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커패시턴스 또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정확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1차단 인버터에서는 부하 전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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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의 경우 부하 제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2.1.2  3고조파 신호를 이용한 결합 계수 추정 

참고문헌 [17]에서는 3고조파를 이용한 결합 계수 추정 방식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두 개의 직렬 보상 커패시터를 

사용한 보상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 

혹은 보상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신호의 기본파와 3고조파 성분을 

이용하여 식 (2.1)과 같이 코일 사이의 결합 계수 k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종류의 신호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합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링한 𝑅에 대한 값을 모르는 경우 이에 대한 

추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합 계수 변화에 

따른 자기 인덕턴스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𝑖𝐿1(𝑗3𝜔0)

𝑖𝐿1(𝑗𝜔0)
| =  

𝑘2√𝐶
𝐿⁄

𝐿𝐶
√

(
8𝑅
9𝐿)2 −

(
64
27 − 3𝑘2)2

𝐿𝐶

 

(𝐿 =  𝐿1 =  𝐿2, 𝐶 =  𝐶1 =  𝐶2) 

(2.1) 

 

 

그림 2.2 참고문헌 [17]에서 제안하는 공진 네트워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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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Time domain 해석을 통한 상호 인덕턴스 추정 

참고문헌 [18]에서는 1차단에서의 정보만을 이용해 코일 사이의 

틀어짐 정도에 따른 상호 인덕턴스 추정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time domain상에서만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식과 추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때문에 고조파 성분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추정 과정에 열 개 이상의 지수 

방정식의 해를 구함과 동시에 오차 보상 알고리즘까지의 수행이 

필요하다. 때문에 DSP의 연산량이 매우 높아 일정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제어 방식은 그림 2.3과 같이 구성 될 수 

있다. 1차단과 2차단 인버터 모두 제어 대상이며, 이는 또한 하프브릿지 

등으로 구성 될 수도 있다. 

 

 

그림 2.3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2.2.1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다중 부하 시스템 

참고문헌 [10]에서는 그림 2.3과 같이 양단을 제어하면서도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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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제어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은 다중 부하 시스템에서 각 부하에는 2차단 인버터가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전달되는 전력으로부터 부하 조건에 맞춰 DC 

링크로 에너지를 변환하여 각 부하의 전압 제어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보다 부하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2차단 인버터를 능동적으로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단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 등에 응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차단 인버터는 2차단 인버터의 제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부하 조건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차단 

인버터는 항상 전부하 조건에서 일정 전류원으로써 에너지를 

공급해야한다. 이로 인해서 경부하 조건에서도 최대치의 전류를 코일에 

흘려줘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10]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은 

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4 참고문헌 [10]에서 제안하는 다중 부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2.2.2 통신을 사용한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참고문헌 [1], [2]에서 제안하는 제어방식은 그림 2.3과 같은 양단 

제어 방식을 통해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을 개선하였다. 2차단 인버터는 

부하 전압을 제어하고, 1차단 인버터는 통신을 통해서 2차단의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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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듀티 정보와 2차단 DC 링크 전압 정보를 전달 받아 부하 조건에 

맞춰 전달 전력을 제어한다.  

참고문헌 [1], [2]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출력 선간 전압의 기본파의 크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차측와 2차측의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동일할 때, 양 측에 흐르는 코일 전류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어를 통해서 경부하 조건에서도 1차단 인버터에서는 부하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전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며, 경부하 조건에서 

불필요한 전류 순환을 없애 효율을 개선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참고문헌 [1], [2]에서는 듀티와 DC 링크 두 

가지 정보를 통신을 통해 전달 받기 때문에 1개의 정보라도 잘못 

전달된다면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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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동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조 및 제어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의 효율 개선 연구는 양단 제어를 통해서 시스템의 

효율을, 특히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2절에서 언급한 [1], [2]에서는 그림 3.1과 같은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1차단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을 개선하였다. 무선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부하 전압 𝑉2_𝑑𝑐와 2차단 

인버터의 듀티 𝑑2를 전달 받아 부하 조건을 전달 받는다. 이를 통해서 

1차단 인버터에서는 부하 조건을 알 수 있으며, 부하 조건에 맞춰서 

1차단 인버터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1 참고 문헌 [1], [2]에서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참고 문헌 [1], [2]에서는 전달 받은 파라미터 활용을 위해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공진 네트워크를 그림 3.2와 같이 모델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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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파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FHA는 각 신호의 기본파 성분을 

의미한다. 

 

 

그림 3.2 기본파 해석을 위한 공진 네트워크 모델링 

 

공진 주파수에서 해석을 한다면 식 (3.1)과 같이 코일 전류의 

기본파의 크기의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때의 공진 주파수는 공진 

네트워크의 입력 임피던스의 위상이 0이 되는 주파수를 의미하며, 식 

(3.2)와 같이 정의한다. 

 

 

|𝑖1_𝐹𝐻𝐴| = |
2√2

𝜋

𝑉2𝑑𝑐

𝜔𝑀
 𝑠𝑖𝑛 (

𝜋

2
𝑑2)| 

|𝑖2_𝐹𝐻𝐴| = |
2√2

𝜋

𝑉1_𝑑𝑐

𝜔𝑀
𝑠𝑖𝑛(

𝜋

2
𝑑1)| 

(3.1) 

 
𝑓𝑟 =

1

2𝜋√𝐿𝐶
 

(𝐿 =  𝐿1 =  𝐿2, 𝐶 = 𝐶1 = 𝐶2) 

(3.2) 

 

이를 통해서 각 코일 전류는 반대편 인버터 선간 전압의 출력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기본파 전류 크기의 

비는 식 (3.3)과 같이 쓸 수 있다. 

 

 
|𝑖2_𝐹𝐻𝐴|

|𝑖1_𝐹𝐻𝐴|
=  

|𝑉1_𝑑𝑐 𝑠𝑖𝑛(
𝜋
2 𝑑1)|

|𝑉2_𝑑𝑐 𝑠𝑖𝑛(
𝜋
2

𝑑2)|
=

|𝑣1_𝐹𝐻𝐴|

|𝑣2_𝐹𝐻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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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전류의 기본파 크기의 비는 양단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의 비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동손을 고려한 운전 

조건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다. 동손의 경우 전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부분의 전력이 기본파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면, 동손은 

전류 신호의 기본파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동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단 코일 전류가 동일하게 

흘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동일하게 제어해야한다. 이러한 제어를 통해 경부하 조건에서도 1차단과 

2차단 코일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1차단 

인버터에서는 부하 조건에 맞는 전력을 전달할 수 있으며, 경부하 

조건에서 불필요한 전류가 흐르게 하지 않음으로써 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1], [2]에서 제안하는 제어 알고리즘의 

경우 그림 3.3과 같다. 통신으로 전달 받은 𝑉2_𝑑𝑐와 𝑑2를 이용하여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복원하며, 1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출력을 결정한다. 

 

 

그림 3.3 참고 문헌 [1], [2]에서 제안하는 1차단 인버터 제어 블록도 

 

2차단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통신을 통해 얻어내고 있지만, 

이는 1차단 인버터에서의 추정 과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결합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와 그 때의 자기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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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를 추정하여 1차단 인버터에서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추정하고 추정 값에 따라서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한다. 

3.2절에서는 이를 위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3.3절에서는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3.4절에서는 기본파 해석을 적용하기 위한 신호 측정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5절에서는 2차단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추정하고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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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다. 1차단 

인버터는 H-bridge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단 인버터는 active rectifier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로는 이를 각각 1차단 인버터와 2차단 인버터라 

명시한다. 

 

 

그림 3.4 제안하는 비통신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조 

 

𝑣1 과 𝑣2 는 각각 1차단 인버터와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을 

의미한다. 𝑖1 은 1차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𝑣1 을 (+)로 정의한 

노드로부터 1차측 코일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을 (+)로 하였다. 𝑖2 는 

2차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2차측 코일로부터 𝑣2 를 (+)로 정의한 

노드로 흘러 들러가는 방향을 (+)로 정의하였다. 

1차단의 DC 링크 전압인 𝑉1_𝑑𝑐 는 일정 전압원으로 가정한다. 𝑅𝐿 은 

저항으로 모델링 된 부하이다.  

1차단 인버터와 2차단 인버터는 개별적인 DSP를 통해서 제어되며, 

두 개의 DSP는 서로 물리적 혹은 무선의 통신을 주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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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의 보상회로는 Series-Series(SS) 보상 회로를 적용하였으며, 보상 

회로의 선정 과정은 4장에서 설명한다. 𝐿1 과 𝐿2 는 자기 인덕턴스를 

의미하고 𝑅1과 𝑅2는 코일 및 커패시터의 직렬 등가 저항을 포함한 공진 

네트워크의 저항을 의미한다. 𝐶1 과 𝐶2 는 SS 보상 회로를 구성하는 

커패시터이다. 𝑀은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하며, 식 (3.4)와 

같이 정의한다. 𝑘는 코일 간의 결합 계수이며 0 ~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만약 1차단과 2차단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동일하다면 식 (3.5)와 

같이 쓸 수 있다. 

 

 𝑀 =  𝑘√𝐿1𝐿2, (0 < 𝑘 < 1) (3.4) 

 𝑀 = 𝑘𝐿, (𝐿 =  𝐿1 =  𝐿2) (3.5)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 양 측의 자기 인덕턴스를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양 측의 공진 주파수를 동일하게 선정하기 위해, 보상 

커패시턴스 또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결합 계수가 낮아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는 

무시하였다 [12]–[15], [18].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코일 결합 

시스템은 결합 계수가 0.7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처럼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는 시스템의 경우 초기 결합 조건에 따른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가 커서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를 무시 할 수 없다.  

이러한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는 공진 네트워크의 공진 주파수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3.1절에서 언급한 경부하 조건 제어를 위해서는 

공진 네트워크의 공진 주파수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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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호 인덕턴스의 추정과 공진 주파수 도출을 

위해서는 변화한 자기 인덕턴스의 추정 또한 필요하다. 

그림 3.5는 1차단 인버터 제어 블록도이다. 우선 1차단 인버터 제어 

이전에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의 추정 과정을 거친다. 상호 

인덕턴스는 1차단 인버터 제어 파라미터로 사용하며, 자기 인덕턴스는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고 1차단 인버터의 운전 주파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𝑍𝑖𝑛|과 ∠𝑍𝑖𝑛이 필요한 추정식은 3.3.1절에서 설명하고, 이 두 

파라미터를 얻기 위한 신호 측정 방식은 3.4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3.5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 알고리즘 

 

3.3.1 상호 인덕턴스의 추정 

그림 3.6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공진 네트워크 모델링이다. 해석은 

기본파에 대해 진행되며, FHA는 기본파 성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2차단 인버터는 𝑣2_𝐹𝐴𝐻 와 𝑖2_𝐹𝐻𝐴 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제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파에 대한 해석에서 2차단 인버터를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고 이를 𝑅𝑒𝑠𝑡 라 한다. 모델링 된 저항은 𝑣2_𝐹𝐴𝐻 와 𝑖2_𝐹𝐻𝐴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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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상호 인덕턴스 추정을 위한 공진 네트워크 모델링 

 

𝑍𝑖𝑛은 1차단 입력에서 바라본 네트워크의 입력 임피던스이며, 𝑍𝑖𝑛의 

크기와 위상은 각각 식 (3.6)과 (3.7)로 쓸 수 있다. |𝑍𝑖𝑛|과 ∠𝑍𝑖𝑛은 또한 

𝑣1_𝐹𝐻𝐴과 𝑖1_𝐹𝐻𝐴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𝑍𝑖𝑛|은 𝑣1_𝐹𝐻𝐴과  𝑖1_𝐹𝐻𝐴의 크기의 

비로, ∠𝑍𝑖𝑛는 두 신호의 위상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𝑍𝑖𝑛| =  √(𝑅1 +  
𝜔2𝑀2(𝑅2+𝑅𝑒𝑠𝑡)

(𝑅2+𝑅𝑒𝑠𝑡)2+ 𝑋2
2)2 + (𝑋1 − 

𝜔2𝑀2𝑋2

(𝑅2+𝑅𝑒𝑠𝑡)2+ 𝑋2
2)2   (3.6) 

∠𝑍𝑖𝑛 =  tan−1 𝑋1(𝑅2+𝑅𝑒𝑠𝑡)2+ 𝑋1𝑋2
2−𝜔2𝑀2𝑋2 

𝑅1(𝑅2+𝑅𝑒𝑠𝑡)2+ 𝑅1𝑋2
2+ 𝜔2𝑀2(𝑅2+𝑅𝑒𝑠𝑡)

  (3.7) 

(𝑋1 =  𝜔𝐿1 −
1

𝜔𝐶1
, 𝑋2 =  𝜔𝐿2 −

1

𝜔𝐶2
, 𝑀 = 𝑘√𝐿1𝐿2)   

 

위 두 식 (3.6)과 (3.7)을 바탕으로 상호 인덕턴스의 추정식을 아래 

식 (3.8)과 (3.9)로 얻을 수 있다 [13], [16]. 

식 (3.8)을 이용하면 1차단에서 알 수 있는 파라미터만을 이용하여 

2차단 인버터의 입력을 모델링한 등가 저항을 계산 할 수 있다. 식 

(3.8)의 결과를 식 (3.9)에 적용하면 추정된 상호 인덕턴스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추청된 상호 인덕턴스를 𝑀𝑒𝑠𝑡 라 한다. 식 (3.8)과 (3.9)에 

사용되는 |𝑍𝑖𝑛|과 ∠𝑍𝑖𝑛  파라미터의 경우 기본파에 대한 1차단 인버터의 

입력 전압과 전류 신호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파 성분에 

대한 계산을 위해서는 측정 신호에서 기본파 성분의 추출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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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한 신호 측정 방법은 3.4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𝑅𝑒𝑠𝑡 = 

 
𝑋2(|𝑍𝑖𝑛|2 tan ∠𝑍𝑖𝑛 − 𝑅1𝑋1(1 + tan ∠𝑍𝑖𝑛

2))

(𝑋1
2(1 + tan ∠𝑍𝑖𝑛

2) − |𝑍𝑖𝑛|2 tan ∠𝑍𝑖𝑛
2)

 

+
𝑋2(|𝑍𝑖𝑛|(𝑋1 − 𝑅1 tan ∠𝑍𝑖𝑛)√(1 + tan ∠𝑍𝑖𝑛

2))

(𝑋1
2(1 + tan ∠𝑍𝑖𝑛

2) − |𝑍1|2 tan ∠𝑍𝑖𝑛
2)

− 𝑅2
 

 

(3.8) 

𝑀𝑒𝑠𝑡 =  
1

𝜔
√

(𝑋1 − 𝑅1 tan ∠𝑍𝑖𝑛)((𝑅2 + 𝑅𝑒𝑠𝑡)2 + 𝑋2
2)

(𝑅2 + 𝑅𝑒𝑠𝑡) tan ∠𝑍𝑖𝑛 +  𝑋2

 (3.9) 

 

3.3.2 상호 인덕턴스 추정의 문제점 

 식 (3.8)과 (3.9) 를 보면 𝑅𝑒𝑠𝑡 와 𝑀𝑒𝑠𝑡 는 공진 주파수에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진 주파수에서는 𝑋1 과 𝑋2가 0이 되며, 

입력 임피던스의 위상이 0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두 추정식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진점이 아닌 주파수에서 추정 과정이 진행 되어야한다 [16]. 

위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진 주파수가 아닌 지점에 대해서 추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자기 인덕턴스 또한 결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모든 결합 조건에서 추정을 위해서는 설계한 

코일 시스템의 공극의 거리에 따른 최대 공진 주파수를 고려해야한다. 

공극이 커질수록 자기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공진 주파수는 공극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때문에 최대 거리의 공극에서의 공진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추정 과정이 진행 되어야한다. 

선정한 시스템에서는 1.5mm ~ 2.5mm의 공극을 선정하였으며, 공극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97.4kHz ~ 112.57kHz로 변화하게 된다. 공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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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턴스 선정은 4장에서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97.4kHz에서 공진 주파수를 가지도록 코일을 

설계하였지만 변화한 상호 인덕턴스 추정을 위해서 112.57kHz 이상에서 

추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118kHz에서 추정 과정을 진행한다. 

 

3.3.3 인덕턴스 변화 추정 알고리즘 

앞서 언급한 결합의 변화에 따른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 식 (3.8)과 (3.9)를 보게 되면 추정식에는 𝐿1과 𝐿2가 

파라미터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값 추정에 있어서 올바른 자기 인덕턴스 값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상호 인덕턴스 추정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인덕턴스 변화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3.7은 본 논문의 코일 시스템의 공극에 따른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값에 대한 FEM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의 결합의 변화는 수직으로만의 공극 변화를 가정하였다. 이 

경우 공극에 따라 두 인덕턴스 값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의 데이터 테이블로 사용하였다. 

그림 3.7의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로 활용하는 경우, iteration 과정을 

통해서 코일 결합의 실제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얻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그림 3.8과 같으며, 순서도는 그림 3.9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1mm ~ 3mm의 범위 내에서 0.01mm 스케일로 201개의 

데이터를 테이블로 활용하였으며, Index는 0 ~ 200까지의 값으로 현재 

DSP에서 알고 있는 거리에 따른 데이터 값이며, 이에 따른 추정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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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턴스 값과 테이블 상의 상호 인덕턴스 값을 비교한다. 

현재 알고 있는 자기 인덕턴스에 따라 계산된 상호 인덕턴스의 값이 

데이터 테이블 상의 실제 매칭 되어야 하는 값과 다르다면 현재의 자기 

인덕턴스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 또한 바뀐 

값이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하기 위해 새로이 구해진 상호 인덕턴스 값에 

대해서 이전의 상호 인덕턴스 값과의 오차를 비교하게 된다. 만약 그 

오차가 줄어든다면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는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라면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 방향을 바꿈으로써 iteration 

과정을 거친다. 

 

 

그림 3.7 공극에 따른 자기 및 상호 인덕턴스 변화 

 

 

그림 3.8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을 위한 iteration 알고리즘 



 

 

２３ 

 

 

 

 

그림 3.9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을 위한 iteration 순서도 

 

3.3.4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을 위한 구동 방식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추정 방식과 더불어 구동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 본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19]와 같은 응용 사례에 

적용하거나 [20]와 같은 근접 형태의 무선 전력 전송 방식의 연구와 

같이 0.7 ~ 0.8 정도의 결합 계수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2]과 같이 결합 조건이 항상 변하는 다이나믹 충전 시스템이 아닌 

초기 결합 시의 조건이 필요한 응용 사례에 적용이 가능하다. 

식 (3.8)과 (3.9)의 경우 |𝑍𝑖𝑛|과 ∠𝑍𝑖𝑛  이 변수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두 변수의 경우 부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3.3.3절에서 언급한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의 공극에 따른 단일 

조합 특성을 이용한 iteration 과정에 있어서 부하 조건에 따라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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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초기 접촉 시 추정 과정에서 

2차단 인버터를 무부하 조건으로 운전하며 |𝑍𝑖𝑛|과 ∠𝑍𝑖𝑛의 변화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제어 방식의 적용을 위한 구동 메커니즘은 그림 3.10과 

같다. 초기 접촉 시에는 시스템의 최대 공진 주파수인 112.57kHz 보다 

높은 118kHz의 스위칭 주파수에서 𝑑1 = 1  로 1차단 인버터를 구동한다. 

이 때 2차단 인버터는 무부하 조건과 같이 운전한다. 이 과정에서 

추정을 진행해 초기 접촉 시 코일 결합 상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얻어낼 수 있다. 자기 인덕턴스가 결정됨에 따라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가 결정할 수 있으며, 추정이 완료된 이 후에는 

시스템의 공진 주파수에서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3.10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을 위한 초기 접촉 시 구동 메커니즘 

 

2차단 인버터 부하 제어 시작은 추정 과정 시간 이상의 일정 시간 

후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21]와 같이 결합 코일을 통한 공진 주파수 

이상의 코일 전류 신호 전달을 통해서 1차단 인버터에서 2차단 

인버터로의 동작 신호를 전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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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파 해석에 따른 식 (3.8)과 (3.9)에 적용 되는 |𝑍𝑖𝑛| 과 ∠𝑍𝑖𝑛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는 |𝑣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 , ∠𝑣1_𝐹𝐻𝐴  그리고 ∠𝑖1_𝐹𝐻𝐴 , 이 

4가지의 기본파에 대한 성분을 정확하게 얻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합 계수가 높은 시스템일수록 코일 전류에는 고조파 

성분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22].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 신호에 대한 

3번 혹은 4번의 샘플링으로는 정확한 기본파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aliasing을 활용한 신호 측정 

기법을 통해서 샘플링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기존의 aliasing 개념은 부적정한 샘플링으로 인해 복원하려는 

신호에 왜곡이 생기는 문제점이다. Aliasing 현상이 잘못된 샘플링으로 

인해 특정 구간에 대한 정보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샘플링의 주기를 실제 신호의 주기와 특정 관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신호를 여러 주기에 걸쳐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 해볼 수 있다. 

100kHz의 신호를 100번 샘플링 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신호를 

복원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칭 주파수 𝑓𝑠𝑤 는 100kHz이며, 

한 주기에 대한 샘플링 횟수 𝑁𝑜. 𝑠𝑎𝑚𝑝 를 100번이라고 한다면, 식 

(3.10)과 같이 샘플링 주파수 𝑓𝑠𝑎𝑚𝑝를 99kHz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스위칭 주파수에 대해 샘플링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그림 3.11과 같이 

첫번째 주기에서는 𝑆𝑎𝑚𝑝[1]에 대한 센싱을, 2번째 주기에서는 𝑆𝑎𝑚𝑝[2]에 

대한 센싱을, n번째 주기에서는 𝑆𝑎𝑚𝑝[𝑛]에 대한 센싱을 그리고 100번째 

주기에서는 𝑆𝑎𝑚𝑝[100] 에 대한 센싱을 진행하게 된다. 즉 100주기 

동안의 센싱 과정을 통해서 100kHz의 신호를 100번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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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𝑠𝑎𝑚𝑝 =  
𝑁𝑜. 𝑠𝑎𝑚𝑝 − 1

𝑁𝑜. 𝑠𝑎𝑚𝑝
𝑓𝑠𝑤 (3.10) 

 

 

그림 3.11 aliasing을 활용한 신호 측정 기법의 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원된 신호의 주파수는 식 (3.11)과 같이 

결정된다. 이 예시의 경우 복원된 신호는 1kHz의 주기를 가지게 된다. 

100kHz 신호를 99kHz의 샘플링을 통해서 1kHz의 신호로 복원한 것이다. 

 

 𝑓𝑎𝑙𝑖𝑎𝑠𝑖𝑛𝑔 =  
𝑓𝑠𝑤

𝑁𝑜. 𝑠𝑎𝑚𝑝
 (3.11) 

 

이렇게 aliasing를 활용해 측정한 신호의 경우 실제 신호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지만, 신호의 크기 정보 혹은 신호 사이의 위상 정보의 경우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파에 대한 실제 |𝑍𝑖𝑛|과 ∠𝑍𝑖𝑛을 

얻기 위한 |𝑣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  그리고 ∠𝑣1_𝐹𝐻𝐴  와 ∠𝑖1_𝐹𝐻𝐴  사이의 위상 차이 

정보를 얻어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림 3.12는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100kHz 신호에 대한 aliasing을 

활용한 신호 측정 기법을 적용한 신호 복원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3.12(a)는 고조파를 포함한 100kHz의 코일 전류이며 3.12(b)는 aliasing을 

활용한 100번의 샘플링을 통해 복원된 1kHz의 신호이다. 실제로 복원된 

신호에는 고조파 성분까지 복원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𝑓𝑎𝑙𝑖𝑎𝑠𝑖𝑛𝑔  주파수에 대해서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면, 그림 3.12(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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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본파에 대한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기본파 성분은 

그림 3.13와 3.14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측정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2 aliasing을 활용한 100kHz 신호 측정 시뮬레이션 

 

 

그림 3.13 aliasing을 활용한 복원 신호를 이용한 신호 크기 복원 

 

 

그림 3.14 aliasing을 활용한 복원 신호를 이용한 신호 위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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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주기의 신호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이 

기법을 활용한 정보를 제어에 이용하는 경우 제어기의 대역폭이 

낮아진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liasing을 활용한 신호 측정 

기법의 경우 느린 대역폭으로 제어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 배터리 충전과 같이 

부하의 변동이 느린 응용 사례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선 추정 과정을 통해 상호 인덕턴스를 알고 있는 

경우, 부하에 따른 1차단 인버터 제어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1차단 인버터 제어를 통해서 경부하 조건에서의 시스템 

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3.1절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문헌 [1], [2]의 효율 개선의 비교 대상은 2차단에 다이오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는 그림 3.2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파에 따른 전달 

전력 식 (3.12)에서 𝑑2 = 1인 조건과 같다.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8

𝜋2

𝑉1_𝑑𝑐𝑉2_𝑑𝑐

𝜔𝑟𝑀
sin (

𝜋

2
𝑑1) sin (

𝜋

2
𝑑2) (3.12) 

 

이를 반대로 본 논문의 시스템과 같은 양단 제어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면, [10]에서 𝑑1 = 1 인 조건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와 같은 시스템에서 양측 DC 링크 전압이 동일하며, 1차단 



 

 

２９ 

 

 

 

인버터가 𝑑1 = 1로 고정되어 𝑉1_𝑑𝑐 에 따른 합성 가능한 최대의 전력을 

공급하고 2차단 인버터는 부하가 필요한 전력에 따라서 PWM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기본파 주파수에서의 출력 전력은 식 (3.13)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𝑑1 = 1로 고정하였으므로, 𝑑2 에 따라서 전달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8

𝜋2

𝑉1𝑑𝑐
𝑉2𝑑𝑐

𝜔𝑟𝑀
sin (

𝜋

2
𝑑2) , (𝑑1 = 1) (3.13) 

 

𝑃𝑁을 정격 전력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𝑃𝑁 =  
8

𝜋2

𝑉1_𝑑𝑐𝑉2_𝑑𝑐

𝜔𝑟𝑀
, (𝑑1 =  𝑑2 = 1) (3.14)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0.5𝑃𝑁 와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0.25𝑃𝑁 의 조건으로 운전한다고 하면 

𝑑2만 변화하기 때문에 표 3.1의 𝑑1 = 1의 운전 조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𝑖1_𝐹𝐻𝐴_𝑁 와  𝑖2_𝐹𝐻𝐴_𝑁 는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𝑃𝑁  조건에서의 전류이다. 식 

(3.1)에 따라 𝑖2_𝐹𝐻𝐴 는 항상 최대치로 흐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1차측 

코일 전류의 기본파는, 2차단 인버터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동일한 DC 링크 전압 조건에서 전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𝑑1 과 

𝑑2를 동일하게 제어한다면, 표 3.1의 (𝑑1 = 𝑑2 ) 조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의 전류 스트레스는 𝑖2_𝐹𝐻𝐴_𝑁 로 

고정되지만, 전류 밸런스를 제어한다면 부하 조건에 따라서 전류 

스트레스를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참고 문헌 [1], [2]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양 

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 적용 할 수 있다면 표 3.1의 결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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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경부하에서 전류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운전 조건 𝑑1 = 1 𝑑1 =  𝑑2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𝑃𝑁 
𝑖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𝑖2_𝐹𝐻𝐴_𝑁 

𝑖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𝑖2_𝐹𝐻𝐴_𝑁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0.5𝑃𝑁 
𝑖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0.5𝑖2_𝐹𝐻𝐴_𝑁 

𝑖1_𝐹𝐻𝐴 =
1

√2
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1

√2
𝑖2_𝐹𝐻𝐴_𝑁 

𝑃𝑜𝑢𝑡_𝐹𝐻𝐴 = 0.25𝑃𝑁 
𝑖1_𝐹𝐻𝐴 =   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0.25𝑖2_𝐹𝐻𝐴_𝑁 

𝑖1_𝐹𝐻𝐴 =   0.5𝑖1_𝐹𝐻𝐴_𝑁 

𝑖2_𝐹𝐻𝐴 =  0.5𝑖2_𝐹𝐻𝐴_𝑁 

표 3.1 양단 제어 시스템에서 운전 조건에 따른 코일 전류 변화 

 

3.5.1 부하 변동에 따른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 기본파 추정 

식 (3.3)을 통해서 양단의 코일 전류의 크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기본파 크기는 1차단의 정보로 추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도 양단 코일의 전류의 기본파 

크기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그림 3.6으로부터 식 (3.15)를 얻을 수 있다. 

 

 𝑣2𝐹𝐻𝐴
=  − (𝑅2 + 𝑗 (𝜔𝐿2 −

1

𝜔𝐶2
)) 𝑖2𝐹𝐻𝐴

+ 𝑗𝜔𝑀𝑖1𝐹𝐻𝐴
 (3.15) 

 

위 식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건을 가정하면, 식 (3.16)을 얻을 수 

있다. 

 

𝑅1  ≅ 0, 𝑅2 ≅ 0 

𝜔 =  𝜔𝑟 =  
1

√𝐿1𝐶1

=  
1

√𝐿2𝐶2

  →  (𝜔𝐿1 −
1

𝜔𝐶1
) = (𝜔𝐿2 −

1

𝜔𝐶2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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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𝑣2_𝐹𝐻𝐴_𝑒𝑠𝑡 =  𝑗𝜔𝑀𝑖1_𝐹𝐻𝐴 

|𝑣2_𝐹𝐻𝐴_𝑒𝑠𝑡| =  𝜔𝑀|𝑖1_𝐹𝐻𝐴| 
(3.16) 

 

따라서 공진 주파수에서는 식 (3.16)과 같이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1차단 코일 전류의 

기본파 크기,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네트워크의 스위칭 주파수로 결정할 

수 있다. 즉, 3.3절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인덕턴스 값을 추정하고, 3.4절의 

과정을 통해서 1차단 전류의 기본파 크기를 얻어 낸다면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한 1차단 인버터의 제어 블록도는 그림 3.15와 같다. 

식 (3.16)을 통해서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를 얻어내며, 

1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을 이와 일치하도록 제어하기 위해 1차단 DC 

링크 전압과의 계산을 통해서 PWM 제어 듀티 𝑑1를 결정한다. 

 

 

그림 3.15 부하 변동 조건에서의 1차단 인버터 제어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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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단 인버터 제어의 목표는 안정적인 부하의 전압 제어이다. H-

bridge 형태로 구성된 2차단은 PWM제어 방식으로 그림 3.16과 같이 

제어된다. 부하 전압을 지령으로 하여 2차단 인버터 듀티 𝑑2를 결정한다. 

또한 2차단 인버터는 기본파에 대하여 전압 𝑣2 와 전류 𝑖2 의 위상을 

일치시키도록 제어하기 위해 𝑣2 에 대한 𝑖2 에 대한 위상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서 두 신호 사이의 위상 𝑝ℎ𝑎𝑠𝑒2를 제어한다. 

 

 

그림 3.16 2차단 인버터 부하 전압 제어 블록도 

 

듀티만이 아닌 위상을 제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듀티만을 제어하는 것으로는 코일의 결합을 통해 전달되는 전력을 

온전하게 전달받을 수 없다. 듀티 제어를 통한 부하 DC 링크 전압 

제어를 위해서는 인버터의 출력 선간 전압인 𝑣2와 2차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인 𝑖2  사이에는 유의미한 위상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 때의 위상 

차이는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의 power factor(pf)를 결정하게 된다. pf가 

1이라면 2차단 인버터를 통해 부하로 변환되는 전력은 유효전력만 

전달될 것이다. 하지만 𝑣2는 구형파이지만 𝑖2의 고조파의 위상은 공진 

네트워크의 및 부하 조건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두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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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전력 전달 주파수인 기본파에 대해서 해석하며, 기본파 

신호가 일치하도록 제어한다. 이를 통해서 기본파에 대한 무효 전력 

전달을 0으로 한다. 이는 코일과 커패시터에 순환하는 불필요한 전류를 

감소시켜 스위칭 손실, 동손 그리고 철손 등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들을 줄일 수 있다. 

이 때 코일의 2차측 전류는 식 (3.1)과 같이 공진 주파수에서 

𝑖2_𝐹𝐻𝐴는 1차단 인버터의 출력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𝑖1_𝐹𝐻𝐴는 2차단 인버터의 출력 선간 전압으로 결정된다. 즉 

𝑖2_𝐹𝐻𝐴 은 𝑣2 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𝑖2_𝐹𝐻𝐴 의 위상에 맞춰서 𝑣2 의 출력 

타이밍 제어가 가능하며 𝑣2 와 𝑖2 의 기본파의 위상 차이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2차단 코일 전류에 맞춰서 2차단 인버터의 스위칭 

타이밍을 결정한다면, 1차단 선간 전압의 스위칭 주파수에 맞춰서 2차단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도 맞춰서 변경되어 운전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신을 사용하지 않아도 1차단 인버터와 2차단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를 동기화 할 수 있다. 

 

 

그림 3.17 𝑣2와 𝑖2_𝐹𝐻𝐴의 동작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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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네트워크 모델링 

 

보상 회로는 그림 4.1과 같이 유도성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코일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회로를 의미한다. 만약 보상 회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1차단 인버터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이 때 코일을 통해 발생 

및 쇄교 되는 자속의 강도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증가한다. 

동시에 같은 전류 크기에서 더 많은 자속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코일의 

인덕턴스가 커야 한다. 따라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코일에 전류를 

흘리고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1차단 인버터의 출력 전압의 크기가 

따라서 커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를 

낮춰주는 보상회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전력 전달 시스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예를 들어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코일의 인덕턴스를 상쇄시켜 1차측 인버터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줄여야 한다. 

 

 

그림 4.1 무선 전력 전송 코일에 추가되는 보상 네트워크 

 

4.1.1 두 개의 커패시터가 적용된 보상 네트워크 

그림 4.2에는 2개의 커패시터가 적용된 공진 네트워크들이 그려져 

있다. 직-병렬 종류에 따라 series-series(SS), series-parallel(SP),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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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PS) 그리고 parallel-parallel(PP) 토폴로지로 불린다. 이 중에서 SS와 

SP 토폴로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SS 토폴로지의 경우 코일의 

인덕턴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가능해서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S와 PP 토폴로지의 경우 추가적인 

인덕턴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4.2 (a) series-series(SS), (b) series-parallel(SP),  

(c) parallel-series(PS) (d) parallel-parallel(PP) 보상 회로 토폴로지 

 

입력이 보상 커패시터가 직렬 혹은 병렬인지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커플링이 낮아질 때이다. PS 와 PP 토폴로지의 경우 

커플링이 낮아질 경우 병렬 커패시터로 인해 입력 임피던스가 높아져서 

과전류가 흐르는 문제점이 없지만, 반대로 직렬 커패시터의 경우 

고주파에 대한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져서 과전류가 흐르는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SS와 SP 토폴로지는 추가적인 안전책이 필요하다. 

언급한 4가지 중 SS 토폴로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 인버터 출력 전압과 전류의 

power factor을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SS 토폴로지는 넓은 부하 변화에도 다른 토폴로지에 

대비에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이다 [23].  

코일의 커플링 변화에 대해서는, PS와 PP 토폴로지가 SS 토폴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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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해 강인하다. 하지만 높은 커플링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SS 

토폴로지 또한 커플링 변화에 덜 민감하다. 특히 SS 토폴로지의 경우 

부하의 조건과 커플링의 변화에 대해서도 공진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4.1.2  SS 보상 회로와 dual-side LCC 보상 회로 토폴로지 

유도성 무선 전력 전송의 보상 회로에는 SS 보상 회로와 더불어 

그림 4.3과 같은 dual-side LCC 보상 회로 또한 많이 연구되고 있다 [24], 

[25]. 

 

 

그림 4.3 Dual-side LCC 보상 회로가 적용된 공진 네트워크 

 

SS 토폴로지와 dual-side LCC 토폴로지는 전기차 충전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토폴로지이다. 참고 문헌 

[25]에서는 두 가지 보상 회로의 비교 파라미터로 power displacement 

factor(PDF)를 들고 있다. PDF는 식 (4.1)과 같이 정의하는데, 𝑃𝑜𝑢𝑡_𝑡𝑢𝑛𝑒𝑑는 

코일 간의 커플링과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튜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전달되는 파워를 의미하고, 𝑃𝑜𝑢𝑡_𝑚𝑖𝑠𝑡𝑢𝑛𝑒𝑑는 커플링 틀어지는 등의 튜닝이 

변화하였을 때의 전달 파워를 의미한다. PDF가 커질수록 같은 출력 전력 

전달을 위해서 더 많은 파워가 입력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2)와 

같이 voltage gain, 𝐺𝑣 를 정의한다면, 𝐺𝑣 가 1보다 작은 경우 커플링의 

변화에 대해 SS 보상 회로가 dual-side LCC 보상회로 보다 PDF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며, 반대로 𝐺𝑣가 1보다 큰 경우 dual-side LCC 보상회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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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보상 회로보다 PDF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만약 𝐺𝑣가 1일 경우 

두 종류의 보상회로에서 PDF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dual-

side LCC 보상 회로가 커플링의 변화에 더 강인한 특성을 가진다고 해도, 

적용되는 시스템과 제어 방식에 따라서 SS 보상회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질 수도, 더 안 좋은 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𝑃𝐷𝐹 =  
𝑃𝑜𝑢𝑡_𝑚𝑖𝑠𝑡𝑢𝑛𝑒𝑑 −  𝑃𝑜𝑢𝑡_𝑡𝑢𝑛𝑒𝑑

𝑃𝑜𝑢𝑡_𝑡𝑢𝑛𝑒𝑑
 (4.1) 

 𝐺𝑣 =  
𝑣2

𝑣1
 (4.2) 

 

DC-DC 전력 전달의 효율 측면에서도 두 가지 보상회로를 비교할 

수 있다 [24], [25]. 이 때 전력 전달 효율 분석을 위해 사용된 회로는 

그림 2.1과 같이 2차단 수신 회로는 다이오드 정류기로, 1차단 인버터는 

H-bridge로 구성 되어있다. 

SS 보상 회로의 경우, 커플링 계수가 높아질 수록 코일 전류에 

고조파 성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결합 계수가 0.8 이상이 된다면 

고조파 성분으로 인해 전력 전달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dual-side LCC 보상 회로의 경우 결합의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커플링이 증가하여도 일정한 효율 보여준다는 강점이 있다 [24]. 

하지만 [25]에서 분석한 상호 인덕턴스의 변화에 따른 두 보상회로의 

전력 전달 효율을 본다면, 상호 인덕턴스가 증가함에 따라, 결합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SS 보상 회로의 경우 전력 전달 효율이 증가하여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는 시스템일 때 dual-side LCC 보상 회로보다 높은 전력 

전달 효율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dual-side LCC 보상 회로의 경우 결합 

계수가 증가하여도 일정한 효율을 보였지만, 일정 이상의 결합 

계수에서는 고조파 성분에 의해 전력 전달 효율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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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두 가지 보상회로 모두 일정 이상의 결합 계수에서는 고조파로 

인한 효율 감소 문제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SS 보상 회로의 

경우가 더 높은 결합 계수에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결합 계수 범위에서는 SS 보상 회로의 전달 효율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공진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성될 경우 부피와 소자의 개수에서도 두 

보상회로는 큰 차이를 보인다. SS 보상 회로는 2개의 커패시터만을 

포함하며, dual-side LCC 보상 회로의 경우 4개의 커패시터와 2개의 

인덕터를 포함한다. 특히 dual-side LCC 보상 회로는 2개의 인덕터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부피 측면에서는 SS 보상 회로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철손을 고려한다면 보상 회로 인덕터는 공심 인덕터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상 회로의 부피는 더욱 커지게 된다. 표 

4.1을 통해 dual-side LCC 보상 회로에 사용된 기존 연구의 보상 회로 

인덕터의 용량을 정리하였다. 

 

참고 문헌 공진 주파수 출력 전력 
자기 

인덕턴스 

보상 

인덕턴스(𝐿𝑓) 

[26] 88 kHz 30 W 48 uH 4.8 uH 

[25] 79 kHz 2.6 kW 360 uH 79.4 uH 

표 4.1 Dual-side LCC 보상 회로에 사용된 보상 회로 인덕터 용량 

 

이러한 소자 개수의 차이는 시스템 해석에도 큰 차이점을 가져온다. 

SS 보상회로의 경우 한 측면에 1개의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상 회로 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dual-side LCC 보상 회로는 보다 높은 차수의 시스템이 되어 시스템 

해석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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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절과 4.1.2 절을 통해서 보상 회로 별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1.1절에서의 결과를 통해서는 series-series(SS), series-parallel(SP), 

parallel-series(PS) 그리고 parallel-parallel(PP) 네 가지 보상회로 중에서는 

SS 보상회로가 높은 역률 조건으로 운전 할 수 있으며, 넓은 부하 

조건에 대해서 일정한 전력 전달 효율을 가지고 이로 인한 공진 

주파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토폴로지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SS 토폴로지가 사용되고 있다. 

4.1.2절에서는 SS 와 dual-side LCC 보상 회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두 가지 보상회로 모두 현재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될 만큼 장단점이 있는 보상 회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 및 제어 방식에 대해서는 SS 보상회로가 더 적절하다. 제어 

방식 및 시스템 구성으로 𝐺𝑣를 1로 제어하며, 코일의 구성은 0.8 이하의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안전의 

측면에서는 과전류 방지와 같은 고장 감지 시스템은 필수적인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2차단 코일이 단락 되었을 때 과전류가 발생하는 SS 

보상회로의 단점은 보완이 가능하다. 특히나 본 논문에서는 코어를 

사용하여 코일 및 네트워크를 작은 부피로 구성하기 때문에 SS 보상 

회로가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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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결합 계수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SS 보상회로 토폴로지의 경우 결합 계수에 

따른 전력 전달 효율이 민감하게 변하는 단점이 있지만 결합 계수를 

높일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16], [24], [25]. 하지만 결합 

계수가 높아질수록 고조파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결합 

계수에서는 전력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 [24].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코일 사이의 거리에 따라 0.7 ~ 0.8의 결합 계수를 가지는 

코일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제안하는 시스템과 같은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합되는 두 코일 사이의 거리가 코일 혹은 코어의 유효 면적 중 최대 

길이에 대비해 매우 가까워야 한다. 표 4.2을 보면 여러 경우에 대한 

실제 결합 계수를 볼 수 있다. 페라이트 코어를 덧대어 자기 저항을 

줄인 경우 같은 공극에 대해서 더 높은 결합 계수를 얻을 수 있다.  EVs 

충전용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한 연구는 바닥과 차량 하부를 결합 코일로 

구성하는 것을 일반적인 응용 사례로 연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유효면적 중 

최대 길이 
공극 

자기 

인덕턴스 
결합 계수 

[2] 400 mm 150 mm 184 uH 0.216 

[1] 600 mm 135 mm 430 uH 0.32 

[25] 800 mm 200 mm 360 uH 0.236 

표 4.2 여러 결합 코일의 결합 계수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결합 코일 시스템은 다른 응용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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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높은 결합 계수를 가지도록 하려면, 페라이트 코어의 

사용이 권장되며, 페라이트 코어를 사용한다면 같은 자기 인덕턴스를 

가지는 결합 코일 시스템임에도 훨씬 작은 부피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콘센트 혹은 전기차 충전용 접촉식 플러그를 대신하는 

응용이 가능하다. 그림 4.4(a)와 같이 단자가 드러나 있는 전기차 충천용 

접촉식 플러그의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다. 만약 그림 4.4(b)와 같이 

전극 단자가 드러날 필요가 없는 무선 충전용 코일을 사용한다면, 

감전의 위험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4.4 (a) SAE H1772 2009 standard 전기차 충전 플러그[27] 

(b) 비접촉식 전력 전송 플러그[19] 

 

4.2.2 공진 네트워크 디자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정격에 대한 기본 디자인 조건을 표 

4.3에 정리하였다. 

𝑉1_𝑑𝑐 𝑉2_𝑑𝑐 𝑃 𝑟𝑎𝑡𝑒 𝑅𝐿 =
𝑉2_𝑑𝑐

2

𝑃 𝑟𝑎𝑡𝑒

 𝑘 𝑓𝑟 

180 Vdc 180 Vdc 150 W 216 Ohm 0.7 ~ 0.8 100 kHz 

표 4.3 제안하는 시스템의 디자인 파라미터 

2차단의 제어는 𝑣2_𝐹𝐻𝐴와 𝑖2_𝐹𝐻𝐴가 동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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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과 같이 2차단을 저항 𝑅𝑒𝑞 로 모델링 할 수 있다. 전부하 조건에 

대하여 디자인을 진행한다면, 𝑑2 = 1 를 가정하고 식 (4.3)과 같이 

𝑅𝑒𝑞값을 모의할 수 있다. 

 

 𝑅𝑒𝑞 =  
8

𝜋2
𝑅𝐿 ≅ 175Ω (4.3) 

 

 

그림 4.5 2차단을 저항으로 모의한 공진 네트워크 회로 

 

직렬 공진 네트워크에서의 Q factor를 식 (4.4)와 같은 정의를 

사용한다면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적정한 Q factor 값은 2 ~ 10이다. 10 

이상의 값을 선정할 경우 네트워크의 튜닝이 어려워지며, 2 이하의 값에 

대해서는 고조파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22]. 

 

 𝑄 =  
 𝜔𝐿2

𝑅2 +  𝑅𝑒𝑞
 (4.4) 

 

하지만 식 (4.5)와 같이 네트워크의 입력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에 대한 주파수 해석을 진행하면, 위상 보데플롯의 경우 

위상이 0이 되는 주파수인 zero phase cross frequency가 1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bifurcation 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커플링이 

높은 시스템의 경우 Q 가 2 이상일 경우에 그림 4.6과 같이 bifurcation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만일 Q를 감소시킨다면 bifur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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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약화된다 [22]. 운전 주파수에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이 디자인한 것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Q factor값을 1 

부근으로 선정하였다. 

 

𝑍𝑖𝑛 = (𝑠(1 − 𝑘)𝐿1 +
1

𝑠𝐶1
) +  

𝑠𝑀 (𝑠(1 − 𝑘)𝐿1 +
1

𝑠𝐶1
+  𝑅𝐿)

𝑠𝑀 +  𝑠(1 − 𝑘)𝐿1 +
1

𝑠𝐶1
+  𝑅𝐿

 (4.5) 

 

 

그림 4.6 Q factor에 따른 네트워크 입력 임피던스, 𝑍𝑖𝑛,의 보데플롯 

 

페라이트 코어는 그림 4.7에서 볼 수 있는 P4229 포트 코어를 

선정하였다. 코어의 재질은 3C91로, 300kHz 이하의 시스템에서 사용이 

권장된다. 해당 코어에 대한 턴 수에 따른 인덕턴스와 공극에 따른 결합 

계수를 알기 위해 FEM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ANSYS Electronics Desktop 2017.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의 

변수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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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4229 포트 코어 

 

턴 수 공극 [mm] 

34 ~ 40 1 mm ~ 5 mm 

표 4.4 ANSIS FEM 시뮬레이션 변수 

 

그림 4.8은 FEM 시뮬레이션을 위한 P4229 코어의 모델이며, 그림 

4.9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수 있다. 결합 계수 k의 경우 턴 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변화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mm 공극에서 결합 계수는 0.779로 나타났으며, 2.5mm 공극에서 결합 

계수는 0.677로 나타났다. 0.7 ~ 0.8의 결합 계수에 맞게, 공극은 

1.5mm에서 2.5mm 사이에서 변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4.8 ANSIS FEM 시뮬레이션은 위한 P4229 코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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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턴 수 및 공극에 따른 자기 인덕턴스와 결합 계수 변화 

 

결합 계수에 따라 공극을 1.5mm ~ 2.5mm로 선정하였다. 이 때의 

셀프 인덕턴스 값을 보면, 38 turns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1.5mm에서는 318uH, 2.5mm에서는 238uH의 셀프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5mm 공극을 정격으로 선정하고, 318uH에 대해서 100kHz가 공진 

주파수가 되도록 보상 커패시터를 정하였다. 이 때의 공진 주파수는 

𝑍𝑖𝑛 의 위상이 0도가 되는 주파수이다. 실제 100kHz의 공진 주파수를 

위해서는 𝐶1 과 𝐶2 는 7.96nF이지만, 실험 시스템 구성에서는 8.4nF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격 조건에서의 

공진 주파수는 97.4kHz이다. 8.4nF의 보상 커패시터에 따른 1.5mm, 2mm 

와 2.5mm조건에서의 공진 주파수는 표 4.5와 같으며, 이 때의 𝑍𝑖𝑛 의 

보데플롯을 도시하면 그림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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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공극에 따른 입력 임피던스의 보데 플롯 

 

공극 𝐿1&𝐿2 𝐶1&𝐶2 𝑓𝑟 

1.5 mm 318 uH 8.4 nF 97.4 kHz 

2.0 mm 268 uH 8.4 nF 106.07 kHz 

2.5 mm 238 uH 8.4 nF 112.56 kHz 

표 4.5 공극에 따른 공진 주파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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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 

모의 실험 및 실험의 파라미터는 표 5.1과 같다. 하지만 실제 실험의 

경우 커패시턴스의 오차와 정확한 자기 인덕턴스 값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의 공진 주파수 보다 높게 스위칭 주파수를 

선정하였다. 

 

𝑉1_𝑑𝑐 𝑉2_𝑑𝑐 𝑃 𝑟𝑎𝑡𝑒 𝐶1, 𝐶2 

180 V 180 V 150 W 8.4 nF 

공극 𝐿1, 𝐿2 𝑘 𝑓𝑟 , 𝑓𝑠𝑤 

1.5 mm 318 uH 0.78 97.4 kHz 

2.0 mm 268 uH 0.73 106.07 kHz 

2.5 mm 238 uH 0.68 112.56 kHz 

표 5.1 모의 실험 및 실험 파라미터 

 

 

모의 실험은 PLECS 3.7.5 소프트웨어를 통해 진행하였다. 

5.1.1 초기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 

초기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 과정은 접촉 시의 결합 

상태에서의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3.3.3절에서 언급한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한 iteration 

과정을 거치며, 이 때 부하에서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부하 조건은 

무부하 조건으로 운전한다. 

그림 5.1은 초기 접촉이 2.0mm의 공극을 가지는 경우이다. 추정 

시작 전은 자기 인덕턴스를 1.5mm의 공극에 해당하는 318uH로 알고 

상호 인덕턴스 추정 값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는 2.0mm의 공극일 때의 

파란색 선의 195.5uH의 상호 인덕턴스 값과 틀린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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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시작 후에는 iteration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상호 인덕턴스 값을 

추정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의 추정 과정을 위한 자기 

인덕턴스 값 또한 2.0mm 공극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teration은 그림 3.9와 같이 이전 과정에서의 

추정 값과 현재 추정 값과의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림 

5.1에서와 같이 추정 결과가 목표 추정 값 부근에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목표 추정 값으로 5% 내의 값을 가지고, 평균 값 

사용을 통해 1% 이내의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은 

초기 접촉이 2.5mm인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정이 가능하며, 이는 

그림 5.2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 2.0mm 공극일 때의 상호 인덕턴스 추정 시뮬레이션 

 

그림 5.2 2.5mm 공극일 때의 상호 인덕턴스 추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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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부하 변동에 따른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 기본파 추정 

본 절에서는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추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의 모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공극이 1.5mm, 

2.0mm 그리고 2.5mm 일 때의 결합 조건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스위칭 주파수는 각 결합 조건에 따른 공진 주파수로 

선정하였으며 1.5mm 공극에 대해 97.4kHz, 2.0mm 공극에 대해 106.07kHz 

그리고 2.5mm 공극에 대해 112.56kHz와 같다. 

 

5.1.2.1 1.5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3은 1.5mm 공극 조건 일 때의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추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를 보여준다. 노란색 파형이 

1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이며, 주황색 파형은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이다. 빨간색 파형은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의 추정 값이다.  

1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크기는 추정으로 얻어진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 추정 값을 따라가도록 그림 3.15와 같이 제어하며, 

노란색과 빨간색 파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원하는 제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부하에 변동이 없는 조건에서는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부하가 변동하는 과도 구간에서는 추정 값이 실제 값을 느리게 따라가, 

추정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3.4절에서 언급한 

aliasing을 활용한 신호 측정 기법의 단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추정을 위한 신호 측정이 여러 주기를 통해 이루어져서 추정의 대역폭이 

매우 낮게 결정이 된다. 이 때문에 식 (3.16)에서 부하 조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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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1차측 전류의 기본파 크기 측정이 느리게 이루어져 추정에 

오차가 발생한다. 

 

그림 5.3 1.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1차단 인버터 제어 

 

1차단 인버터 제어의 목적은 1차측과 2차측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표 5.1에서와 같이 모의실험 및 실험 시스템의 

네트워크 양단은 자기 인덕턴스와 보상 커패시터의 크기가 동일한 

대칭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5.3과 같이 양 단 기본파의 

전압 선간 전압을 일치 시킨다면, 코일 전류의 기본파 크기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그림 5.4의 파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식 

(3.1)에서와 같이 각 전류는 반대측 인버터의 선간전압의 크기와 같은 

개형을 가지는 것울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양단 제어를 통해서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과 함께 

2차단 인버터를 통한 부하의 전압 제어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그림 5.3과 5.4와 같이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부하 전압을 

그림 5.5의 파형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80V전압 제어 대비 0.2% 

이내로 부하 전압이 제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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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1.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양단 코일 기본파 전류 

 

 

그림 5.5 1.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부하 전압 제어 

 

그림 5.3 ~ 5.5의 파형을 통해서 1.5mm 공극 조건에서 3.5절과 같이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하며, 2차단 인버터를 통해서 부하 전압을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6 ~ 5.10은 1.5mm 공극 조건에 대해서 각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서의 1차단과 2차단의 인버터 

선간 전압 및 코일 전류의 파형을 보여준다. 빨간색 파형은 1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 주황색 파형은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 노란색 

파형은 1차측 코일 전류 그리고 초록색 파형은 2차측 코일 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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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양 단의 DC 링크 전압이 180V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파의 크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양 단 인버터의 듀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6 ~ 5.10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라 듀티가 0.75부터 

0.235까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양 단의 듀티가 

동일하게 제어됨에 따라 양 측의 전류 크기 또한 동일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전류의 기본파 또한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6 1.5mm 공극, 1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7 1.5mm 공극, 0.8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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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1.5mm 공극, 0.6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9 1.5mm 공극, 0.4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10 1.5mm 공극, 0.2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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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2.0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11은 2.0mm 공극 조건 일 때의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추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를 보여준다. 그림 5.3의 1.5mm 

공극 조건과 같이 1𝑃𝑟𝑎𝑡𝑒에서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여러 부하 조건에 대해서 

정상 상태에서는 1차측과 2차측 인버터의 선간 전압 기본파가 

동일하도록 1차단 인버터가 제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과도 구간에서는 신호 측정이 느린 단점으로 인해 추정에 

오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11 2.0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1차단 인버터 제어 

 

하지만 그림 5.3과는 다르게 같은 부하 조건에 대해서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가 작은 것을 볼수 있다. 1.5mm 공극일 때 1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 양단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는 약 212V로 제어되지만, 2.0mm 

공극일 때는 약 205V로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합 계수가 

낮아짐에 따라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가 감소하여 그림 4.10과 같이 

1차단에서의 입력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코일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같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코일 전류가 크게 흐르기 때문에 

같은 부하 조건 대해서 코일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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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림 5.12의 파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조건에서는 그림 5.4에서와 같이 양측 전류의 기본파 

크기는 약 1.4A이지만, 그림 5.12의 파형인 2.0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조건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약 1.5A로 보다 크게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2 2.0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양단 코일 기본파 전류 

 

그림 5.13 2.0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부하 전압 제어 

 

그림 5.13은 2.0mm 공극에서의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부하까지의 운전 

조건에서의 부하 전압 제어 파형을 보여준다. 1.5mm공극과 마찬가지로 

180V 전압 제어 대비 0.2% 이내로 전압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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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 5.13의 파형을 통해서 2.0mm 공극 조건에서도 1.5mm 

공극 조건과 같이 1차단 인버터를 제어하며, 2차단 인버터를 통해서 부하 

전압을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14 ~ 5.18은 2.0mm 공극 조건에 

대해서 각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부하 조건에서의 1차단과 2차단의 

인버터 선간 전압 및 코일 전류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5.14 2.0mm 공극, 1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15 2.0mm 공극, 0.8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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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2.0mm 공극, 0.6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17 2.0mm 공극, 0.4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18 2.0mm 공극, 0.2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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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별 선간 전압과 전류 파형을 통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1.5mm 공극에 대비해 같은 부하 조건에서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가 

작고 전류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5.14의 

1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양단 인버터 듀티는 약 0.68이지만, 그림 

5.6에서는 약 0.75로 제어 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5.1.2.3 2.5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19는 2.5mm 공극 조건 일 때의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를 보여준다. 그림 5.20은 선간 전압 

제어에 따른 양 측 전류의 크기 파형을 보여주며, 그림 5.21은 부하 

전압의 제어를 보여주고 있다. 세 파형 모두 1.5mm와 2.0mm 공극 

조건과 같이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운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극이 커질수록 선간 전압의 기본파의 크기가 감소하고, 전류의 

기본파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2.5mm 공극에서의 운전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9 2.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1차단 인버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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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2.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양단 코일 기본파 전류 

 

 

그림 5.21 2.5mm 공극 조건에서의 부하 조건에 따른 부하 전압 제어 

 

그림 5.22 ~ 5.26 파형은 2.5mm 공극 조건에서 각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부하 조건에서의 1차단과 2차단의 인버터 선간 전압 및 

코일 전류의 파형을 보여준다. 

5.1.2.1 ~ 5.1.2.3 절의 결과를 통해서 운전 조건으로 설계한 

1.5mm에서 2.5mm 공극 사이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정 및 제어 

방식이 운전이 가능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같은 

부하 조건에 대해서 공극이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한 시스템의 입력 

임피던스의 보데 플롯 분석과 같이 인버터의 선간 전압 출력이 감소하고, 

코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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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2.5mm 공극, 1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23 2.5mm 공극, 0.8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24 2.5mm 공극, 0.6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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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2.5mm 공극, 0.4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 5.26 2.5mm 공극, 0.2𝑃𝑟𝑎𝑡𝑒  부하 조건에서의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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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공극에 따른 운전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본 절에서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일의 저항 및 GaN 

스위치 소자의 드레인-소스 저항, 𝑅𝐷𝑆_𝑜𝑛에 따른 동손을 분석한다. 이 중 

스위치 소자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Conduction loss와 Reverse conduction 

loss 로 나눌 수 있다 [28], [29].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분석한 동손은 식 (5.1)과 같다. 이는 1차단 

과 2차단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며 본 논문의 시스템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각 단 손실의 2배의 값을 전체 동손으로 계산하였다. 𝑃𝑙𝑜𝑠𝑠_𝑐𝑜𝑖𝑙  은 

코일의 저항과 보상 커패시터의 등가 저항을 포함한다. 이 때 코일 및 

커패시터의 등가 저항은 실험 시스템에 따라서 150mOhm으로 

계산되지만, 필름 커패시터의 리드 와이어 저항, contact 저항 그리고 

리츠 와이어의 불균형으로 인한 AC 저항 등을 고려하여 약 1Ohm으로 

가정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GaN 소자는 ‘GS66508T-E02-MR’ 제품으로 

55mOhm의 드레인-소스 저항을 가진다. 

 

 𝑃𝑙𝑜𝑠𝑠_𝑐𝑜𝑛𝑑_𝑡𝑜𝑡𝑎𝑙 = 2(𝑃𝑙𝑜𝑠𝑠𝑐𝑜𝑖𝑙
+  𝑃𝑙𝑜𝑠𝑠𝑐𝑜𝑛𝑑

+ 𝑃𝑙𝑜𝑠𝑠𝑟𝑒𝑣𝑐𝑜𝑛𝑑
) (5.1) 

 

동손 분석을 위한 기존 제어 방식은 표 3.1과 같이 1차단 인버터를 

고정 듀티로 운전할 때로 하였다. 1.5mm, 2.0mm 그리고 2.5mm 공극 

조건에 대해서 부하에 따른 시스템의 동손을 분석하였다. 공극에 따른 

동손 분석 비교 대상인 기존 제어 방식의 1차단 인버터 고정 듀티는 표 

5.2와 같다. 

1.5mm 공극 2.0mm 공극 2.5mm 공극 

𝑑1 = 0.75 𝑑1 = 0.68 𝑑1 = 0.62 

표 5.2 동손 비교를 위한 기존 제어 방식 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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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1.5mm 공극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시뮬레이션 

그림 5.27의 그래프는 1.5mm 공극 조건에서의 표 5.2의 기존 제어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에 대한 동손을 보여준다.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서 식 (5.1)에 따른 1차단과 

2차단에서의 동손의 합 계산하였다. 파란색 그래프는 기존의 제어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를, 주황색 그래프는 제안하는 제어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의 동손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제어 방식은 전류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경부하 조건에서의 동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로 5.27의 그래프를 통해서 전부하 조건에서는 동손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부하 조건으로 갈수록 기존의 제어 방식의 동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제안하는 제어 방식이 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을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7 1.5mm 공극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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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2.0mm 공극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그림 5.28은 2.0mm 공극일 때,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따른 동손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5.27의 결과와 같이 경부하 

조건으로 갈수록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제어 방식보다 동손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5.1.2절의 분석과 같이 공극이 

늘어남에 따라 코일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동손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류의 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부하 

조건에서의 동손 개선 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5mm 

공극에서 0.2𝑃𝑟𝑎𝑡𝑒 인 30W 부하 조건에서 1.5W 동손을 개선하였으며, 

2.0mm 공극에서는 1.8W 동손을 개선하였다. 

 

 

그림 5.28 2.0mm 공극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5.1.3.3 2.5mm 공극 조선에서의 동손 분석 

그림 5.29는 2.5mm 공극일 때,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따른 동손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5.27과 5.28의 결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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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하 조건으로 갈수록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제어 방식보다 동손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류 증가에 따른 동손 증가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0.2𝑃𝑟𝑎𝑡𝑒 인 30W 부하 조건에서 1.95W 

동손을 개선하였으며, 공극이 작아 전류가 작게 흐르는 경우보다 동손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29 2.5mm 공극 조건에서의 동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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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a)는 무선 전력 전송 실험을 위한 전체 구성이다. 1차단 

인버터의 180V DC 링크 생성을 위해 DC 서플라이를 이용하였으며, 입력 

전력 측정을 위해 DC 서플라이와 1차단 인버터 사이에는 전력 

측정기(Power Meter, WT200)을 구성하였다. 부하는 전자 부하(Electric Load, 

PLZ1003WH)를 사용하였으며 2차단 인버터의 DC 링크와 연결해 일정 

저항 부하로써 동작하도록 하였다. 출력 전력 측정을 위해서 전자 

부하와 2차단 인버터 사이에 전력 측정기(Power Meter, WT210)을 

구성하였다. 실험 시스템 구성을 블록도로 표현하면 그림 5.31과 같다. 

 

 

그림 5.30 무선 전력 전송 실험 시스템 구성 

 

 

그림 5.31 실험 시스템 구성 블록도 

 

그림 5.30(a) 중간의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은 그림 5.30(b)과 같이  



 

 

６７ 

 

 

 

각 단의 인버터, 보상 커패시터 그리고 코일로 구성되어있다. 이 때 

1차측과 2차측 코일은 정밀한 간격 조정이 가능한 X-스테이지 위에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림 5.32와 같이 1.5mm, 2.0mm 그리고 2.5mm 

공극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30(b)의 1차단과 2차단 인버터는 동일한 구조로, DSP 보드와 

인버터 보드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5.33(a)는 DSP 보드로, Ti 사의 

TMS320F28377S를 사용하였다. 그림 5.33(b)는 인버터 보드로 GaN 

Systems사의 GS66508T GaN 스위치를 사용하여 H-브릿지를 구성하였다. 

 

 

그림 5.32 X-스테이지를 이용한 공극 조절 

 

그림 5.33 DSP 및 인버터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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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초기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 추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X-스테이지를 이용하여 공극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해당 공극에 맞는 인덕턴스 값을 추정하는지 실험하였다. 이 때 추정을 

위한 인덕턴스 데이터 테이블은 5.1.1절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mm 공극에 해당하는 자기 인덕턴스는 268uH이며 상호 인덕턴스는 

195.5uH이다. 하지만 그림 5.34과 같이 자기 인덕턴스를 1.5mm 공극 

조건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값인 318uH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잘못 된 

추정 값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실제 값에 

해당하는 상호 인덕턴스 값을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결정된 자기 인덕턴스 값 또한 2.0mm 공극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난다. 

 

 

그림 5.34 2.0mm 공극일 때의 상호 인덕턴스 추정 

 

그림 5.35는 2.5mm 공극 조건에서 자기 인덕턴스를 1.5mm 공극 

조건에 해당하는 318uH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에의 추정 과정을 

보여준다. Iteration 과정을 통해서 실제 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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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의 추정 과정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35 2.5mm 공극일 때의 상호 인덕턴스 추정 

 

상호와 자기 인덕턴스를 추정하는 결과는 5.1.1절의 모의 실험 

결과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정까지의 

시간의 경우 실제 실험이 더 오래 걸렸는데, 이는 측정의 노이즈로 

인해서 계산에 이용하는 파라미터 값의 평균을 내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측정의 노이즈를 개선한다면 

더 짧은 시간동안 같은 결과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5.36은 공극이 1.5mm인 경우에 대한 추정이다. 추정 시작 

시에는 공극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5mm의 공극에 대한 추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한다. 실제로 자기 인덕턴스는 1.5mm 공극에 

해당하는 318uH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추정 상호 인덕턴스 또한 실제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추정을 시작한 경우에도 

공극에 해당하는 상호 인덕턴스 값을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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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1.5mm 공극일 때의 상호 인덕턴스 추정 

 

그림 5.34 ~ 5.36에서의 추정 결과는 iteration 과정으로 인해서 추정 

값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모두 ±5%  이내의 오차로 

나타나며, 실제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균값으로 사용하는 경우 더 

적은 오차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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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부하 변동에 따른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 기본파 추정 

본 절에서는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기본파 추정을 통한 1차단 

인버터 제어의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공극이 1.5mm, 2.0mm 

그리고 2.5mm 일 때의 결합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조건에 대한 스위칭 주파수는 5.1.2절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와는 다르게, 1.5mm 공극에 대해 98kHz, 2.0mm 공극에 대해 

108kHz 그리고 2.5mm 공극에 대해 114kHz로 선정하였다. 이는 보상 

커패시터의 오차를 생각한 결과 값으로, 커패시터 오차를 감안한 

경우에도 스위칭 주파수가 실제 공진 주파수보다 크게 운전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 시스템은 1차단과 2차단의 DC 링크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 단 인버터의 듀티가 동일하다면 1차단과 2차단 

인버터 선간 전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해 1차단 인버터의 제어가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에 맞게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양단의 듀티를 비교하였다. 

 

5.2.2.1 1.5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37 ~ 5.40은 1.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운전할 때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듀티와 2차단의 

부하 전압을 보여주고 있다. 부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양단 

인버터의 듀티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부하 전압이 180V로 안정적으로 제어 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양 단의 듀티는 1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8로, 0.8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69로, 0.6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55로, 0.4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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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𝑃𝑟𝑎𝑡𝑒에 대해서는 약 0.2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의 듀티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제어에 의해서 약 

±0.025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37 1.5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 0.8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38 1.5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 0.6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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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1.5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 0.4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40 1.5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 0.2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37 ~ 5.40의 결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제어 방식을 통해서 

1.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의 각 부하 조건에 따른 𝑣1, 𝑣2, 𝑖1, 𝑖2의 파형을 그림 5.41~5.45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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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1.5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42 1.5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43 1.5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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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1.5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45 1.5mm 공극에서 0.2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41 ~ 5.45의 결과를 통해서 5.1.2.1절의 결과와 같이 양 측의 

코일 전류가 같게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측 전류의 기본파 

크기가 동일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과는 다르게 

전류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5.37 ~ 5.40의 파형에서 듀티가 고정 되어있지 않고 약 ±0.025의 변화를 

가지며 제어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형을 얻는 순간의 양 단의 듀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몇 개 주기의 파형이 아닌 5.37 

~ 5.40의 파형과 같이 수 초 동안의 운전에 대해서는 양 측의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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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흐른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각 부하 조건에 따른 듀티는 5.1.2.1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다른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경우 2차단 인버터가 기본파에 

대해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정확하게 일치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위상 

제어를 위한 센싱 과정에서 딜레이와 측정의 오차로 인해서, 전압과 

전류의 기본파 성분의 위상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2.2.2 2.0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46 ~ 5.49은 2.0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운전할 때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듀티와 2차단의 

부하 전압을 보여주고 있다. 1.5mm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와 같이 부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양단 인버터의 듀티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부하 전압 또한 180V로 안정적으로 제어 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양 단의 듀티는 1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7로, 0.8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64로, 0.6𝑃𝑟𝑎𝑡𝑒에 대해서는 약 0.47로, 0.4𝑃𝑟𝑎𝑡𝑒에 대해서는 약 0.335로, 

0.2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2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5mm 

공극에서의 실험 결과와 같이 듀티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제어에 의해서 약 ±0.025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6 ~ 5.49의 결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제어 방식을 통해서 

2.0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의 각 부하 조건에 따른 𝑣1, 𝑣2, 𝑖1, 𝑖2의 파형을 그림 5.50~5.54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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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2.0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 0.8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47 2.0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 0.6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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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2.0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 0.4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49 2.0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 0.2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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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0 2.0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51 2.0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52 2.0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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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3 2.0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54 2.0mm 공극에서 0.2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5.1.2.1절과 5.1.2.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mm 조건에서 

모든 부하 조건에서 2.0mm 조건이 양 단의 듀티가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5.45와 5.54를 보면 다른 공극 조건임에도 듀티가 동일하게 

제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요구 부하가 낮아짐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고 고조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면서 정확한 위상 도출이 

안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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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2.5mm 공극에서의 운전 

그림 5.55 ~ 5.58은 2.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운전할 때 1차단과 2차단 인버터의 듀티와 2차단의 

부하 전압을 보여주고 있다. 1.5mm와 2.0mm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와 

같이 부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양단 인버터의 듀티가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때 부하 전압 또한 180V로 

안정적으로 제어 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양 단의 듀티는 1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6로, 0.8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 약 

0.52로, 0.6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43로, 0.4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32로, 

0.2𝑃𝑟𝑎𝑡𝑒 에 대해서는 약 0.2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5mm 

공극에서의 실험 결과에서 또한 듀티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며, 제어에 의해서 약 ±0.025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55 ~ 5.58의 결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제어 방식을 통해서 

2.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부하 조건에 대해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의 각 부하 조건에 따른 𝑣1, 𝑣2, 𝑖1, 𝑖2의 파형을 그림 5.59~5.63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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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2.5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 0.8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56 2.5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 0.6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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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2.5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 0.4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그림 5.58 2.5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 0.2𝑃𝑟𝑎𝑡𝑒로의 부하 변동에 따른 

1차단 및 2차단 듀티와 부하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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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2.5mm 공극에서 1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60 2.5mm 공극에서 0.8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61 2.5mm 공극에서 0.6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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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2.5mm 공극에서 0.4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63 2.5mm 공극에서 0.2𝑃𝑟𝑎𝑡𝑒에서의 𝑣1, 𝑣2, 𝑖1, 𝑖2 파형 

 

그림 5.63에서의 듀티 결과를 그림 5.45와 5.54와 비교해본다면, 

5.1.2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공극이 커질수록 듀티가 감소해야 

하지만 3개의 공극 조건에서 모두 듀티가 0.22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낮은 부하 조건에서 고조파 성분이 커짐에 따라 측정에 따른 

오차가 높은 부하 조건일 때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5.2.2절의 결과를 통해서 1.5mm, 2.0mm 그리고 2.5mm 조건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어 방식을 통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운전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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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공극에 따른 운전 조건에서의 효율 실험 

5.2.2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운전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본 절에서는 또 다른 연구 목표인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개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효율 측정 실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입력 전력은 DC 전원 장치로부터 1차단 인버터 DC 링크로 

전달되는 전력을 측정하였으며, 출력 전력은 2차단 DC 링크로부터 전자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림 5.30(a)에서의 

전력 측정기를 입력과 출력단에 연결하였다. 

효율이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 대상은 5.1.3절과 같이 

1차단 인버터의 듀티를 고정하여 운전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한 공극 별 

1차단 고정 듀티는 표 5.3과 같다. 공극 별 고정 듀티는 각 조건에 대한 

1𝑃𝑟𝑎𝑡𝑒 전력 전달을 위한 듀티이다. 

 

1.5mm 공극 2.0mm 공극 2.5mm 공극 

𝑑1 = 0.8 𝑑1 = 0.7 𝑑1 = 0.6 

표 5.3 효율 비교를 위한 기존 제어 방식 운전 조건 

 

5.2.3.1 1.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림 5.64는 1.5mm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 부터 0.2𝑃𝑟𝑎𝑡𝑒 까지의 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도 도시한 것이다. 표 5.4는 각 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치이다. 

경부하 조건으로 갈수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이 높은 것을 볼수 있다. 이는 5.1.3.1절의 결과를 통해 

동손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목표인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개선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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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4 1.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래프 

 

출력 전력 제안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 

1𝑃𝑟𝑎𝑡𝑒 95.194 % 95.116 % 

0.8𝑃𝑟𝑎𝑡𝑒 94.811 % 94.81 % 

0.6𝑃𝑟𝑎𝑡𝑒 93.99 % 93.54 % 

0.4𝑃𝑟𝑎𝑡𝑒 90.6 % 88.72 % 

0.2𝑃𝑟𝑎𝑡𝑒 83.13 % 80.55 % 

표 5.4 1.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실험 결과 

 

5.2.3.2 2.0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림 5.65는 2.0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도 도시한 것이다. 표 5.5는 각 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치이다. 2.0mm 공극 조건에서도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경우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4와 5.5를 본다면 제안하는 방식에서의 효율이 1.5mm 보다 

2.0mm 공극 조건일 때가 더 낮게 측정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공극이 증가함에 따라 무선 전력 전송 코일을 통한 전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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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5 2.0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래프 

 

출력 전력 제안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 

1𝑃𝑟𝑎𝑡𝑒 94.88 % 94.84 % 

0.8𝑃𝑟𝑎𝑡𝑒 94.42 % 94.37 % 

0.6𝑃𝑟𝑎𝑡𝑒 92.68 % 91.81 % 

0.4𝑃𝑟𝑎𝑡𝑒 88.51 % 86.78 % 

0.2𝑃𝑟𝑎𝑡𝑒 83.04 % 80.09 % 

표 5.5 2.0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실험 결과 

 

5.2.3.3 2.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림 5.66는 2.5mm 공극 조건에서 1𝑃𝑟𝑎𝑡𝑒부터 0.2𝑃𝑟𝑎𝑡𝑒까지의 효율을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도 도시한 것이다. 표 5.6는 각 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치이다. 2.5mm 공극 조건에서도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경우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6을 본다면 2.0mm 공극 조건에서 보다 제안하는 방식의 전력 

전달 효율이 전제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선 이유와 

같이 공극이 커짐에 따라 무선 전력 전송 코일에서의 전력 전달 효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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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6 2.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측정 그래프 

 

출력 전력 제안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 

1𝑃𝑟𝑎𝑡𝑒 94.31 % 94.29 % 

0.8𝑃𝑟𝑎𝑡𝑒 93.88 % 93.79 % 

0.6𝑃𝑟𝑎𝑡𝑒 92.03 % 91.63 % 

0.4𝑃𝑟𝑎𝑡𝑒 87.92 % 86.64 % 

0.2𝑃𝑟𝑎𝑡𝑒 82.27 % 80.1 % 

표 5.6 2.5mm 공극 조건에서의 효율 실험 결과 

 

표 5.4 ~ 5.6의 결과와 같이 3가지 공극 조건에 대해서 모두 경부하 

조건에서의 전력 전달 효율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부하 

조건의 효율 개선 이유는 5.1.3절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전류에 의한 

손실의 감소 때문이다. 또한 5.1.3절의 결과를 본다면 공극이 증가해 

전류 크기가 증가할수록 제안하는 방식의 동손 감소 효과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효율 측정시에도 공극이 클수록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해 표 5.7과 같이 손실의 개선 비율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손실 개선 비율은 기존의 방식 대비 제안하는 방식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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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1.5mm에서 2.0mm로 

공극이 증가할 때는 예상한 것과 같이 손실의 개선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2.5mm 공극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실 개선 비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류 크기 증가에 따른 동손 감소 비율보다, 

스위칭 손실 증가로 인한 손실 증가 비율이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5mm 공극 조건에서의 0.4𝑃𝑟𝑎𝑡𝑒  조건의 경우 손실 개선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조파에 의해 해당 

조건에서 영전압 스위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력 전력 1.5mm 공극 2.0mm 공극 2.5mm 공극 

1𝑃𝑟𝑎𝑡𝑒 1.61 % 0.84 % 0.19 % 

0.8𝑃𝑟𝑎𝑡𝑒 0.07 % 0.88 % 1.39 % 

0.6𝑃𝑟𝑎𝑡𝑒 6.95 % 10.65 % 4.91 % 

0.4𝑃𝑟𝑎𝑡𝑒 16.73 % 13.07 % 9.6 % 

0.2𝑃𝑟𝑎𝑡𝑒 13.23 % 14.8 % 10.93 % 

표 5.7 공극 조건에 따른 손실 개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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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논문은 공진 네트워크를 기본파 해석을 바탕으로하여 양단 제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서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양단을 

제어하면서도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선 전력 전송 

연구들에 비해서 이점을 갖는다. 또한 2차단 정보 추정을 위해서 상호 

인덕턴스 추정 방식에 대해서 다뤘으며, 기존의 연구들과 다르게 자기 

인덕턴스의 변화까지 고려한 추정 방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상호 

인덕턴스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코일의 결합 계수를 0.68 ~ 

0.78로 설계함으로써 작은 부피로 코일 시스템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이점을 갖는다. 또한 높은 결합 계수에 따른 

고조파 성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법의 제안을 통해서 네트워크 

해석을 위한 기본파 성분을 정확하게 얻어낸 점에서 기존의 논문들에 

비해 이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인덕턴스의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한 상호 및 자기 

인덕터스의 추정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를 통해 사용한 데이터 테이블이 올바른 값임을 보였으며, 이를 

제안한 iteration 과정이 타당한 추정 결과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얻어낸 

파라미터를 1차단 인버터의 제어 방식에 적용하였으며, 1차단 인버터에서 

2차단 인버터의 선간 전압의 기본파 크기 추정이 가능함을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 목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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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하 조건에서 효율이 개선 됨을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다. 

모의 실험 및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제안하는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추정 방식을 위한 해석에서는 2차단 인버터의 

입력을 저항으로 모델링 하였다. 하지만 인버터의 출력 전압과 

전류의 기본파의 위상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히 때문에 

2차단 인버터의 입력을 임피던스로 모델링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3고조파와 5고조파 대역에서의 해석이 진행 된다면 보다 

정확한 임피던스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호 인덕턴스의 추정 방식은 부하 조건에 

따라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부하 조건이 다른 경우 이는 

네트워크의 1차측에서 본 입력 임피던스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분석하여 제안하는 상호 인덕턴스 추정에 적용한다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운전 중에서 상호 및 자기 인덕턴스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손 감소를 통한 경부하 조건에서의 효율 

개선은 공진 주파수에서 해석을 하였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진 

주파수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타당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진 주파수가 아니더라도 양 단 인버터의 기본파 전압을 동일하게 

제어한다면, 공진 네트워크가 대칭인 경우에 대해, 양 측 코일 

전류가 동일하게 흐른다. 때문에 공진 주파수가 아닌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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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전류에 따른 동손 및 효율에 대해서 분석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류 스트레스 감소를 통한 효율 개선 방식을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또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본 논문에서는 동손만을 고려한 효율 개선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스위칭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영전압 스위칭 

조건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버터의 

입출력은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없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고조파에 대한 네트워크 해석 및 추정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영전압 스위칭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양단 제어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본 논문에서는 2차단 인버터로 부하 전압만을 제어하였다. 하지만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전류 제어와 일정 

전압 제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구현이 이뤄진다면 보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적합한 응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본 논문에서는 양단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양방향 전력 전송에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제어 방식에서 

양방향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적합한 응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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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ging through power delivery can be divided into contact and contactless. 

In the case of using a contact terminal, it is widely used from a general household 

plug to an EVs charging plug, and a contactless method using wireles power transfer 

has been used and studied from a wireless charging of a smartphone to a wireless 

charging pad for EVs. 

In the case of the contact charging method, there is a risk of electric shock 

because the terminal is exposed. In addition, EVs charging is not only an electric 

shock problem, but also frequently charged from the outside, dust, snow and water, 

such as foreign matter may cause charging problems. 

In the wireless power transfer method for charging EVs, there is a problem in 

that coupling between coils is low due to the distance between the bottom of the 

vehicle and the floor. This has the disadvantage of low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large volume. 

In the case of a contactless plug using a magnetic coupling can be a solution to 

the conventional charging methods as described above. First of all, the risk of electric 

shock is greatly reduced because the metal terminals for charging are not exposed. 

In addidion, there is an advantage that even of there is some foreign matter between 

the plug can be charged. In addition, since the distance between the coils is close, 

the coupling coefficient is high, so there is an advantage the it can be configured on 

a small volume. 

In the case of the charging method using the plug, a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for controlling the transmitting side, the receiving side, and both sides may 

be applied. The advantage of this type of topology is that it is more suitable for next 

battery charging because it can deliver power in both directions compared to 

conventional diode receivers. In addition since the degree of freedom of control is 

increased, an additional control algorithm for efficiency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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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above research backgrounds and apply a system 

with high coupling coefficient in the wireless power transfer tolopogy controlling 

dual sides. For both sides, we designed a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that can be 

controlled by estimation method rather than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driving a dual side controlled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without communication. The control of thr primary side 

inverter on the source is made by estimation mutual inductane of the coil coupling 

and the information of the secondary side inverter on the load. In the case of 

secondary side inverter, the aim is to control the load voltage stably. The proposed 

driving method is present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goals of the propose method are implemented and verified. 

 

Keywords : dual side controlled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mutual 

inductance estimation, no coummunication, contactless charg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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