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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박찬배 선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추진무선급전연구단)

철도차량용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1. 서 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에너지를 자기 유

도, 자기 공명 및 전자기파 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말단의 부하시스템에 

비접촉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

이다. 표 1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대표적인 

방식별 특성 비교를 보여주며, 그림 1은 무선

전력전송 기술의 방식에 따른 전송전력과 전

송 거리 특징을 보여준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기파 방식의 경우 GHz 

단위의 고주파를 사용하며, 원거리 전력전송

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자기 유도 방식의 

경우 kHz 단위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전력전

송 거리가 가장 짧은 특징이 있다. 2008년에 

무선충전기의 대기전력 손실에 대한 EuP 가

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소용량의 모바일기기, 

정보가전 및 전기자동차의 충전기 분야에서는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1]. 그림 2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전 세계 시장 규모 예상도를 보여준다 

[2].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

는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

며, 그 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

이 있으나 꾸준히 2020년까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철도차량은 전차선과 판토그래프를 이

용하는 접촉식 전력공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다. 접촉식 전력공급 시스템의 경우, 유지보

수 비용이 높고, 신뢰성 및 안전성이 낮으며, 

환경 친화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미래 철도교통 시스템에서는 신개

념의 전력공급시스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

황이며,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철도차량 

적용 시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적은 트램 차량

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트램 차량 적용 시 

장점을 살펴보면, 도심 통과 노선에서의 가공 

전차선 설비가 불필요하므로 고비용의 고가 

구조물이 필요 없게 되고, 터널 또는 지하 구

간 공사 시 터널 단면적을 줄일 수 있어 건설

비 저감이 가능하며, 전차선/판토그래프 설비

의 접촉에 의한 마모가 

없어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추가

적으로 철도 궤도의 특

성에 의한 균일한 공극 

조건에서 효율적 급전

표 1.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방식별 특성 비교.

Radiation Magnetic Inductive Magnetic Resonant

주파수 수 GHz 수 kHz ~ 수 MHz 10 MHz 이내

전송 거리 수 km 이상 수 cm 내외 수 m 내외

특징
·장거리 에너지 전송
·방향성 전송 가능

·짧은 전송 거리
· 송/수신 장치의 정열

이 필요

· 송/수신 장치의 공진
회로 필요

일정 2014년 6월 25일(수)~27일(금)

장소 대명리조트 델피노(설악, 강원도 고성군)

논문초록 제출 마감 2014년 4월 18일(금)

사전등록 마감 2014년 6월   5일(목)

산업전시박람회 신청 마감 2014년 6월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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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설비구성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높

으며, 별도의 추가적 장치 없이 제동 시 발

생하는 회생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3]. 이러한 장점들

을 살펴볼 때, 국내 철도차량용 무선전력전

송 시스템 관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게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진행

되었다. 

 

2.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2.1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소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동칫솔

이나 무선전화를 통하여 일찌감치 우리 생

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무선전력전

송 기술의 응용 확대에 대한 움직임은 더디

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도에 들

어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비접촉으로 충

전할 목적으로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하는 

사례가 전 세계에 잇따르기 시작하면서 소

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응용범위가 크

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소용량 무선전력전

송 기술을 적용한 무선충전 방식은 패드형 

무선전력전송 베이스 스테이션과 탈부착형 

충전기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건물

의 천정이나 가구 등에 베이스 스테이션을 

내장하는 방법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베이스 스테이션을 내장하는 방

법은 가정이나 사무 환경에서 모바일기기의 

무선충전, 차량에서 휴대폰/PDA/내비게이

션 등의 무선충전,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서의 무선충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업계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주로 교통시

스템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KAIST 온라

인 버스기술을 시작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

다. KAIST에서는 자기 공진형 기술을 적용

하여 기존의 자동차를 개조 제작한 온라인 

그림 1.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방식에 따른 전송
전력과 전송 거리 특징.

그림 2.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시장 규모 예상 [2].

그림 3. 소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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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실험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09

년 7월), 온라인 전기 열차를 개발하여 서

울대공원에 적용하였다. 해외에서도 대용

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특히 독일, 프랑스, 영

국 등을 포함하는 유럽연합에서는 2002년

도부터 EVIAC (Electric Vehicle Inductive 

Automatic Charging)를 구성하여 전기자동

차 및 경량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유도

방식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자기 유

도방식 기술을 수송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로

는 독일 Wampfler社의 뉴질랜드 와카레와

레 공원의 20 kW급 순환용 자동차와 Italy

의 Porto Antico의 60 kW급 버스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오클랜드 대학에서 매입

형 유도전력 급전장치와 차량 내 충전기를 

최소화하는 구동시스템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도로전용 유도급전 소

형자동차 시험선을 구축하여 상용화 검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철도분야에서는 독일

의 Bombardier를 제외하고는 아직 활발하

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Bombardier의 PRIMOVE 시스템은 비접촉

식 자기 유도방식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PRIMOVE 시스템용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은 20 kHz/200 kW급으로서 급

전선로는 16.2 m 간격으로 세그먼트화 되어 

있으며, 공극은 6.5 cm이다. 또한, 아우크

스부르크 시험선을 구축하여 총 800 m 중 

275 m에 무선급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5]. 

2.2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기준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은 이동통신이 보

급된 이후 핵심적인 이슈였다. 하지만, 현재

까지 연구 결과는 수W 이하의 이동통신 단

말기 또는 기지국 영향 및 전력선에 의한 60 

Hz ELF (Extremely Low Frequency) 영향

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동통신의 주파수 대역인 800 MHz에서 5 

GHz 사이의 인체영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

구되고 있고, 세포실험, 동물실험, 역학조사 

등 연구방법 역시 체계화되고 있다. 다행히 

유도결합방식 및 UHF 대역 RFID 등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가 최근 RFID 기술이 도입됨

에 따라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장하면, 고출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의한 인체영향 연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전 세계 가이드

라인은 IEEE 또는 ICIN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sing Radiation 

Protection)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기초

로 하며, 각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국

가 레벨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

아의 경우 ICINRP 규정의 1/10 이하로 규정

을 정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

선전력전송의 경우 서비스 영역에서 각국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무선

그림 4.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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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전송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용화될 경우 

인체영향이 국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벗

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에는 전자파를 환경오염 관점에서 살피고 있

으며, 전자파 총량제, 전자파 환경평가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무선전력전송의 상용화 

시 이 점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체영

향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표 2

와 표 3은 국내 전파법 제47조에 따른 일반

인과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보여준다. 

 

3. 180 kW/60 kHz급 대용량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기술 개발

 

3.1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구조

60 kHz 공진주파수를 사용한 무선전력전

송 기술은 지난 2011년 KAIST가 개발한 무

선충전 전기버스로 검증된 20 kHz급 급집전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것으로 3배에 가까운 

전력전송밀도를 향상시켰으며, 집전모듈의 

크기와 무게 감소, 급전과 집전장치의 제작

비 절감 등 경제성을 높여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 상용화에 다가선 구조이다. 그동안 소

규모의 전기를 사용하는 버스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60 kHz급 대용

량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확보로 대전력이 필

요한 철도시스템, 항만과 공항 하역장비 등 

물류이송 시스템은 물론 전송효율 증대로 기

존 무선전력전송 시장이었던 휴대폰, 노트

북 등 휴대기기 및 가전제품, 로봇분야, 레

저분야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

인다. 그림 5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무가선

트램 적용 방안을 보여준다. 기존의 무가선

트램은 전차선/팬터그래프를 통하여 배터리

를 충전하는 방식의 급전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6은 무가선트램

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회로도를 보여준

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전력전

송 시스템은 기존의 대전력을 공급할 수 있

는 DC 전원설비와 이를 60 kHz의 고주파 전

력으로 변환해 주는 PAM (Pulse Amplitude 

Modulation) 방식의 공진형 인버터, 변환된 

고주파 전력을 자기에너지 형태로 변환해 주

는 급전장치, 급전장치에서 올라온 자기에너

지를 다시 고주파의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

는 집전장치, 집전장치로부터 수집된 고주파 

표 2.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자속 밀도

(μT)

1 ㎐ 이하 - 3.2×104 4×104

1 ㎐∼8 ㎐ 10,000 3.2×104/f2 4×104/f2

8 ㎐∼25 ㎐ 10,000 4,000/f 5,000/f

0.025 ㎑
∼0.8 ㎑

250/f 4/f 5/f

0.8 ㎑∼3 ㎑ 250/f 5 6.25

3 ㎑∼150 ㎑ 87 5 6.25

0.15 ㎒∼1 ㎒ 87 0.73/f 0.92/f

1 ㎒∼10 ㎒ 87/f1/2 0.73/f 0.92/f

10 ㎒
∼400 ㎒

28 0.073 0.092

400 ㎒∼
2,000 ㎒

1.375f1/2 0.0037f1/2 0.0046f1/2

2 ㎓∼300 ㎓ 61 0.16 0.20

표 3.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 강도

(V/m)
자기장 강도

(A/m)
자속 밀도

(μT)

1 ㎐ 이하 - 1.63×105 2×105

1 ㎐∼8 ㎐ 20,000 1.63×105/f2 2×105/f2

8 ㎐∼25 ㎐ 20,000 2×104/f 2.5×104/f

0.025 ㎑
∼0.82 ㎑

500/f 20/f 25/f

0.82 ㎑
∼65 ㎑

610 24.4 30.7

0.065 ㎒
∼1 ㎒

610 1.6/f 2.0/f

1 ㎒∼10 ㎒ 610/f 1.6/f 2.0/f

10 ㎒
∼400 ㎒

61 0.16 0.2

400 ㎒
∼2,000 ㎒

3f1/2 0.008f1/2 0.01f1/2

2 ㎓∼300 ㎓ 137 0.3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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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무가선트램의 배터리 충전에 사용 가

능한 DC 전력으로 만들어 주는 정류기, 정

류된 DC 전력의 부스트 및 채널간 전류 평형 

기능을 갖고 있는 레귤레이터 등으로 구성된

다. 전원장치는 기존의 무가선트램에 사용하

는 DC 750 V를 이용하였다. 공진형 인버터

는 IGBT 스위칭 동기화 방식을 사용하여 최

대 60 kHz/200 kW급 전원을 만든다. 그림 

7은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지

상에 설치된 급전 코일과 차상 하부에 설치

되는 집전장치 단위모듈을 보여준다. 그림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에 설치된 급전 코

일과 차상에 설치되는 집전장치는 자기 에너

지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E’자 형태

의 페라이트 코어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공진회로 구성을 위하여 집전장치와 급전장

치에는 커패시터 모듈이 추가되었다. 표 2에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주요 

사양을 정리하였다.

  

3.2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무가선트램 적용 
성능시험

먼저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의 각 구성품을 제작하여 무가선트램 시험선

의 일부 구간에 설치하였다. 그림 8은 무가

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각 구성품 

및 설치도를 보여준다. 시험선로의 레일 사

이에 급전선로를 매설하였으며, 무가선트램 

하부에 장착 가능한 집전모듈과 지그 구조를 

제작하였다. 단일 집전모듈은 최대 60 kW의 

전력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정류기가 포함되어 

있어 DC 전력 출력이 가능하다. 3개의 집전

모듈을 사용하여 총 180 kW의 전력 출력이 

가능하며 집전모듈끼리는 서로 병렬로 연결

되어 있다. 본 성능 시험에서는 공진형 인버

그림 5.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무가선트램 적용 
방안.

그림 6.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회로도.

그림 7.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급
전 코일과 집전장치 모듈.

표 4.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사양 [7].

항 목 값

총 출력/단위 모듈당 출력 180 kW/60 kW

공진 주파수 60 kHz

공 극 70 mm

지상 급전코일 240×4 Aturns

집전장치의 모듈당 크기 725×270×87 mm

집전장치의 
페라이트 코어 부피

7,308,900 mm3

집전장치 턴수 200 (4 CH) 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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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DC 입력과 레귤레이터 후단의 DC 출력

을 각각 측정하여 효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가선트램 차량의 주행 중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의 효율 변화도 계측하였다. 

무가선트램 차량의 동작 메커니즘은 차량

에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전원이 들어간 무부하 상태, 

차량에 전원만 공급하여 DC800 V가 차량에 

걸려 있으며 아직 충전이 진행되지 않는 상

태, 그리고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

로 나눌 수 있다. 각 상태에 따라서 인버터는 

자동으로 급전선로의 전류를 제어한다. 그림 

9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무가선트램 적

용에 따른 레귤레이터의 출력전압 특성을 보

여준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부하 

상태에서 차량이 전원이 공급되지만, 배터리 

충전 전 상태, 배터리 충전 상태를 거치는 동

안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레귤레이터 출력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레귤레이터 출

력전류는 배터리 충전 시작 시점부터 급격하

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의 효율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율이 86~89%로 출력의 크

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무가선트램 차량의 주행 중에도 무선전

력전송 시스템의 효율은 3% 이내로 거의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무선전력전

송 시스템의 무가선트램 적용 시 정차 및 주

행 중 효율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차량으

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며 본 연구

를 통하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철도 적용

을 위한 기초 핵심기술의 확보가 이루어졌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무가선트램 차량 적용에 성공한 무선전력

전송 기술은 지상 궤도를 따라 설치된 급전

장치에서 60 kHz의 자기장을 생성시켜 차량 

하부에 설치된 집전장치와 자기 공명 방식을 

통해 대용량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

이며, 집전효율을 측정한 결과 정차 중과 주

그림 8.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각 
구성품 및 설치도.

그림 9.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무가선트램 적용
에 따른 레귤레이터 출력전압 특성.

그림 10.  무가선트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효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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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에 대해서 약 85% 이상의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시스템의 

추가적인 효율개선 노력과 철도 차량에 적용

하기 적합한 최적 구조 도출을 통하여 상용

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무가선트램 적용 성

공으로 향후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도시철도

와 고속철도 등 모든 철도시스템에 무선전력

전송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

다고 본다. 또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상용

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철도를 건설 계획 중인 광주, 대전, 창원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5년 이내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철도차량 전용 무

선전력전송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 최

적설계 연구 및 설치/유지보수 비용 최적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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