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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선통신은 눈부신 발전과 진화

를 거쳐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5세대 이동통신까

지 이르게 되었다. 무선통신과 마찬가지로 무선전력 전

송기술은 전자기장(電磁氣場, Electromagnetic field)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기술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

며, 최근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대와 배터리 기술 발달로 무선전력 전송기술을 활용

한 무선충전 기술의 필요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무선전력 전송기술의 연구는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되

었지만,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원거리 무선전력 전송과 

도로 위의 버스에 무선으로 고출력 전기를 공급하는 연

구가 먼저 수행되었다[1], [2]. 그리고, 2007년 자기공명

(Magnetic resonance)을 이용한 무선 에너지 전달 방식

을 설명하는 연구결과 발표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무

선전력 전송으로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충전기

술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3].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터리의 잦은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개발업체에서는 ‘편리

하고 안전한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들을 출

시하여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회로 삼고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

기와 IoT 기기 시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한, 화석연료 사용의 부담과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사회

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유선충전보다 편리한 무선충전 기술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 [5].  

본고에서는 이처럼 일상에서 에너지 충전방식의 패러

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을 살펴

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선충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

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무선충전 기술의 개요 및 전망 

1. 무선충전 기술 개요 

무선전력 전송기술은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전기에너

지를 선 없이 부하로 전달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전달하

는 송신부과 공급받는 수신부의 거리에 따라서 근거리 

전송과 원거리 전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달 에너지

의 파장을 고려할 경우 근역장 전송과 원역장 전송으로

도 나눌 수 있다. 특히 부하가 배터리인 경우에 적용되

는 무선전력 전송기술을 ‘무선충전 기술’이라 부른다. 

이러한 무선충전 기술은 전송 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전기장 방식, 자기장 방식, 전자기파 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송수신 거리가 아주 멀지 않는 경우는 유전체로 인

한 전달손실이 적은 자기장 방식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충전의 

경우는 자기장 방식의 근거리-근역장 전송기술을 적용

한 사례이며,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무선충전은 이러

한 기술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림 1)은 일

반적인 무선충전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6].  

일반적으로 무선충전 시스템은 상용 교류전원을 RF 

신호로 변환하는 송신기와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송수신 코일, 그리고 입력되

는 RF 신호를 직류로 변환하여 부하에 요구전력을 전달

하는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송수신 코일 사이

에 공명(Resonance)현상을 이용할 경우 자기공명 방식

이라 하고 자기유도방식과 기술적인 구분하고 있었으

나, 최근 산업계에서는 개별 기술이 가진 장점들을 적용

한 제품 개발에 관심이 높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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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2. 무선충전 시장전망 

시장조사업체인 테크나비오(Technavio)는 세계 무선

충전 시장이 2015년 17.2억불에서 2020년 89.9억불로 

연평균 33.1%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7]. 이러한 시장전

망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가전과 EVs(Electric vehicles)

만 고려한 것으로, 전체 시장에서 가전용 무선충전은 

2015년 89%에서 2020년에 56%로 비율이 줄어드는 대

신 EV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예측하고 있다. 또

한, 지역별로는 2015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 미국, 유럽과 

아프리카가 서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7].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시장 주도

를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이 2.3억대의 전기자전

거와 8만 3천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전기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

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와 이로 인한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애플, 구글, Microsoft를 비롯한 세계

적인 기업들이 무선충전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자동

차 무선충전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 기관 Allied Market Research에는 세계 무선

충전 시장을 2022년에 372억불까지, Persistence 

Market Research는 2024년에 270억불로 예상하고 있

다 [8], [9]. 

Ⅲ. 무선충전 표준화 동향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현재 대부분의 상용 무선충전 

기술은 자기장방식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제품

화와 시장선점에 관심이 높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민간

표준단체를 구성하여 국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무선충전 표준 단체들로는 기술적 분류와 유사하

게 자기유도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Wireless Power 

Consortium(WPC)과 자기공명방식과 자기유도방식을 

병행하는 AirFuel Alliance(AFA)로 나누어져 있다.  

WPC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무선충전에 대한 표준

을 제정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되어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충전 표준인 ‘Qi’ 규격을 공표하였으며, 2011년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기를 최초로 출시하여 현재 1,390

개의 제품이 Qi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회원사로 

가입한 애플을 비롯한 209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무선

충전 기기의 민간표준화 및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AFA는 북미지역 주도의 자기유도방식 표준 단체인 

Power Matters Alliance(PMA)와 자기공명 방식 무선충

전 표준 단체인 Alliance for Wireless Power(A4WP)가 

2015년 합병하여 탄생한 단체로 WPC가 선점하고 있는 

무선충전 시장을 자기공명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111개의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

고 삼성과 퀄컴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 WPC 표준화 동향 

2008년 설립된 WPC는 그해 8월, 5W급 무선충전 규

격인 Qi 1.0의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 Qi 1.2.3까지 진행

되었으며, 비회원에게는 Qi 1.2.2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

고 있다. Qi 1.2에는 급속충전과 15W급 송신기와 수신

기, 송신기 발열시험의 개선부분, 이물질 탐지에 대한 

제한기준 변경, 수신기 식별 등에 대한 기술사양이 포함

되어 있다[10].  

지난 1월 런던에서 열린 WPC 1701에서는 송신전력 

15W에서 200W를 중전력으로 분류하고, 노트북 무선

충전을 주요 이슈로 표준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방가전 

부분에서는 필립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당분과를 운영

하며, 자사가 제안한 통신 알고리즘을 표준화하는데 공

을 들이고 있다. 그 밖에 무선충전기와 차량용 스마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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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EMI 분석, 다양한 코일 솔루션, 인프라 활성화 계

획, 시장성장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등의 주제가 다루어

졌다. 특히, WPC 1701에서 애플이 WPC 멤버로 가입

하여 WPC의 세계 무선충전 시장확대에 큰 기대감을 불

러일으킨 반면, 애플의 시장잠식을 우려하여 견제하는 

분위기도 있다.  

또한, 2016년 IHS 통계상 무선충전 수신기의 판매량

이 2억 5백만개를 돌파함에 따라 WPC에서는 Qi 인증

을 함부로 사용하는 불법제품에 대한 점검 계획을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KWPF: Korea Wireless Power Forum)과 한국전파진

흥협회(RAPA: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가 

WPC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가 아시아 최초로 WPC 상호호환성 시험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11]. 

2. AFA 표준화 동향 

자기유도 방식을 기반으로 한 WPC가 무선충전 시장

을 주도하는 가운데, 2015년에 출범한 AFA는 2016년 1

월, 글로벌 인증규격을 발표하였다. 최근까지 24종의 

송신기가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중 모드 상호동

작 시험사양과 NFC 감지를 위한 관련 규격들의 보강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WPC와 달리 회원사에만 

규격 공개를 하고 있어, 비회원사가 내용 파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AFA내에는 7개의 Working Committee가 있고, 그중 

Uncoupled Working Committee(UWC)에서는 자기장 

방식이 아닌 RF, 초음파,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전력전

송과 무선충전에 대한 기술 사양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

신기의 완충개념보다는 서서히 배터리를 방전시켜 수신

기의 사용시간을 늘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사양서는 2017년 6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 삽입

형 의료기기의 전계강도 표준갱신 논의와 50W 이상 기

기의 무선충전 규제 정보 수집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

편, TTA는 WPC 시험소뿐 아니라 AFA의 국제공인시험

소로 지정받아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Ⅳ.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현재의 무선충전 기술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

기,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 무선충전기의 상용

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시장 동향에서와 같이 대출력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에 대한 산업체의 움직임도 활발하

다. 또한, 기존 2차원 패드구조에서 3차원 공간무선충

전을 위한 연구, 금속물체를 고려한 스마트폰 충전, 그

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간 내의 수신기들을 무선충

전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앞으로의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와 시장확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13]–[17].  

1. 국내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가. 모바일 기기 

국내 무선충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교체주

기가 길어짐에 따라 무선충전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

가하여 시장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무선충전 기

술을 빠르게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

기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 무선충전을 위한 송신패드 개발도 한창이

다. 최근 LG이노텍은 15W급 무선충전패드를 세계 최

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송신출력이 높은 만큼 충전 중 과

열방지 기능에 있어 안정성을 높였고 충전속도를 기존

대비 3배 증가시켰다[(그림 2) 참조] [18]. 또한, RT테크

에서는 노트북 무선충전용 33W 급 송신기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AFA 인증을 받았다. 

자동차 내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도 대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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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국내 출시하고 있는 상당수의 자동차에 

스마트폰 무선충전기가 장착[19]되어 있고, 최근 서비

스를 개시한 장거리 프리미엄 고속버스에도 휴대폰 무

선충전기가 장착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20],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고속열차의 객실 내에도 휴대폰 배터리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나. 전기자동차 및 응용분야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자동차의 무선충전에 대한 국내 기업체

의 제품 개발도 계속되고 있다. ㈜그린파워에서 6.6kW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한

국전력과 ㈜현대차그룹 등이 전기차 무선충전기술 개발

에 나서고 있다[21]. 이러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은 미

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맞

물려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기차의 보급을 더욱 가

속화시킬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의 주파

수 배분을 위해 추가로 85kHz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와 세계 자동차 무

선충전시장 흐름을 살펴본 후 분배를 결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기기와 전기 자동차 외에도 무선충전의 틈새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선

충전기술이 적용 가능한 분야들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무선충전식 가습기와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을 지원하

는 공기 청정기 등 우수한 성능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

다[(그림 4) 참조].  

2. 해외 무선충전 기술개발 동향 

가. 모바일 기기 

해외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단연 애플의 행보에 주

목하고 있다. 주로 독자적인 기술노선을 추구해 온 애플

이 장거리 무선충전 기술을 보유한 에너저스와 파트너

십을 체결하는 한편, WPC에도 지난 1월 정식멤버로 가

입하는 등 무선충전 시장의 새로운 화젯거리를 낳고 있

다[24].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아이폰 모델에서는 무선

충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원활한 무선충전을 위

하여 기존 금속케이스 대신 글라스 케이스를 적용할 것

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5].  

고속충전을 위한 15W급 솔루션 개발도 활발하다. 

독일 Wurth Electronics 그룹은 일본 Rohm Semi-

conductor와 공동으로 WPC 15W급 무선전력키트를 개

발하였으며, IDT는 효율이 87%이고 Qi 1.2.2를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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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선전력 레퍼런스 설계 키트를 선보였다. 이밖에도 

STMicroelectronics와 WiTricity는 금속물체의 스마트폰 

등 기존의 무선충전방식을 능가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 중[16]이며, 지멘스의 보청기 사업을 인수한 다국

적 보청기 제조업체 Sivantos는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한 

보청기 ‘Primax Cellion’을 출시, 4시간 충전에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15일에서 20일에 한 번씩 배터

리를 교체하는 불편을 제거하였다[(그림 5) 참조]. 

또한,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표 하이테크 

도시인 선전시에 500여개의 무선충전 시스템을 클라우

드로 관리하는 공공 무선충전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비접촉 무선충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퀄컴과 중국 기업 MGE 그리고 인포

차지가 참여하게 된다[27].  

나. 전기자동차 및 응용분야 

해외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스템 개발 동향을 살

펴보면, WiTricity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자사의 11kW급 솔루션인 ‘Park-and-Charging’ 키트

를 발표하였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2018년에 하이브리

드 차량인 S550e에 퀄컴이 개발한 자기유도방식의 

Halo 무선충전기술(WEVC: Wireless electric vehicle 

charging)을 탑재, 90% 충전효율로 3.6kW의 배터리 충

전을 계획하고 있다[(그림 6) 참조]. 또한, 해외전시에서 

Halo가 탑재된 BMW I8을 시연하여 충전효율 90%, 

7.4kW 완충 1시간의 성능을 보였다.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는 2020년에 자동

차 무선충전 호환성과 상용화를 위해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지침인 ‘SAR TIR J2954’를 2018년까지 완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송신전력에 따라 4개 class 로 구분하

고, 최소 효율 80%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 Daihen사는 WiTricity의 무선전력 전송 기

술을 사용하여 공장 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출하하였다. 

특히, 자율충전 기술을 탑재한 자동안내차량(AGV)을 

개발하여 도킹 스테이션 및 레일이 필요없는 점을 특징

으로 하고 있다[(그림 7) 참조]. 또한, 독일 Bosch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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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D 기능을 탑재한 무선충전 전동공구를 개발하였고, 

Dell사는 자기공명 무선충전 기술을 탑재하고 AFA 인증

을 획득한 Latitude 7285 노트북을 출시하였다[(그림 8) 

참조]. 그리고, 중출력 무선충전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

고 있는 NXP 반도체는 CES2017에서 테블릿용 100W

급 고출력 무선충전 솔루션을 출시하여 관심을 받았다. 

Ⅴ. 무선충전 기술전망 

지금까지 무선충전 기술의 시장과 표준화 그리고 국

내외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앞의 내용과 같이 무

선충전 기술의 대상은 모바일 기기와 전기자동차 충전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는 WPC와 AFA

가 세계시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2가지 규

격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호환성 높은 제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소출력의 모바일 충전 제품 개

발로 얻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중출력 충전제품으

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산업체

에서는 틈새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수신기의 판매

량 증가로 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의 판매 감시

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배터리 기술 발전과 전기자동차

의 성능 개선 등으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

어내고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무선충전시장 성장도 

낙관적이며, 기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모바일 관련 서

비스 업체까지도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앞으로 치

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무선충전 기술은 2차원 전송방식으로서 충전

을 위한 송수신기의 공간 자유도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3차원 공간무선충전 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최근에 개발

한 ‘E-Cup’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공간내 균일장을 

형성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수신

기가 공간내 어느 위치에서도 균일한 효율로 배터리 충

전이 가능한 기술이다[(그림 9) 참조], [13].  

또한, 디즈니 리서치에서는 캐비티 형상의 실내에 다

이폴을 형상화하여 전송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기술들을 응용하여 공간내 무선충전이 가능한 

기술들을 연구 중이다[(그림 10) 참조].  

Ⅵ. 결론 

본고에서는 무선충전 기술의 국내외 개발 동향, 시장

과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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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과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무선충전 기술은 하나의 송신기로 동일한 

면에 놓여있는 1개 또는 2개 수신기를 충전하는 2차원 

패드형 전력공급 방식으로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이

와 같은 구조의 무선충전 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사용

자들은 선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의

성과 함께 일정한 평면에서만 전력 서비스를 받는 불편

함을 동시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기술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술이 연

구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

술은 3차원 공간에서 수신기의 위치 및 방향에 관계없

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 무선충전 기술과 전송

거리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송신기로 서로 다른 전력을 소모하는 다

수개의 수신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다중충전 

기술을 포함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소형 고용량 배

터리 기술과 전력소모가 낮은 수신기 그리고 IT 서비스 

모델의 변화로 바뀌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들을 

모두 염두에 둔 새로운 개념의 무선충전 기술로 발전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충전과 다

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송신부 출력이 증가함에 따

라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인접 기기의 안전성 확보가 3

차원 공간무선충전에서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업계 및 학계, 연구계에서는 이러한 전자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주파 대역에서의 정확한 인체 영향 및 간섭 측

정 기준 및 측정 방법은 무선충전 기술의 보급이 진행됨

에 따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

을 해소하고 무선충전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산·

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겠다.  

약어 정리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A4WP Alliance for Wireless Power 

AFA AirFuel Alliance 

CES Consumer Electronic Show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Vs Electric Vehicles 

FOD Foreign Object Detection 

IDT Integrated Device Technology 

IoT Internet of Things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KWPF Korea Wireless Power Forum 

PMA Power Matters Alliance 

RAPA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SAE Society of Automobile Engineers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UWC Uncoupled Working Committee 

WEVC Wireless Electric Vehicle Charging 

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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