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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즈음 IoT, 드론, 휴대용 기기 등이 많이 사용화 

되면서 장거리 무선전력전송이 필요가 되고 있어 장

거리 무선전력전송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phase-conjugation 방식을 이용

하여 다중 어레이로 충전을 하고자할 때 다중 어레이

의 배치에 따라 무선전력전송 효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2. 본론

  무선전력전송이 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실내에

서 수신기가 pilot 신호를 송신한다. 그 다음 분산되

어 있는 다중 어레이에서 신호를 받은 후 뒷단의 회

로에서 phase-conjugation을 한 후 신호를 다시 송신

한다. 결과적으로 수신기에는 동 위상으로 신호가 모

이게 되어 임의의 위치에서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벽면에 일정한 크기의 어레이 안

테나를 분산시켜 배열하였을 때 개수에 따른 방에서

의 위치별로 효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은 안테나가 벽면에 배치된 모습이다. 그림 2 은 개

수를 4개, 8개, 12개, 16개로 늘려가며 안테나와 동일

한 높이에 대한 효율을 계산한 결과를 측면에서 봤을 

때의 결과이다. 개수를 늘려갈 때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 전체에 

대한 효율의 uniformity에 차이가 생긴다. 

 

3. 결론

  본 논문은 실내에서 phase-conjugation 방법으로 무

선전력전송을 할 때 어레이 안테나를 분산 배치하게 

되었을 경우의 효율을 분석하였다. 개수를 늘려갈 때 

효율의 uniformity에 차이가 생기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측면에서 본 방 전체에 대한 효율의 변화.

(a) 4개; (b) 8개; (c) 12개; (d) 16개.

ACKNOWLEDGEMENT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6R1E1A1A01943375).

그림 1. 방 안의 벽에 어레이 안테나를 배치한 모습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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