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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Trend of EMC for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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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EMC 기술 동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KAIST 김정호 교수님, 작성에 지원해 주신 김동욱, 박재형 학생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Ⅰ. 서  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최근 소형 전자기기에서 전기자동

차까지 다양한 전자 응용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과거에는 전화는 가정, 회사, 또는 공중전화 부스
의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서만 통화할 수 있었지만, 무선 이
동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난 양의 정보도 주고받는 시
대가 되었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자 기기에 필요한 전
력을 무선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고, 이를 통해 신호와
전력이 모두 무선으로 전송되는 진정한 무선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전력을 무선으로 전달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지금으로부

터 약 100여년 거슬러 1900년대 초반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제안되었다. 수백 km 떨어진 장소에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
하기 위한 테슬라 타워의 건설이 진행되었으나, 막대한 비
용과 후속 지원의 부족으로 결국 테슬라 타워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6년 MIT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공
진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개념을 Coupled Mode Theory로 해
석하고, 9.9 MHz 주파수를 사용하여 2 m 거리에서 40 %의
효율을 가지는 무선전력전송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이

후[1],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무선전력에 관한 연구가 이
론적으로, 실험적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2].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소형 전자기기의 확
산과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자동차의 개

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의 해결책
이 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고, 발 빠른 기업들에 의해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시점이다.

 

[그림 1] 무선전력전송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니콜라 테슬

라와 테슬라 타워(1856년∼1943년)

[그림 2] MIT Marin Soljacic 교수 연구팀과 무선전력전송 실

험 장치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하면, 직접 손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
전하게 전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송신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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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으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자기장을 수
신 장치를 통해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수
신 장치 주변 또는 둘 사이의 공간에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유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경우, 전력 전송
의 매개체는 도체이므로 대부분의 에너지가 도체 내부로 한

정되고, 주변으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세기가 비교적 적었
던 환경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처럼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전자기장은

통신기기와 다르게 발생시키는 전자기장의 세기가 매우 크

며, 이로 인해 다른 전자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오동작을 일
으키거나, 사람 또는 동물 등 생명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무선전력전
송 시스템은 전자 시스템의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노이즈 원이기
때문에,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
하지 않게 다른 전자기기나 생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
를 만족시키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

기장의 발생 원리와 누설되는 전자기장의 저감을 위해 수행

되어온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기술 발전 방향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Ⅱ. EMC 관점에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현황

2-1 소형 전자기기 분야

소형 전자기기 분야는 크기가 작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

작할 수 있으면서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전

력전송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 하

나이다. 소형 전자기기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세 개의 컨소
시엄이 경쟁하고 있는 체제이다. 많은 고객사를확보하고 Qi 
스펙을 개발하여 표준화를 주도하는 Wireless Power Consor- 
tion(WPC), Powermat를 중심으로 미국 내 8,000개에 달하는
스타벅스 모든 매장에 무선충전기 설치를 계획하는 Power 
Matters Alliance(PMA), 그리고충전패드와단말기사이의거
리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한 Alliance for 

Wireless Power(A4WP)까지 세 그룹이 각자 다른 기술로 문
제를 풀어나가고 있다[3]∼[5].

WPC와 PMA의 경우, kHz 전력을 송신하는 Charging Pad
와 수신하는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Tightly 
Coupled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EMC 
관점에서는 누설 전자기장의 세기가 비교적 적고, 충전시스
템 옆쪽으로 누설되는 자기장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기 때

문에 비교적 문제가 덜 심각하다. 그러나 전자기기 특성상
항상 사용자의 신체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이에
누설 전자기장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중요하다. A4WP의 경
우, Loosely Coupled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송수신 장치간
거리가멀어지면서 EMC 문제가더욱심각할수있다. A4WP
는 ISM Band를 활용하기 위해 6.78 MHz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를사용하고, 이로인해 큰 Radiation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13.56 MHz를 사용하는 NFC와의 간섭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처럼 EMC 관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

[그림 3] 무선전력전송 시장 점유율 분석(Source: iSuppli)

<표 1> 소형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컨소시엄 별 주

파수 및 거리 비교

컨소시엄 전력주파수 통신주파수 Coupling 방식

WPC 100∼205 kHz In-band Tightly coupled

PMA 277∼357 kHz In-band Tightly coupled

A4WP 6.78 MHz 2.4 GHz Loosely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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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Loosly Coupled 방
식이 무선전력전송의 사용자 편의성의 방향에 더 부합되는

방식이기때문에 상용 제품 적용 시더 큰 수익을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다.

2-2 교통시스템 분야

1997년 교토의정서 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친
화적인 교통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미국은 자동차 회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에너지 효율, 생산 비용 등에서 기존의 화

석연료를 쓰는 가솔린, 디젤 자동차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
떨어지지 않지만,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배터리의 에
너지 밀도는 가솔린, 디젤의 화학에너지보다 현저히 낮아
서, 화석연료와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1회 충
전 후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고, 반대로
운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차량에 장착되는 배터리 총량을 늘

리게 되면 이번에는 과도한 충전 시간이 문제가 된다. 또한
배터리의 단가가 차량 가격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고가이

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각광
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가격, 용량, 충전시간
의 문제가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6].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의 정차 중 또는 주

행 중에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 충전 방식이 연구되어 왔

다.[7],[8] 그러나 수 Watt를 사용하는 소형 가전 기기와는 달
리, 전기 승용차의 경우 수 kW 이상, 전기 버스의 경우 수십
kW 이상의 전력이 무선으로 충전될 경우, 충전기에서 차량
으로 자기장을 통해 전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설되는 전

자기장의 영향이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의 설계에 매

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5년 현재 무선급전 시스템을 전기철도에 적용하는 연

구가 진행되는데, 최소한 수 MW 이상의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전기철도 시스템의 경우, 철도 차량 내부와 외부

[그림 4] 무선전력 전기버스 및 시험용 무선급전 전기 철도

시스템

의 전자기장에 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2-3 원거리 에너지 전송 분야

무선전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전력을 보내는 기술은 자

기공진 무선전력전송 기술보다 훨씬 앞선 1960년대 미국에
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다. 1975년에는 William C. Brown에 
의해 DC-DC 전력 효율을 54 %로 올리는 실험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었고[9],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Solar Power Satellite 
(SPS)를 통해 지구에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연구
가 미국과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0],[11].
마이크로웨이브 무선전력전송 방식과 자기 공진방식의

큰 차이점은, 송수신 장치가 Coupling 되어 있지 않고, 완전
히 분리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거리에서는 자
기공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가지지만, 수십
m 이상의 원거리에서는 자기공진 방식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EMC 관점에서 보면 공진 코일 주변에만 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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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

념도

기장이 발생하는 자기공진 방식보다,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
의 직선 경로에는 강한 전자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약사항

이 될 수 있고, 이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
당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전자파 규제
이하가 되도록 전력 밀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사용 주파수의 범위가 2.45 GHz, 5.8 GHz 등 매우
높은 주파수 영역이기 때문에, 생체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
고, 이에 따라 엄격한 전자파 규제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면
이 있다.

Ⅲ. 무선전력전송 EMC 대책 기술

3-1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전자파 문제 특징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AC 전원 생성
부, 송신코일, 수신코일, 부하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전원
부에서 만들어진 AC 전원이 송수신 코일을 통해 방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형파 형태로 만들
어지는 AC 전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메인 주파수와 그 고조
파의 방사, 인버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차폐
금속판에 유도된 전류에 의한 2차 방사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한 전자기장 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6]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구성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의 전자파 방사가 가지는 주요

특징은, 좁은 Bandwidth를 가지는 Single Frequency를 사용한
다는 점, 의도적으로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킨다는 점, 기
존에많이이용되지않던 kHz 대역도많이이용된다는점등
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기존의 EMC 설계 기법과는
조금씩 다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연구
되어 온 EMC 설계 기술이 바탕이 있기에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의 EMC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추세이다.

3-2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 분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저감하고,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일 구조의 방사 저감 기술, 노이즈 저감 회로 및 차폐 기
술 등 하드웨어 설계가 필수적이고, 아울러 측정 방법의 표
준화, 전자파 규제 수준에 관한 기술도 필요하다.

[그림 7]에서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의 EMC 관련 향후 필

[그림 7] 무선전력전송 분야 EMC 세부 기술 Tree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6卷 第1號 2015年 1月

9

요 연구에 관해서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하였다[12]. 전통적
인 EMC 분야인 Filtering, Shielding뿐 아니라, 전력회로 설
계, 안테나 설계에 관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Ⅳ.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 개발 방향

4-1 코일 모듈 기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원하지 않는 전자기 노이즈를

방사하는안테나역할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코일

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코일을 포함하는 모듈의 설계 기
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일형상, 임피던스 매칭, 차
폐 장치 형상 및 재료, Meta-material을 이용한 Beam Forming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림 8]에서는 얇은 평면 형태의 무선전력 송수신 코일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자기장에 관한 연구 결과로서, 
전력 전송량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주변 자기장의 세

기를 크게 저감시키는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3].
직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충전하는 On-Line Electric 

Vehicle (OLEV) 또는 무선전력 전기철도 시스템의 경우, 큰
자기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 9]와 같이 송신
단 역할을 하는 급전 선로의 구조를 바꾸어 줌으로써, 누설

[그림 8] 코일구조에따른주변자기장변화 시뮬레이션결과

[그림 9] 주행 중 충전용 전기자동차 급전 선로의 변화에 따

른 자기장 세기 변화 (급전 선로로부터 20 cm 이격)

자기장의 세기를 저감시키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14].
코일 구조 자체의 연구뿐 아니라, 코일 주변의 재료에 관

한 연구도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다. [그림 10] (a)와 같이, 
자기장이 지나가야 할 경로를 자성체를 이용해 만들어줌으

로써, 전력이 무선으로 전송되는 정확한 위치와 다르게 약
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화 설계에

관한 기술도 중요하고, 송신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신기
에 전력을 전달하기위해 [그림 10] (b)와같이, Meta-material
을 이용하여 Beam Forming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15].
코일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기장이 외부 또는 특정 위치

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폐장치가 반드시 필

요한 경우가 있다.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의 Passive 
Shielding은 [그림 11]과 같이 도체를 이용한 차폐 기술과 자
성체를 이용한 차폐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도체는 입사 전
자파를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차폐하는 특성이 있고, Ferrite
와 같은 자성체는 그 내부로 자기장 경로를 만들어 주는 기

능이 있기 때문에, 두 재료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효율적으



특집…Technology Trend of EMC for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10

(a) Ferrimagnetic material을 이용한 magnetic field shaping

(b) Metamaterial을 이용한 beamforming

[그림 10] 무선전력전송전자파성능개선을위한 Beamforming 

기술

로 차폐가 가능하다[16].
일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무선전력 전송에

서 발생하는 누설 자기장을 저감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

[그림 11] 무선전력전송에 사용되는 차폐 방법의 종류

이 Ferrite와 금속판의 조합을 통해 저감하는 구조와 방법에
관한 연구가 2012 IEEE EMC Symposium에서 된 바 있고[17], 
2014 EMC Tokyo의 무선전력전송 EMC 세션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차폐 방법에 따른 전자기장 저감 효과가 발표된 바

있다([그림 13])[18].
[그림 11]에서 보여주는 차폐 방법 중에서, Passive Shiel- 

ding은 차폐장치의 위치가 반드시 코일과 측정지점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

[그림 12] 내부 Ferrite와 외부 금속을 이용한 자기장 차폐 구

조 설계

[그림 13] Aluminum, copper, ferrite의 재료와 설계 변수에 따

른 shield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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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자기장 상쇄 기법을 이용한 Active Shield 방법을 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
력 전송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Active Shield 자체에 큰 전
류가 흘러야 하고, 이는 시스템 설계를 복잡하게 하고, 크기, 
무게 등의 물리적인 제약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저감하는

단점이 있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Reactive Shielding 방법은
누설 자기장을 이용하여 상쇄자기장을 만들어냄으로써 효

율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자기장 감소를 극대화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아래 수식과 같이, 누설 자기장에 의해 Reactive 
Shield Coil에 전압 가 유도되면, 분모항인 코일의 임피

던스를 제어하여 Reactive Shield Coil에 흐르는 전류 의

크기와 위상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다[19].

 





 



4-2 송전 및 수전 모듈 기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급전장치에

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92년 UC Berkeley에서 무

[그림 14]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 저감

을 위해 적용되는 reactive shielding 방법의 원리

선전력 전기자동차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도, 그 당시에 수십 kHz 이상의 주파수 동작하는 대전력 스
위칭 소자의 부재로 낮은 주파수에서 동작시키면서 효율, 
소음, 경제성 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AC 전원을
만들어 내고, DC로 변환하는 능동 소자 및 회로 설계기술은
코일 설계와 더불어 EMC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볼 수 있다.
무선전력전송에서사용하는주파수는협대역이기때문에, 

Clock 신호의 EMI 저감 기술에 사용되는 Spread Spectrum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5]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가
지는 신호보다 미세하게 주기가 변동되는 Spread Spectrum의 
경우, EMI Level이 크게 낮아지는 특성을 무선전력 전송에
활용 가능하다. 다만, 전송거리가 먼 경우, Q-Factor를 높여
서 효율을 증가시키게 되면 주파수 변동과 Spread Spectrum
의 사용 자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효율 변화가 관건이

된다[20].
전력전송의 메인 주파수가 아닌 고조파는 급전 인버터의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효율만을 고려하여 전
력회로를 설계할 경우, 차폐장치 등 전자파 저감에 필요한
비용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회로

설계 단계에서 고조파 저감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고조파 저감을 위해서는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저감 대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6]과 같이 고조파를 제거하
기 위한 Band Pass Filter를 적용하여 원하지 않는 대역의 주
파수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의 송수신에서 Pass Band
의 Insertion Loss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효율과 직결되
며, 특히 대전력 시스템의 경우, 수 %의 열 손실 조차도 심

[그림 15] EMI 저감을 위한 spread spectrum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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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필터를 이용한 고조파 제거 기술

각한 과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력 필터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하다.
인버터 회로는 AC 전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인 주파수

와 고조파를 항상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의 경우, 인버터에서 수∼수십 kW의 전력을 소모하
면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자체가 Band 
Pass Filter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일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는
많이 줄어들어서, 인버터 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조파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회로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량이 증
가할수록 인버터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의 문제는 더

욱 중요해진다. 이에 따라, 인버터 회로 기판 및 소자에서

[그림 17] 금속재질 case의반사및흡수현상에의한 shielding 

원리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연구와 이를 효율적으로 차폐하는

Case Shielding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4-3 표준화 기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기술의 표준화 또

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특히, 무선전력전송과 같이
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하고, 전자파 방사 레벨도 크게 높아
지고, 응용 범위도 초소형 전자기기에서 교통시스템에 이르
기까지 매우 넓다면, 현재와 미래의 기술 수준, 산업계 파급
효과, 국가적 전자파 규제기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규
제 수준과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주파수는 kHz에서 GHz까지 다양

한 응용범위가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에
활용 빈도가 낮았던 kHz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기술기준과 측정 방법 등이 새로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림 18]에서 보듯, 전자기장은 코일을 이용한 무선전력 송수
신 장치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파장에 비해 얼마나 큰가

에 따라 Near Field와 Far Field로 구분되는데, kHz 대역의 신
호는 일반적인 측정 거리에서 Near Field로 구분되므로, 낮
은 임피던스가 낮은 임피던스 특성이 고려된 측정 방법과

규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21],[22]. 즉, Far Field에만 적용
되는 E-field to H-Field 변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주파에
해당하는 측정 방식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근거리

[그림 18] 거리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코일의 wave impedanc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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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안테나의 개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적

절한 규제도 중요한 분야이다. 무선충전 전기자동차는 기존
의 가솔린/디젤 자동차나, 유선충전 전기자동차와 전혀 다
른 전자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품 특성을 고려한 새로
운 규제 기준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연구소, 학계, 
그리고 기업이 무선전력전송 EMC 측정 방법 표준화 및 규
제 기준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23].

Ⅴ. 결  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줄 뿐 아니

라, 전기를 이용한 교통수단에 활용되어 우리의 환경을 개
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충분한 가능성

이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다양한 무선전력 전자기기의 사
용으로 전자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
상치 못한 시스템의 오류나 이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고, 생
명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
떤 새로운 시스템이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
소화하여 편익을 증가시키게 되면 비로소 제품으로서의 가

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비교적 최근부터 연구된 새로운 분

야이고,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동안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점
도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도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쌓아 온
EMC 기술은 무선전력 전송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빛을 발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무선전력전송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무선전력 EMC 기술 이외에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저감하기 위

한 많은 관련 기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되고 제품으

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EMC 기술이 무선전

력전송 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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