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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래정보사회 변화와 미래 걸림돌 기술 예측

미래는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 에너지(Ener-
gy) 그리고 식량(Food)(E3&F[1])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가
장 큰 이슈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제시장 단일화(one 
market)로 잠재적 수요자의 급속한 감소가 발생하고, 신
흥국가 출현에 따른 경제 다극화 현상과 투자 지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속 성장[2]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

다. 환경 분야는 기후 온난화[3]와 지진 화산 활동의 증

가[4] 그리고 지자기장의 약화[5],[6]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므로 인해 경작 면
적이 줄어들게 되고, 기후의 급격한 변동으로 식량 생
산에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3]. 또한, 
에너지 분야는 이산화탄소 증가 억제에 역행하는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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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와 셰일 가스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과학기술의 혁명,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바이오&의료 과학기술 혁신, 로봇&운송(자동) 과
학기술 혁신(13혁명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능동적 과
학기술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1]. E3&F의 문제해

결을 위해 정보 과학기술 혁명은 세계 문화의 벽을 낮

추고, 미래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정보사회
완성에 두어야 한다. 다양한 이질적인 국제 사회문화에
서 상호주관성(inter subjectivity)을 정립하여 문화 간에

벽이 없는 성숙한 사회문화인 One Culture를 만들어가

야 한다. 즉, One Market에서 One Culture의 시대로 변
환의 선두주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실하고 투명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 국지적인 갈등이 최소화 되어 다툼이 줄어들

고, 국제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세계에 당면한
공동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정보사회의 중심에는 당
연히 그림 1처럼 IC2T(Information Communication & Com-
puting Technology)가 있다[8]. 문화의 벽을 제거하는 문

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확한 예측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후, 

지진, 화산, 지자기장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통한

예측과 방대한 위기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술이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 이외에도 계산 기술의 발

달이 필요한 IC2T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림 1에서 사용되는 약어는 아래와 같다. MC: Mobile 

Communication, UHD: Ultra High Definition, CB: Cable 
Broadcasting, IB: Internet Broadcasting, SB: Satellite Broad-
casting, IoT: Internet of Things, CEMD: Close EM Devices 
이다. 앞서 예측[1]하였듯이 IC2T 중에 이동통신 분야는
5G(Fifth Generation)가 당분간 대세를 이룰 것이다. 1,000
배 이상의 데이터 속도와 1,000배 이상의 IoT 기기가 인
터넷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동통신기술이 개발될 것이

며, 이후 6G(Sixth Generation)에 이르러서는 특히 유선 분
야에서 양자통신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어, 보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탄생으로 “공개가 보안인 시대”로의 변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개념의 이동통신 기술이 개발될 것

으로 보인다. 미래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
어 갈 것이다.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 기술, 버츄얼 기술이 발달하고, 

저전력 소형 슈퍼메모리 하우스 등 새로운 인터넷 세상

을 열어갈 것이다. 또한, 영상에 대한 시장요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고화질에 대한 활성이 진행되다가 인터넷

그림 1. 미래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 방향[1]

Fig. 1. Direction of development on future IC2T technolog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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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아우라 서비스와 연계되는 다싯점 고화질의 3차
원 영상 기술이 개발되고, 3D 고화질 건물 네비게이션, 
빛 속도의 영상촬영 기술과 고화질의 2D 홀로그래픽 기
술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며, 개인방송시대를 열어야 하
고, 동시에투명하게 세계 문제를다를수 있는 세계공영
인테넛 방송 서비스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1]. 사회 정보
및 IoT를 포함한 대용량의 데이터와 연계되는 데이터
마이닝 고속 컴퓨팅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이동
통신기술은 Smart Technology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Virtual MIMO(Multi Input Multi Output), 얽힘 현상을 이용
한 병렬 정보 등과 같은 Social Technology의 개발을 요구
하게 될 것이다. IoT 분야는 당분간 스마트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가다가 서로간의 협력하는 기술 개발을 지나, 서
로 도움을 주면 자신이 큰 이득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개
방은 곧 보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3D 프린트, 공장 자동화 그
리고 각종 로봇의 약진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환경을
고려한 기술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난 뒤 휴먼
인터렉티브 자동차와 같은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

이있을 것이며, 역시자신의정보제공을 통해 자신의안
전을 도모하는 Virtual Vehicle, 각 지역에 설치된 3D 프린
트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오픈형 생산기술”이 선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플란트기기, 웨어러블기기, 
휴대기기, 모바일기기 등 인접기기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은 당분간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변환과정

을 거친 뒤에 서로간의 협력을 통한 기능강화를,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기능성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어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미래기술을 구
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빅데이터 정보 처리 및 전송 기

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는 유선과 무선 분야에서 기
술 개발을 동시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유선 분야에서는
현재 별도의 발전소를 필요로 하는 슈퍼메모리하우스와

슈퍼컴퓨터의 전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
력효율이 높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선에서는
유선과는 달리 사용주파수 대역의 제한으로 방대한 데이

터 전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개인의 사용 전력은
높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대역 무선통신 기술과 무
선전력전송 기술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는 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빅데이터 처리와 전송 그리고 에너지 전송에 대한 문제

가 가장 큰 걸림돌[8]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걸림
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미래의

필수 기술 중에 하나이다. 

Ⅱ. 무선전력전송기술 관심주기 변화 예측 

무선전력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mission) 충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되었다. 그 중
에서 2014 M&M(Market & Market), 2013 IHS, 2011 MIC 
(Market Intelligence & Consulting Institute), 2010 NIPA(Na-
tional IT Promotion Agency) 등을 참조하였다. 이 중에서
그림 2에 2013 IHS에서 예측한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여러 기관들의 평을 살펴보면 세계시장 규모는
2010 IMS는 향후 2020년에는 연간 자기공명방식의 유통
으로 2억대 예상하였고, 2015년에 0.5억대에서 2024년에
는 20억대 예상하고 있어 40배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였
다. 그리고 제품군의변화는 2010 NIPA는 한동안자기유
도 방식이 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공명 방식
으로 양분화 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3 
Witricty는 2017년 이후 공명방식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

그림 2. 무선충전기 시장의 전망(2013 IHS)
Fig. 2. Trend of market for WPT charging(2013 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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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시기로 예측하였다. 국제시장 전망에서 2010 IMS는
무선 충전기 시장은 2014년까지 약 4.9조원, 2019년까지
16.5조원, 2014 M&M는 2016년까지 약 2.5조원, 2020년까
지 17조원(성장률 60 %), 2011 MIC는 2015년 세계시장 약
150억$, 2012 Wresearch 는 무선충전기 시장의 연평균 성
장률은 약 42 %, 2018년 세계시장의 규모는 약 99억$, 
2013 IHS는 2018년 세계시장 약 82억$으로 세계시장 전
망치를 내놓고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사된 시간이 늦
을수록 무선전력 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산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기유도 방식은 그림 3처럼 LG
와 삼성 스마트폰에 장착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

로 보인다. LG의 옵티머스 G 그리고 삼성 갤럭시 S6와
S6 에지의 무선전력 수신기의 탑재는 스마트폰 무선전력
전송 시대를 열고 있다. 이 외에도 노키아, 쏘니 등 82종
의 스마트폰에 무선전력전송기술이 적용되어 시판을 시

작하였다. 그리고 KAIST의 온라인 자동차에 이은 트램
(tram)에 대한 적용은 눈 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IoT
는 삼성의 3차원 안경에 이어, 애플 워치폰에 적용 확산
으로 이어지고, 각종 악세사리에도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케아의 가구와 무선전력 전송을 함께 장착한
스탠드 또한, 소비자의 관심 대상이다. 산업분야도 크레
인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에, 그리고 물품 관리 시스템에도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기유도 방식은 상용추진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4처럼 자기공명 방식은 자동차 무선충전 분야에
서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그림처럼 자기공명 방식은 자
동차 무선충전 분야에서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전기충전
자동차의 상용화와 그리고 테슬라(주)의 고속 유선전기
충전소의 설치는 전기충전자동차의 시대를 열고 있다. 자
동차의 무선충전은 당분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장기

간 충전을 수행하거나, 공짜 수준의 재생에너지 무선충전
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는 무선고속충전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사료된

다. 휴대폰은 삼성전기에서 현재 A4WP(Alliace for Wire-
less Power)의 인증을 맞춘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시장 출시를 위해 시험 검증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에서는 중전력 전기자전거, 안내용 로봇 등에 자기공명
방식의 시험을 맞춘 상태이다. 자기공명은 보다 기술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험검증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처럼 매출액이 가파르게 변화가
예측되고 있고, 무선전력전송기술 중에 자기유도방식은
세계 표준화 단체인 WPC(Wireless Power Consortium)와
PMA(Power Matters Alliance) 인증을 통해 무선충전을 위
해 스마트폰, 워치폰에는 이미 적용되었고, 자동차 무선
충전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으며, 자기공명방식의 무선충
전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A4WP의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산업적 그리고 기술적 그리고 국
내외 시장을 종합해 보면, 2016년은 “무선전력전송의 해”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가트너의 관심주기 곡선

그림 3. 자기유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산업동향
Fig. 3. Trend of industry for induction WPT method.

그림 4. 자기공명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산업동향

Fig. 4. Trend of industry for resonance WPT method.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무선전력전송 산업방향 정책제언

703

(hype cycle)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가트너는 2014년부
터 주요 신기술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가
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기대 최대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산업전망과 시장전망을 종합해 보
면 자기유도 방식은 이미 침체기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유도방식은 개화기 진입기에 있음을 여실

히 볼 수가 있으며, 자기공명 방식은 이보다는 늦은 침체
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가트너가 제시하지 않
은 관심주기곡선 상의 위치를 산업동향과 시장동향 그리

고 기술현황을 토대로 재평가를 시도하여 제안하고자 한

다. 이러한 예측은 국가 정책 수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개화기
진입단계에서는 산업 활성 및 확산에 대한 전략이 수립

하여 생산안정기와 이후 산업 확산에 대응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산업 흐름에 맞추어 기술 태동기에는 정
부차원의 무선전력전송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되었고, 현재는 산업 활성 및 확산 전략을 마련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Ⅲ.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 도래되는 미래 이슈

미래에는 아직도 개발되어야 할 무선전력전송 기술들

이 많이 존재한다. 산업 요구형 기술들이 존재한다. 대표
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은 무선고속충전기술과 고효율

송수신시스템 그리고 전자파환경대책기술이다. 소비자는
무선에서 고속 충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상
품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주파에 대한 전파흡수율 평가용 프로브 기술, 총
복사량 측정기술, 표준 근역장 발생기술 등은 미래에 반
드시 풀어야 할 기술 이슈가 될 것이다. 후자의 기술들은
정부가 전자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분야에서 개발해

야 하는 기술이다. 일반 국민의 전자파 인체보호뿐만 아
니라, 심장박동기를 지닌 소외계층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인증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한다. 왜냐하면 그림 1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미래 IC2T 분
야에서 인접기기인 임플란트기기, 웨어러블기기, 휴대기
기, 그리고 모바일기기 산업분야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
에, 이들과의 조화가 반드시 요청되기 때문이다. 전자파
인체영향은 기준레벨 시험에서 벗어나, 기본제한치에 대
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심장박동기에 대한 시
험은 현장시험이라는 요식적인 시험에서 벗어나, 모든 상
황에서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일반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저주파에 대한 공간관리는 근거리에서의 전
기장 및 자기장 시험에 의존하지 말고, 총복사 전력에 대
한 통제로 변환해야 한다. 전파규제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선기기 보호(RFI: Radio Fre-
quency Interference), 사람 보호(EMF: Electric and Magnetic 
Field), 그리고 기타 전기전자기기 보호(EMC: Electromag-
netic Compatibility)로 구분할 수가 있다. RFI 분야의 이슈
로는 국제적으로 무선전력전송기기를 ISM 기기로 분류
할 것인가 혹은 무선통신기기로 볼 것인가가 아직도 논

란 중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은 국제적으
로 통일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공명방식의 6.78 MHz 대
역, 20 kHz, 60 kHz 무선응용설비 등에 대한 주파수 배치
에 대해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U(Inter-
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국제적인주파수통
일이 미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MF 분야는
그야 물론 저주파 대역의 기본제한치에 대한 시험기술이

확보에 기술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림 6처럼
2010년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10] 기본제한치와 기준레벨의 변화에
대해 국내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

그림 5. 무선전력전송기술 관심주기곡선에서 2015 예측
Fig. 5. Estimation of WPT in hype cyc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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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저주파 대역의 열적 효과에 의한 가이드라인의 재
설정이 필요하다. 2010 ICNIRP의 가이드라인을 완성시켜
국내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0 ICNIRP는 1998 ICNIRP의 모순점을 수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12], 열적 효과에 의한 전기장 및 자
기장 강도 가이드라인[13]에 대한 국제적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합리적인국내법을마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EMC 분야는 10 Watts 이상의 무선전력전송 규제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
dical) 주파수 규제치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이는 앞에서
도 지적하였듯이 심장박동기와 같이 전기장 혹은 자기장

오동작이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기와의 조화

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Ⅳ. 무선전력전송 미래 산업 활성 방향 고찰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부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

가고 있다. 게다가 기존 유선을 사용하는 기기 분야로 확
산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기존 상용 제품의 파격
기술로 작용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로 등장

하고 있다. 당분간은 기존 상용 제품에 활용하는 기술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사료된다. 전지를 사용하는 분야, 그

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분야,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지금은 산업 활성과 확산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산업 육성
단계에서 스마트폰, 2차 전지, 가전기기, 그리고 자동차의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무선전력전
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표준화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주파수

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로는 LG의
자기유동 방식 WPC에 적극적인 참여와 삼성의 자기공명
A4WP를 주도하여 전 세계가 6.78 MHz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대형 버스, 노면전차 등 대형차에 대한 주파수는
20 kHz, 60 kHz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동조를 얻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야 물론 ITU-R에서 주파수가
제정되어야 한다. 산업 육성이 시간에 대한 문제라면 산
업 활성은 규모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산업 활성 단계의 진입을 예고하

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투
자가 늦으면 늦을수록 국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

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주파수와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 보

이면, 그림 7처럼 빠르게 무선전력전송 인프라 설치에 대
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인프라는 그림 8처럼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보고이기 때문이다. 인프라는 보다 많은 중소기
업에 적합한 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커피 집에서

그림 6. 2010 ICNIRP 자기장 가이드라인
Fig. 6. Magnetic field guideline of 2010 ICNIRP.

그림 7. 전력량에 따른 무선전력전송기술 적용 분야

Fig. 7. Application area of WPT according to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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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충전만 할까? 따뜻한 커피 그리고 안락한 의자와
같은 감성 서비스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즉, 산업 활성은
산업 확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인프라는 지속적인
요구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을 통해 정부중

심의 산학연이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것이다.  
육성단계의 원천기술 개발에서 이제는 소비자요구기

술과 산업요구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진행했던 산업 육성 방향과는 달리 균등적 산업 활

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산다. 대기
업은 대기업에 맞는 산업 활성 방향으로, 그리고 중소기
업은 중소기업에 맞는 산업 활성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

다. 즉, 맞춤형 산업 활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은 국제 활동 역량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국제 활동 역
량이 약하며, 대기업은 매출액이 적은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적은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다. 대기업은 규제 완화와 일원화 행정시스템 개
선을 통해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어 주도록 하고, 자본
이 취약한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중심의 중소 개발 아이템에 대한 정부 R&D 투자
를 확대하여야 한다. 경쟁은 경쟁을 통해서 얻어야만 한
다. 특히 무선전력전송기술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 저속
성장과 저금리 그리고 석유 값의 안정화에 돌입하고 있

는 국제 현황을 고려한다면 무선전력전송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
선전력전송 주파수와 전자파환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Ⅴ. 주파수와 전자파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파 강도를
각 주파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인체노출이 그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기구인 ICNIRP
과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기
준[11]의 차이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처럼 ICNIRP
는 IEEE가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렇듯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제시된 기준차도 다르지만, 각
국별로 받아들이는 법규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치를 제시

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에 있어서 최대 전송전력은 이들
의 기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완화되면 높은 전력
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IEEE 기준에 근거하면 보다
높은 전력을 전송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전자파인체
영향에 대한 규제치 선정에 있어서 그 선택 방향이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여실이 볼 수가 있다. 또한, 
그림 9처럼 저주파 대역이 보다 완화된 규격을 가지고있
음을 볼 수가 있다. 공진체의 크기는 주파수가 높으면 작
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이드라인에서 최

적의 주파수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그림 9에서
붉은 점선의 동그리미 부분). 낮은 주파수에서 완화된 규
격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낮추어 높은 전력

을 보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보내고자 하는
최대전력이 결정된다면 최적의 주파수가 결정된다는 점

을 알 수가 있다.  그림 10에서는 주파수가 다른 경우 전
자파환경 시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0 MHz에서 10 
Watt로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모델[9]

을 통해 송신하는 경우,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2210[14]에 준하여 측정한 결과에서 최고

474 mA/m임을 볼 수 있다. ICNIRP 가이드라인은 73 mA/ 
m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 점을 감안하면 가이드라인
을 무려 약 6배를 넘어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무선전력전송 인프라는 신서비스의 보고
Fig. 8. New services repository of WP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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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장
(a) Magnetic field

(b) 전기장
(b) Electric field 

그림 9. 주파수 배치와 최대전력전송과의 관계

Fig. 9. Spectrum and maximum transmission power.

 
그와 반면에 1.8 MHz에서 85 Watts 출력하는 경우, 최

고 785 mA/m로 측정되었으며, ICNIRP는 상기 주파수에
서 393 mA/m 이하를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약 2배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약간의 차폐기
술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도록 할 수가 있을 것이

다. 1.8 MHz에서는 높은 전력을 출력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가이드라인 대비 자기장 강도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 

(a) MIT 모델(mA/m) 
(a) MIT model 

(b) ETRI 모델(mA/m)
(b) ETRI model

그림 10. 저주파대역의 전자파환경(자기장) 측정 비교
Fig. 10. EM environment measurement(magnetic field) at 

low frequency.
 
따라서 낮은 주파수일수록 높은 전력을 보낼 수 있음

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전자파환경의 문제는 주파수 배
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며, 주파수 배치가 무선
전력전송 산업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주파수 배치와 인체
보호 가이드라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다. 전자파환경의 대책기술 중에 매우 중요한 분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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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정치기술[15]”이라 표기하겠음.)
이기도 하다. 그림 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치기술은 전
자파대책 측면에서 수 천 배의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주파수 배치를 통해 수 천 배의 전력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치기술은 앞의 그림 6에서 나타내
었듯이, 국내법을 어느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
는가에 따라 수 백 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무선전력전송은 사람들이 모여 결정하는 정치기술
이 전자파환경 대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것을 알수가있다. 주파수 결정은 전자파환경 만의문
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주파수 통일이라는 문
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 무선주파수로 할당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WPC는 110～205 kHz, PMA 
(Power Matters Alliance)는 227～357 kHz, A4WP는 국제적
인 주파수 통일을 위해 6.765～6.795 MHz 대역을 선택하
여 저전력 전송 분야의 주파수 표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자기공명 방식의 중전력 및 고전력의 무선

전력전송은 인체영향을 고려한 광대역의 최적주파수를

고려한 정책 진행이 필요하다.    

그림 11에는 ETRI에서 개발된 사람 접근 센서를 활용
하여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
술은 사람이 접근하면 인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서 전력을 낮추고, 멀어지면 전력을 높여 충전하는 기술
이다. 사람 접근에 따라 송신 전력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
야 하는지를 결정한 실험 결과를 그림에 나타내었다. 미
래에 고속충전 및 대전력 전송기술에 활용이 가능한 기

술이다. 그러나 사람 접근 센서를 활용한 전력제어 기술
은 자동차 내부와 같이 운전자가 탑승하는 경우 적용하

기에는 어려운 기술이다. 따라서 충전 중에 전자파환경
대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 기술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Ⅵ. 무선전력전송 산업활성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MIT 쏠지아치치 교수팀에서 자기공명 기술의 가능성
을 보인지 이제 7년이 지나갔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전
문가들이 관심을 집중하여 개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관심주기에서 침체기를 벗어나
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제는 산업 활성 및 확산의 시
기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산업활성 및 확산에 대

한 대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산업 활성 방향은 그야 물론 그림 12처럼 ITU-R 통일
된 주파수가 정해지기 위한 주파수 선도화 정책을 지속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전자파환경 정책에 대한 선진화
를 위해 저주파대역 전자파 흡수율 측정과 국제 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규제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소
외계층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사전 위험성 관리를 도입하여 전자파환경의 선진화가 추

진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전자파환경 분야는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분야이

다. 무선전력전송 분야는 무선통신 최대전력전송으로 진

그림 11. 사람 접근 센서를 활용한 전력제어 기술
Fig. 11. Technology to protect human from EM exposure.

그림 12. 무선전력산업 활성과 확산의 방향
Fig. 12. Direction of WPT industry revitalization and diffu-

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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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때문이며, 주파수 선택은 전자파 인체영향 대책에
있어서 수천배의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전
력 전송 분야는 인체영향 규제치를 고려한 주파수 선택

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에는 유비쿼터스화
기술 속성으로 인접기기가 매우 발전할 것이며, 임플란트
기기, 웨어러블기기, 휴대기기, 모바일기기와 같은 인접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대책을 고려하여 무선전력전

송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술 개발 분야는
원천기술 개발에서 고속충전기술, 고효율전송기술 등 사
용자 요구기술 그리고 전자파 환경대책 기술과 같은 시

장요구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휴대폰과 자동차 위주
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 정책과는 달리 저전력, 중전
력, 대전력 균등적 R&D 투자 확대와 에코시스템을 가동
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서비스 수용과 수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중소․중견업체도 사업하기 좋

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림 13처럼 무선전력전송기술은 더 큰 미래 세상을
선도하는 기술이다. 전파로 정보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에
너지를 함께 보내게 되므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

롭고, 이동중에 휴대할수있는에너지를 높여줄 수있는
역할을할 수있으며, 인프라를통한보다 많은 새로운서
비스를 창출하고, 잠들었던 물건들에게 전원을 자유롭게
공급하므로 인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 확산하는 보다 큰

기술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휴대전력이 늘어나
면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인가? 휴대폰만 들고 다닐까? 능
동 임플란트, 웨어러블, 포터블기기, 모바일기기인 인접

기기(Closed EM Devices)의 발전을 촉진하고, 휴대 도우
미 로봇의 능력을 확대할 것이다. 1인당 1개의 이동형 슈
퍼컴퓨터를 휴대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무선전력전
송은 더 큰 세상인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다. 세계 최고
의 고효율과 고속충전기술을 확보하고, 전자파환경과의
조화를 선도하고,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
한 산업 활성과 확산을 유도한다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

는 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References

[1] 윤재훈, "스팩트럼이용 과학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전자파학회특집호, 2014년 7월.

[2] "제3차 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안) 국민행복과 경제부
흥을 위한 하이파이브 전략", 관계부처합동, 2013년 7
월.

[3]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IPCC AR5 WG1, 2013년 9
월.

[4] NEIC: Historic World Earthquakes, http://earthquake. 
usgs.gov/regional/neic

[5]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http://www. 
usgs.gov/

[6] K. Dickerson, "Earth's magnetic field Is weakening 10 
times faster now", Live Science, Jul. 9. 2014.

[7]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I장4절 1차 에너지기본계획
(’08)에 대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1월.

[8] 윤재훈, "무선전력전송 국가산업 활성화방안", 한국전
자파학회논문지특집호, 2014년 7월.

[9] André Kurs, et al. "Wireless power transfer via strongly-
coupled magnetic resonances", Science 317, 83(2007).

[10] ICNIRP Guidline, "시변 전자기장(1 Hz～100 KHz) 노
출 제한을 위한 지침", 2010 Health Physics Society.

[11] "Recommended practice for measurements and com- 
putations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
lds with respect to human exposure to such fields, 0～
100 kHz", IEEE PC95.3.1TM/D3.18, Nov. 2009.

[12] Hye-Jin Song, Hansu Shin, Hyang-Beom Lee, Jae-Hoon 
Yun and Jin-Kyu Byun, "Induced current calculation in 

그림 13.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 비전
Fig. 13. Vision of WPT industry revitalization.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무선전력전송 산업방향 정책제언

709

detailed 3D adult and child model for wireless power 
transfer frequency range", IEEE Trans on Magnetics, 
2013.

[13] Ae-Kyoung Lee, Jaehoon Yun, "A comparison of speci-
fic absorption rates in SAM phantom and child head 
models at 835 and 1,900 MHz", IEEE Trans on EMC, 

vol. 53, no. 3, 2011.
[14] "Magnetic field levels generated by a.c. power systems 

- Measurement procedures with regard to public ex-
posure", IEC 62110 Ed.1, May 2009.

[15] 정용채 외 4명, 무선전력전송 이론 및 구현, 홍릉과
학출판사, 2014년 10월.

윤 재 훈

1984년 2월: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사)

1998년 8월: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
박사)

1990년 2월～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
임연구원

2002년 2월～2006년 12월: ETRI Journal 
전파방송편집위원

2005년 2월～현재: UST 이동통신/디지털방송학과 교수
2009년 2월～현재: KIEES 미래전파기술연구회 위원장
2012년 7월～2013년: 7월 NIST Guest Researcher
[주 관심분야] 전파 환경 기술, 표준 전파 발생 기술,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안테나 기술, 전파 측정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