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ireless power transmission market is growing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51.5% from $ 16.4 billion in 2015

to $ 131.1 billion in 2020.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technologies. Thus, this study identified trends in standards and regulations by market and by country. The

research collected and filtered a total of 69,488 worldwide wireless power transfer patents by June 2019 and extracted

a total of 28,555 patents. Based on this, technology development status was analyzed and predicted. In this study,

long-distance and short-range technology development wit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difficulty and low technology

development ratio could lead to growth of the entire wireless charging market. It is analyzed that investment and

policy preparation are necessary to secure source technology for long-distance / near technology development than

China, Japan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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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선충전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핵심적인 기술

로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표적

인 무선충전기술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본 연구

의 목적인 특허분석을 통한 무선충전 기술의 방향

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은 사실

전송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무선전력 전송기술은 원

거리무선충전기술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무선충전기술로 무

선전력 전송기술 부분에 집중하여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무선전력 전송기술내용의 현황과 시장

동향, 기술표준 및 규제현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무선전력 전송기술 개요

무선전력 전송기술은 전송방식(거리, 용량 등)에

따라 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 3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문정익 외, 2017). 이 중에서 자기유도방

식(근거리)의 경우 많은 기업에서 상용화를 추진

하고 있는 반면, 자기공명방식의 경우 낮은 효율

과 전자파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사업

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 무선전력 전송방식

원거리 무선전력 전송기술은 5m 이상 떨어진 물

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것은 급증

할 IoT 기기의 전원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승연 외, 2017).

1.2 무선전력 전송기술 시장동향

무선전력 전송기술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20년 휴대폰의 40% 수준에서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2017 HIS Markit)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2015년 16.4억 달

러에서 2020년 131.1억 달러로 연평균 51.5%의

높은 시장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표준 및 기술

개발로 인한 사업화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2015

년 삼성 Galaxy S6 스마트폰과 애플의 스마트워

치의 등장으로 자기유도방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무선전력 전송기술에 관하여 후방산업과 전방산

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후방산업에는 무선전

력 송․수신기 제조(자기 송․수신코일, 송․수신

제어회로, 통신회로, 전력 공급장치, 케이스, 배터

리모듈 등)를 대표적 기술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방산업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

기, 노트북, 태블릿 PC), 전기자동차, 산업용 기기,

의료기기, 가전기기,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대표

적 기술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기에너지를 에너

지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활용이 가능하므

로 사업성 및 파급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MarketsandMarkets, 2016; 박기준, 2015; 김진

외, 2014).

최근 원거리 무선전력 전송을 위한 마이크로웨이

브(RF) 방식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원거리 무선전력 전송의 해결책으로 마이크

로웨이브방식의 Wattup, Cota 기술 등이 개발되었

다. 자기장 방식에 비해 효율은 떨어지지만 10m 이

상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이대건 외, 2016). 마

이크로웨이브 방식은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방식

으로 상기와 같은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한편으로

는 주파수 확보의 어려움, 주파수 간섭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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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료구분 검색DB 분석구간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유럽연합(EPO),
중국(SIPO),
PCT(WIPO)

특허공개/
등록공개정보 WINTELIPS ～2019.

06. 22.

<표 2> 검색 DB 및 검색범위

※ 한국, 일본 및 유럽특허 : 출원일 기준으로 분석. 일반
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아직 미공개
상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7～2019년 자료는 유
효하지 않으므로 정량분석은 ～2016년까지 한정함.
단, 정성분석에는 가장 최근 특허자료까지 포함

※ 미국특허 : 등록일 기준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도 유효하므로 정량분석은 ～2018년 데이터까
지 포함하였으며, 정성분석은 2019년 자료도 포함. 반
면 미국공개특허는 출원시 선택에 따라 공개되어 통
계적인 의미는 없으므로 정량분석 대상에서는 제외
하고, 정성분석에만 포함

※ 검색식 : ((무선충전* 무선전력* ((무선* wireless*
indutiv* 비접촉* 무접촉* 무접점* 원거리* 근거리*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먼곳* 인접* 유격* 근처*
근접* 접근* range* distan*) adj (충전* 전력* 에너
지* 파워* charg* recharg* power* energy*))) ((전
력전송* 전력송신* ((전력* 에너지* 파워* power*
energy*) near (전송* 송신* transmit* transfer*
recept*))) ~~(생략)

[그림 2] 기술 및 국가별 특허건수 현황

회사명 방식 전송거리(cm)

Ossia RF 1000
Flex Power 자기공명 1000
Wi-Charge 적외선 1000
Energrous RF 600

KAIST
자기공명 50
자기공명 500

uBeam 초음파 450
WiTricity 자기공명 200
KETI 자기공명 100
ETRI 자기공명 100
INTEL 자기공명 70
KERI 자기공명 20
Google 자기유도 10

<표 1> 무선전력 전송기술개발 동향

1.3 무선전력 전송기술 표준 및 규제현황

무선전력 전송기술의 표준 및 규제현황에 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KDB, PBA

등)을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전자파 인체

영향 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김성민

외, 2016).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자기유도방식 기

술 또는 근거리, 저전력에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력 및 원거리 전력 전달 디바이스, 강

한 누설 필드를 갖는 동작과 약한 결합 계수와 거

리를 두고 자기공명방식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디

바이스 및 의료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무선충전기술의 발전방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WINTELIPS(윈텔립스) DB를 활용

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대상으로 2019.

06. 22. (검색일) 기준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유

럽, 중국) 및 PCT(국제)에 공개/등록된 특허를 추

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무선충전 기술 전체와 근/중거리

및원거리충전이가능한기술별(자기유도, 자기공명,

마이크로파) 검색식을 작성하여 총 69,488건의 특

허문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무선충전 기술을 이용한 특허문헌, 특히 자기유도,

자기공명, 마이크로파 기술을 기반으로 근/중거리

및 원거리 무선충전에 관한 유효특허 총 28,555건

을 재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 및 국가

별 특허건수 현황을 추출할 수 있다.



92 양동원․이행병

3. 분석결과

3.1 국가/연도별 특허 현황

무선충전 기술의 국가 및 연도별 특허 현황에 관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에서는 주요 국

가별 무선충전 특허출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무

선충전 기술 관련 특허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0%), 미국(20%), 그리고 한국(17%)이었다.

[그림 4]에서는 주요 국가별 무선충전 특허출원 연

평균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2010～2016년 특허

출원 연평균성장률은 22%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성

장률은 평균이상으로 각각 27%, 40%였으나 한국은

평균 이하의 성장률인 11%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주요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그림 4] 주요 국가별 특허출원 연평균 성장률(’10~’16)

3.2 출원인별 특허 현황

무선충전 기술의 특허출원인별 특허 현황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국의 기술특허 출원은 2007년 이후를 기점으로 급

속히 늘어나는 추세로서 발전기 관련 특허를 중심으

로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이 이루어져 왔다. 출원기

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6]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한국(KIPO)은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KAIST, ETRI

등 연구기관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역시 2007년 이후를 기점으로 대기업을 중심으

로 특허출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한국 특허출원 추세성 분석

[그림 6] 한국 주요 출원인 현황

3.3 기술별 특허 출원현황

무선충전기술별특허출원현황분석결과는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7]에서는무선충전기술별 특허 출

원현황을제시하고있다. 기술별성장률및점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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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술별 특허출원 현황

[그림 8] 기술별 특허출원 연평균 성장률(’10~’16)

[그림 9] 출원인 국적&기술별 출원건수

[그림 10] 출원인 국적&기술별 출원점유율
무선충전일반기술이 33%, 68%, 근거리기술이 19%,

32%, 원거리기술이 17%, 10%로 기술개발 난이도

가 높은 기술의 성장률 및 점유율이 가장 낮은 것으

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 기술의성숙도와 시장

의 니즈에 따라서 무선충전기술과 근거리 기술위주

의 개발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무선충전 기술별 특허출원 연평균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다. 2013 이전의 경우 근거리

와 원거리 무선충전 기술의 합이 무선충전 일반 기

술의 출원량과유사하다. 2013년 이후부터 무선충전

일반기술의출원량이급격히증가했다. 무선충전기

능을포함하는일반특허의출원점유율은 58%로가

장높으면서성장률도급상승(CAGR : 33%)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무선충전 기술수준이 성숙될수록

시장 내 활용도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에서는 무선충전기술 출원인 국적 및 기

술별 출원건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출원

인은 무선충전 일반 분야의 점유량은 1위에 해당하

지만 원거리/근거리 기술은 타 주요 국적(특히 중

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0]은

무선충전기술 출원인 국적 및 기술별 출원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국적 출원인이 원거리 기술분야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각

각 14%, 15%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거리 분야에서

한국은 31%, 유럽, 중국, 미국은 각각 41%, 35%,

34%로 나타났다.

<표 3>은 각 주요출원인이 기술분야별 출원 건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허출원 활동을 가장 활

발하게 하고 있는 출원인은 퀄컴, 삼성전자, LG이

노텍, 파나소닉,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이었다. 한

국 출원인으로 삼성전자, LG이노텍, LG전자, 삼

성전기, 한림포스텍,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과 연구

기관(ETRI, KAIST)이 상위 30위를 차지했다. 한

국 출원인은 대부분 근거리와 일반 기술분야의 특

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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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주요출원인 근거리 원거리 무선충전 일반
1 QUALCOMM 621(37%) 25(1.5%) 1032(61.5%)
2 SAMSUNG ELECTRONICS 508(31.3%) 47(2.9%) 1067(65.8%)
3 LG INNOTEK 332(28%) 18(1.5%) 835(70.5%)
4 PANASONIC 185(23.7%) 74(9.5%) 521(66.8%)
5 LG ELECTRONICS 121(25%) 17(3.5%) 346(71.5%)
6 SAMSUNG ELECTRO-MECHANICS 153(31.9%) 27(5.6%) 299(62.4%)
7 INTEL 83(21.9%) 4(1.1%) 292(77%)
8 WITRICITY 152(41.3%) 2(0.5%) 214(58.2%)
9 TDK 130(40.1%) 12(3.7%) 182(56.2%)
10 ENERGOUS 48(16.6%) 6(2.1%) 235(81.3%)
11 APPLE 88(34.8%) 8(3.2%) 157(62.1%)
12 TOSHIBA 83(33.3%) 39(15.7%) 127(51%)
13 TOYOTA INDUSTRIES 23(10.5%) 58(26.5%) 138(63%)
14 HANRIM POSTECH 55(25%) 9(4.1%) 156(70.9%)
15 HYUNDAI MOTOR 29(13.8%) 8(3.8%) 173(82.4%)
16 ACCESS BUSINESS GROUP INTERNATIONAL 113(60.1%) 0(0%) 75(39.9%)
17 TOYOTA 49(25.8%) 19(10%) 122(64.2%)
18 PHILIPS NV 134(71.3%) 3(1.6%) 51(27.1%)
19 IHI 18(11.1%) 3(1.9%) 141(87%)
20 OSSIA 7(4.4%) 14(8.8%) 139(86.9%)
21 ETRI 70(40%) 31(17.7%) 74(42.3%)
22 NITTO DENKO 81(50%) 11(6.8%) 70(43.2%)
23 KAIST 58(35.4%) 29(17.7%) 77(47%)
24 SONY 65(43.6%) 9(6%) 75(50.3%)
25 FUUITSU 78(53.4%) 14(9.6%) 54(37%)
26 NISSAN MOTOR 10(6.9%) 8(5.6%) 126(87.5%)
27 AMOSENSE 38(26.6%) 12(8.4%) 93(65%)
28 CANON 20(15.7%) 14(11%) 93(73.2%)
29 MEDIATEK 39(32.2%) 2(1.7%) 80(66.1%)
30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63(50.8%) 4(3.2%) 57(46%)

<표 4> 주요출원인별 핵심 개발 분야 현황

랭킹 주요출원인 근거리 원거리 무선충전 일반
1 QUALCOMM 621 25 1032
2 SAMSUNG ELECTRONICS 508 47 1067
3 LG INNOTEK 332 18 835
4 PANASONIC 185 74 521
5 LG ELECTRONICS 121 17 346
6 SAMSUNG ELECTRO-MECHANICS 153 27 299
7 INTEL 83 4 292
8 WITRICITY 152 2 214
9 TDK 130 12 182
10 ENERGOUS 48 6 235
11 APPLE 88 8 157
12 TOSHIBA 83 39 127
13 TOYOTA INDUSTRIES 23 58 138
14 HANRIM POSTECH 55 9 156
15 HYUNDAI MOTOR 29 8 173
16 ACCESS BUSINESS GROUP INTERNATIONAL 113 0 75
17 TOYOTA 49 19 122
18 PHILIPS NV 134 3 51
19 IHI 18 3 141
20 OSSIA 7 14 139
21 ETRI 70 31 74
22 NITTO DENKO 81 11 70
23 KAIST 58 29 77
24 SONY 65 9 75
25 FUUITSU 78 14 54
26 NISSAN MOTOR 10 8 126
27 AMOSENSE 38 12 93
28 CANON 20 14 93
29 MEDIATEK 39 2 80
30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63 4 57

<표 3> 주요출원인별 기술출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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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주요출원인이집중하고있는기술분야를

분석한 것으로 붉은색 셀은 집중도가 높은 Top10위

를 표시한 것이다. 퀄컴, 와이트리시티, TDK는 근

거리를 파나소닉, 토요타인터스트리, 도시바는 원거

리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와이트

리시티는 퀄컴의 무선충전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플

랫폼 일부와 IP자산(주로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기

술 개발)을 인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IP자산 인수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3.4 키워드 분석을 통한 핵심 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무선충전 핵

심 기술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분석을 실행한 결

과 자기유도, 자기공명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이러한 기술은 모바일 및 전기자동차 등의 적

용처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4.1 근거리 기술 분석

먼저, 근거리 기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3～

’17년근거리기술키워드분석결과, MI기술의상용화

로 상대적으로 코일 간 공진주파수(Resonant Fre-

quency)를 이용한 MR기술 특허가 다소 빈도가 높

았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13~’17 근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

[그림 12] ’18~’19 근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

’18～’19년 근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결과, 자기유

도 기술을 활용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효율성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NFC 기술

을 이용한 휴대기기 접목키워드 분석을 실행한 결과

자기유도, 자기공명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모

바일 및 전기자동차 등의 적용처에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참조).

3.4.2 원거리 기술 분석

다음으로원거리기술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13

～’17년 원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결과, 기술적용은

고주파(전류/전원) 등을 적용, 원거리 충전기술 향상

에 집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및 휴대용

기기에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13~’17 원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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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원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결과, 대부

분 과거와 비슷한 기술 연구 흐름이 보였고 특이

점으로는 전자기파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용 센서

등에 활용한 부분이었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18~’19 원거리 기술 키워드 분석

3.4.3 미국의 중점 연구/기술 분석

미국의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3～’17년 미국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

드 분석결과 MI 기술과 MR 기술이 함께 활용되며,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전기자동차․전자 장치 충전관

련 기술개발, 근거리 통신 기술개발에 집중된 것으

로 분석된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13~’17 미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18～’19년미국에서의중점연구/기술키워드분석

결과, 연구 및 기술개발은 기존 기술을 활용, 제어회

로를 다양화하여 물체인식․물질검출 등의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18~’19 미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3.4.4 중국의 중점 연구/기술 분석

중국의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3～’17년 중국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

드 분석결과, 자기장과 코일을 이용한 MI기술에 비

해 MR기술 특허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연

구 및 기술개발이 전기자동차․배터리 등에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13~’17 중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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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중국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

석결과, MI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자동차․로봇․드

론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용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18～’19 중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3.4.5 일본의 중점 연구/기술 분석

일본의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3～’17년 일본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

드 분석결과, 코일 부품과 주파수를 기반으로 MI기

술을 소형 무인운반차(AGV) 및 휴대용 기기에 활

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13~’17 일본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18～’19년 일본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

석결과, 공진(회로/주파수)와 고주파 전력 등을 활

용한 MR기술 활용이 증가, 유도가열 조리기에 적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18～~’19 일본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3.4.6 한국의 중점 연구/기술 분석

한국의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3～’17년 한국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결과, 코일(송/수신) 부품 등을 활용한 근거리

자기유도기술을 주로 사용, 휴대기기 충전기에 연구

개발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13~’17 한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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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한국에서의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

석결과, 공진 주파수가 동일한 코일간의 자기공명

기술을 활용하여 전송거리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기술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분석되었다. 이러

한 이유는 원천기술문제, 국가기술지원, 기술개발

환경, 시장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림 22] 참조).

[그림 22] ’18~’19 한국 중점 연구/기술 키워드 분석

4. 연구결과

무선전력전송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15년 16.4

억 달러에서 2020년 131.1억 달러로 연평균 51.5%

의 높은 시장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표준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화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따

라서 전 세계 시장 및 국가별 표준/규제 동향을 분

석함으로서 향후 무선충전 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충전 기술의 향후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의 전 세계 무선전력 전송

관련 특허(총 69,488건)를 수집하고 필터링하여 총

28,555건의 특허를 추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키워

드분석을 통해 기술 개발 상황을 분석,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근거

리와 원거리에 따라 무선충전 기술의 동향과 방향

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별 무선충전 기술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미

국, 중국, 일본 등에서 각각 집중하는 기술방향에

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주요 기술선

진 국가의 기술개발 수준에 비해 원천기술 개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고 기술개발 비율이

낮은 원거리, 근거리 기술개발은 향후 기술의 성

숙도와 시장의 기술적 니즈에 따라서 무선충전 전

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중국, 일본, 유럽 기술개발에 따라 원천

기술, 국가기술지원, 기술개발환경 등 한국 내 다

양한 투자 및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연

구과제로서는 연구/기술 키워드분석으로서 접근하

기 어려운 특허의 질적 분석을 통해 기술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에 있어서 기술적 구현, 생산

에 있어서 요구사항 등 다양한 기술적 고려사항을

반영한 연구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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