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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지연 배열 

안테나를 기반으로 무선전력전송을 진행할 때, 사용 

주파수 대역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필요한 

최소 지연 시간의 상한을 도출하였다. 

2. 본론

  그림 1(a)와 같이 자유공간 상에서 두 개의 안테나

로 한 지점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자 할 때, 시스템에

서 구현할 수 있는 지연시간은 min의 정수배라고 하

면 (1)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1].

    min ××      (1) 
수식 (1)은 그림 1(b)의 쌍곡선 그래프를 의미하므로 

총 N개의 쌍곡선 그래프가 공간상에 그려질 수 있다. 

  실내 공간에서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시나리오는 그

림 2와 같다. 총 5개의 Base station이 천장에 배치되

어 있는 형태이고, 타겟이 움직이는 범위는 2D 평면상

으로 제한하였다. 앞선 이론에 따라 총 4쌍의 쌍곡선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고, 그 중 3쌍 이상의 쌍곡선을 

지나는 지점을 focusing 가능한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용 주파수 대역에 따라 focusing 지역의 유효 

단면적을 반지름이 max인 원이 되도록 설정하여, 

focusing 가능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되는 

min을 도출하였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MATLAB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915 MHz, 2.5 GHz, 5.8 GHz 총 3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해당 시나리오에 요구되는 min의 상한을 표 1에 정

리하였다. 그림 3은 각 주파수에서 min에 대해 

focusing 가능한 영역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비 최소 지연 시간의 상한이 고려된 시스템 설계가 

요구된다. 

       

         (a)                      (b) 

그림 1. (a) 2개의 안테나  (b) 쌍곡선 그래프

그림 2. 무선전력전송 시나리오 

     (a) 915 MHz       (b) 2.5 GHz   (c) 5.8 GHz
그림 3. 최대 시간 지연에 따른 Focusing 가능 영역

max 915 MHz 2.5 GHz 5.8 GHz

 32.79 cm 12 cm 5.17 cm

min 300 ps 112 ps 48 ps

면적 82.54 % 80.28 % 80.62 %

표 1. 주파수 대비 최소 지연 시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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