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실험

시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자 :
무선전력
임춘택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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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에게 자유는 생존의 필수조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1774년,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이
된 제1차 대륙회의에서 미국의 독립 운동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가 한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류가 600만
년 전부터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두뇌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보다 먼 곳까지 이동하고(공
간), 보다 멀리 내다보며(시간), 보다 다양한 환경(영역)에 적응하려
는 3차원 미래예측법(KAIST 이광형교수 개발)적인 노력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고 생존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인류에게 각각 자유를 주고자 한
패트릭 헨리(좌)와 니콜라 테슬라(우)

21세기 들어 인간은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로 진화하
게 되었다, KAIST 이민화교수의 말이다. 이제 문명사회의 인간들
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Wearables) 등 모바일기기를 적어

을 필요로 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무선전력의 양도 적게는 1µW (백

도 하나씩 갖고 있게 되었다.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신인류는

만분의 1W) 수준이지만 많게는 1MW (백만 W)에 달한다. 최근에는

집 전화나 카폰(Car Phone), 유선 인터넷을 구시대 유물로 전락시

KTX와 같은 고속전철이나 전기배(Electric Boat/Ship), 전기비행기

키고,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Electric Airplane)까지 무선전력을 사용하려는 추세다.

(Ubiquitous)시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선으로 전력을 보내는 데는 자기장(Magnetic Field), 전자파(Radio

하지만 여기에 큰 복병이 하나 있다.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의 시공

Frequency), 전기장(Electric Field), 그리고 빛이나 소리가 사용된

간적 자유를 제약하는 에너지 문제다. 사람이나 기계나 동작하려

다.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 전자파(이하

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영

‘전파’)와 자기장(이하 ‘자장’)이다.

양분을 저장해놓고 쓰듯이 모바일기기들도 충전을 통해 에너지를

정지궤도 위성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여 전파로 지구상에 있는 안

배터리에 저장해놓고 사용한다. 우리가 에너지 보충을 위해 또 다

테나로 보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구현

시 식사를 해야 하듯 배터리도 다시 충전해야 한다. 배터리의 ‘시간

성,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수용성 모두 극히 낮다. 대신 와이파이

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유지할 수 없으며,

(WiFi) 같은 통신용 전파에서 미약하나마 전력을 받아서 에너지를

진공청소기처럼 케이블을 달면 ‘거리(공간)적 제약’이 생기게 된

매우 적게 소요하는 칩(Chip)을 사용한 연구는 있다. 하지만 전력

다. 이러한 제약으로 벗어나 진정한 유비쿼터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모아도 1J(1W 전구를 1초 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무선전력(Wireless Power)이다.

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가능성 있는 응용은 정체형 드론(Stationary Drone)이다. 현

◦니콜라 테슬라가 인류에게 준 선물, 무선전력

드론의 문제점은 전동기(Motor)나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

미국의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 1856~1943)는 교류전

십 분~수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충전을 위해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기, 유도전동기, 무선통신, 레이더, 형광등과 같이 소위 ‘100년 가

것이다. 전파를 사용하여 높이 떠있는 드론에 무선전력을 공급해준

는 발명’을 하여 20세기 전기 문명을 일으킨 인물이다. 영화 <프레

다면,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제자리에 떠서 환경감시나 교통관제, 통

스티지(The Prestige)>와 <일루셔니스트(The Illusionist)>에서 테

신 중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약 20km 고도의 성층

슬라는 무선전력으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실험을 하다가

권 무인기(Stratosphere UAV)에 전파로 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데,

중단했지만, 이후 수많은 공학자와 과학자들의 영감을 불러 일으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도 10kW 정도의 무선

켜 ‘무선전력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전력을 보내 200kg의 성층권 무인기를 계속 떠있게 할 수 있다. 우

오늘날 무선전력을 필요로 하는 ‘현대문명의 총아’들은 아주 많다.

리나라 정도의 국토면적을 가진 중견국가들에게는 값비싸고 광역

앞서 언급한 각종 모바일기기 외에도 전기자동차, 의료·군사 장비,

임무에나 적합한 위성보다는 정체형 성층권 무인기가 훨씬 경제적

물류, 그리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무선전력

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 수단일 수 있다.

● See Futures : Vol.09 • WINT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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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을 넘어, 움직이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자 : 무선전력

통상 수 cm~수 m 이내의 거리에서는 전파보다는 자장이 무선전
력 전달방법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 전파는 송신기를 떠나면 반사
되지 않는 한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자장은 수신되지 않는
한 송신되지 않고 공간에 에너지가 머문다. 전파는 빛과 마찬가지
로 통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수신 전력이 감소하지만, 자장
은 통상 거리의 6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전파
가 먼 거리 전력전송에 유리하다.
하지만 그만큼 전파는 작은 전력이라도 먼 거리까지 환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전파법에선 10W이상 송출을 까다롭게 통제
MIT의 자기공명방식(상)과 KAIST의 다이폴공진방식(하)

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파혼선을 준다고 하여 대부분 1W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신 전력은 안테나의 면적에 비례하기 때
문에, 1m만 떨어져도 스마트폰에서 수신할 수 있는 최대전력이
1mW(천분의 1W)에 불과하며, 송수신기가 놓인 방향에도 민감

시 말해, 자기공명방식은 자기유도방식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

하여 실제로는 더 낮다.

이다. 이 결과는 전력전자분야의 최대 학술대회인 ECCE(Energy

자장을 이용한 무선전력은 송신코일로 자장을 발생시키고 수신

Conversion Congress&Expo)에서 2013년도에 특별 세션을 열어

코일에서 전력을 받는 구조다. 송신코일에 교류(AC) 전류를 흘려

발표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동의했다.

주면 암페어 법칙(Ampere’s Law : 전류의 자기작용을 나타내는

자기공명방식은 입력단과 출력단에 코일을 추가하여 총 4개의 코

법칙)에 따라 주변에 시변(Time Varying) 자장이 발생한다. 이 자

일을 사용한다. 또, 모두가 특정한 주파수에 공진(시스템의 고유

장의 일부가 수신코일을 통과하면 패러데이 법칙(Faraday’s Law

진동주파수가 외부에서 인가하는 주파수와 똑같아지는 현상)이

: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유기전압(Induced Voltage)이 발생

되어야만 전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만 주변 환경이 변해도 민

한다. 이 전압에 의해 부하(Load)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력(=전압

감한 코일의 공진주파수가 바뀌어 전력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

x전류)이 전달되는 원리다.

다. 아직도 일부 문헌이나 신문기사, 전문가 중에는 수 m 이상 무
선전력전송에는 자기공명방식을 사용해야 하고, 자기유도방식으

◦자기공명방식은 자기유도방식의 일종에 불과

로는 수 cm에 수 W밖에 전송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2007년에 MIT 마린 솔자치지(Marin Soljacic) 교수가 자기공명

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Magnetic Resonance : 중계코일을 송신단과 수신단에 각각 두

자기유도방식에서도 공진을 시키며, 이는 자기공명과 완전히 동일

어 4개의 코일로 무선전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2.1m 거

한 이유로 전달되는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KAIST가 개발한

리에 60W의 무선전력을 전송하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무선전력

온라인 전기차 (OLEV : On-Line Electric Vehicle)에서는 20~30cm

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촉발되어, 수백 건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

거리에 100kW를 전송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까지 하였는데, 여

왔다. 이 기술로 창업한 회사가 와이트리시티(Witricity)이며, 미

기에 적용된 방식이 자기유도방식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국의 다국적 기업 인텔(Intel)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자체개발 송수신코일 특허기술을 적용한 것뿐이다. 또 2014년에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실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필자는 세계 최초로 5m 거리에서 209W, 2015년에는 10m 거리에

이상하게 여겨 필자도 연구를 해보았다. 그 결과, 이 방식은 기

서 10W를 전송하는데 성공했다. 이것도 자기유도방식으로 한 것이

존의 자기유도(Inductive Power Transfer : 송신 코일에서 발생

다. 이 경우도 단지 송수신코일로 새로 개발한 계단형 다이폴코일

한 자기장을 이용해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와 근본원리가 동일

(Dipole Coil : 나사모양으로 코어 주변에 여러 번 도선을 감아 자기

하고, 다만 공진회로(Resonant circuit)의 민감도(Quality factor)

쌍극자가 되도록 한 것)을 사용해서 효율을 높였다. 전송거리나 전

가 1,000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

력크기는 송수신코일의 특성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진방식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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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IoT의 개당 가격이 수만 원 대에 달하므로, 이런 비용부담을 안고

마린 솔자치지 교수는 KAIST에도 와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사실 그

서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는 군용장비나 의료장비, 방범시스

는 광학 물리학자이지 무선전력을 잘 할 수 있는 전자공학자는 아니

템 등에서 초창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하지만 100년간 잠들어 있던 니콜라 테슬라의 영혼을 깨우기라

IoT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력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oT

도 한 듯이, 세계적인 무선전력 열풍을 몰고 온 영웅임에는 틀림없다.

의 필수 하드웨어는 작은 반도체 칩에 들어갈 마이크로 센서와
디지털 통신 디바이스, 그리고 이를 가동할 소용량 전원(Micro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로 사물인터넷 시대를 열어라

power)이다. 현재는 작은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의 무선전력 연구동향을 보면, 2007년을 계기로

수만 개의 IoT 배터리를 일일이 교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

세계적인 연구가 촉발되기 시작하여 2010년 전후로 각종 모바

리나 진동, 빛, 열 등으로 발전하는 각종 에너지 수확(Harvesting)

일 기기 무선충전기술이 선보였다. 2013년 전후해서는 무선 전

기술도 연구 중이다.

기차 연구도 활발해지는데 이는 다분히 KAIST의 온라인 전기차

IoT 전력문제 해결에 무선전력은 유력한 대안이다. 관건은 넓은

(OLEV)의 영향도 크다. 현재는 일본의 도요타, 니산, 쇼와, 미국

지역에 아무렇게나 놓인 수십~수만 개의 IoT에 어떻게 골고루 무

의 오크리지랩(ORNL), 독일 봄바이디어 등도 도로급전 전기차

선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T 수신기

(RPEV : Roadway Power Electric Vehicle)를 개발 하고 있다. 최

의 위치(x, y, z)나 방향(Roll, Yaw, Pitch)과 상관없이 무선전력을

근에는 중국,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실제 도로에 온라인 전기차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6자유도(Six degrees of freedom)

(OLEV)와 같은 형태의 도로급전 전기차(RPEV)를 달리게 하려

라고 한다. 또 송수신기가 사용에 편리하도록 평면형으로 납작해

고 준비 중이다. 현재 일본의 신차에서 전기차(Pure EV, Plug-in

야 한다. 2015년 6월에 본인의 연구실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했는

Hybrid EV 등) 판매 비중이 15%를 넘어섰다. 노르웨이는 더 높아

데, 인체에도 안전하며, 전력 전송거리도 0.5m(데모 기준)로, 1m

서 30%를 넘고 전기차 점유율도 2014년에 12.5%에 달했다. 세계

이상도 가능하다.

자동차 관련시장은 연간 약 2,000조원에 달하는데, 전 세계적으
로 전기차 시장이 매년 약 40% 이상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

◦미래에는 로봇에게도 자유를

기차 무선충전과 도로급전 전기차의 시장 전망은 아주 밝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거의 모

2015년은 ‘무선전력이 폭발한 해’다. 지난 5년간 무선전력 시장의

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능형 로봇, 착용형 로봇,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 대였는데, 올해는 무려 약 200% 대에 달

작업용 로봇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로봇의 특징은 항상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출시가 톡톡히 한몫했다. 현

움직인다는 데 있다. 사람뿐 아니라 로봇도 시·공간의 제약을 벗

재 전 세계 무선전력 시장은 약 10조 원대로 추산된다. 지금은 스

어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로보 모빌리언스(Robo Mobilians)로 진

마트폰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앞으로는 스마트시계, 스마트반지,

화해야 한다. 여기에도 무선통신과 더불어 무선전력이 필수가 될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것이다.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도 유통업을 중
심으로 시장 확장 중이므로, 앞서 소개한 전기차를 포함한 많은 것
들이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으로 수렴될 것이다.
IoT는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2025년의 IoT 시장을
4~11조 달러로 전망했는데, 2015년 현재의 10~30배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 샤오미 등 글로벌 기업들도 IoT 시장
에 선전포고를 했다. 앞으로 값싸고 성능 좋은 하드웨어와 편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다. 아직은 태그형

● See Futures : Vol.09 • WINTER 2015

KAIST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6자유도의 평면형 무선충전기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