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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  
 Wireless Energy Transfer Technology          

강승열 (S.Y. Kang) 

김용해 (Y.H. Kim) 

이명래 (M.L. Lee) 

정태형 (T.H. Zyung) 

IT 혁명의 근간이 되는 무선통신기술은 개인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단순 정보 전

달에서 음성 및 화상 통화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단말기

를 작동하게 하는 전력 또는 에너지는 여전히 유선으로 공급하거나 전지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만일 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다면 IT 기술은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무선 에너지 전송은 백 년 전의 테슬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인류의 꿈이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20세기 초 무선 에너지 전송

을 상상한 테슬라로부터 근래의 다양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을 소개한다. 전자기파 

방사를 이용한 기술과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을 개괄하고, 

이러한 기존 기술을 넘어 근거리에서 공진 현상을 이용한 비방사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MIT의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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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파의 발견 이후 무선으로 신호 및 정보를 전달

하는 기술은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음성 정보 전달에

서 TV 방송을 통한 음성/화상 정보의 전달로 그 범

위가 확대되었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화기의 개발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진 이후 무선 통신 기술과의 

접목은 최근 CDMA 기술, IMT-2000 등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각 개인간 무선 음성 통신에서 이

제는 화상통신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현재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등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휴

대폰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 기술

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IT 혁명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무선이 아닌 유

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많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무실을 둘러보자. 지금 저자는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에 문서 작성기를 띄워 놓고는 이 글을 작성

하고 있다. 볼 마우스는 케이블로 본체의 뒤에 연결

되어 있고 키보드 연결 케이블은 책상 밑을 돌아 역

시 본체 뒤에 연결된다. 모니터와 책상으로 가려진 

컴퓨터 본체의 뒤를 돌아보면 더 많은 케이블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 중 몇몇은 그런대로 무

선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전원

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주변기기들이 무선 통신

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기들은 여전히 유

선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 모니터의 뒤나 책상 밑

의 상황은 이렇지 않은지((그림 1) 참조) — 또한, 무

선통신기술의 핵심인 휴대정보기기의 경우도 통신

은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대통신

기기의 작동을 위한 전력 공급은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고, 휴대정보기기의 기능이 복합화함에 

따라 사용 전력도 증가하여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

거나 또는 사용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개발되었

지만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7년

MIT 물리학과의 Marin Soljacic Group에서 개발된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은 이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고문은 다양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새로이 제안된 Marin Soljacic Group의 

Non-radiative Wireless Power Transfer 기술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테슬라의 이야기로부터 출

발해보자.  

Ⅱ. 테슬라의 꿈, 무선전력전송 

직류 대 교류 전쟁에서 에디슨에게 승리한 테슬

라는 그의 웅장한 그렇지만 언뜻 허황되어 보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1901년 건축가 스탠포드 화

이트(Stanford White)에게 의뢰한 설계를 바탕으로 

국제 방송 시스템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J.P. 모건 

(J.P. Morgan)은 이 계획에 150,000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Wardenclyffe Tower 또는 Tesla 

Tower((그림 2) 참조)로 명명된 이 187 feet(57 

meters)의 탑으로 테슬라는 무선 전화 네트워크, 시

간을 맞추는 동기 신호, 주식시장 속보, 휴대용 수신

기, 개인 간의 통신, 라디오 뉴스 서비스 등을 제공

하려고 하였다[1]. 그러나, 이 불행한 천재의 꿈은 

주식시장의 붕괴와 치솟는 물가로 인한 건축 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더 이상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 모건에게 

(그림 1) Cable과 Plug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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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테

슬라는 Wardenclyffe Tower로 이루려고 하였던 

숨겨진 꿈이 무선통신이 아니라 무선 에너지 전송이

라고 털어놓게 된다[2]. 공사는 중단되고 뼈대만 남

은 채 유지되던 탑은 1917년 7월 4일 마침내 다이

너마이트로 폭파된다. 스마일리 철강회사와 탑 소유

자 사이의 폐물 계약으로 파괴된 것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선 에너지 전송에 대한 꿈은 

무너지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테슬라는 무선전력전송에 관한 많은 특허를 출원

하였는데, 1897년에 출원하여 1900년에 등록이 된 

US patent 645,576에는 전송 방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림 3)은 특허에 예시된 무선 전송 장치의 

개략도이다. 당시로는 허황되어 보이기까지 하였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비록 테슬라의 초기 아이디어

와는 다르지만 여러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다음 절

에서는 지금까지의 여러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Ⅲ.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  

1.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Wireless Power 

Transmission Technology)의 필요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가전 제품, 휴

대기기와 사무용 기기 그리고 산업용 기기들은 발전

소에서 유선으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휴대기

기의 발달과 광범위한 사용은 유선 전력 공급이 휴

대기기에 적합한 전력공급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

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터리를 이

용하여 전력 공급을 받는 경우, 일정한 충전용량의 

배터리의 경우 휴대기기의 기능 향상은 재충전 주기

를 빠르게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전용량을 키

우는 경우 휴대기기의 무게가 늘어나 휴대성이 떨어

지게 된다. 더구나, 이제 일상 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의 경우 배터리를 모두 소모한 경우 쉽게 아

무 곳에서나 충전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laptop computer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러

한 전력공급의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휴대

 

(그림 2) 1903년에 촬영된 187 feet의 Wardenclyffe
Tower(Tesla Tower)의 모습. 이 탑은 세계
최초의 방송 시스템이었다. 테슬라는 이 탑을
이용하여 전리층을 통해 전세계로 전기를 공급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력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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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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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 TESLA. 
System of Transmission of Electrical Energy. 

(Application field Sep. 2, 1897) 

(No Model.) 

No. 645,576. Patented Mar. 20, 1900.

M
G 

(그림 3) 미국 특허 645,576에서 테슬라가 제안한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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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보다 배터리의 용량과 무게의 문제는 더욱 심

각한 상황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매우 많은 전자기기들의 전선

(cable)들이 플러그에 문어발처럼 꼽혀 있다. 만약 

이러한 전선들이 모두 제거되고 가전기기들이 전선

의 길이에 따라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전달되는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일상 생활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있

을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하여 사무실에서나 산업체

에서 에너지 전달이 무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있

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의 예 

무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력원에서 원하는 기기

로 전달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wireless power 

transmission 또는 wireless energy transfer)은 

이미 1800년대에 전자기유도 원리를 이용한 전기 

모터나 변압기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라

디오파나 레이저와 같은 전자파를 방사해서 전기에

너지를 전송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동칫솔이나 일부 무선면도기도 실상은 

전자기유도 원리로 충전된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에너지 전송 방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자의적인 분류이기는 하나 전송거리를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1) 원거리 전송: 전송 거리가 수 km에서 수백 

km까지의 영역을 원거리 전송으로 분류하였

다. 위성에서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성하고 

이를 지상에 무선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

술이나 rectenna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무인 

비행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 등이 여기

에 속한다. 

(2) 근거리 전송: 전송 거리가 수 m에서 10m 내

외의 비교적 짧은 거리의 영역을 근거리 전송

으로 분류하였다. 수십 MHz의 주파수나 휴대

폰에서 사용하는 수백 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력은 1W 미만의 작은 에

너지를 전송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술이 전자

파 방사를 이용하므로 고출력으로 전력을 전

송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

어 고출력 전송에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자파 방사는 전방향성(omnidi-

rectional)이어서 효율이 저하되므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MIT의 non-radiative wireless 

power transfer 기술은 이 영역에 속하기는 하나 

전송방식의 차이로 인체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적다. 

이 기술은 따로 분류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3) 비접촉식 전송: 전송거리가 수 mm 내외로 단

지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뿐, 전력공

급원과 기기가 거의 밀착되는 형태이다. 대부

분 자기유도(inductive coupling) 현상을 이

용하며 에너지 전송 효율이 뛰어나다. 가장 실

용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방식으로 아직도 

다양한 기기에 응용이 되고 있다.  

가. 원거리 전송 기술 

미국 NASA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태양전지를 

장착한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상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Sun 

Power Satellite(SPS)”라고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지구를 도는 위성((그림 4) 참조)에서 태양전지를 통

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지상에 전파의 형태로 전

송하는 것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면 에너지를 공해 없

 
<표 1> 무선 에너지 전송 분류 

분류 전송 거리 특성 

원거리 전송 수 km~수백 km 
수 GHz 주파수 사용 
고출력 전송 

근거리 전송 수 m~10m 내외 
수십 MHz~수백 MHz
저출력 전송 

비접촉 전송 수 mm 내외 
고효율 전송 Inductive 
coupling을 이용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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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한정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성에 장착된 

태양전지에서 변환된 에너지는 2.45 또는 5.8 GHz

의 주파수로 변환되어 사막에 설치된 지상안테나 어

레이(array)에 공급된다((그림 5) 참조). 

이 계획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우선 효율성

에서 과연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용 주파수가 생명체에는 치명적인 것이어

서 수신 범위 내에는 생명체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지상에서 상공으로 무선으로 전

력을 공급하여 무인 비행기를 가동시키는 실험이 

성공하였다. Canada’s Communications Research 

Centre에서 수행한 이 계획은 SHARP라는((그림 

6) 참조) 이름으로 1987년 지상에서 5.8 GHz의 주

파수로 전송한 전력을 사용하여 지상 21 km 상공에

서 1시간 동안 2 km의 반경을 비행하는 데 성공하였

다. 지상의 마이크로파 안테나 어레이(microwave 

antenna array)로부터 고주파의 형태로 방사된 에

너지는 비행기의 후방에 장착된 rectenna(recti-

fying antenna)에서 수신하여 DC 전원으로 변환하

여 사용하게 된다. 앞선 SPS 계획과 마찬가지로 사

용 주파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대역이다.  

원거리 전송은 거리를 고려할 때, 대부분 2.45 또

는 5.8 GHz 대역의 microwave를 사용하는 전자기

파방사형(electromagnetic radiation) 방식이다. 고

주파를 사용하므로 인체에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어

서 에너지의 송수신이 특정 지역에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개는 지향성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하

는 대규모 시스템이다.  

 

(그림 4) Sun Tower의 상상도 
 

(그림 5) SPS를 통한 무선 에너지 전송 개념도 

Photovoltaic(PV) Conversion @ 
35~50% Efficiency and ~1000 W/kg 

Phased Array Conversion to Microwave 
RF Beam @ 2.45 GHz or 5.8 GHz and 

>80% Efficiency Goal 

Rectifying Antenna 
Conversion of RF to Voltage 

@ >85% Efficiency Goal 

Management & Distribution of 
Baseload Power to Local Grid 

(e.g., 1.2~4.8 GW, 1~10 Beams)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rom Space to Earth 

@ ~90% Efficiency Goal 

Incident Sun Light in GeoStationary  
Earth Orbit @ 1358 W/m2 

Large Thin- 
Film Optics 

Typical Scenario 

Large SPS in GEO 
(e.g. 24 Satellites & -30 GW Total)

Microwave Power 
Transmission 

(2.45 GHz or 5.8 GHz) 
Power ~1.2 GW 

(Delivered on the Ground) 

1.2 GW Power
to Local

Distribution

Overall Dimensions: 
~5 km×~15 km 

1999~2000: One Product of the SERT Program 
Integrated Symmetrical Concentrator Concept 

6.5 km×8.5 km 
Rectifying 
Antenna 

(Rectenna at 5.8 GHz)

Multi- 
Bandgap PV

Solid State 
WPT 

Low
Power

Density
Microwave

Beam

High Power
Density 

Microwav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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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거리 전송 기술 

수 m 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근거리 전송 기

술은 전자파 방사에 기반하고 비교적 작은 출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필립스전기(Philips Electron-

ics, N.V.)의 자회사인 파워캐스트(Powercast LLC) 

[3]는 라디오파(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무선 센서, RFID, 이식용 의료 기기 등 낮은 전력을 

요구하는 전자 기기에 무선으로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하였다. 2003년부터 개발되어 현

재 피츠버그 동물원에서 자체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실험적으로 파워를 공급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파워

캐스트 비컨(PowercasterTM)으로부터 900 MHz 

대의 라디오파를 송신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센

서의 전지에 부착된 파워하베스터(Powerharves-

terTM) 모듈을 통해 센서를 충전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이 시스템에는 효율이 높은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지만, 가정용 제품에는 방출되는 전자파를 줄

이기 위해 전방향식 비컨(beacon)이 사용되며 이 

방법으로 반경 1 미터 이내의 기기에 밀리와트 단위

의 전력을 전달하게 된다. 이 기술은 이미 FCC의 승

인을 받고, 2007년 말부터 필립스 제품에 적용될 예

정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자기 방사의 특징인 전

방향성 특성으로 인해 전송 효율이 매우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고전력을 요구하는 기기의 경우, 충전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송신부의 출력을 높이게 되면 인체에 해를 끼

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사용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방법으로는 적

합하지 않다.  

이 밖에도 전자기 방사가 아닌 초음파를 이용하

여 근거리에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이 제안되기

도 하였다((그림 8) 참조). 

다. 비접촉식 에너지 전송 기술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원하는 기기로 전달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 중에서 자기유도(magnetic in-

 

(그림 6) SHARP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선전력전송을
이용한 무인 비행기. 비행기 후방의 디스크 모
양은 Rectenna로서 지상의 Microwave An-
tenna Array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DC로 변
환하는 장치이다. 

1  THE TRANSMITTER plugs into the wall socket and 
broadcasts safe, low-power radio waves. 

3  TINY RECEIVERS in your devices “hear” frequencies 
around the original one, capturing up to 70 percent of 
the radio signal’s energy. That energy is converted 
into DC electricity. 

(그림 7) Powercast의 에너지 전송 개념도. 일반 플러
그에 접속된 Transmitter로부터 라디오파를
이용하여 Receiver로 에너지를 전송한다. 현
재 전송 전력은 100 mW 정도로 비교적 낮은
출력이다. 

1 2
3 

2  THE RADIO WAVES change their frequency as they 
bounce off objects and walls. 

Illustration: XPLANE.COM

A BUZZ IN THE AIR 
How Powercast’s system turns radio waves into DC voltage.

ultrasound
power unit

 
12 

14
compatible receiving device 

19 

20 
ultrasound 
receiver & 
transponder 

 
18 

to battery 
charging circuits16

Generic electrical power transmission system 

(그림 8) 초음파를 이용한 에너지 전송 특허. US 
Patents 6798716 by Charych Ar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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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n) 현상을 이용한 것은 이미 1800년대에 전

기 모터나 변압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

히 사용하는 전동칫솔((그림 9) 참조)이나 일부 무선

면도기도 실상은 전자기유도 원리로 충전된다. 하나

의 코일에서 다른 쪽으로 자기장을 통해 전류를 유

도하는 자기유도는 양 코일의 상대적 위치와 거리, 

부하 전력이 정확해야만 하는 이유로 이러한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업체에

서는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여 핸드폰이나 PDA, MP3 

플레이어, 노트북컴퓨터까지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선충전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영국의 스플래시파워(Splash-

Power Ltd.)[4]가 개발한 스플래시 파워패드이다. 

이 제품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코일이 내부에 촘

촘이 배열되어 있는 평판형의 패드로서 각 휴대용 

기기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스플래시파워 모듈 내의 

작은 코일을 통해 전력을 전달한다((그림 10) 참조). 

충전패드에만 전원을 연결시켜 주면 패드의 표면 어

디에서나 어떤 위치에 놓인 휴대용 기기들도 무선으

로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다.  

미국의 와일드차지(WildCharge, Inc.)[5]도 요

구 전력이 다른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

는 와일드차저 패드를 개발하고 시판을 계획하고 있

다. 가볍고 유연한 금속성 재질을 이용한 2.5 센티미

터 두께의 이 제품도 휴대용 기기를 올려 놓기만 하

면 바로 충전을 시작하며 각 기기에 부착하는 작은 

어댑터와 함께 동작한다((그림 11) 참조).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자기유도 현상이 아닌 금속 패드와 어

댑터 사이의 접촉을 통한 충전이어서 무선 에너지 

전송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패드 충전 방식과 

비교하기 위하여 소개하였다. 현재 Motorola의 레

이저(RAZR V3)용 충전 패드와 어댑터를 우선 판매

하고 있다.  

풀톤 이노베이션(Fulton Innovation, LLC.)[6]

은 다양한 제품에 통합할 수 있는 “eCoupled”라는 

무선충전기술을 발표하였다. 스플래시파워처럼 자

기유도에 기반한 eCoupled 기술은 최고 1400와트

까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98퍼센트의 효율로 

 

(그림 9) 비접촉식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 중 가장 실용
화된 제품인 전동 칫솔 

(그림 10) SplashPower사의 충전 패드. 여러 개의
휴대기기를 패드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충전
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1) WildCharge사의 WildCharger™ 
Adapter와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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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일반 충전 케이블의 

전환효율과 맞먹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충

전하는 쪽이 휴대기기에 장착되는 무선 어댑터들과 

전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교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각 요구 전력을 탐지하고 주파수

를 조정하여 전력 이송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

다. eCoupled 기술은 지난 6년간 풀톤의 자매회사

인 암웨이에서 판매하는 정수기에 적용되었다. 풀톤

의 eCoupled 기술을 적용한 첫 제품은 고급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비스테온(Visteon Corporation) 

[7]이 선보일 자동차용 컵홀더이다. 이 컵홀더는 자

동차의 12 V 전원에 연결되며 핸드폰이나 MP3를 

그 안에 넣어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도록 

하는 제품이다((그림 12) 참조).  Fulton Innovation

은 eCoupled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자동차의 중앙 콘솔이나 글러브 박스에 

핸드폰을 넣어 두기만 하면 충전된다든지, 주방의 

싱크대 위에서 일종의 쟁반이나 평판의 형태로 그 

위에서는 전기를 꽂지 않고도 주방 가전 제품을 바

로 동작시킬 수 있는 제품 등도 구상하고 있다.  

아직 실용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획기적인 아이

디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로는 일본의 동경대 

그룹의 대면적 전력전달시트(large area power 

transmission sheet)이다. 이 기술은 자기유도에 의

한 에너지 전달을 보다 용이하고, 저가격으로 만들

기 위해 plastic sheet 위에 유기반도체 트랜지스터 

기술과 MEMS 기술을 융합한 것이다[8]. 개발된 

sheet는 마치 벽지나 방안의 장판지처럼 벽과 바닥

에 부착하여 가전기기가 전원 케이블이 없이도 동작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실제로 21개의 LED가 

달린 크리스마스트리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Sheet에 coil 

array를 제작하고 각각의 코일에 MEMS 스위치와 

 

(그림 12) Foulton의 “eCoupled”. 위의 그림은 한
장의 패드에 다양한 기기를 올려 놓고 충전
할 수 있다는 제품의 개념도이고, 아래는 자
동차의 콘솔 박스에 장착하여 여러 휴대기기
를 충전하도록 하는 제품 사진이다.  

(그림 13) 일본 동경대 그룹의 대면적 무선전력전송
Sheet와 이를 바닥에 장판처럼 설치하고
LED가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를 동작시켰
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위치한 곳에서만 전력
이 공급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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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Sheet 위의 어느 위

치에 전자기기가 놓이는가를 센서를 통해 인식하고 

그 위치의 코일만이 MEMS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

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sheet를 벽지나 

장판 형태로 설치하여 어느 곳에 전자기기를 놓더라

도 자동으로 위치한 전자기기에만 전력이 공급되도

록 하였다.  

비접촉 전력전송 방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

분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개의 코일 사

이의 자기유도는 코일 사이의 거리 및 상대적 위치

에 매우 민감하여 두 코일 사이의 거리가 약간 떨어

지거나 틀어져도 전송 효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약점

이 있다. 그러므로, 근접거리에서만 가능한 방법으

로 전력 공급원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거의 1 cm 

이내 또는 수 mm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무선 에너지 전송으로는 거리가 너무 제한되어 있

다. 그러나, 전송효율이 높고 가장 실용화가 많이 진

행된 기술이다.  

Ⅳ. 비방사형 무선 에너지 전송 기술  

• Non-radiative Wireless Energy Transfer 

Technology 

MIT 물리학과의 마린 솔랴치치(Marin Soljacic) 

교수팀은 2007년 Science지[9]를 통해 기존의 무

선 에너지 전송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송기술을 

발표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의 원거리 전자파 방사

와는 달리 사용되는 주파수/파장에 비해 짧은 거리

에서의 전달로 근접장 효과를 이용하고 기존의 자기 

유도에서 나아가 송/수신부의 공진 주파수를 일치시

켜 매우 높은 효율로 “비방사형 중거리 무선 에너지 

전송(Non-radiative mid-range energy trans-

fer)”[10],[11] 기술을 개발하였다. 발표한 새로운 

방식의 무선전송기술은 기존의 전자기유도 보다 먼 

거리에서, 전자기방사 보다는 더 높은 효율로 에너

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두 매체가 같은 주

파수로 공진할 경우에 전자파가 근거리 전자장을 통

해 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감쇄파 결합

(evanescent wave coupl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원에 연결된 충전 스테이션이 이러한 전자장을 형

성하게 하고, 이 전자장 내에 MHz 대역의 같은 공

진 주파수로 설계된 수신기를 부착한 휴대용 기기를 

접근시키면 양쪽 간에 일종의 에너지 터널을 만들어 

수 미터 거리에 있는 휴대용 기기를 충전시킬 수 있

다. 특히, 이 에너지는 “비방사형(non-radiative)”

이며 자기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진 주파

수를 가진 기기가 존재할 때에만 기기로 직접 전달

되고,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공기 중으로 퍼지는 대

신 전자장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다른 전자파와는 

달리 주변의 다른 기계나 신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4) 참조). 전환 효율

은 약 50퍼센트 정도로, 이러한 파워 스테이션을 집 

안의 방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면 방 안의 핸드폰, 노

트북 컴퓨터를 포함한 휴대용 기기들을 언제나 자동

으로 계속 충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무선충전 제품처럼 일부러 충전 패드에 올려 

놓을 필요도 없게 된다.  

(그림 14) 위의 그림은 일반적인 전자기파에 의한 무선
전력전송 개념도, 아래 그림은 공진을 이용
한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개념도이다. 전송효
율이 아래가 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에너지
손실, 인체 무해성에서도 월등히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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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기술은 개발의 초기단계로 아직까지는 

무선전력 송/수신용 코일의 크기가 반지름 50 cm로 

매우 커서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

다. 그러므로 공진을 유지하면서 송/수신용 코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고효율의 전력전송을 위해서는 공진 조건과 함께 송/

수신 코일의 coupling을 크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데, 가정/사무실에 (그림 15)와 같이 설치할 경우 위

치에 따른 coupling이 매우 약한 지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기술 또한 필수적이다. 또한, 사용하

는 기기의 종류와 그 크기가 다양한 경우 하나의 전

력공급장치로는 전체의 공진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이 기술은 MIT에서 2008년 10대 기술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Intel사

는 2008년 IDF에서는 동일한 기술을 “Wireless 

Resonant Energy Link(WREL)”라는 이름으로 개

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그림 16) 참조)[12]. 

이 기술은 기술개발의 초기이기는 하나 그 파급

력이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은 

송/수신부 기기 크기가 크고, 출력단에서 전력을 자

유롭게 추출하기가 어렵다. 또한 실제 적용 측면에

서는 전력 공급부 코일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기기들이 많을 경

우 어떻게 전력을 배분하고, 기기의 전력사용량 또

는 충전량에 따라 전력 공급부에서의 조절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 등 산적한 문제가 매우 

많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이 기술의 장래성, 기

술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 기술개발에 착수하

였으며, MIT에서 발표한 기술 수준의 결과를 확보

하였다. 다양한 코일 구조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기

초적인 결과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후 수신부 코

일의 소형화에 중점을 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Copper coil
hidden in
the ceiling

Laptops and portable 
game players could 
operate without batteries 

Mobile phones and 
MP3 players would 
charge their batteries
automatically 

Desk lights 
would have no 
trailing wires 

(그림 15) 공진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에 의해 변화되는
사무실(개념도) 

(그림 16) IDF 2008에서 발표된 Intel의 Wireless 
Resonant Energy Link(WREL)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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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글을 마치며  

무선 기술의 시작에서부터 무선 에너지 전송은 

계획되었다. 테슬라의 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

패로 끝났지만 통신과 에너지를 모두 무선으로 전송

하려고 하였던 그의 꿈은 이제 서서히 실현의 단계

에 다가가고 있다. 기존의 많은 무선에너지, 무선전

력전송 기술은 실용화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지

만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향후 이러한 문제

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무선 기술로 발전하리라 기

대한다.  

아직은 멀어 보이는 기술이지만 국내의 많은 연

구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IT 산업에서 새로운 신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이러한 기술 개발의 작은 

파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약 어 정 리 

IDF          Intel Developer Forum  

SHARP    Stationary High Altitude Rela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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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adiative Wireless Energy Transfer: 비방사형 무

선에너지 전송. 지금까지의 무선 에너지 전송은 마이

크로파나 라디오파 등의 전자파를 방사하고 이를 수

신하는 형태이나, 공진현상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파

의 방사를 최소화 하면서도 에너지 전송이 가능하다. 

Rectenna: Rectifying Antenna. 마이크로파로 전송된 

에너지를 DC로 변환시키는 장치. 

WREL: Wireless Resonant Energy Link. Intel사에서 

자사에서 개발중인 비방사형 에너지 전송 기술에 적

용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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