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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 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는 이동기지국시스템

(MSAP: 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을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 등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때 소용량 무선 송체계와 용량 무선 송체계를 통해 외부 송로를 구성하게 된다. 각 무선 송체

계의 통신기기들은 술차량에 탑재되고 술차량에 공 원이 통합 원제어장치로 체 될 때 원차단을 

방하기 해 2차 지가 사용된다.

본 논문은 이동기지국시스템 통합제어장치 배터리 충 용 무선 력 송기기를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기본

설계하고 공극에 의한 설계 변수인 1차 측 권선 수와 코어 재질선정을 FEM(Finite Elements Method) 해석을 

통해 확인하 다. 

ABSTRACT

The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provides real-time multimedia services such as voice 

and data by utilizing the 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 At this time, an external transmission path is constructed 

through the Low Capacity Trunk Radio and the High Capacity Trunk Radio system. The communication devices of 

each wireless transmission system are mounted on a tactical vehicle and a secondary battery is used to prevent a 

power interruption when the supply power to the tactical vehicle is transferred to the integrated power control device.

In this paper, the basic design of the Wireless Power Transfer device for charging the battery of the integrated 

power control system of the mobile base station system using the Loading Distribution Method and checking the 

number of primary windings and the core material selection by the air gap through the Finite Element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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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술정보통신체계(TICN: Tact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에서 술이동통신체계는 

이동기지국시스템(MSAP: 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을 활용하여 술다기능단말기(TMFT: Tactical 

Multi-Functional Terminal)로 음성  데이터 송 

등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MSAP

는 이를 해 기간망 교환 속체계인 소용량 무선

송체계(LCTR: Low Capacity Trunk Radio)와 용량 

무선 송체계(HCTS: High Capacity Trunk Radio)를 

이용하여 외부 송로를 구성한다[1-2]. 이때 통신용 

기기들은 술차량에 탑재되는데 기기 구동을 한 

원은 통합 원제어장치를 통해 상   자가발 기 

원을 제어한다. 원입력방식이 체 될 때 순간 차

단되는 원을 보상하기 해 2차 지를 사용하게 된

다. 

2차 지를 충 하기 해서는 충 단자를 연결해서 

충 하거나 배터리만 분리하여 용충 기를 사용하

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군 이동기

지국시스템 통합 원제어장치의 2차 지를 별도의 충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력을 충 할 수 

있는 무선 력 송기기를 설계하 다. 

무선 력 송(WPT: Wireless Power Transfer)기

술은 기에 지가 필요한 사물에 무선으로 력을 

공 하기 한 에 지 송기술이다. 송방식으로는 

자기유도방식(Inductive Power Transfer), 자기공명방

식(Magnetic Resonance Coupling), 자기 방식 등

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수 cm까지 고효율로 무선

력 송을 할 수 있는 자기유도방식을 사용하여 기

기를 설계하 다. 

Ⅱ. MSAP 배터리 충 용 무선 력 송기기 설계

2.1 설계사양

무선 력 송기기에 사용된 자기유도방식의 무선

력 송은 1차 측과 2차 측 두 개의 송ㆍ수신 코일을 

근거리에 치시켜 송신코일 즉 1차 측 코일에 흐르

는 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수신코일 즉 2차 측 코일

에 류가 유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합 원제어장

치의 2차 지는 지정된 치에 사용되기 때문에 충

효율이 높고 근거리에서 력 송이 가능한 자기유도

방식을 용하 다[4]. 

Input voltage [V] 220

Output voltage [V] 48

Frequency [Hz] 60

Load capacity [kVA] 1.5

Air gap distance [mm] 2

Core material

Steel

Amorphous alloy 2605SA1

Electrical Steel
23PHD085

표 1. 무선 력 송기기 설계 사양

Table 1. Design specification of the WPT

설계사양은 표1에서 보는바와 같다. 입력 압은 상

용 압을 기 으로 하 으나 술차량의 발 기 역시 

동일한 압 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입력 원은 동일

하게 용하 다. 공극의 길이는 2차 지를 지정된 장

소에 고정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 력 송기기

와 2차 지간 많은 이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제로 

2mm로 설정하 다. 철심의 재료는 합성을 비교하

기 해 일반 강 , Amorphous alloy, Electrical Steel 

3종으로 선택하 고 3D FEM 해석을 통해 재질의 

합성을 고려하 다. 코어의 형태는 구매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C코어로 용하 고 층코어를 사용하

다.  

2.2 자기유도방식 무선 력 송기기의 설계

본 논문의 무선 력 송기기는 장하분배법(Loading 

Distribution Method)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이는 

극에 감겨있는 권선의 턴 수와 그에 흐르는 류의 

계를 기장하(Electric loading)로, 이에 발생되는 

자속을 자기장하(Magnetic loading)로 나 어 극 당 

기용량과의 계로 설계하는 방법이다[4-5]. 

무선 력 송기기의 자기장하를 계산하기 한 기

기의 비용량과 장하의 계는 다음과 같다.


× 


   × ×     (1)

 식에서 비용량은 기장하와 자기장하의 곱에 



군 이동기지국시스템(MSAP) 통합 원제어장치 배터리 충 용 1.5kVA  무선 력 송기기의 설계

415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 

자기유도방식의 무선 력 송기기 기 용량과 압

을 이용하여 1차 송신 측과 2차 수신 측의 권선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추가 으로 무선 력 송기기는 공

극을 가지기 때문에 공극을 고려한 권선 수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2mm 공극을 지나 2차 코어로 

유기되는 기 자속 도를 1.3T로 지정하고 이에 맞게 

2차 측 코일의 권선 수를 코어와 공극의 기자력으로 

재계산하 다. 

    


           (2)

   ×


              (3)

코어는 층된 구조를 사용하여 와 류 손실을 최

소화 하고자 하 다. 그러나 층  사이 공간이 발

생하여 단면 이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

하여 단면  QF을 계산하고 코어에 감기는 권선의 수

와 층률을 고려하여 코어 창의 면  QC을 계산하

다. 

 ×


                (4)

   ×  ×           (5)

Number of winding at TX (N1) 394

Number of winding at RX (N2) 86

Cross-section area of core [mm2] 3291

Core size [mm] 120 x 160 x 80

Core leg width [mm] 40

표 2. 무선 력 송기기 기본설계 결과
Table 2. Basic design results of the WPT 

그림 1. MSAP용 무선 력 송기기 개념도
Fig. 1 Concept diagram of the WPT device for MSAP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MSAP 배터리 충

용 무 선력 송기기 설계 결과를 표2에 정리하 다. 

한 계산을 통한 설계치수를 반 하여 체 인 개

념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권선

은 1차 측 코어에만 나타내었고 2차 측 권선은 생략

하 다. 

Ⅲ. FEM 해석을 이용한 MSAP 배터리 
충 용 무선 력 송기기의 특성 해석

3.1 설계된 권선 수에 따른 2차 측 자속 도 

합성 검증

2차 측으로 유기되는 압을 계산하기 해서는 2

차 측 코어에 발생하는 자속의 크기를 계산해야 한다. 

이는 2mm 공극을 가지는 무선 력 송기기의 특성상 

정확한 자속 도를 계산하기 해 FEM 해석을 수행

하 다. 무선 력 송기기의 해석은 축 칭이 불가하

고 코어의 단면 에 따른 자속 도 계산을 해 3D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의 목표는 2차 측 코어에 발

생하는 자속 도의 크기가 기 자속 도로 설정한 

1.3[T]를 만족하는지 여부이다. 기 자속 도가 확인

되면 2차 측에 유기되는 압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

하 다[6]. 

  × × ×          (6)

(a) 무선 력 송기기의 럭스 라인
(a) Flux line of the WPT from 2D FEM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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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선 력 송기기의 자속 도 분포 
(b) Magnetic flux density of the WPT from 3D analysis

그림 2. MSAP용 무선 력 송기기의 FEM 자계해석 
결과

Fig. 2 FEM magnetic field analysis result of the WPT 
device for MSAP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차 측 권선을 통해 

발생한 자속은 2차 측 코어에 달되는데 자속이 집

 될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1차 측 코어에서 공

극을 지나면서 2차 측 코어로 자속이 달되는데 공

극의 자기 항으로 인해 자속의 크기가 어드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극에 Fringing 효과로 

인해 코어 단면 에 자속이 집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7-8]. 이러한 손실을 고려하여 1차 측 권선의 수를 

조정하 다.

우선 일반 Steel 코어에 설계된 권선 수 394턴을 

용하여 3D 해석을 한 결과 2차 측 코어 각에 유기

된 자속 도는 약 0.82 [T] 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1차 측 권선을 600턴으로 변경하여 재계산을 수행

한 결과 1.32 [T]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기본설계를 통해 계산된 1차 권선의 수는 3D FEM 

해석을 통해 600턴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2 코어 재질에 따른 2차 측 자속 도 합성 검증

2차 측 자속 도 상승을 해 1차 측 권선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코어 재질의 선택도 요하다 

하겠다. MSAP 통합제어장치 배터리 충 용 무선 력

송기기에 맞는 코어 재질을 선택하기 해 앞서 언

한 3종의 재질을 비교하 다[9-10]. 본 논문에서는 2

차 측에 발생되는 자속 도의 합성만 고려하 다. 

상 재질은 일반 steel, Amorphous alloy, 

Electrical steel이며 각각의 B/H 곡선 Data를 활용하

여 3D FEM 해석을 통해 합성을 검토하 다. 

(a) 각 재질별 코어 자속 도 비교
(a) Comparison of core magnetic flux density for each 

materials

(b) 각 재질별 공극 자속 도 비교
(b) Comparison of air gap magnetic flux density for 

each materials

그림 3. 기본설계에 따른 2차 측 코어 재질별 
자속 도 비교

Fig. 3 Comparison of magnetic flux density by 
secondary core materials according to basic design

기본 설계에 따른 1차 측 권선의 수와 코어 단면

에 따라 2차 측에 발생하는 자속 도의 크기를 재질

별로 그림 3과 같이 비교하 다. 가로 축은 2차 코어 

내부를 x축을 따라 계산한 값이다.  Electrical Steel

과 Amorphous Alloy의 경우 최  자속 도는 코어 

안쪽 모서리 부분에서 조  차이가 나고 코어 각의 

평균 자속 도는 각각 1.05 [T], 1.04[T]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Steel 의 경우 같은 구간의 평균자속 도는 

약 0.96[T]로 나머지 두 재질에 비해 동일한 류 도

에서 더 은 자속 도를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한 세 재질 모두 기본설계 치에서는 기 자속 도 

1.3[T]에 못 미치므로 1차 측 권선 수의 증가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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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강
(a) Normal steel

(b) 아몰퍼스 합
(b) Amorphous alloy

(c) 기강
(c) Electrical steel

  
그림 4. MSAP용 무 력 송기기의 철심재질별 

FEM 자계해석 결과
Fig. 4 Results of FEM magnetic field analysis for each 

core material of the MSAP WPT device

그림 3와 그림 4을 통해 코어 재질의 합성을 검

토하 다. 일반 Steel의 경우 2차 측 코어의 자속 도

가 다른 두 재질에 비해 낮으므로 합하지 않다. 

Amorphous Alloy의 경우 공극에서 발생하는 설자

속의 양이 Electrical steel보다는 낮지만 그에 반해 2

차 측 자속 도의 크기는 표 3과 같이 작기 때문에 1

차 측 권선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군 이동기

지국시스템 통합 원제어장치 배터리 충 용 무선

력 송기기에 사용되는 코어의 재질은 Electric steel 

23PHD085 이 합하다고 하겠다. 

Number of 
primary windings

Secondary core 
flux density [T]

Steel 600 1.32

Amorphous alloy 
2605SA1

540 1.31

Electrical Steel
23PHD085

480 1.31

표 3. 코어재질별 권선 수 별 자속 도 비교
Table 3. Design result for the WPT 

Ⅳ.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연구는 군용 이동기지국시스템의 술차량에 설

치되는 통합 원제어장치 배터리 충 용 1.5[kVA]  

자기유도방식의 무선 력 송기기를 설계하고 FEM 

해석을 통해 1차 측 권선 수를 검증하며 철심재질을 

선정하 다. 그 결과 코어의 재질은 Electric steel 

23PHD085가 합함을 보 고 그에 따른 2차 측 권선

은 기본설계 비 86turn이 증가됨을 확인하 다. 이는 

공극에서 발생하는 설을 3D FEM 해석을 통해 계

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 후 실제 부하시험을 통해 2차 측 유도 압이 설

계기 치를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타 환경시

험을 통해 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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