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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2015년 갤럭시 S5 스마트폰에 모바일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하여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으
로 확산되었고 무선 충전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모바일 무선 충전
기기 시장 규모는 '21년 기준 5조원 이상, 22 %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 (2020 Allied Market
Research)
최근 전기 자동차에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전기차 무선충전기는 모바일 무선충전기와 달리 출력이 높고 전자파가 인체에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무선충전기 내부의 이물질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다. 향후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에 대비하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와 환경부도 무선충전기 표준 인증
및 설치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기 자동차용 무선 충전 기술이 로보택시 등 자율 주행차 서비스와 융합되면 모바일
시장보다 몇 배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다가오는 무선
전력 전송 시장에 대비하여 국제 표준화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Abstract :
By applying the mobile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to the Galaxy S5 smartphone in
2015, it has spread to all smartphones around the world, and the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mobile devices. The market size of mobile
wireless charging devices is more than KRW 5 trillion as of ‘21, and it is growing by
more than 22% annually.(2020 Allied Market Research)
Recently, with the application of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for electric vehicles,
interest from automobile manufacturers is increasing. Unlike mobile wireless chargers,
electric car wireless chargers have high power output, and there is a concern of
over-exposure of electromagnetic waves to the human body and fire by foreign objects in
the wireless chargers. In preparation for the spread of services using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also strictly managing standard certification and installation standards for wireless
chargers.
In particular, the convergence of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for electric vehicles with
autonomous vehicle services such as robo-taxi is expected to form a market several times
larger than the mobile market. Therefore, it is hoped that domestic companies will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wireless power transmiss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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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선전력전송은 무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기술을 말하며, 유선 연결이 불편·위험·불
가능한 상황에서 전기 장치로 전원을 공급하는데 유용하다.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과의 성공적인 융합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AGV,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가전, IoT, 의료, 소재, 우주항공 등)로 확대되고 있다. 무선전력전송 적용
분야는 (1세대)스마트폰 → (2세대)전기차 → (3세대)로봇, 가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선전
력전송 기술은 전력도달 거리에 따라 자기유도 방식,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의 3가지
로 구분한다. 자기유도 방식은 1~2차 코일간 유도방식을 이용하며, 자기공진 방식은 송·수신
코일 간 공진현상을 이용, 전자기파 방식은 안테나 등을 이용하여 전력 전송한다.

그림 1.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요도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1. 무선전력전송 규제 동향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일반 통신 기술과 달리, 전력을 많이 효율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기술
로서, 대부분의 통신기기 개발 연구원이 설계하는 방식과 반대로 해야하며, 특히 전파법 등
규제에 적합하지 않으면 산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곤 한
다. 그러므로 무선충전 기술개발은 규제 회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전
자파 규제를 모르고서는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고자 한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무선전력전송의 규제 현황, 특
히 주파수, 정책 동향을 알아본다[1].
1) 국내 주파수 및 정책 동향
국내는 전기자동차 용도로 20㎑/60㎑(‘11.5월), 모바일 및 가정용으로 100-205㎑(135㎑),
6,765-6,795㎑(6.78㎒)를 분배하고 기술기준을 고시(’13.12월) 하였으며, ‘17년 10월 과기정통
부 주최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85㎑) 및 원거리 무선충전 주파수(500㎑) 연구반을 운
영하였으나, 산업체의 수요가 없어 보류하였다.
‘20.10월 전기차 무선충전 국제표준(SAE J2954)이 발표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 산업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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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KWPF)을 통한 국제
표준화, 규제정책 및 시장 동향 검토 등 주파수 분배(79~90㎑) 연구반 구성을 추진 중이다.
표 1. 국내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분배(사용) 현황
구분
기술방식
응용분야

20㎑, 60㎑
자기유도/자기공진
전기차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주 파 수
100∼205㎑*
자기유도/자기공진
모바일, 가전

6.78㎒
자기공진
모바일, 가전

정부는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과 함께 무선전력전송 산업활성화와 기술주도권 확보 등을 위
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19.1월)하였고, 혁신성장전략을 마련(‘20.11월)하여 무선전
력전송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무선전력전송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원거리 전력전송
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각종 전파기기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전파진흥기본계획 과
제 5-3 : 新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응용기술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전기기, 무전원
IoT 센서 원거리 충전 주파수,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등 신규 공급(전파진흥기본계획
과제 7-3 : 생활·사회복지용 주파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출력 충전기술을 단계
별로 확보하여 중출력 무선충전분야 표준 선도 및 관련 산업 육성(혁신성장전략 과제 1-2 :
중출력 무선전력전송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921억원을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에서 6개 분야 연구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부처별 현황

분야별 현황

그림 2. 무선전력전송 국가연구개발 과제 현황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2) 국외 주파수 및 정책 동향
국외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SG1(전파관리연구반)에서 논의된 무선충전용 주파수 권고서
SM.2110, SM.2129를 개발하였고(‘19.10월), 모바일/가전은 100-148.5㎑, 6,765-6,795㎑, 전
기차는 19-21㎑, 55-57㎑, 63-65㎑, 79-90㎑로 권고하였다. WRC-19 회의에서는 전기자동
차용 무선전력전송이 주변 무선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간섭평가 및 국제 공동 주파수 지정 검
토(의제 9.1.6)를 하였다. 내용은 전파규칙 개정 없이, ITU-R SG1에서 개발한 무선전력전송
국제조화주파수 권고(SM.2110, SM.2129)를 주요기구 및 각국에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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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ITU에서 개발한 문서로서는 SM.2110(전기차 무선충전주파수 권고
서) : 19-21㎑, 55-57㎑, 63-65㎑, 79-90㎑와 SM.2129(모바일/가전용 무선충전주파수 권고
서) : 100-148.5㎑, 6,765-6,795㎑가 있다.
표 2. 국내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분배(사용) 현황
ITU
구분

유럽

중국

한국

기술
기준

주파수

기술
기준

주파수

기술
기준

주파수

기술
기준

주파수

기술
기준

19∼21㎑

◯

×

×

◯

×

◯

×

◯

◯

◯

55∼57㎑

◯

×

×

◯

×

×

×

◯

×

×

59∼61㎑

×

×

×

◯

×

◯

×

×

◯

◯

63∼65㎑

◯

×

×

◯

×

×

×

◯

×

×

79∼90㎑

◯

×

×

◯

×

◯

×

◯

×

×

100∼148.5㎑

◯

×

×

◯

×

◯

×

◯

◯

◯

6,765∼6,795㎑

◯

×

×

◯

×

◯

×

◯

◯

◯

대형

소형
모바일/
가전

미국

주파수

대형
전기
자동차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 미국, 유럽, 중국 등은 모바일, 가전, 전기차 및 산업용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경우 기
술기준을 만족하면 주파수 분배 없이도 사용 가능
ITU는 SG1에서 논의된 무선충전용 주파수 활용을 권고하기로 결정(‘19.6월)하였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관련 기술기준 제정 및 정책을 수립 중이다. 유럽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
해 ‘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기차를 포함한 무선전력전송 기
기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에서 제정한 EN 303 417, 무선전
력전송 기술기준 및 시험인증방법을 제정(’17.9월) 하였다. 미국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이 포함된 전자파강도 시험방법, 모바일 및 가전기기의 기술기준 및 인
체영향 시험방법 KDB 680106 제정 고시(‘18.4월) 하였으며, 전기차 시험방법은 제정 검토 중
이며, FDA(미국식품의약국)는 FCC와 협력하여 무선전력전송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13.8월) 하였다. 중국은 모바일, 가전용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사용승인(‘18.6월) 및 전자
파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18.12월)하였으며, 중국국가표준화위원회(SAC)는 85㎑ 전기차 무선
충전 표준을 발표(‘20.10월) 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이미 ’16년 전기차 무선충전에 대한 법제
도를 정비하였고, ’20.7월 RF 빔방식의 900㎒ 주파수간섭분석 연구보고서를 개발하고, 기술기
준을 준비 중이다.
2.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동향
1) 국내 표준화 동향
무선충전 표준화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을 운영 중이다.
표 2. 국내 표준화 단체 현황
구분
국내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표준화 단체
TTA

PG909

표준화 현황
TTA의 표준화위원회 TC9 기술위원회 소속인 PG909(스마트 전력전송) 작업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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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단체

(스마트전력
전송 표준
개발 분과)

무선전력전
표준화분과
송진흥포럼

표준화 현황
에서 국내 산업체 표준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자기유도, 자기
공진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관련 단체표준을 제정하였고, 2021년 부터는
전자기파방식 무선충전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2020년,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WPCN) 기술 표준안 제정
- 2020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 기술 표준안 개정 (WPCN)
- 2020년,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보고서 제정
200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신기술로 떠오른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국내 안정
적인 도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 2011년
포럼 설립 지시(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11.07월)
- 자기유도방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무선충전 표준은 필립스, 풀턴 등이
미리 선점
- 국내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중출력 가전, 로봇 분야의 무선
전력전송 표준개발을 위해 포럼 회원사들이 표준화 추진 중
- 스마트시티 등에 적용할 다이나믹 무선전력전송 표준화는 국내가 가장
앞서 있으며, 포럼 특별회원사인 카이스트에서 IEC 다이나믹무선충전
표준 분과 의장을 맡고 있음
- 국내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무선충전
주파수의 선제적 분배를 위해 2021년부터 주파수 발굴 연구반 추진 예정
-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및 인체보호 성능평가 표준인 규제
표준화는 국내 과기정통부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2018년, 10W 이상 EMC 기술기준 개정 정부지원
- 2019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5.8㎓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900㎒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 2020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개정 중(국립전파연구원 EMC기준위원회 F소위)

2) 국외 표준화 동향
공적표준화 기구로는 IEC(국제전기표준회의), 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APT(아·태전
기통신협의체) 등이 있으며, 사실표준화 기구로는 WPC(무선전력위원회), AFA(AirFuel 얼라이
언스) 등이 운영 중이다. 공적 표준이란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법적표준인 EMC,
EMF, 규제 기준에 관한 표준이며, 사실상 표준이란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사실적/범용적 제품
규격 표준을 말한다.
표 3. 국외 표준화기구 현황
구분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WG7(무선전력전송 전기차 시스템) 작업분과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Light
TC69
Duty(승용차 등) 표준은 개발을 완료하여 송신파트인 인프라 표준을 개발 중이며,
(전기차 표준
Heavy Duty(버스, 트럭 등)와 동적무선전력전송 표준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개발 위원회)
- 전기자동차 WPT 충전인프라 표준화 개발을 진행 중(IEC 61980)
국제
(공식)

IEC

TA15(무선전력전송) 작업분과에서 일정 구역을 무선충전화하는 충전영역
TC100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음
(멀티미디어기기
- 2020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1부 요구사항”
표준개발 위원회)
CDV(표준제정 찬반 투표) 통과 (IEC 63245-1)
TC106
WG9(무선전력전송 평가방법) 작업분과에서는 로봇, 드론, 승용 전기차 무
(전자파 인체보호 선전력전송 기기의 전자파 인체보호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평가방법 표준개발 - 2020년, 11월 PT63184(로봇, 드론, 가전 등) 문서에 대한 CDV(표준 제정

- 5 -

구분

표준화 기구
위원회)

표준화 현황
찬반 투표) 진행 중

WG1
무선충전기기의 불요발사에 대한 표준개발
(전파응용설비)
CISPR/
B
WG7
무선충전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의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개발
(측정방법 표준)
WP1A((Spectrum engineering techniques)에서는 표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
며, WP1B(Spectrum management methodologies and economic strategies)
에서는 기술검토가 끝난 표준에 대한 제개정 업무를 맡고 있음
- 2019년 8월 모바일 무선충전주파수 권고서 개발, 2019년 10월 무선충전 전기
자동차 주파수에 대한 권고서를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전자기파 방식
무선충전 주파수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SG1
ITU-R
(주파수 관리)

APT

국제
(사실)

AWG

Categories

Power
Level

Frequency
band
19-21㎑
55-57㎑
63-65㎑

High Power
WPT-EV

More than
22㎾

Medium Power
WPT-EV

Less than
22㎾

79-90㎑

Generic light-duty
electric vehicles

Small Power
Equipment

Less than
200W

6,765-6,795㎑

Magnetic resonant
technology

Small Power
Equipment

Less than
3㎾

100-148.5㎑

Inductive technology

WPT Applications
Specific heavy-duty
electric vehicles(e.g.
Bus, Tram, Truck)

모바일기기에 대한 무선충전주파수 표준을 개발 완료하였고, 전기차 무선
충전주파수와 로봇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개발 중

WPC

스마트폰 무선충전 및 송신기의 표준을 주도하는 산업표준화 기구로서,
로봇, 드론, 가전 등에 대한 중출력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 2021년 Qi 정품인증 등이 보완된 Qi v1.3을 발표할 예정
- 중전력 산업기기와 가전, 로봇, AGV 등에 대해 활발히 표준 개발 중

AFA

자기공진방식 표준을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아직 출시된 제품은 없으며,
새롭게 전자기파 방식을 이용한 IoT 무선충전 표준을 개발 중임

3) EMC 관련 표준화 동향
CISPR는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비의도적 전자파로부터 무선서비스를 보호하고 전자파로부터
기기들이 내성을 갖도록 하는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CISPR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로서 전자파장해방지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표 4. CISPR 산하 소위원회 역할 및 담당표준

[출처:한국전파진흥협회]

[기본규격] 전자파 장해 측정 및 통계적 방법
CISPR A 각 제품표준과 제품군표준에 기준이 되는 기본 측정 방법과 측정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
CISPR B

[제품규격] 산업용·과학용·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산업용기기, 가공전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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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PR 16-1-1~6
CISPR 16-2-1~4
CISPR/TR 16-3
CISPR 16-4-1~5
CISPR 17
IEC 61000-4-22
CISPR 11

CISPR
D

CISPR F

고저압기기 및 전기철도로부터의 장해, 무선전력전송
산업, 과학, 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전기철도 등에 대한 전자파 장
해 기준을 논의하고 제·개정
[제품규격] 자동차 및 내연엔진의 전기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
해
자동차 및 내연기관 내 기기의 전자파와 자동차에 설치된 수신기의
보호에 관한 전자파 장해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
[제품규격] 가정용 공구, 조명기기 등 가전기기의 전자파 장해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조명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방
해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과 가전기기의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
[일반규격]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한 허용기준

CISPR
H

CISPR I

무선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다른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의 검증 및 주거환경
과 산업환경에 대한 일반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
[제품규격] 정보기술기기, 멀티미디어 및 방송 수신기에 대한 전자
파적합성
전파 통신용 수신기를 제외한 각종 방송 수신기, 정보기술기기, 멀티미
디어기기에 대한 전자파 방해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및 전자파 내성에
관한 규격을 논의하고 제·개정

CISPR/TR 18-1~3
CISPR/TR 28
CISPR 37
CISPR 12
CISPR 25
CISPR 36
CISPR 14-1
CISPR 14-2
CISPR 15
CISPR/TR 30-1~2
CISPR/TR 16-2-5
CISPR/TR 16-4-4
CISPR 16-4-6
CISPR/TR 31
IEC 61000-6-3
IEC 61000-6-4
IEC 61000-6-8
CISPR 20
CISPR 24
CISPR/TR 29
CISPR 32
CISPR 35

4) EMF 관련 표준화 동향
IEC TC 106에서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TC 106의 WG9에서는 스마트폰 뿐
만 아니라 드론,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18년 출판된 TR 62905 기술보고서는 900㎒, 2.4㎓, 5.8㎓ 대역을 이
용한 전자기파방식 무선충전시스템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TC 106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위원회이다. TR 62905 보고서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정리한 기술보고서로서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방법 참고자료로 각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 TR 62905 완료 후 IEC TC 106은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기본
표준 마련을 위해 PT 63184를 제안하였고,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PT 63184는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프
로젝트그룹으로서,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Heavy duty) 및 드론에 관한 내용을 기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본 표준은 ’21년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3. 결론
본 고에서는 무선전력전송 규제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다루었다. AGV 및 전기차용 무선전
력전송 기기가 곧 출시 예정이며, 가전기기, 로봇, 기차, 항만, 배 등 중전력 및 초대출력 무
선전력전송 기기도 조만간 출현할 예정이다. 통신기기는 전파를 이용하여 가능한 작은 전력으
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송하는 기기지만, 무선전력전송 기기는 전파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
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주변 무선국에 간섭 없이 보내고자 하는 기기이다. 많은 전력을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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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면 전파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전자파에 의한 무선기기 장해방지 및 전자파 인체 영
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므로, 이 글을 통해 산업체 개발자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전파분야 정책참고집(제2호), 한국전파진흥협회, 2021.7
[2]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운영규정,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2021.5
[3] 2021 무선전력전송 총회 및 비공개 세미나,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2021.5
[4] 2020 무선전력전송 세미나,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2020.11

< 저자소개 >
장원호(Jang Won Ho)
1982년~1986년 한국항공대 항공전자공학과 졸업(학사)
1986년~1988년 동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석사)
1995년~2003년 동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88년~1990년 육군 병장(수송)
1991년~1992년 에이스안테나 연구원
1992년~2001년 한국통신공사 전임연구원
2001년~2005년 에이스안테나 책임연구원
2006년~2007년 서울산업대 전자정보학과 강사
2007년~현재 KCA, RAPA 연구위원
주 연구분야 : 안테나, 무선전력전송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