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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  EMC  기술동향
안 승 영․김 종 훈

한국과학기술원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B0138-16-1001, EMC기술지원].

Ⅰ. 서  론

1-1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역사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기존의 전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 대신,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전력을 대기를 통해 무선
으로 전송하는 기술로서, 1900년대 초반 Nikola Tesla에 의
해 자기장 공진코일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의 개념이 최초

로 제안되었다. 이후 전동 칫솔 등 일부 전자기기에서 무선
충전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
았고, 따라서 무선전력전송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6년 미국 MIT Soljacic 교수 연구팀의 무선전

력전송 실험과 Science 지 논문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기술
의 실용성이 높이 평가되었고,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무
선전력전송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들이 많아지

면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현재도 기업, 연구소, 학교등에서활발한연구가이
어지고 있다.

1-2 무선전력전송 시장 동향

(a) Tesla tower (b) MIT 무선전력전송 연구팀

[그림 1] 무선전력전송 기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시장은 전자

기기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기기, 가전 기기, 
자동차, 로봇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작게는 초소형 IC, 센서, 의료용 전자

장치뿐 아니라, 큰 규모의 장거리 우주 태양광 발전 및 해양
/수중 시스템에서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 용량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전력은 수 W

에서 수 kW 수준이지만, μW 수준의 초소형 시스템에서

GW에 이르는 대전력 전력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수신 거리 관점에서는 자기공진 방식의 경우, 수 m 
정도가 최대 거리로 볼 수 있지만, 마이크로파 방식의 경우
km 이상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스마트폰 등 모바
일 기기 시장의 확대에 발맞추어 소형 휴대 기기 무선충전

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산업 기기, 의료기
기 등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분야

의 실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용화된
제품들이 점차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2014년

도 시장전망에서 세계 무선충전 시장은 향후 수년간 지속적

[그림 2] 무선전력전송 기술 응용 분야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8卷 第1號 2017年 1月

49

[그림 3] 무선충전 시장 전망

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170억 달
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 무선전력전송 기술 분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크게 자기공진 방식과 마이크로파

방식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전송거리/주파수/전력/효율 등

에 장단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저주파 근거리 응용분야는
자기공진 방식, 고주파 원거리 응용분야는 마이크로파 방식
이 적용되고 있다.

1-3-1 자기공진 방식

마이크로파 방식은 1960년대부터 미국, 일본 등에 의해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지만, 무선전력전송이 최근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자기 공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연구

이후로 볼 수 있다.
자기공진 방식은 마이크로파 방식과는 달리, 송신단과

수신단이 양방향으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자기장으로 연

결되어 있고, 근거리에서 마이크로파 방식에 비해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수신단의 변화에 따라 송신단이 감지
하는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진을 통
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 좋은 구조이다. 이는 다른 한편
으로 송수신단이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전송
효율이 마이크로파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한다.
자기공진방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는, 휴대폰 무선충전

의 경우 110∼205 kHz를 사용하는 WPC 표준이 이미 사용

되고 있고, AirFuel의 6.78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
들도 개발되고 있다. 대전력 시스템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효율 향상을 위해 더 낮은 주파수인 20 kHz, 60 kHz, 85 kHz
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진 방식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자기장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거의 모두 공진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유도와 자기
공진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일반적으로 자기공진방식으로
통용될 수 있다. 송수신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자기유도, 
먼 것을 자기공진이라 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하게 보
면 자기유도/자기공진이라는 명칭의 의미와는 맞지 않으므
로, 개발되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기공진 방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3-2 마이크로파 방식

통신 시스템과 같이 송신단에서 전자파를 발생하여 보내

고, 수신단에서 받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송신단은 수신단 방향으로 전자파를
방사할뿐이지, 수신단의상태와수신전자파와는별개로동
작하므로, 수신단의 변화가 있어도 송신단에 영향이 없다.
주파수는 원거리 전송에 적합한 GHz 대역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2.45 GHz와 5.8 GHz를 사용한다. 이 주파수에서
는 작은 크기의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빔포밍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자기공진 방식보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DC- 

AC 및 AC-DC 변환 효율이 떨어져서 근거리에서 효율은 자
기공진 방식에 비해 낮지만, 원거리에서는 자기공진 방식보
다 효율이 높다. 따라서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이나,

<표 1>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분류

Magnetic reaonant Microwave

주파수 kHz∼MHz GHz

거리 cm∼m m∼km

전력 mW∼MW W∼GW

효율 50∼95 % 10∼70 %

응용 분야 모바일, 전기자동차 모바일,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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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저전력 시스템의 경우에는 마

이크로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Ⅱ. 무선전력전송 기술 동향

2-1 무선전력전송 기술 원리

2-1-1 자기공진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원리

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유

도 특성과 공진 특성을 모두 가진 형태로 설계된다. 유도특
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1차 코일의 AC 전류에 의해 자기
장이 발생하고, 발생된 자기장이 2차 코일의 단면을 지나게
되면, Faraday’s Law of Induction에 의해 전압이 유도되는 현
상이다. 유도되는 전압은 아래 수식과 같이 주파수, 1∼2차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 M, 그리고 1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
하게 된다.

Vind = jωMI1

Vind: 유도 기전력 ω: 각주파수
M: 상호 인덕턴스 I1: 1차코일 전류

공진특성은 코일의 인덕턴스 때문에 수신단 부하에 걸리

는 전압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어 전력 전달 용량과 효율면

에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일의 인덕턴스가 가지는 양
의 복소 임피던스와 같은 크기의 음의 복소 임피던스를 가

지는 커패시터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하여 공진 구조를 만

드는 것을 의미한다. 코일의 임피던스와 커패시터의 임피던
스가 상쇄되어 전력전달 효율이 매우 좋아지며, 이로 인해
1∼2차 코일간의 거리가 멀어져도 높은 효율이 유지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2개의 코일만으로도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하

지만, 공진코일의 Q-Factor를 증가시키면 결합계수 k 값이
적어도(코일간 거리가 멀어도) 높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4개의 코일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도 가
능하고, Tx Resonant Coil과 Rx Resonant Coil의 Q-Factor를
극대화하여 설계할 수 있다.

[그림 4] 자기공진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원리

송신단은 주로 인버터를 이용하여 DC를 kHz 또는 MHz 
주파수의 AC로 변환하여 코일로 전류를 보내고, 수신단에
서는 정류기를 이용하여 AC를 다시 DC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1-2 마이크로파 방식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원리

마이크로파 방식은 기본적으로 GHz 대역의 매우 높은 주
파수를사용하고, 사용되는주파수의파장에비해송수신거
리가 멀기 때문에, Far Field 영역의 전자파를 이용하므로 자
기장만의 특성이 아닌 전자기파의 전송 특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송신단은 DC를 고주파로 전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수신

단을 향해 송신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송신하기 위해 배
열 안테나의 위상 제어를 통해 방향성을 주기도 한다.
수신단은 수신 안테나(Antenna)와 정류기(Rectifier)를 조

합한 렉테나(Rectenna)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송신단과
수신단이 상호인덕턴스로 연결된 자기공진 방식과는 달리

송신단과 수신단이 개별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

2-2 무선전력전송 기술 현황

Gartner Group은 2012년 미래 유망기술의 Hype Cycle 곡
선에서 무선전력전송이 가장 피크에 올라 있음을 보고하였

다(그림 7). 이 예측에 따르면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7년



韓國電磁波學會誌 第28卷 第1號 2017年 1月

51

[그림 7] Gartner group의 emerging technology의 hype cycle (http://www.gartner.com)

(a)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전력 송신부

(b)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전력 수신부

[그림 5] 마이크로파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원리

(a) 자기공진 방식 전송효율

(b) 마이크로파 방식 전송효율

[그림 6] 자기공민 및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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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무선전력전송 시장 규모 예측

1월 현재 모든 기술이 거쳐가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으며,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완성된 후 시장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자기공진 방식 중에서 mm 이하의

거리에서 충전하는 Tightly Coupled 방식은 비교적 쉬운 기
술로 개발이 가능하여 이미 상용 스마트폰 제품에 적용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선충전 대비 확실한 장점을 가지지
못하여 시장 규모 증가에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 크기의 제
품이 수∼수십 cm 거리에서 자유롭게 충전이 되는 Flexibly 
Coupled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규모가 대폭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2-1 방식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기술 현황

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Nikola Tesla의 발
명 이후 오랜 기간 기술 개발이 거의 없었으나, 2007년 이후
많은 학계, 기업,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 2009년부터 이미 케이스 형태로 개

발된 휴대폰 무선충전기기가 상용화 되었고, 최근 스마트폰
에 내장된 무선충전 시스템이 상용화 되었다. WPC 표준이
가지는 송수신 거리 수 m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rFuel 
Alliance가 2016년에 결성되었고, 송수신기 위치에 대한 자
유도가 더 높은 자기공진 무선충전 제품을 많은 기업에서

개발 중에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2009년부터 연구되었던 KAIST의 무

선충전 전기자동차가 2014년 구미에서 상용화 된 바 있으
며,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철도에 응용되는 무선충전 기술
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주파수와
전자파를 고려한 표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파 방식은 최근 들어 모바일 기기의 무선충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자기공진 방식의 무선충전이
수 mm의 거리 제약에 대한 해결책의 진전이 더딘 상황에
서, 해외의 Ossia, Energous, 국내의 워프솔루션 등의 회사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

하여 무선충전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희대학교
이범선 교수의 ITRC 연구센터 등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어지고 있

고, 소전력 실내 무선충전 시스템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
하여 구현하려는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2-2 응용 분야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기술 현황

소형 전자기기의 경우, 전송 효율보다는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무선전력
수신장치의 위치변화에 관계없이 충전되는 기술이 요구되

고 있다.
특히, 자기공진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상용화에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 도시바에
서는 15 W급 송신 IC 개발이 진행되었고, 같은 해 미국 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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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Qi와 AirFuel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수신 IC를 출시하
였으며, 애플은 2017년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에서 Qi 규격을 만족시키
는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LS전선과 LG에서는 각각 가전 및
주방기기 무선충전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기공진 방식 중 Tightly Coupled 

무선충전 기술은 기기가 반드시 송신 패드위에 올려져 있어

야한다는치명적인단점이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 Flexibly 
Coupled(Loosely Coupled) 방식으로, 수십 cm 이상 떨어져도
충전이가능하기위해서는, 송수신코일의 위치변화에따른 
수신 전력 안정화 기술, 가변 임피던스에 대응하기 위한 실
시간전력회로제어기술, 송수신장치주변인체자기장노
출에대비한전자파저감기술등기술들이연구되어야한다.
마이크로파 방식을 이용하여 소형기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수 m 정도의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
게 충전되는 방식이 연구되어 왔으며, Flexibly Coupled 자기
공진 방식이 해결하고자 하는 위의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만

족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 Tightly coupled magnetic resonant 무선충전

(b)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무선충전

[그림 9] 소형 모바일 기기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그림 10] 마이크로파의 반사현상을 이용한 스마트폰 무선전
력전송 기술

마이크로파방식을이용한스마트폰무선전력전송기술은 
직접 송신장치에서 수신장치로 직선 방향으로 전자파를 보

낼 수 있는 Line of Sight 환경뿐 아니라, 벽면의 반사를 이용
하여 전달해야 하는 Non Line of Sight 환경에서 무선충전하
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Retro- 
Directive 안테나 기술과 통신에서 활용되던 Time-Reversal 
방식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여 회피하고, 전송 효
율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교통시스템은 수 kW에서 MW에 이르는 대전력 무선전

력전송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며, 송수신 코일의 크기에 비
해 이격 거리는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공진 방식

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주로 이용된다. 다만, 대전력으로
인한 시스템의 크기, 무게와 누설되는 자기장의 인체 영향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용되는 주파수
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20 kHz, 60 kHz가 개발되었고, 일본
에서 추진하는 85 kHz 주파수도 개발되고 있으며, 전기철도
의 경우, MW 급의 높은 전력 공급을 위해 60 kHz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해외에서는 퀄컴사에서 6.6 kW급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구글사에서도 무선충전과 자율주행을 
결합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Bombardier
사는 2010년부터 무선급전 철도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독일
DRL 연구소에서도 2035년을 목표로 400 km/h급 무선급전
철도를 개발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KAIST의 OLEV 버스가
구미에서 상용화 된 이후,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KAIST, 교
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
토교통부 지원으로 도시철도 무선급집전 시스템 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2-3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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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b) 무선급전 전기 철도

[그림 11] 교통 시스템 무선충전 및 무선급전 기술 응용 사례

소형 기기 무선충전 기술은 큰 시장, 낮은 단가, 낮은 기
술장벽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게 이루어졌고, 주파수 표준
등은 이미 열려 있는 시장이 주파수 표준을 결정해 버리는

추세가 되었다.
스마트폰 등 소형 기기의 무선충전은 Wireless Power Con- 

sortium(WPC)의 Qi 규격이 이미 만들어졌고, 110∼205 k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충전 제품이 상용화 되었다. Qi 
규격은 Tightly Coupled 구조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제안하는 AirFuel Alliance도 구성이
되었고, 6.78 MHz를 이용하며, 소형기기의 자유도를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세계 주파수 표준이 결정되는 ITU-R에서는 이미 상품화

되어 널리 판매되고 있는 WPC 표준의 주파수 대역과, 역시
많이 연구되고 있는 AirFuel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20 kHz, 60 kHz, 85 kHz 주파수가 제
안되었고, ITU-R과 IEC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주파수
들은 각국의 다른 용도의 주파수와 겹친다는 점과, 각국에
서 추진 중인 개발 방향과 기업의 기술투자가 연관되어 있

기 때문에,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WRC) 의
제로 선정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결
정되었다.
주파수뿐 아니라, 코일 구조와 차량 장착 방식, 전력 용

량, 전자파 규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
많으며, IEC, CISPR 등 국제기구와 SAE 등 민간 기구에서
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4 무선전력전송 기술 방향

2-4-1 전력회로 및 시스템 설계 기술

송수신기 간 위치 변화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안정

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력 회로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전기자
동차 등 대전력 시스템은 회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스템 통합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송수신
기의 개수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무선충전이 가능한 1:N, 
N:1, N:M 다중 시스템 간 멀티 충전 기술의 개발이 연구되
고 있다. 사회적으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보편화되고, 특
히 전기자동차의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송수
신 시스템 간 통신 시스템, 전력 소비에 대한 과금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2-4-2 저주파 자기장 시스템의 코일 및 코어 설계 기술

전력전송의 효율화와 누설 자기장 저감을 위한 코일 구

조 및 자성체 코어 최적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기
장이 전력 전송의 주 성분이 되는 Inductive 시스템뿐 아니
라, 전기장이 주가되는 Capacitive 시스템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 대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이용되
는 자성체 코어는 대부분 Ferrite가 활용되고 있으나, 쉽게
파손되거나 고온에서 낮은 포화자속밀도를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성능 자성체 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도 수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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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선전력전송 송신

(b) 무선전력전송 수신

[그림 12] 무선전력전송 송신(a) 및 수신(b) 회로 사례

[그림 13]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의 급집전 코일 및
코어 구조 예시

2-4-3 저주파 자기장 저감 기술

자기공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자

기장은 고주파 EMI 저감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차폐의 효과

[그림 14]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의 전자파 차폐용

Reactive shield coil

가 떨어진다. 따라서 Resonant Reactdive Shield 등 저주파 자
기장 저감을 위한 차폐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시스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금속 외함이나 추가적인
자성체 코어, 또는 Meta-material 차폐 등 새로운 차폐 기술
을 개발하여 효율과 차폐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EMI 관점에서는 송신 전력의 기본 주파수
뿐 아니라, 고조파 성분에 의한 EMI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출
력 협대역 필터 설계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2-4-4 마이크로파 무선전력 시스템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송수신 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열 안테
나와 Rectenna를 이용한 마이크로웨이브 송신 고효율화 기
술이 연구되고 있다. 가령, Retro-directive 빔 포밍 기술을 이
용하여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반사된 신호의 방향으로 전력

송신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전자파 인체 영향 문제를

[그림 15] 실내 무선충전을 위한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 배
열안테나 기술 예시



특집…무선전력전송 EMC 기술동향

56

[그림 16] 마이크로파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구조 예시

해결하려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통신에서 활용되던 Time 
reversal 기술을 이용하여 매질에서 왜곡된 송신 파형을 복
원하여 고효율 송수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도 연구되

고 있다. 또한, 시간 분할 등을 이용하여 동일 안테나를 사
용하여 송수신 간 통신을 수행하는 회로 설계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2-4-5 표준화, 규제 관련 기술

모바일 기기 표준화는 기업 컨소시움 주도의 WPC와 Air- 
Fuel Alliance에서 상호 경쟁 및 보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표준화는 주파수 간섭에 대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세기 측정 등
공유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7] 전자파 인체영향의 기준이 되는 ICNIRP의 자기장
guideline

전자파 측정 표준 관점에서는 자기장이 주로 발생하는

자기공진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특성상 EMF와 EMI 측정 시
전기장을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주파 자기장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 분석

3-1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의 역할

무선으로 강한 전력 발생으로 항상 EMF/EMI 문제가 발
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특히 송수신 코일은 안테나
구조가 되어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이므

로, EMC 관점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만 자기장 또는 전자
파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시장이 확대되어 가기 위해서는 사

용자 편의성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송수신 코일 간 거리가 멀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는 전자파
가 인체 또는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확률을 높이게 되

고, 이애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신단 인버터 설계에서 효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EMI 관점에서도 인버터의 설계는 고조파 EMI를 줄이기 위
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인버터 등 회로 설계 단계에
서 고조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회로 설계도 필요하고,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송수신단의 인버터, 정류
기, Regulator 등의 회로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PCB, Cha- 
ssis의 전자파 저감 및 안정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GHz의 고주파는 저주파보다 인체 영향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보다 더 높은 자유도에서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경

우, 현재의 엄격한 EMF/EMI 규격을 만족시키면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이크로파의 전파 직진성을 활용하여 Array Antenna를

이용한 전파 방향제어, Retro-directive, Time reversal 기술을
이용한 고효율화로 발생 전자파의 크기를 줄이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영향 저감 설계 관점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코일, 자성체 코어 등에 의해 1차적인 전자파 저감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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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부가적인 차폐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파를
저감할 필요가 있다. Reactive Shield, 고조파 억제용 필터 등
전자파 저감을 위한 부가적인 차폐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대전력의 경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적인 전자파 저

감 장치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3-2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의 방향

송수신간 위치/거리 자유도 향상은 전자파 인체 영향 문
제 악화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 편의성 증대
에 따라 EMC 문제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인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기술, 전자파 회피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간섭 및 인체

안전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EMC 기술을 통해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화, 집적화에 따른 고주파 노이즈 간섭 문제의 해결

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제어기술, 고
주파 Harmonic 제거 기술 등 Signal Integrity 및 Power Integ- 
rity의 Noise 저감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패키지
및 PCB 설계가핵심적인요소이고, 구현시에 Signal Integrity, 
Power Integrity를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전자파의 정확한 측정관점에서도 기존의 측정 방법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주파 Small Antenna 해석 및 합리
적인 측정 절차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고, 이에 맞는 측정방
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관련 시스템과의 간섭 문제 등을 고
려한 주파수 선정과 규제 레벨 연구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Ⅳ. 무선전력전송 EMC 기술 로드맵

4-1 회로 및 코일 설계 기술

전력회로의 실시간 제어와 고조파 Spectrum의 제어 및 노
이즈 저감을 위한 신호 및 전원 노이즈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일 구조 설계 시 전자파
경로 제어를 위한 코일과 자성체 코어의 구조 설계와 자성

체 재료의 강성 및 포화 자기장 개선 등이 요구되고, Chassis 
설계, Noise Decoupling 기술의 적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18] 무선전력전송 EMC 로드맵(회로 및 코일 설계 기술)

4-2 전자파 저감 기술

코일과 커패시터의 공진 구조 설계 시 고전압 발생을 줄

이기 위한 전압/전류의 예측과 고전압 방전 및 전류 누설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및 체배 고조파의 전자파 방사를 줄이기 위한 Common 
Mode 및 Harmonic 저손실 필터 설계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
이며, Foreign Object Detection 등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술
이 활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고주파 무선전력 기술

고주파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서는 Array Antenna의 수
신 감도 향상 기술과 더불어, Retro-directive 기술과 Time 
Reversal 기술을 활용하여 낮은 레벨의 전자파를 이용한 무
선전력전송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주파 전력 발생장치에서의 전원 노이즈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어 회로의 노이즈 차폐 기술이 요구되며, 
PCB를 통해 유입되는 Signal 및 Power 노이즈 저감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표준화/규제 관련 기술

낮은 웨이브 임피던스를 가지는 자기공진방식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의 저주파 전자파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개발과

자기장에 의한 전자기기 전자파 간섭 현상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의 분석이 요구된다. SAR 특성 등 고주파 전자기장
의 인체 영향은 항상 주요 규제 대상이고, 회피를 이용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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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무선전력전송 EMC 로드맵(전자파 저감 기술)

체 영향 저감의 경우에도 항상 전자파 인체영향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시스템의 신뢰성 검토가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0] 무선전력전송 EMC 로드맵(고주파 무선전력 기술)

[그림 21] 무선전력전송 EMC 로드맵(표준화/규제 관련 기술)

Ⅴ. 결  론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미래 기술이다. 그러나 전력을 무선으로 보내
고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EMC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송수신간 위치/거리 자유도

향상은 전자파 인체 영향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
라 인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기술, 전자
파 회피기술의 개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회로설계, 코일구조 설계, 자기장 차폐 설계, 

고주파 시스템 설계, 그리고 측정 및 표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충
족되어가는 동안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한 단

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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