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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까지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노

력을 계속해왔다. 특히 원거리 의사전달, 각종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무선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초고속 무선통신 시대를 열게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 무선의 시대를 가로막는 큰 장

벽의 하나가 바로 전원 문제이다. 지금까지 전원은 일부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선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 또한 유선 충전기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를 사용

하였다. 이러한 유선 전원으로 인해 자유로운 전기, 전

자기기의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선 없이 각종 전기, 전자 기기를 충전하거나 전기에너

지를 공급할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

mission: WPT) 기술은 100여 년 전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지 않아 극히 제한된 기기에서만 일부 응용됐다. 이렇

게 제한적이었던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07년 자기공

명 방식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기술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다[1]. 특히 스마트폰

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배터리 부족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스마트워

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무선전력전

송 기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

용자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

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선충전 시장을 선도

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무선충전 기술의 개요와 시장 전망을 우선 제시하

고, 국제 표준화 동향,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봄

으로써, 기술 개발 현황 및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무선충전 기술의 개요 및 전망 

1. 무선충전 기술 개요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에너지를 선 없이 배터리를 충

전하는 기술로, 일반적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전자기장으

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현재의 무선충전 기술은 대부분 

자기장의 유도 원리를 이용하여 송신기에서 수신기를 

거쳐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그림 1)은 일반적인 

무선충전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

로 무선충전 시스템은 220V의 상용 AC 전원을 RF 신

호로 변환하는 송신기와 자기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송수신 코일, 그리고 입력되는 RF 신

호를 부하가 요구하는 전력으로 변환하는 수신기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무선충전 기술은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명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자기유

도방식은 밀착형 무선충전 방식으로 1차측 코일과 2차

측 코일 사이의 전자기유도(induction) 현상을 이용하여 

최대 수 c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수 W에서 수 kW의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기유도방식은 근거

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송효율을 갖는 방식으로 일

반적으로는 약 70% 이상의 전송효율을 나타낸다. 자기

유도방식을 이용한 5W급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가 이미 

상용화되었고,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에 응용할 수 있

는 소전력 무선충전기기가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자

기공명방식은 근거리 무선충전 방식으로 1차측 코일과 

2차측 코일 사이의 공명(resonance) 현상을 이용하여 

수십 cm의 근거리에서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자기

공명방식은 자기유도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먼 전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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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송할 수 있고, 코일 사이의 정렬에 대해 어느 정도

의 자유도를 가질 수 있으나 자기유도방식에 비해 전송

효율이 약 10% 낮은 특성을 갖는다. 현재 자기공명방식

을 이용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의 출시를 위해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상용제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2. 무선충전 시장전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까지의 무선충전 시장은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장

규모 및 시장성장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

다. 그러나 최근 2차원 평면 구조를 벗어나 높은 공간상

의 자유도를 갖는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을 기초로 무선충전 기술이 

가전, 전기자동차, 산업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

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무선충전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2014년도 시장전망에서 세계 무선충전 시장은 2020년 

170억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연평균 성장률 또

한 6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분야별로는 모바일기기를 포함한 가전기기 분야가 약 

120억불, 전기자동차 분야가 23억불, 그리고 산업용 기

기 분야가 12억불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또한, 지역별로는 여느 산업과는 달리 아시아 태평

양 지역 시장이 전체 4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2].  

또 다른 시장 예측기관인 TechNavio Analysis는 

2014년도 예측에서 2019년도에 세계 무선충전 시장이 

170억불을 초과하여 2021년도에는 500억불에 달할 것

으로 예상한다[(그림 3) 참조]. 특히 2019년도의 우리나

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여 무선충전 산업이 국내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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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급

격히 성장함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무선충전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는 오는 2020년까지 웨어러블 시장

은 약 400억불로 추정하고 있고 전체 웨어러블 기기 중 

약 40%가 무선충전 기능을 기본탑재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무선충전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인 2015년에는 약 1억불 정도에 머물렀

지만 2016년도에는 2억불, 2020년도에는 5.7억불까지 

성장해 향후 5년간 시장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기기를 필두로 무선충

전 기술은 그 적용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향후에는 

가전분야는 물론 전기자동차 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

되어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4]. 

Ⅲ. 무선충전 표준화 동향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현재 대부분의 무선충전 기술

은 자기유도방식과 자기공명방식을 이용하여 개발, 상

용화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국제 표준화를 위

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무선충전 표준화는 기술분류

와 유사하게 자기유도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Wireless 

Power Consortium(WPC)와 자기공명방식과 자기유도

방식을 병행하는 AirFuel Alliance로 나누어져 있다.  

WPC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무선충전에 대한 표준

을 제정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어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충전 표준인 ‘Qi’ 규격을 공표하였으며, 2011년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기를 최초로 출시하였다. 현재 225

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무선충전 기

기의 표준화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AirFuel Alliance는 북미지역 주도의 자기유도방식 표

준 단체인 Power Matters Alliance(PMA)와 자기공명방

식 무선충전 표준 단체인 Alliance for Wireless Power 

(A4WP)가 합병하여 탄생한 단체로 WPC가 선점하고 

있는 무선충전 시장을 자기공명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WPC 표준화 동향 

2008년 설립된 WPC는 2009년 8월, 5W급 무선충전 

규격인 ‘Qi 1.0’을 발표하였다. 5W급 무선충전 규격인 

‘Qi 1.0’은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거듭하여 전송거

리 5mm 미만의 거리에서 자기유도 방식으로 스마트폰

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 있도

록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고속충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전송거리 확장과 코

일 간의 정렬에 대한 자유도 확보에 대한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2015년 2월 WPC

는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기에 고속충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전송전력을 15W까지 증가시키고, 5mm 미만에 

머물렀던 전송거리를 최대 45mm까지 확장시킬 수 있

으며, 하나의 인버터로 다수개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충

전할 수 있는 다중충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는 ‘Qi 1.2’ 규격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

였다[(그림 4) 참조]. 이 시점에서 일부 반도체 제조사들

은 이미 15W급의 무선충전 수신 IC를 개발 중에 있어, 

이와 같은 WPC의 정책에 발맞추고 있었다. WPC와 제

조사들의 협력으로 2015년 6월 WPC는 전송전력을 

15W까지 증가시킨 ‘Qi 1.2’ 규격을 발표하였다. 당초 

공표하였던 내용에서 전송거리 확장과 다중충전에 대한 

내용은 일부 누락되었으나, 전송전력을 15W까지 확장

하여 30분 이내에 60%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고속

무선충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영하고 무선충전의 편의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 이를 토대로 WPC는 향후 전송전력을 최대 

2kW까지 확장하여 부엌 가전기기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tuned-resona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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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입하여 전송거리를 최대 45mm까지 확장할 예정

이다. WPC는 이처럼 장기적인 계획으로 무선충전 시장

을 주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4].   

2. AriFuel Alliance 표준화 동향 

자기유도 방식을 기반으로 한 WPC가 무선충전 시장

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기공명 방식을 기반으로 한 

A4WP의 상용화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PAM도 시

장의 주도권을 WPC에 내주게 되자 두 단체는 WPC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월 두 표준의 합병을 

결의하게 되었다. 약 10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1월에는 AirFuel Alliance라는 새로운 표준 단

체를 출범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AirFuel Alliance는 

2016년 1월, 글로벌 인증규격을 발표하면서 2016년에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하

였다. 특히 인증 가능한 전송전력을 수신기에 대해서는 

최대 50W, 송신기에 대해서는 최대 70W까지 확대하여 

고출력 충전기의 출시를 공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인증 규격은 통일된 AriFuel 브랜드로 공급되며 이를 통

해 상업적 장벽을 제거하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

요한 에너지를 무선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을 세우고 있다. 또한, AirFuel Alliance는 2017년까지 

데이터 전송 보안, 조건부 충전,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5]. 이를 위해 

AirFuel Alliance는 200개에 달하는 회원사 간의 활발한 

교류와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퀄컴, 인텔, 와

이트리시티 등의 자기공명방식에 대한 개발에 집중해온 

회원사들은 CES 2016에서 모바일, 랩탑 등의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그림 5) 참조]. 

Ⅳ.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무선충전 기술은 스마

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

기 무선충전기의 상용화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무선

충전 산업활성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이러한 소전력 분

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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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가. 모바일 기기 

국내 무선충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무선충전

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

으로 무선충전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도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는 그동안 스마트폰의 커버 형태로 제작되거

나 배터리를 직접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되어 왔다. 그러나 커버 교체의 불편함과 큰 두께로 인

해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으며 스마트폰에 내장되는 형

태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2015

년 삼성전자는 플래그쉽 스마트폰인 Galaxy S6와 

Galaxy S6 엣지에 자기유도방식인 ‘Qi 1.1’ 규격과 

PMA 규격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중모드 무선충전 기능

을 기본 탑재하여 출시하였다[(그림 6) 참조]. 그동안 삼

성전자에서는 자기공명방식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을 개

발하여 스마트폰에 내장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 환경

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유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출시하였

다. 이렇게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하여 삼성전자는 배터

리 일체형 기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

해 2015년 하반기에 출시된 Galaxy Note5와 Galaxy 

S6 엣지플러스에는 10W급의 고속 무선충전 기능을 탑

재하여 출시하였다. 이처럼 2015년도에 삼성전자는 플

래그쉽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무선충전 기능을 내장하고 

고속 무선충전 기능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

년도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alaxy S, Galaxy Note 

뿐만 아니라, 중, 저가 모델인 Galaxy A와 J 모델에 대

해서도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 밝혔다[6]. 자

기유도방식 무선충전 상용화와 함께 삼성전자는 자기공

명방식의 무선충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AriFuel Alliance의 주요 회

원사로, 자기유도방식과 자기공명방식이 통합된 무선충

전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미 다수의 부품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통합형 무선충전 솔루션 개발에 몰두해, 일

부 업체에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기술 도입에 

큰 장애물은 사라진 상태이다.  

나. 가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이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응용분

야가 바로 가전 분야이다.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과 더

불어 다양한 가전기기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하기 위

한 연구개발이 진행됐으나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기기

간 영향, 시스템의 효율 및 안정성 문제 등의 여러 환경

적인 요인에 의해 상용화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전기기에 무

선충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LS전선은 2012년에 자기공명방식을 이용하여 200W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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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V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7a) 참조][7]. 2010년부터 무선충전 기술을 연구

해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같은 해에 Light 

Emitted Diode(LED) 전광판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

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일정

한 영역에서 동일한 효율로 전기자전거를 무선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7b) 참조][8]. 또한, 

스마트폰 분야에서 무선충전 기술 적용이 다소 늦추어

진 LG전자는 2015년 주방가전기기인 전기주전자, 믹서 

등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그

림 7c) 참조]. LG전자에서 개발한 기술은 2.4kW급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가전기기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현재 LG 전자는 개발된 기술의 WPC 표준화를 진행 중

이다. 또한, LG전자는 표준화 이후, 개발된 기술을 인

덕션 등 실제 가전에 접목할 예정이고 TV나 냉장고와 

같은 고정형 가전기기보다 옮겨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가전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할 예정이다[9].  

무선충전 기술이 크게 보급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

야가 바로 전기자동차이다. KAIST에서는 2009년부터 

도로에 매설된 급전코일과 버스에 내장된 집전코일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기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온라인 

전기버스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를 시도하

였다. 개발된 기술은 동원 OLEV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구미시에 대중교통으로 상용화되었다. 구미시는 2013

년 8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10]. 현재 구미시는 구미역~인동 

간 운행 노선에 대해 2대의 전기버스를 운행 중이고, 앞

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고려, 점진적으로 운행을 

확대하여 친환경 녹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다[11]. 무선충전 전기버스와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산업

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년부터 그린

파워 컨소시엄과 6.6kW급 전기차용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8) 참조]. 컨소시엄에

는 무선충전 개발 기업인 그린파워㈜, KAIST, 한국전

력, 자동차부품연구원, 비에네스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

부는 90% 이상의 충전효율을 갖는 전기승용차 무선충

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현대, 기아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12].  

2. 해외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가. 모바일 기기 

해외에서도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송전력을 15W까지 

늘린 WPC의 ‘Qi 1.2’ 규격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도시바 코퍼레이션(Toshiba Corp.) 산

하의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2016년 1월, 15W급의 송신 

IC인 ‘TC7718FTG’를 출시하였다[(그림 9) 참조]. 새롭

게 출시된 송신 IC는 Micro Controller Unit(MCU)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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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Qi 1.2’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 송신 IC로 작은 

공간의 전송 시스템 구현을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Qi 

1.2’ 규격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5W급 수신 IC

와도 호환 사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기기에 응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13].  

‘Qi 1.2’ 규격을 만족하는 IC 개발과 함께 모바일 기기 

분야의 또 하나의 트랜드는 자기유도 및 자기공명 방식

을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다중모드 수신 IC 개발이

다. 기존 스마트폰에 내장된 수신 IC는 이미 자기유도 

방식의 두 가지 표준인 WPC와 PMA를 모두 만족하고 

있지만 자기공명방식 표준을 동시에 만족하지는 못하였

다. 미국 반도체 회사인 Integrated Device Technology 

(IDT)는 ‘Qi’ 규격과 AirFuel Alliance 규격을 동시에 만

족하는 트라이 모드(tri-mode) 수신 IC를 2016년 3월 

출시하였다[(그림 10a) 참조]. 기존의 ‘Qi’ 규격에 

AirFuel Alliance 규격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자유로운 

배치와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한 대의 송신기로 여러 대

의 수신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14]. 이번에 출시된 

수신 IC는 5W급의 수신 IC로 아직 ‘Qi 1.2’ 규격을 반영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해외 반도체 업체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회사인 맵스도 스마트카드 혹은 웨어러블 기기

용 2.5W급 트라이 모드 수신 IC[(그림 10b) 참조]를 국

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하는 실적을 이루었다[15].  

삼성전자가 이중모드 무선충전 기능을 스마트폰에 

내장하여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도 이르면 2017년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현재 무선충

전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새로운 무선충전 기술을 개

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 애플은 기존의 자기

유도나 자기공명방식이 아닌 완전 무선충전 기술을 출

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방식은 전송 효율이 낮

아 많은 개선이 요구되어 성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관련 소문 

상당수가 실제 구현된 만큼, 이러한 완전 무선충전 방식

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가전, 전기자동차 

해외의 대전력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Qualcomm은 Mobile World 

Congress(MWC) 2016 기조연설에서 다임러와 협력하

여 3년 이내에 무선충전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17]. 특히 Qualcomm은 6.6kW급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인 헤일로(HALO)를 2015년 5월 선보

인 바 있다[(그림 11) 참조].   

또한, Google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개

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oogle은 미국 전기

차 무선충전 업체인 히보 파워와 모멘텀 다이내믹스와 

협력하여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18]. 이러한 Google의 계획으로 무선충전 기술



 

40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1권 제3호 2016년 6월 

은 다소 미진하였던 충전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무선충전 기술전망 

지금까지 무선충전 기술의 표준화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준화 동향과 기술개발 동향을 보면 현재까지의 무선

충전 기술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개발이고 두 번째는 전기자

동차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개발이다.  

모바일 기기 분야의 경우, 현재 관련 제조사들은 다양

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내부용 무선충전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으로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자동차는 맥스

크루즈와 K5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장착하기

에 이르렀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토요타, GM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차량내 무선충전 시스템을 도입

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내부의 무선충전 시스템 확산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은 Qualcomm, 

Google 등의 글로벌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Qualcomm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인 HALO를 

보급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Google은 자율주행차

에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할 예정에 있다. 국내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아직 전기자동차를 출시하지 않는 단

계이므로 무선충전에 대한 요구도 크지 않다. 다만 미래

의 산업 주도를 위해 산업자원통상부 주관으로 2017년

까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할 예정에 있다.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의 경우, 전기자동차의 전면적 보

급이 미루어지면서 다소 진행이 더딘 경향이 있으나, 전

기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개발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므

로 가까운 미래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의 산업주도 및 선행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표준에서는 주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을 표준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자기유도방식인 WPC에서는 전송전력

을 최대 15W까지 높여 사용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긴 

스마트폰의 충전시간을 단축시켜 무선충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자기공명방식인 

A4WP와 자기유도방식인 PMA는 단체 간의 합병을 통

해 새로운 통합 규격인 AirFuel Alliance를 출범하여 자

기유도, 자기공명 방식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

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Ⅵ. 결론 

본고에서는 무선충전 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무선

충전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과 표

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무선충전 기술은 하나의 송신기로 하나의 

수신기를 충전하는 1:1 충전과 2차원 평면상에서 전력

을 공급하는 방식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의 무선충전 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사용자들은 

선 없이 무선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송신

기가 존재하는 일정한 평면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술이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술은 3차원 공간에서 수신기의 위치 

및 방향에 관계없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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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기술과 하나의 송신기로 서로 다른 전력을 소모하

는 다수개의 수신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다중충전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무선충전 기술은 사용

자가 요구하는 전력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인접 기기의 안전성 확보가 향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업계 및 학계, 연구계에서는 

이러한 전자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저주파 대역에서의 정확한 인체 영향 및 간

섭 측정 기준 및 측정 방법은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이 

진행됨에 따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고 무선충전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이 반드시 요구된다.  

약어 정리 

A4WP Alliance for Wireless Power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IDT Integrated Device Technology 

LED Light Emitted Diode 

MCU Micro Controller Unit 

MWC Mobile World Congress 

PMA Power Matters Alliance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WPT Wireless Power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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