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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ctive power transfer module(IPTM) is a contact-less power supply device and its application range has 

been extended to the large capacity devices such as electric vehicles, industrial mover and railway system as 
well as small capacity devices such as electric toothbrush charger, celluar phone charger, and so on. For 
railway application, the IPTM will transfer energy while train stops at a station for around 30[sec]. Therefore, 
equivalent circuit parameters and coupling coefficient of IPTM are an important design factor for the high 
energy transfer efficienc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perties of equivalent circuit parameters and coupling 
coefficient of U-U type IPTM and U-I type IPTM using an analytical method and experimental method. 
Considering the coupling coefficient of the U-U type is larger than U-I type’s, the U-U type is suitable for 
an application which need maximum power transfer and high efficiency.

------------------------------------------------------------------------------------

1.  서론

  

  유도급전 모듈(Inductive Power Transfer Module, IPTM)은 비접촉 전력전송장치로써, 응용범위는 전

동칫솔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소용량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용 이송장치와 같은 

대용량 시스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1]. 최근 철도 시스템 분야에서도 기존의 접촉식 가공 전차선 급

전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전송시스템으로써 IPTM 시스템의 다양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철도시스템이 점차 고속화가 되어 가면서 기존의 접촉식 가공 전차선 급전 방식이 직면한 

기술 한계에 대한 방안으로 IPTM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IPTM 시스템을 고속철도와 같은 대용

량의 시스템에 적용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스템과 같은 교통시스템에 적용되는 IPTM 시스템의 경우, 소용량 시스템과 달리 큰 

공극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얻기 위하여 IPTM 모듈의 주의 깊은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IPTM 시스템의 등가회로 파라미터와 커플링 계수는 높은 에너지 전달효율을 위한 중요한 설계 

요소들이다[1].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등가회로 

파라미터와 커플링 계수에 대한 특성을 FEM을 이용한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실제 제작 모델

의 실험을 통하여 특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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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PTM 설계 및 자기등가회로 파라미터 도출을 위한 분석

 2.1 철도차량용 IPTM의 개념

  그림1은 Bombardier사의 PRIMOVE라는 경량전철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추진을 위한 250[kW]급 전력

을 바닥급전식 IPTM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차 또는 운행 중에 전달받는 방식이다[2]. 이 방식은 노선 전

체에 IPTMM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경량전철(트램)용 무접촉 급전시스템으로써 IPTM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이 일정시간 역에 정지해 있는 동안 지상의 급전 전력을 차량으로 전달하

는 급속 충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1. PRIMOVE system and its IPTM construction of BOMBARDIER

 2.2 U-U 타입 IPTM와 U-I 타입 IPTM 설계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축소형 IPTM 모듈을 설계하였다. 그림2는 철도차량용 축소

형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설계 모델을 보여준다. 철도차량용 축소형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출력은 모두 5[kW]이며, 턴 수는 IPTM의 1차측이 10턴, 2차측이 6턴이며,  IPTM의 공극은 

모두 5[mm]이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차이점은 2차측 코어의 

형상이다. IPTM용 1차/2차 코어에 적용된 재료는 Nano-Crystalline 프로세스에 의해 제작된 아몰포스 

메탈이다. 그림3은 Nano-Crystalline 프로세스를 적용한 아몰포스 메탈(Finemet)의 비투자율/포화자속

밀도 특성을 보여준다. 도표 1에 철도차량용 축소형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주요 설계 결과

를 정리하였다.

(a) U-U type IPTM              (b) U-I type IPTM

그림2. Design models of IPTM for light railway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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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Relative permeability & saturation flux density curve of amorphous metal(FINEMET)3)

도표 1.  Main specification of the U-U type IPTM and U-I type IPTM

Contents U-U Type IPTM / U-I Type IPTM
Output Power 5 kW
Core Material Amorphous metal (Nano-Crystallization Process)
Number of Turns Primary 10 Turns / Secondary 6 Turns
Ritz Wire Spec. Φ3 mm / Φ7 mm

2.3 2D-FEM을 이용한 등가회로 파라미터 도출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용 축소형 U-U 타입 IPTM와 U-I 타입 IPTM의 등가회로 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하여 2D 유한요소법(FEM) 이용한 IPTM의 1차측 코일과 2차측 코일 사이의 커플링 법을 사용하였다. 

그림4는 IPTM의 등가회로를 보여주며, 식 (1),(2)는 IPTM의 1차측 코일과 2차측 코일 사이의 커플링 법

에 의한 등가회로 파라미터를 도출하기 위한 수식을 보여준다[4],[5]. 

  ± (1)

    (2)

그림5는 U-U 타입 IPTM과 U-I 타입 IPTM의 2D-FEM을 이용한 IPTM의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자속선 분포

를 보여준다. 그림6는 IPTM 모델의 공극 변화에 따른 각 IPTM 모델의 등가회로 파라미터의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6 (a)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극변화에 따른 파라미터들의 변화가 크며, U-I 타입

이 U-U 타입에 비해 자기인덕턴스와 상호인덕턴스 값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6 (b)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차측 누설 인덕턴스는 U-U 타입이 U-I 타입보다 크고, 2차측 누설 인덕턴스는 U-I 타입이 

U-U 타입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U-I 타입의 경우, 공극이 증가되면서 2차측의 누설 인덕턴스가 감

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극이 증가되면서 1차측 코어 요크와 2차측 

코어 요크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1차측 코어 요크와 2차측 코어 요크 사이에서 직접 쇄교 자속 성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그림4. Equivalent circuit of IP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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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U type IPTM                      (b) U-I type IPTM

그림5. Flux line distributions on the U-U type and the U-I type IPTM 

(a) Self and mutual inductance properties

(b) Leakage inductance properties

그림6. Properties of equivalent circuit parameters of each IPTM model by airgap variation using FEM

             
3. 실험에 의한 등가회로 파라미터 검증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각각의  IPTM 모델의 등가회로 파라미터 검증을 위하여 그림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5kW급 U-U 타입과 U-I 타입의 IPTM 시험모델을 제작하였다.  그림8은 실험적 방법과 해석

적 방법에 의한 각각의 IPTM 모델의 등가회로 파라미터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IPTM 모델의 

결합계수와 누설 인덕턴스는 LCR 미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IPTM의 자기인덕턴스와 상호인덕턴스를 측정

하여 도출하였다.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U-U 타입과 U-I 타입의 상호 인덕턴스는 실험값과 해석값

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차측과 2차측 누설 인덕턴스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해

석적 방법의 경우, 2D 모델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1, 2차 코일의 단부에서의 누설 효과가 고려되지 못했

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극 변화에 따른 누설 인덕턴스의 변화 추이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9는 실

험적 방법을 이용한 각각의 IPTM 모델의 공극 변화에 따른 결합계수의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U-U 타입 IPTM의 결합계수가 U-I 타입 IPTM 보다 12~14[%] 크기 때문에 고효율 모

델로 U-U 타입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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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U type IPTM

(b) U-I type IPTM

그림7. Test model of 5kW  U-U type and U-I type IPTM

(a) U-U type IPTM

(b) U-I type IPTM

그림8. Comparative results of parameters of each IPTM model by experimental method an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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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Coupling coefficient property of each IPTM model using the experimental method

4. 결 론

 
  철도시스템과 같은 교통시스템에 적용되는 IPTM 모듈의 경우, 소용량 모듈과 달리 큰 공극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전달 효율을 얻기 위하여 IPTM 모듈의 주의 깊은 설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IPTM 

시스템의 등가회로 파라미터를 이용한 커플링 계수 도출은 고효율 IPT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설

계 단계이다.

1) 본 연구를 통하여 IPTM의 등가회로 파라미터를 이용한 커플링 계수 특성 도출을 위하여 제시한 커플링 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또한 각각 타입의 IPTM의 특성 분석 결과, U-U 타입이 U-I 타입보다 큰 결합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전

력전송 및 고효율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U-U 타입의 IPTM 적용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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