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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파,위성분야

2-1 다중빔 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툴
위성스마트통신연구팀 담당자

박운희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다중빔 위성망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 및 시뮬레이터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다중빔 위성 망 전송 자원 관리 기술 - 다중빔 위성 망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 및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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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현위성 시스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중빔 기반의 위성을 이용한
신규 개인 휴대위성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음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높은 주파수 대역
에서의 위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위성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주파수 이용
기술이 필요함
·또한, 지상 통신시스템의 이용 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동통신
업무용 광대역 주파수의 소요도 증가하면서 지상 및 위성 스펙트럼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스펙트럼 이용 기술 및 주파수 공유 기술 등은
다양한 무선 업무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정된
위성 주파수 자원의 활용 기술은 다중빔 위성 시스템과 같은 신규
위성 서비스 제공에 필수 기반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 주파수 및 궤도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한 다중빔 위성망에 적용
할 수 있는 효율적 주파수 사용 기술 및 시스템 개발
·각 빔의 서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여 최적의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전송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위성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연구를 통해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의
위성 주파수 자원의 효율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의 상세 사양
·다중빔 위성망 전송 자원 관리 기술
- 다중빔

위성시스템의 빔간 트래픽 요구량 차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파수 자원의 낭비 또는 부족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써 신규
위성 시스템에 적용 가능
·다중빔 위성망 스펙트럼 할당 분석 시뮬레이터
- 다중빔

및 무선국들에 대한 채널 할당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각 빔의
채널 할당에 따른 채널 용량 및 시스템 성능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다중빔 위성 시스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제작 시 수정 및
변경이 용이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INMARSAT(영국), Thales (프랑스), Terrestar, SkyTerra (미국) 등 이동
위성통신시스템은 주로 L-, S-대역 다중빔 안테나 기반 시스템으로
운용/개발되고 있음.
·MIT(미국) : 다중빔 위성망에 대한 동적 전력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중
·ESA(영국) : 현재 다중빔 위성망에서 일반적인 water-filling 기법에
의한 위성 자원 관리 기술이 운용 중
·NITC(일본): 위성/지상 통합망에서의 위성과 지상의 스펙트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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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자원 할당 기술 등의 위성자원의 최적화 및 공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일반적 다중빔
대역 자원
관리 기술

기존 기술은 현재 운용중인 다중빔 위성망에서의 대역자원 관리
기술은 총 시스템 용량의 최대화를 위하여 각 사용자의 QoS 만족
을 고려하지 못함. 우리 기술의 경우 각 빔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
려함으로써 그에 적합한 자원을 할당, 트래픽이 발생한 모든 빔에
대한 proportional fairness를 만족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

MIT 동적 전력
할당 기술

·세계 위성통신 서비스 매출 현황은 FSS 144억 달러, MSS 22억 달러
로 Inmarsat, Thuraya 및 GlobalStar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 이동
위성통신 시장 형성
·'03년부터 '10년까지 이동위성서비스 시장은 연 평균 36% 증가 추세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우리나라 GMPCS 현황 참조 : 2009년 가입자 수 약 10,500명, 매출
액 약 18,400백만원 수준(위성 전용 단말) 위성/지상 공용 시장으로
전환, 매년 10% 성장 가정
·'10년 85.6억불(NSR, 2007)에서 '15년까지 매년 성장률 36% 가정, 그
이후 성장률이 5%씩 감소 가정
<기존 DTV와의 서비스 호환 가능한 3DTV 방송 서비스 >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Optimum beam bandwidth allocation method
based on traffic demands and channel
conditions for multi-spot beam satellite
system

미국

13/328253

2011

출원

다중 스팟빔을 갖는 위성망 시스템에서 트래픽
요구량 및 채널 상황을 반영하여 자원 활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최적의 활성화 빔 선택
방법

한국

20120029480

2012

출원

멀티빔 위성 시스템에서 각 스팟 빔 당 PFD
일정 시 활성화 빔 선택 및 동적 대역 할당
방식

한국

20120025743

2012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325억

358억

394억

433억

477억

국외

398억불

517억불

647억불

776억불

893억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방기존의 위성 전송자원 운용 방식에서 취약한 각 사용자의 서로
다른 QoS를 반영할 수 있는 proportional fairness 관점에서 기존에
비하여 20%의 성능 향상이 예상되므로 가입자의 이용 만족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위성 통신망 및 위성/지상 통합망에서 위성 전송자원 관리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자원 이용효율성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 → 위성망과 지상망의 전송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중빔 위성망에서의 최적의 전송 자원 관리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는 다중빔 위성망 스펙트럼 할당 분석 툴은 다양한 자원관리
시나리오의 구현 및 성능 평가가 가능하며, 다중빔 위성망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의 수정 및 변경이 용이 → 상용화 가능

I N N O V A T O R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광대역, 다중빔 위성 시스템의 주파수 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위성 사업자 또한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유럽 ETSI는 MSS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3G 위성무선접속규격 표준
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성휴대통신시스템 아키텍처 및 위성무선
접속규격 개발 착수
·ITU-R에서는 SG4산하 WP4B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IMT-2000 위성
무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IMT-Advanced 위성접
속규격 표준화가 진행 중
·일본 NICT는 위성/지상 통합망에서의 자원공유 기술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STICS(Satellite/Terrestrial Intergrated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아키텍처 개발 착수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다중빔 위성망 전송 자원관리 기술
- 다중빔 위성망 동적 대역 자원관리 기술
- 빔 할당을 위한 활성화 빔 선택 기술
- 시스템 환경에 따른 적응형 자원할당 방식 선택 기술		
·다중빔 위성망 스펙트럼 채널 할당 분석 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 R E E N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1년 3월 - 다중빔 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 ETRI 제안
·2012년 1월 - "다중빔 위성시스템 스펙트럼 채널 할당 분석 툴"
개발 완료
·2012년 9월 - 다중빔 위성망 자원관리 툴을 통한 기술 평가 완료
·2013년 2월 - 다중빔 위성망 동적 전송자원 관리 기술 개발 완료

&

각 빔의 전력을 상이하게 할당함으로써 전력 조정 기술의 특성상
각 스팟빔에 연결된 전력 증폭기들의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위성
시스템 구축 시 고비용을 초래. 반면, 우리 기술의 경우 각 빔의 전
력을 고정하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비선형성으로 인
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위성 및 위성/지상 통합 우주국 - 다중빔 위성망 및 위성/지상 통합
망에서 위성 전송자원 관리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자원 이용효율성
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
·다중빔 위성 전송 자원관리 시뮬레이션 S/W - 위성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최적화된 자원관리 시나리오의 구현 및 성능 평가
가 가능하며, 다중빔 위성망에서 다양한 최적화 시스템 구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소프트웨
어 제작 과정의 수정 및 변경이 용이

S M A R T

경쟁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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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5Msps급 DVB-S2 기반 복조
(RTL)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김판수

본 기술은 DVB-S2 기반 복조 기술로서 QPSK/8PSK 채널 적응형 전송에 대한 동기부 (복조부)에 관한 기술

I N N O V A T O R

이며, 3D/UHDTV, VSAT 시스템 등의 고속 위성 방송/통신 전송에 적합하여 수신 셋탑의 요소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45Msps 속도 DVB-S2 전송 표준을 기반으로 한 복조 기술

S M A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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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DVB-S2 표준 기반 45Msps 복조기 구현을 위해 기존기술과 차별화
되며 고속데이터 전송 구현이 가능한 복조 기술을 필요로 함

·채널적응 형 QPSK, 8PSK 가변 수신이 가능하고 낮은 SNR 환경 및
주파수 오차 환경에서 동작을 수행함

·위성방송전송기술의 전송속도 향상을 통하여 3D/UHDTV 등의 초고
화질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을 필
요로 함

■ 기술의 상세 사양

·채널 적응형 실감위성방송 전송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다채널 3D/
UHDTV 등의 실감방송서비스를 위성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고속전송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중 수신부 구성에 핵심이 되는 고속복조기 개
발을 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 DVB에서 제정한 디지털 위성방송 표
준인 DVB-S2를 기반으로 한 고속채널가변복조기술이 요구 됨

기술 내용

상세사양
·심볼속도 45Msps 지원가능

·QPSK/8PSK 지원가능
45Msps DVB-S2기반
·VCM/ACM, CCM 지원
고속 복조 기술
·Roll off 0.2, 0.25, 0.35 지원
·Pilot/Non-pilot 모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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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DVB-S2 기반 저속 복조기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DVB-S2 복조 기술

고속 동작이 가능하고 채널 적응형 동작이 가능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일본을 중심으로 4k/8k 카메라, LCD 패널, 스캐닝 장비, 4k/8k 인코더
시제품 출시 디지털 시네마는 4k급으로 전환 중

■ 기술개발 완료시기

·영국 BBC는 NHK와 공동으로 '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추어 UHD 실험
방송 계획을 추진

■ 기술이전 범위
·DVB-S2기반 고속 복조기 verilog 코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DVB-S2는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규격

기술도입효과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한국

1142203

2012

DVB-S2기반 신호 복조 방법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핵심기술 국제 경쟁력 유지 및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
·타 분야 원천기술로의 활용 - UHD기반 3DTV, D-Cinema 등 실감방
송의 공통기술 로 활용, 항공우주, 군사, 박물관 및 전시회 등에 활용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신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개념의 서
비스로 확산, 신규 고품질 실감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지
역에 신한류문화 전파 및 확산 기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 N N O V A T O R

등록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T E C H N O L O G Y

·대형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 층의 증가와 TV의 초고화질화에 따라
전 세계 UHDTV 판매대수는 '15년 21만대에서 '16년 218만대로
약 950% 성장할 것으로 예측

·고속 복조 알고리즘 설계서

G R E E N

·2012년 6월 - 기능/성능 H/W 테스트 완료

&

·미국 AMC(America Multi-Cinema)는 '12년까지 모든 상영관을 4k
상영관으로의 전환 추진

·2012년 4월 - HDL 기반 고속 S2 복조기 설계 완료

S M A R T

경쟁기술

·다채널 3D/UHDTV 등의 실감위성방송용 셋탑 박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6년 이후 UHDTV 시장은 연 평균 34% 성장하여 ’20년 연 매출
557억불 전망
<세계 3DTV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대,백만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RG

매출액

171억불

255억불

304억불

408억불

557억불

34.3%

·'16년 이후 UHDTV 시장은 연 평균 34% 성장하여 ’20년 연 매출
557억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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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VB-RCS2 용 Return Link
Encapsulation (RLE)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박만규

본 기술은 최근 표준화가 완료된 DVB-RCS2에서는 RLE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송신 데이터를 다양한 크
기의 단편화(fragmentation)와 높은 효율의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을 지원하며 RLE(Return Link

I N N O V A T O R

Encapsulation)기법을 사용하면 DVB-RCS1 기반 MPEG/MPE, ATM/AAL5를 사용하는 인캡슐레이션 보다
작은 오버헤드(over head), 효율적인 연속 캡슐레이션 기법이 적용되어, 인켭슐레이션 효율이 ATM (0.89),
MPEG(0.95) 보다 높은 0.99를 나타내어 높은 전송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DVB-RCS2서는 물리 계층의 고효율 전송 기술과 함께 시스템의 수율을 30 % 이상 향상시키기 위한 링크 계층 기
술로서 IP 및 상위 계층 패킷을 고정 길이 버스트에 효과적으로 인캡슐레이션 하기 위하여 RLE 기술 이용
·단말에서 Fragmentation과 Encapsulation 수행, NCC에서 Decapsulation, Reassembly 수행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의 변화
·기본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위주의 서비스에서 Social Network와 같이
개인 사용자의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되는 업로드 서비스 등장으로
업로드 데이터 트랙픽 급격히 증가
■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의 변화
·급격히 증가한 역방향 트래픽 지원 및 새로운 통신 인프라로써의 위성
네트워크 위상에 맞은 광대역 위성 접속 기술 필요
·이에 따라 기존 DVB-RCS1 대비 최소 30%의 전송 효율이 증가된 높은
전송 효율을 나타내는 DVB-RCS2라는 새로운 전송 기술 표준 등장
■ 인터넷 서비스 사용 패턴의 변화
·DVB-RCS2에서는 물리계층에서 고정 길이 버스트를 사용하고 대신 링크
계층에서 가변 정보값 (Variable Information bits)을 물리계층으로 전달함
·이를 위해 링크계층에서는 전송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크기
의 단편화(fragmentation)와 높은 효율의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을 지원하는 RLE (Return Link Encapsulation)기법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RLE 특징 - 동작 절차
■ RLE 동작 절차
·RLE fragmentation이 현재 Link 상태에 맞는 Waveform ID로 mapping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 정보 값의 크기 (Variable Information bits)로
fragmentation됨

■ DVB-RCS2용 고정 길이 Burst typ
·LB - Logon Burst (Waveform Id 1, Burst Length : 664)
·CB - Control Burst (Waveform Id 2, Burst Length : 262)
·STB - Short Traffic Burst (Waveform Id 3~12, Burst Length : 536)
·LTB - Long Traffic Burst (Waveform Id 13~22, Burst Length: 1616)
·기타 - Waveform Id 32 ~ 39, 8가지
RLE 특징 - RLE Format
■ 사용자 데이터 - RLE로 변환 과정
·SDU (Service Data Unit) → The Addressed Link PDU (ALPDU) →
The Payload-adapted PDU (PPDU)
■ ALPDU는 1개 또는 다수개의 PPDU로 변환
·1개인 경우 : Full PP여
·다수개인 경우 : Start PPDU, Continuation PPDU, End PPDU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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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VB-RCS2 위성 전송 규격이 2011년 8월 완료 되었음(ETSI EN 301
545-2 v1.1.1)
■ 보유 특허

본 기술의 우수성

DVB-RCS1의 ATM,
MPEG-TS 기반
Encapsulation 기술

·기존의 기술 대비 높은 전송 효율 지원,
·고정 길이 Burst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DVB-RCS2의
물리 계층 특성 지원
·Link 계층에서의 QoS 지원이 용이한 구조

출원

위성 리턴링크 패킷 오류 판단 방법

한국

2011-0086432

2011

한국

2010-0131576

2010

출원

위성 강우 환경에서 리턴링크 인캡슐레이션
기반의 패킷 오류 검출 기법을 적용한 위성
단말 장치 및 ACM 제어 방법

미국

13/314658

2011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위성 VSAT 단말의 송신부, 중심국의 수신부
·초고속 VSAT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3D 방송 시청가구는 '15년에 2천 2백만 가구에 이를 전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RLE의 경우 단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VSAT 시스템의 시장
규모와 예측을 통해 RLE 기술의 적용 규모 예측 함
·전 세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급 VSAT 사이트는 2010년 1,433,300
존재했으며 내년인 2013년에는 1,871,500사이트로 30% 증가 예상

I N N O V A T O R

경쟁기술

출원(등록)
년도

T E C H N O L O G Y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기존 기술 (DVB-RCS1)를 대체하는 기술
·DVB-RCS1 또는 고유 규격에 의한 VSAT 전송 기술을 대체하여 광대역
위성 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이를 통해 초고속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차세대 VSAT 서비스 제공 가능
■ 차세대 VSAT 기술
·최근 완료된 차세대 VSAT 표준 기술로써, DVB-RCS2 물리계층을 이
용 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

출원(등록)
번호

G R E E N

ATM Maximum Efficiency: 0.89 / MPEG Maximum Efficiency : 0.95 /
RLE Maximum Efficiency : 0.99 / RLE가 overhead가 가장 작기 때문 →
(Concatenation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원 국
(등록)

&

RLE 특징 - RLE Format
■ 분석 parameters
·RLE : Full PPDU 고려, Waveform ID 14, LTB, Payload bytes: 188
(MPEG과 비교 위함)
·MPE/MPEG: MPE padding mode고려
·AAL5/ATM

특허명

S M A R T

출원/등록
구분

■ DVB-RCS2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현재 표준화 완료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
·국내 DVB-RCS2 기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준비 단계임
·2012년 6월 (표준 완료 2012년 8월) STM사에서 수행한 DVB-RCS2
시스템 성능 데모에서는 기존의 DVB-RCS 보다 효율이 300%개선된
모습을 보임

4. 기대효과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08월 - Ethernet 기반 테스트 베드에서 테스트 완료, RLE 자
체 기술에 대한 검증 완료
■ 기술이전 범위
·DBV-RCS2 기반 RLE 기술이 구현된 샘플 프로그램 (C++ 코드)
·샘플 프로그램 설명서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새로운 DVB-RCS2 관련 위성 VSAT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확대
·위성 VSAT 제조업체의 활성화로 수출확대 및 신규 고용창출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91

ETRI 기술예고제 책자-2단원.indd 91

2012-08-24 오후 2:44:17

2-4 DVB-RCS2기반 CPM 모뎀 (RTL)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이용호

본 기술은 DVB-RCS2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채널부호와의 연접 및 낮은 SNR 환경에서도 동작 가능

I N N O V A T O R

한 CPM 모뎀을 하드웨어 RTL(Register Transistor Level) 기술로 구현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RCS2 기반의 CPM 모뎀 하드웨어 RTL 기술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SCADA 네트워크와 같은 저가 단말 위주의 consumer 위성망 구축
요구

·길쌈부호, 블록부호 등 외부채널부호와 연접이 용이한 연속위상변복
조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DVB-RCS2 기반 CPM 모뎀 기술

·위성 IP기반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초고속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통신망 기술 개발이 필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재난 방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행정망 및 군용통신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위성단말의 저가화를 통해 공공성 위주의 위성통신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통해 위성통신시장의 활성화 기여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DVB-RCS2 표준화 및 기술개발 추진 중

·CPM 전송 특성으로 인해 비선형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날
로그 부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음

·유럽의 SES-Astra 다중빔 중계기 위성망에 Newtec사가 Sat3Play
라는 연속위상변조기술기반으로 단말 및 중심국 장비 납품

·위성 VSAT 단말에서 중심국으로의 송수신 기술

·DVB-RCS 단말의 경우 타제조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
시장활성화가 약함

·저가 단말개발에 용이한 변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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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위성단말 개발 등을 위해 관련기술의 적용이 가능함
·미국: 길쌈부호가 연접된 CPM 기술 제안(Hughes)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본 기술의 우수성

DVB-RCS1 규격 기반의
기존 VSAT 단말

동일 대역폭 대비 전송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대역폭
당 전송효율이 뛰어나면서도 비선형증폭기 사용이 가
능하므로 단말 저가화가 가능

S M A R T

경쟁기술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06월 - 하드웨어 RTL 기술 개발 완료

&

·2012년 10월 - 성능 최적화

G R E E N

■ 기술이전 범위
·DVB-RCS2 기반 CPM 모뎀 하드웨어 RTL 기술
표준화 및 특허
·DVB-RCS2 Mobile/Mesh 규격(normative text) 완료
·DVB-RCS2 guideline 규격 완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고효율 위성 전송을 위한 위상잡음에 강인한
송수신 방법 및 그 장치

미국

2011-0097857

2011

출원

연속위상변조를 위한 송수신기 장치 및 방법

미국

13/270763

2011

* 참조 : SNR 2010.12, Broadband Satellite Markets 9th 보고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DVB-RCS 기반의 단말을 Viasat, STM, Newtec, Gilat 등에서 상용화
하여 판매 중
·DVB-RCS 기반의 단말을 나노트로닉스에서 상용화하여 판매 중
·DVB-RCS 기반의 단말을 삼성탈레스, 넷커스터마이즈 등에서 개발
·DVB-RCS 기반의 단말은 모두 선형변조방식 위주

·저가용 VSAT Hub 및 단말에 적용
·SCADA 기반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국가 재난복구 서비스
·위성 통신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시스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광대 역 위성 서비스 시장은 2009년 33.5억 달러에서 2019년 79.4
억 달러로 CAGR 9% 성장 예측
·광대역 위성 단말 시장은 2010년 3.97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I N N O V A T O R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SCADA 네트워크와 같은 저가단말위주의 consumer 위성망 구축
·지상망이 인프라가 부족한 후진국 등에서 위성링크를 이용한 국가망
설치 및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가정, SOHO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된 지사, 학교, 행정 및 교육 기관
등에 설치하여 고속인터넷 자료 검색, 위성 WAN, 대화형 위성방송
수신, 고속 데이터 backhaul 기능 등의 서비스 제공

달러로 CAGR 8% 성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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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VB-S2 기반 포워드링크 ACM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유준규

본 기술은 포워드링크에 ACM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강우 감쇠시에는 낮은 throughput을 제공하지만 시스템

I N N O V A T O R

평균 throughput 및 가용율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포워드링크 ACM 을 통한 시스템 throughput 및 가용율 향상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의 상세 사양
·적응형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CM 구현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존의 위성통신에서 CCM 방식은 맑은 날(Clear Sky)인 경우에도
시스템 가용율 규격에 따라 높은 마진을 유지해야 함
·포워드링크 ACM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강우 감쇠시에도 낮은
throughput을 제공하지만 위성인터넷 서비스 요구 증가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적응형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강우시에도 안정적인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도서벽지, 산간지역 등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의 광대역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
·재난 위성 통신망, 군용 위성 통신망, 선박용 위성 통신망, SCADA 등
에 활용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DVB-S2 ACM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등의 차세대 VSAT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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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기존 CCM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기존 CCM 기술 대비 100%이상 throughput 증가

■ 기술개발 완료시기

S M A R T

·2012년 5월 - ACM 상세 설계 완료
·2012년 현재 - ACM 시스템 구축 진행중
■ 기술이전 범위
·DVB-S2 기반 포워드 링크 ACM 기술

&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참조 : SNR 2010.12, Broadband Satellite Markets 9th 보고서

·DVB-S2 ACM 기법은 위성방송 및 통신을 위한 표준 규격
■ 보유 특허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DVB-S2 기반 포워드 링크 ACM 기술

·㈜삼성탈레스, LIG-Nex1 등은 군 위성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에
납품
·세계 각국은 고용량 초고속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십 개 이상의
다중 Spot 빔의 Ka 대역 위성을 발사하거나 개발 중
- 영국, 일본,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
하고, 지상망 설치가 어려운 고립지역에 대해 위성을 이용하는 정책
추진
- 영국 디지털 UK 계획, 일본 브로드밴드 2010 전략, 미국 보편적
브로드밴드 접근성 법안 계획 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광대역 위성 서비스 시장은 2009년 33.5억 달러에서 2019년 79.4억
달러로 CAGR 9% 성장 예측
·광대역 위성 단말 시장은 2010년 3.97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
러로 CAGR 8% 성장 예측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위성 VSAT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확대
·위성 VSAT 제조업체의 활성화로 수출확대 및 신규 고용창출

I N N O V A T O R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추후 공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G R E E N

표준화 및 특허

·기존 기술대비 낮은 SNR에서 동작이 가능하므로 단말가격 비용절감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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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VB-RCS1 기반 Return Link 복조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왕도휘

본 기술은 위성 리턴 링크 모뎀(복조기)을 구현함에 있어 복잡한 신호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리턴 링크 복
조 알고리즘이 낮은 SNR 영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I N N O V A T O R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HDL)로 구현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RCS1 기반의 위성 리턴 링크 복조 모듈의 성능개선

&

1. 기술 개요

S M A R T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술개발의 필요성
·VSAT 기반 초고속 위성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증
대로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성통신
시스템 수요 증가
·강우 감쇠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낮은 SNR에서도 안정적으로 위성통
신이 가능한 VSAT 단말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도서벽지, 산간지역 등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등
의 광대역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DVB-RCS1 또는 고유 규격에 의한 VSAT 전송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등의 차세대 VSAT 서비스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재난 위성 통신망, 군용 위성 통신망, 선박용 위성 통신망 등에 활용
·향후 Ka대역 통신위성을 이용한 VSAT 전송 기술 검증 및 VSAT 응용
서비스 개발 시 기준(Reference) 시스템으로 활용
■ 기술의 상세 사양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DVB-RCS1 규격 기반의
기존 VSAT 단말

복조 알고리즘 성능 이론치 대비 0.5dB 이
내의 HDL 구현

·DVB-RCS1 기반 VSAT 수신 신호처리 알고리즘 모의실험 대비 HDL
구현 성능 0.5dB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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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1년 10월 - 고성능 복조기 적용 테스트베드 보완 및 시험 완료

·㈜삼성탈레스, LIG-Nex1 등은 군 위성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에
납품

·2012년 현재 - 공공서비스 시험 지원
■ 기술이전 범위
·고성능 위성 리턴 링크 복조 기술

·DVB-RCS1 위성 전송 규격이 2009년 완료 되었음(ETSI EN 301 790
v1.5.1)
·추후 공개(DVB-RCS1 기반 버스트 모뎀 구현 관련 특허 다수 보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광대역 위성 서비스 시장은 2009년 33.5억 달러에서 2019년 79.4억
달러로 CAGR 9% 성장 예측
·광대역 위성 단말 시장은 2010년 3.97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로 CAGR 8% 성장 예측

·위성 VSAT 제조업체의 활성화로 수출확대 및 신규 고용창출
·기존 기술대비 낮은 SNR에서 동작이 가능하므로 단말가격 비용절감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T E C H N O L O G Y

·위성 VSAT 중심국의 수신부 복조 기술

·위성 VSAT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확대

G R E E N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 보유 특허

S M A R T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세계 각국은 고용량 초고속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십개 이상의
다중 Spot 빔의 Ka 대역 위성을 발사하거나 개발 중
- 영국, 일본,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
하고, 지상망 설치가 어려운 고립지역에 대해 위성을 이용하는 정책
추진
- 브로드밴드 접근성 법안 계획 등

I N N O V A T O R

* 참조 : SNR 2010.12, Broadband Satellite Markets 9th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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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VB-S2기반 고속 LDPC 복호기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이인기

본 기술은 DVB-S2 기반 고속 LDPC 복호 기술로서 Vertical Scheduling 기법을 이용하여 200Mbps 이상의 데
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3D/UHDTV등의 고속 위성방송 전송에 적합하여 수신 셋탑의

I N N O V A T O R

요소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S2 전송 표준을 기반으로 한 고속 순방향 오류정정 복호기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DVB-S2 표준기반의 복호기 고속화를 위해 Flooding Scheduling
방식의 일반 LDPC복호기술과 차별화되며 간단한 구현이 가능한
복호기술 필요
·위성방송 전송기술의 전송속도 향상을 통하여 3D/UHDTV 등의
초고화질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내용
DVB-S2 기반
고속 LDPC
복호 기술

상세사양
·동작 클럭 최대 130M까지 지원
·200Mbps(coded data rate) 이상 지원
·코드 레이트 ½, 2/3 지원
·VCM/ACM, CCM 지원
·Vertical Scheduling 기반으로 구현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Flooding Scheduling 기반의 일반적인 LDPC 복호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고속 LDPC 복호를 위해서 Layered Scheduling 기반의 Vertical
Scheduling 기법을 이용하여 LDPC 복호 알고리즘을 수행함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일반 DVB-S2
복호 기술

Flooding 기법 기반의 기술에 비하여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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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2년 4월 - HDL 기반 고속 LDPC 복호기 설계 완료

·위성 셋톱박스는 Thomson Multimedia, Echostar, Hughes등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셋톱박스 제조업체들도
점진적 시장회복을 위해 인도/남미등 신흥 방송사업자 시장과 유럽
등지로의 고가형 제품 시장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

·2012년 6월 - 기능/성능 H/W 테스트 완료
■ 기술이전 범위
·DVB-S2기반 고속복호기 VHDL 코드(code rate ½,2/3)

·영국 BBC는 NHK와 공동으로 '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추어 UHD 실험
방송 계획을 추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VB-S2는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규격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고속 LDPC 복호 기술

한국

20120009873

2012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핵심기술 국제 경쟁력 유지 및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신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개념의 서
비스로 확산, 신규 고품질 실감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지
역에 신 한류문화 전파 및 확산 기대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다채널 3D/UHDTV 등의 실감위성방송용 셋탑 박스
·위성전송 시스템의 핵심 ASIC 칩
·위성통신 시스템의 VSAT 단말 순방향 링크 수신 칩

·'16년 이후 UHDTV 시장은 연 평균 34% 성장하여 '20년 연 매출 557
억불 전망
·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은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셋톱박스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큼
<세계 3DTV 시장 전망>

I N N O V A T O R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T E C H N O L O G Y

·타 분야 원천기술로의 활용 - UHD기반 3DTV, D-Cinema 등 실감방
송의 공통기술로 활용, 항공우주, 군사, 박물관 및 전시회 등에 활용

G R E E N

기술도입효과

&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S M A R T

·미국 AMC(America Multi-Cinema)는 '12년까지 모든 상영관을 4k
상영관으로의 전환 추진

·고속 복호 알고리즘 설계서

(단위 : 천 가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RG

매출액

171억불

255억불

304억불

408억불

557억불

34.3%

·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은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
며 전체 셋톱박스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큼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CARG
(08-11)

위성 STB

71,192

73,900

77,736

81,293

84,808

1.99%

케이블 STB

33,752

41,837

52,028

61,570

67,840

7.15%

IT STB

4,770

6,560

7,718

8,375

8.662

4.05%

지상파 STB

22,170

26,640

29,158

32,761

40,243

6.07%

합계

131,884

148,936

166,640

183,999

201,553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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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VB-RCS NG compatible한 RTL
기반의 linear변조 수신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김판수

본 기술은 DVB-RCS2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선형(linear) 복조복호기술로 하드웨어 RTL(Register

I N N O V A T O R

Transistor Level) 기술로 구현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RCS2 기반의 linear변조의 수신 하드웨어 RTL 기술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Ka 대역 위성을 이용하여 DVB-RCS2 표준 기반의 역방향 링크를
형성하여 고속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위성 IP기반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방송서비스와 인터넷 기반 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초고속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통신망 기술 개발이 필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의 재난방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행정망 및 군용통신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위성단말의 저가화를 통해 공공성 위주의 위성통신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통해 위성통신시장의 활성화 기여

·위성 VSAT 단말에서 중심국으로의 수신 기술
·데이터 속도 및 채널 환경(SNR)에 대해 dynamic 영역이 큰 기술
·DVB-RCS NG 규격과 compatible 하므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호환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DVB-RCS2 기반 linear 변조 수신 기술
기술내용

상세사양

터보 pi 부복호 및 데이터 속도 최대 10Mbps, 낮은 SNR 환경에서 수신, QPSK,8PSK,
선형모뎀기술 16QAM 등 ACM 가능, 16 state duo binary 터보부복호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DVB-RCS2 표준화 및 기술개발 추진 중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대역폭당 전송 효율 개선 기술

·유럽의 STM사가 Avanti Hylas 위성 중계기 서비스를 위한 기술로 단
말 및 중심국 장비 납품
·DVB-RCS 단말의 경우 타 제조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해
시장활성화가 약함
·저가 위성단말 개발 등을 위해 관련기술의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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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DVB-RCS1
동일 대역폭 대비 전송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대역폭당 전송 효
규격 기반의
율이 뛰어나고 낮은 SNR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
기존 VSAT 단말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07월 - 하드웨어 RTL 기술 개발 완료
·2012년 10월 - 성능 최적화
■ 기술이전 범위

&

·DVB-RCS2 기반 선형 변조 수신 기술 하드웨어 RTL 기술

G R E E N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VB-RCS2 Mobile/Mesh 규격(normative text)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고효율 위성 전송을 위한 위상 잡음에
강인한 송수신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20110097857

2011

·DVB-RCS 기반의 단말을 Viasat, STM, Newtec, Gilat 등에서 상용화
하여 판매 중
·DVB-RCS 기반의 단말을 나노트로닉스에서 상용화하여 판매 중
·DVB-RCS 기반의 단말을 삼성탈레스, 넷커스터마이즈 등에서 개발
·DVB-RCS 기반의 단말은 모두 선형변조방식 위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위성 VSAT 중심국 기술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술
·위성 IPTV 서비스 기술
·선박/항공기/고속 열차 환경에서의 인터넷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차세대 위성 VSAT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 확대
·위성 VSAT 제조업체의 활성화로 수출 확대 및 신규 고용 창출
·기존 기술 대비 대역폭당 전송 효율이 30% 증대하므로 서비스 및
단말 가격 비용 절감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광대역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세계 위성 VSAT 시장이 '12년 약 25억불 전망(연평균 5%대 성장률)

·지상망 과부하 통신 링크의 backhaul 기능도 가능

I N N O V A T O R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T E C H N O L O G Y

·DVB-RCS2 guideline 규격 완료
■ 보유 특허

·전세계 Ka 대역 중계기 발사의 활성화로 이에 대한 시장 수요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
·참고로, DVB-RCS 1st 규격의 경우 2010년 중반까지 180,530대의
단말과 374개의 Hub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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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GPS 전파교란 감지 및 위치파악시스템
위성항법연구팀 담당자

이상욱

본 기술은 GPS 항법신호에 대한 전파 혼신이 발생할 경우, 혼신의 형태, 혼신신호세기, 혼신의 발생 방향 및

I N N O V A T O R

위치, 혼신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GPS 항법신호에 대한 전파 혼신이 발생할 경우, 혼신의 형태, 혼신신호세기, 혼신의 발생 방향 및 위치, 혼신으로
인한 피해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 국내에서 GPS신호에 대한 전파교란 사건이 발생 ('10년 8월, '11
년 3월, '12년 4월) 하여 각종 무선 통신 서비스 제공에 오류가 발생함

·GPS 혼신 발생유무 및 형태 파악 : 톤형태, Sweep 형태, 광대역 혼신
에 대해 IF 데이터를 FFT(Fast Fourier Transform) 처리를 통해 파악하
고, 항법메시지 형태의 혼신에 대해서는 항법메시지 처리를 통해 시
간 지연, 의사거리 변화 등을 통해 파악

·항법신호에 연속파, 협대역 및 광대역 전파교란신호는 물론, GPS와
유사한 형태로 혼신을 주는 기만신호형태로 진화함
·항법신호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GPS 전파교란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GPS 교란신호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의 필요
성이 제기됨
·GPS 전파교란 신호의 위치파악 및 영향범위 제공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GPS 항법신호에 대한 혼신 발생을 신속하게 감시하므로, 현재 GPS
항법신호를 이용하는 IT 관련 제품에서의 시각동기 및 위치정보에 대
한 오동작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이고, IT 통신인프라 보호 및 안전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GPS 혼신방향 파악 : LP Type 과 반사판 형태의 안테나를 회전시키
는 하이브리드 안테나 기법을 적용하여 고정밀 방향 성능을 제공
·GPS 혼신 신호세기 파악 : RF 단의 AGC 이득 변화량 및 상관기 후
단에서의 C/No 변화량을 통해 이를 파악
■ 기술의 상세 사양
·감시대역 : GPS L1(1575.42MHz) / GPS L2(1227.60MHz) 대역
·기능
- 혼신발생검출, 혼신형태파악, 기만신호파악, 혼신세기측정, 혼신데이터
저장
- 혼신원

방향/위치파악 및 혼신원에 의한 영향범위 제공

102

ETRI 기술예고제 책자-2단원.indd 102

2012-08-24 오후 2:44:24

·특징
- 위성항법 주파수대역 혼신원의 수신신호 세기와 수신신호들 간의 위상
검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의 고정밀 위치파악기술 (방향정밀도
: 1~2도@RMS)
- 항법신호 혼신원에 대해 0 dB ~ 60 dB(-130dBm 기준) 까지 감시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GPS 혼신의 위치 및 검출을 위해 각종 센서 및 네트워크(CORS) 기반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GPS 항법신호를 이용하여 시각동기를 하는 이동통신기지국에
적용 가능
·GPS 항법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산출하는 각종 국방장비, 측
지/측량 장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현재, 국내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없으나, 향후 이동통신기지국, 국방
관련 장비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
·GPS 항법신호의 이용분야 다변화 및 기간 통신망 등 국가 인프라에
서의 GPS 혼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혼신감시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독일
(ROHDE &
SCHWARZ)

경쟁기술은 고정밀(1~2도@RMS) 방향탐지 기능을 매우 고가로
제공하지만, 본 기술은 혼신원의 수신신호 세기와 수신신호들 간의
위상검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이용하여 동등성능을 제공
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저가로 구현이 가능함

미국
(NAVSYS)

경쟁기술은 잡음수준의 혼신에 대한 발생유무 및 형태 파악을 제공
하는데 비해 본 기술은 잡음수준 이하의 항법신호의 기만발생 유무
까지 제공하고, 혼신원의 IF 샘플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함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기술 현황

기술 전망

국내

·GPS 혼신감시기술은 기술개발
단계임

· 2014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실
용화 단계를 거쳐 2015년 이후 상
용제품이 출시예정
·GPS 항법신호에 대한 전파교란 발
생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는바, GPS
항법신호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기
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임

국외

·미국 IDM, 영국 GARDDIAN 등
프로젝트를 통해 GPS 혼신시스템
관련 기술 확보
·미국 및 독일등 국가에서는
특수목적 및 공항부근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 활용 중

·GPS 혼신의 발생유무, 발생형태,
발생형태 및 방향은 물론 발생에
따른 피해범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개발 중

·GPS 전파교란 신호 검출기술
·GPS 전파교란 신호 방향 및 위치파악 기술

4. 기대효과

·GPS 전파교란 신호에 의한 영향범위 파악 기술

기술도입효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안테나 회전을 통한 혼신방향 파악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GPS 혼신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정부 및 기간통신망에서의 GPS 혼신발생시 이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의 관련 시스템의 오동작 여부를 발견할 수 있어,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휴대폰 사용자로 하여금 GPS 혼신에 따른
대처능력을 확보토록 하여 안전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음

·관련 기술 문서
·관련 특허 실시권

■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GPS 혼신에 대한 정보통신 장비 응용은 미개척 분야임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GPS 혼신신호에 대한 혼신시스템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 표준화는 없음
■ 보유 특허

·국내는 관련기술 및 시스템 구축이 거의 없음
·기술 이전을 통한 GPS 혼신감시가 요구되는 타 응용기술 개발이 가능
■ 경제적 기대효과

·해당 사항 없음
출원/등록
구분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외

T E C H N O L O G Y

경쟁기술

G R E E N

·독일의 ROHDE&SCHEWARZ사는 고정밀 방향탐지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미국의 NAVSYS사는 디지털 빔성형 기능을 갖춘 GPS수신기를 통해
항법주파수에 대한 혼신원 발생유무(C/No 검출), 위치 파악 기법을
보유함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등록

하이브리드 방향파악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015227

2012

등록

직선구동장치를 이용한 광대역 고정확도
위상비교 방향탐지 장치 및 방법

한국

2012-0039637

2012

·현 제품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 크지 않으나 국방 및 기간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응용분야에서의 시장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항법수신기 및 혼신시스템 설계를 개인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가 비교적 간단하고, 제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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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GPS L1대역전파교란 회피기술
위성항법연구팀 담당자

신천식

본 기술은 GPS L1 대역에서의 전파교란발생시, 항법주파수 및 신호체계가 상이한GLONASS 항법신호로의 절

I N N O V A T O R

체를 통한 GPS 전파교란 회피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GPS L1 대역에서의 전파교란발생시, 항법주파수 및 신호체계가 상이한GLONASS 항법신호로의 절체를 통한 GPS
전파교란 회피기술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GPS L1 대역 전파교란 극복 기술은 GPS 민간용 신호를 이용하여 시
각동기를 하는 이동통신기지국, GPS 기준국, 방송사, 전력 모니터링
장치 및 지능형 교통망(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등 국가 기
간통신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 중요도는 매우 높음
·현재, 이동통신사, 방송사를 중심으로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한 자체
시각동기시스템을 보유하거나 확보를 계획 중이나 이들 백업 시스템
들은 24시간이 경과되면, 백업 시스템 내 주파수 발진기 특성 열화로
인해 시각동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가 예상됨
·따라서 기존 시각동기용 수신기의 경우 후위호환성을 위해 교체 및
수정 없이 안정적인 시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거나 신규 설치
장비에 대해서도 전파교란 극복 장치 기술개발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GPS L1 대역 전파교란발생 감지 : GPS/GLONASS 수신기 출력정보
기반의 GPS L1의 혼신 발생 유무 파악

·GPS L1 신호생성 : 혼신 된 GPS L1 신호 대신 정상 동작하는
GLONASS L1 신호의 PVT 정보를 이용하여 Simulated GPS L1 신호
생성 기술
·GPS L1 신호 절체 : 기존 설치된 시각동기용 수신기의 수정 및 교체
없이 GPS 전파교란 회피 장치에서 생성한 Simulated GPS L1 신호를
시각동기용 수신기의 RF 단에 입력함으로써 정상적인 GPS L1 신호
수신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국제 및 국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적으로 시스템
규격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토록 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개발 기술의 수준(국내 최초)
- GPS

L1 신호 재밍 대응을 GPS L1 신호처리가 아닌 GPS와 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GLONASS를 이용하여 GPS L1 RF 신호를 생성 기존
수신기에 제공
·GPS 배열 안테나 및 디지털 신호처리를 통한 재밍 대응기술이 개발
되고 있음 (안테나 빔 패턴, 적응형 ADC, 다중상관기, 적응형 필터링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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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2014년 2월
■ 기술이전 범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GLONASS 신호를 통한 GPS L1 신호생성 기술
·GPS 전파교란 회피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관련 기술 문서
·관련 특허 실시권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GPS 혼신신호에 대한 혼신시스템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 표준화는
없음
■ 보유 특허
·해당 사항 없음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GPS L1 대역 항법신호를 이용하여 시각동기를 하는 이동통신 기지
국 등 국가 기간통신 인프라에 적용 가능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현재, 국내제품 및 서비스 시장은 없으나, 향후 이동통신기지국,
국방관련 장비 분야에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
·GPS 항법신호의 이용분야 다변화 및 기간통신망 등 국가 인프
라에서의 GPS 혼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혼신감시시스
템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1년 3월 경기 서북부의 GPS 전파교란으로 이통기지국이 주로
피해를 당했고, 항공기 106대 및 선박 10척(해군함정 3척 포함)
에서도 GPS 수신 장애가 발생함(출처 : KBS 뉴스 2011년 9월 30
일 보도자료)
·GPS 신호는 우리사회와 군의 핵심 위치기반 시스템인 만큼 전파
간섭 극복기술 개발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음
·특히 2011년 3월의 발생된 혼신 세기는 2010년 8월에 발생된 전파
교란시보다 피해규모가 7배 이상일 정도로 신호세기도 높고, 강원도
일부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발표된바 있고, 또한 북한과 접경한 모든
지역이 GPS 공격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서울과기대
최성진 교수)
·금년 들어서도 지속적인 GPS 전파교란이 발생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된바 있어, 본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련분야에서
의 피해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됨

I N N O V A T O 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T E C H N O L O G Y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G R E E N

국외

·미국 레이사온사, Radix사, 록히드
마틴사 등에서는 안테나 및 신호 ·GPS 전파교란 회피를 위해 사용
되는 이종 항법시스템 및 주파수의
처리를 통한 항재밍 능력을 갖는
다각화를 통해 기존 장비의 교체
수신기를 개발하고 있음
·미국 및 독일 등 국가에서는 특수
및 변경 없이 전파교란에 안정적
목적 및 공항부근에 해당 시스템을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중
구축, 활용 중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국내

S M A R T

상용 GPS/GLONASS 안테나를 이용하며 전파교란이 인지되면
전파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호를 이용하여 신호를 생성하
므로 수신기는 전파교란의 세기에 영향이 적음

기술 전망

·2014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실용화 단계를 거쳐 2015년 이후
상용제품이 출시예정
·GPS 전파교란 회피기술은 기술
·GPS 항법신호에 대한 전파교란
개발 단계임
발생 빈도가 더욱 빈번해지는바,
GPS 항법신호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임

디지털 신호처리 기반 GPS L1 신호가 전파교란이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GPS 전파교란
GLONASS 신호를 이용하여 GPS L1신호를 생성하여 수신기에
극복기술
제공하므로 수신기의 형상 변경 없이 전파교란 대응이 가능함
배열안테나를 통한
GPS 전파교란
극복기술

기술 현황

·현 제품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 크지 않으나 국방 및 기간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응용분야에서의 시장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항법수신기 및 혼신시스템 설계를 개인용으로도 활용 가능
하도록 설계가 비교적 간단하고, 제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구현
되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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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GaN MMIC HPA 기술
무선RF·탑재기술연구팀 담당자

장동필

본 기술은 최신의 GaN MMIC 기술을 이용한 교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위상배열 능동안테나 기지국용

I N N O V A T O R

S-대역 GaN MMIC HPA, 위상배열 능동 레이더용 X-대역 GaN MMIC HPA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최신의 GaN MMIC 기술을 이용한 교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위상배열 능동안테나 기지국용 S-대역 GaN MMIC HPA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위상배열 능동 레이더용 X-대역 GaN MMIC HPA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효율/저전력 친환경 기지국용 고출력 증폭기 필요성 증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GaN MMIC 기술을 활용한 기지국용 고출력 증
폭기 필요

■ 미국

Triquint사의 상용 MMIC 공정을 이용한 MMIC 제작
■ 기술의

상세 사양
·S-대역 20W GaN HPA MMIC
- 20W 최대 출력/ 45% 효율
- 3.6mm X 3.4mm 크기

■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초소형/고효율 증폭기 필요
·소형 송수신 모듈을 위한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필요
■ X-대역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위한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필
요성 증대
·국내외적으로 X-대역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임
·GaN 기반의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를 이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향상된 제품 개발이 가능함

·X-대역 20W GaN HPA MMIC
- 20W 최대 출력/ 40% 효율
- 4.0mm X 3.4mm 크기

■ GaN 기반의 고출력 증폭기 기술을 활용한 국내 기술력 향상 필요
·GaN 고출력증폭기 기술은 현재 기술 개발 단계로서 선진국고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임
·국내 기술개발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진국과의 제품 경쟁 가능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효율/초소형

능동위상배열안테나 구현을 위한 고효율 전력증폭기
MMIC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10W 급 X-대역 GaAs HPA MMIC 상용 제품
·증폭소자를 이용한 패키지 기술을 이용한 X-대역 및 S-대역 RF 고출
력 증폭기 모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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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기지국 시장규모 (2010~2015)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구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GaAs MMIC 기술보다 최대출력 특성이 면적대비 2배 정도
GaAs HPA MMIC 기술
우수하며, 고효율 특성에서도 10% 정도 우수한 특성을 가짐
GaN 및 LDMOS FET를 이용한 증폭기 모듈로 적용할 수
없는 능동위상배열 시스템용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에 적용
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1년도부터 기술 개발 시작

기지국안테나
시스템

6,198

5,784

5,292

5,002

5,202

5,410

-2.7

국외

기지국안테나
시스템

88.9

92.8

97.4

102.9

107.8

112.1

4.7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지국용 능동안테나의 상용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RRH 기지국 시장이 상용의 능동안테나 기지국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됨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를 응용한 군수용 및 민수용 레이더 시장의 확대
및 기존 레이더 보다 성능이 우수한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로의 대체가
예상됨

·개발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용의 위상배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S-대역 20W/45% 고출력 증폭기 MMIC
·X-대역 20W/40% 고출력 증폭기 MMIC
·GaN HPA MMIC 패키징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해당사항 없음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기지국용 능동안테나 시스템
- 기지국용 능동안테나 시스템 중 고출력 증폭기 MMIC 비중이
30% 정도임.
- 기지국용 능동안테나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
출력 증폭기 MMIC 기술임

·S-대역 GaN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기술을 활용한 능동안테나
기지국
- 기지국 시스템이 필요한 통신사에서는 사용자의 분포 및 성향에
따라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면서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지국 시스템 개발업체에서는 능동안테나 기지국 시스템에
의한 신규 시장 창출 및 기존 시스템의 대체 기술로 활용 가능함
- 기존의 RF 모듈 기술보다 생산성이 높은 MMIC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원가 절감 및 신뢰성 향상이 기대됨
·X-대역 GaN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 기술을 활용한 능동위상배
열 레이더 시스템
- 기존의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보다 효율이 높고 출력 전력이 높
은 레이더 개발 가능
- 효율이 높은 GaN HPA MMIC에 의한 레이더 시스템의 방열 시스
템 비용의 축소 기대됨
- 국내 도입이 어려운 GaN HPA MMIC를 이용한 제품 개발 가능

I N N O V A T O 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도입효과

T E C H N O L O G Y

표준화 및 특허

G R E E N

·개발되는 고효율/고출력 증폭기 MMIC의 조립 및 패키징 기술을 동시에
개발 중에 있음

국내

&

·2012년도 12월까지 상용 수순의 제품 개발 완료 예상

(단위: 억 불)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S M A R T

증폭소자를
이용한 고출력
증폭기 모듈 기술

분

·X-대역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
-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초소형 고
출력/고효율 증폭기 MMIC 기술임
- 고출력 증폭기의 출력 전력 특성 향상으로 레이더 탐지거리 확대
및 레이더의 소형화에 기여 할 수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5년 국내 기지국 시장규모는 5천억 원 규모로 예측됨
·2015년 국외 기지국 시장규모는 112억불 규모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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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주파 필터 자동 튜닝 알고리즘
무선RF탑재기술연구팀 담당자

곽창수

본 기술은 고주파 필터를 자동으로 튜닝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S-parameter 곡선의 형상 유사도와 파라미터
추출법을 이용하여 1차 튜닝을 하고 2차 튜닝 단계에서는 S-parameter 곡선의 특징 점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직접 제어하여 매우 미세한 튜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기지국 등에서 사용되는 필터 및 다이플렉서 등을

I N N O V A T O R

자동으로 튜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원단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측정 장비(VNA), 컴퓨터와 튜닝머신을 이용하여 필터 및 다이플렉서 등의 마이크로파 수동부품을 자동으로 튜닝
하는 장치에 요구되는 알고리즘으로 튜닝머신의 기구적 메커니즘과 함께 자동튜닝장치의 핵심이 되는 요소임
·측정장비로부터 입력된 필터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최종 튜닝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튜닝머신의 동작을 계산
하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함
·기존의 튜닝 기술에 형상 인식개념을 도입하여 빠르고 매우 정밀한
튜닝을 수행할 수 있는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많은 회사들이 자동튜닝 장치의 니즈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적
으로 만족할만한 자동 튜닝 장치가 개발 되지 않은 상태임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고주파 필터 및 다이플렉서 등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최종 튜닝을
해야 하는 부품이고 이를 좀더 용이하게, 더 나아가 자동으로 수행하
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왔음
·이러한 수동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로는 '에이스테크놀
로지' 및 'KMW' 등이 있음
·에이스테크놀로지에서는 반 자동으로 필터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자동 튜닝 장치를 개발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전 자동 튜닝
·파라미터 추출법 및 곡선유사도법을 이용하여 빠르고 신뢰성 있는
튜닝이 가능함
·미세튜닝은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산란계수(S-parameter) 곡선의 특
징점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정밀한 튜닝이 가능함

·해외에서는 캐나다의 COMDEV를 비롯한 유럽의 몇몇 회사가 자동
튜닝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본 기술의 고객은 국내외의 고주파 수동부품 제조회사들이 될 수 있음

·1차 튜닝과 2차 튜닝에 적합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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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튜닝은 기존의 파라미터 추출법과 새로 고안된 곡선유사도법을

같이 사용함

·튜닝 대상 제품은 지상 망 기지국 등에 사용되는 제품임
·튜닝 절차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구현하고 좌우하는 핵심 절차임

·2차 튜닝은 새로 고안된 특징 점 제어법을 사용하여 미세튜닝을

·매우 정밀한 튜닝이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이 향상됨

수행함
·필터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부정확성에 의한

튜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의 경우 '에이스테크놀로지'사만 자체적으로 튜닝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파라미터 추출법에 의한 튜닝 장치: 파라미터 추출법만을 사용하며
매우 정밀한 튜닝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파라미터 추출의 신뢰성이
높지 않음

·해외 업체의 경우 대형 업체들이 튜닝 장치를 개발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음

·이외 다른 튜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장치들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현장
에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국내외 마이크로파 수동부품 제작사들이 주요 시장을 이루고 있음
·국내의 경우 '에이스테크놀로지'사만 자체적으로 튜닝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본 기술의 우수성

세계 마이크로파 수동부품 자동 튜닝 장치 시장규모 (2012~2016) (단위: 만불)

필터 모델과 파라미터 추출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튜닝에는 효과적이지 못함 본 기술은 최종 튜닝 시 필터 모델을
파라미터 추출법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한 주어진 필터가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성장률

시장 규모

1,050

1,103

1,158

1,216

1,276

5.0%

필터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기술의 최종 튜닝 단계와
Heuristic method
비슷하지만 본 기술은 튜닝 대상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2012년 10월 경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기술이전 범위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숙련된 튜닝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는 최종 튜닝 과정을 자동으로 수
행함으로써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가 절
감을 도모할 수 있음

·기술 문서

·원가절감 효과는 5~10%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특허

·또한 제품간 성능 차이가 균일하게 되어 품질 관리에도 도움이 됨

·튜닝 알고리즘

I N N O V A T O R

■ 기술개발 완료시기

T E C H N O L O G Y

·해외 업체의 경우 대형 업체들이 튜닝 장치를 개발해 왔으나
본격적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지는 못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G R E E N

·Heuristic 법에 의한 튜닝 장치: 튜닝 대상이 바뀔 때마다 세팅하는 시
간이 많이 걸림

&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 M A R T

·국내외 마이크로파 수동부품 제작사들이 주요 시장을 이루고 있음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관련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중

특허명

고주파 필터 자동 튜닝 알고리즘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미국

-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필터 및 다이플렉서 등 마이크로파 수동부품 자동 튜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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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R 시스템 MAC 모듈 ARQ S/W
인지무선연구팀 담당자

박진석

본 기술은 CR 시스템 MAC 모듈의 ARQ(Automatic Repeat-reQuest)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임. ARQ 기술은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에서 에러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다른 통신 시스템에

I N N O V A T O R

서도 많은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CR 시스템에서 MAC 계층에서 ARQ를 구현하여 무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S/W
로 구현되어 있음
·수신측에서 수신된 Frame의 손실없음을 송신측에 응답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수신된 Frame에 대한 응답을 즉시 송신하는 immediate ACK과 수신된 Frame들의 응답들을 모아서 송신하는
block ACK 기능으로 구성됨

■ 기술구성도

S M A R T

&

G R E E N

·ARQ 구현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오늘날 무선 통신 시스템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무선 통신 시스템의 특성상 채널 환경에 따라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음
·MAC Layer 관점에서는 ARQ 기술을 이용하여 손실된 데이터 부분에
대해 재전송을 통해 MAC 프레임 손실을 보완하고 있음

기반이므로 큰 수정 없이 다른 모듈에 적용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IP<->RS485 변환
·수신 결과를 즉시 전달하는 imm-ACK과 수신된 결과를 묶어서 한번
에 전달하는 B-ACK기능으로 ARQ 기능이 구성되어 있음
·B-ACK프레임과 imm-ACK 프레임은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유기적
으로 생성됨

·CR 시스템의 MAC layer에서는 ECMA 392/ ISOIEC 16504 표준을 바
탕으로 ARQ 기술을 적용하였음
·CR 시스템 ARQ 기술은 CR 기술을 포함하여 다른 무선 통신 시스템
의 MAC 계층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므로, 본 CR 시스템을 포
함하는 모든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ARQ 기술이 DSP와 FPGA 영역에 동작 모드에 따라 구분하여 구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동작 모드만을 취사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S/W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AC Layer ARQ 기술보다 진보된 대체 기술로써 PHY layer와 연동
되어 이용하는 HARQ 기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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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Layer에서 활용되는 ARQ 기술은 많은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
되고 있음

· ‘13년 초기 시장 형성 후, ’16년 시장 15억불 규모 형성 후 매년 급속
하게 신장되어, ‘20년 세계시장 126억불, 국내시장 6억불 규모의 시

경쟁기술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은 새로운 ARQ 방식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ARQ 기술과의
비교는 무의미 함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에 널리 쓰리는 기술인
ARQ 기능을 구현하여 다른 통신 시스템에서도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것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국내에서도 TV 유휴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 중에 있
으며, 제주도 등에서 관련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2012년 5월 현재 prototype 완료
·2013년 2월 경 개발 완료 예정

4.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기술도입효과

-D
 SP 기반 Block Ack 처리 Source Code (C 언어)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F PGA 기반 Immediate Ack 처리 Source Code (VHDL 언어)

·구현된 ARQ S/W를 이용하여 Proto Type용 테스트베드 구현 시 S/W
구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ARQ 구현 구조도 및 관련 설명서

·DSP를 사용한 상용 시스템 구현 시 큰 수정 없이 바로 ARQ S/W를
활용 할 수 있어 시장에 빠른 시간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서 초기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관련 기술은 ECMA 392/ ISOIEC 16504 표준으로 기술되어 있음

■ 보유 특허
·해당 없음
출원/
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년도

출원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수신확인 전송방

한국

10-2010-123846

2010

I N N O V A T O R

·ARQ 프로토콜 기능은 각 표준별로 유사하며, 다만 각 표준의 PHY 및
MAC 규격에 맞게 구체적인 파라미터 등은 달리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

T E C H N O L O G Y

·ARQ 프로토콜 S/W

G R E E N

■ 기술개발 완료시기

&

·미국은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Google,
Spectrum Bridge 등은 TV 유휴대역을 활용하여 무선데이터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진행

S M A R T

HARQ 기술

법 및 장치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된 ARQ 기술은 다양한 통신 시스템 구현에 활용 가능함
·구현된 ARQ S/W를 이용하여 Proto Type용 테스트 시스템에 바로 구
현할 수 있음
·DSP/FPGA 기반 상용 시스템 구현 시 큰 수정 없이 개발된 ARQ
S/W를 활용 할 수 있으므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가스/조명/
냉난방 등 홈 기기 원격 제어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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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14 다중채널/다중안테나 CR PHY 모듈
인지무선연구팀 담당자

엄중선

본 기술은 주파수 자원 현황과 요구 전송률에 따라 SISO, MIMO, Multichannel 중 하나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스템으로써 TV 대역 주파수 특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송수신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주변 채널상황 및 요구 전송률에 따라 전송방법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SISO, MIMO, Multichannel 전송모드를 지원
하는 물리계층 송수신 모듈

■ 기술구성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전송할 수 있는 인지무선시스템의 물리계층 모듈임. 특히, 사용되지 않는 TV 채널을 인지적으로 사용하는 CR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 급증

을 이용한 소 출력 무선통신서비스 국제표준 (ISO/IEC 16504)을 기반
으로 물리계층 개발
·TV 유휴대역에서 단일안테나, 다중안테나, 다중채널의 세 가지 전송
모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송수신 알고리즘 개발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 필요성 및 개방형 주파수 정책 확산

·채널상황에 따라 다중안테나 및 다중채널을 활용하여 고객요구에 맞
도록 무선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인지무선 기술을 바탕으로 TV 유휴대역을 활용한 무선통신서비스 연구

■ 기술의 상세 사양

·한정된 TV 유휴채널을 이용하여 채널상황과 다양한 고객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필요

·OFDM 전송방식 (128 FFT), 무선접속방법: CSMA-CA, TDMA

·최근 전송률 개선을 위하여 다중안테나 및 다중채널이 적용된 시스템
개발이 일반적임

·Reed-solomon code와 Convolutional code가 연접된 채널부호

·TV 주파수 특성이 고려되고 다중채널과 다중안테나를 지원하는 다중
전송방식의 물리계층(PHY) 개발 및 시험시스템을 통한 검증이 필요

·Packet 방식으로 데이터 송수신

사용
·TV 채널에서 2X2 MIMO 지원
·2개의 TV 채널을 이용한 다중채널 전송모드 지원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을 위한 시장 요구사항에 따라 TV 유휴대역

·IEEE802.11af 표준 : 현재 표준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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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802.11ac 표준을 기반으로 TV 유휴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무선
통신서비스 표준개발 중
- 5GHz 대역을 이용하는 IEEE802.11ac 표준은 8x8 MIMO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IEEE802.11af 표준의 MIMO 기술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
고 있지 않음
- 최대 4개의 인접한 TV 채널을 연접하여 사용하는 가변대역폭 지원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TV 대역의 전파전달 특성을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 실내

무선네트워크
- 공원,

학교 등 무선 커뮤니티 네트워크
- 지하

재해/재난 시 응급 무선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공안전 서비스
·TV 유휴대역을 이용한 무선 단말기간 직접통신 서비스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IEEE802.11af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TV 채널도 이용하여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Multichannel 전송기술 보유 (향후 무선 주파수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중 대역을 이용한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술개발의 선행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3년 초기 시장 형성 후, '16년 시장 15억불 규모 형성 후 매년
급속하게 신장되어, '20년 세계시장 126억불, 국내시장 6억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ISO/IEC 16504 표준을 기반으로 다중채널을 지원하는 PHY 모듈
송수신 시뮬레이터 개발 완료

T E C H N O L O G Y

·FPGA를 활용한 PHY 모듈 구현 중 (모듈 안정화 진행)
·2012.12월 RF, MAC, Sensing 모듈과 연동된 시험 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PHY 모듈 시뮬레이터 (Source code : C/C++)
- ISO/IEC 16504 표준이 반영된 송신부 (데이터 처리부, 채널부호화부)
- SISO, MIMO, Multichannel 전송 및 수신 처리부
- 수신단 동기/채널추정부 및 MIMO 검출부
- 수신단 채널복호화부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Ecma-392 : 2009년 12월 표준화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ISO/IEC 16504 : 2011년 11월 표준화 완료

·미국은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Google,
Spectrum Bridge 등은 TV 유휴대역을 활용하여 무선데이터 통신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진행

■ 보유 특허
·상기 두 표준에 반영되고, 본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럿 패턴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OFDMA 시스템에서 적응 형 채널 추
정이 가능한 파일럿 패턴

미국

7903691

201103-08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TV 유휴대역 활용 무선통신시스템 PHY 모듈
- TV 유휴대역을 이용하는 Femto cell 및 WiFi 등과 같은 실내 무선 AP
및 단말기

I N N O V A T O R

·PHY 모듈 RTL 코드 (Source code : RTL)
- PHY 모듈 시뮬레이터를 반영한 RTL 코드

·본 기술은 상기 두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중채널
전송기술이 추가되었음

G R E E N

(출처: ETRI 기술경제연구부자료 인용)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경쟁기술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국내에서도 TV 유휴대역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
며, 제주도 등에서 관련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ISO/IEC 19504 표준의 프로토타입 개발 시 소프트웨어 구현비용 저
감
·무선통신시스템 발전 방향에서 다중대역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중채널 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know-how를 확보할 수 있음
·무선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TV 유휴대역을 2차 서비스로 활용함으
로써 주파수 사용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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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준 고정형 전파측정시스템 기술
전파신호처리연구팀 담당자

박광문

본 기술은 전파 서비스 특성이 고주파, 광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파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 할 수 있
역에서 장기간 상시 측정이 가능한 전파측정 시스템과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
템, 계측기 및 군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V/U/SHF 대역내 광대역 전파 신호를 디지털 I/Q 신호로 변환하여 전파 신호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함
·운용부는 유무선 네트워크을 통해 전파측정부 원격 제어,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전원 ON/OFF 제어를 할 수 있음

■ 기술구성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는 실외형 전파측정시스템 기술이며 본 기술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시 대상 지역이나 전파수요가 증가하는 지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새로운 전파 서비스의 특성이 고주파, 광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고정형 전파측정 시스템으로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구분

고정형 전파측정 시스템

준 고정형 전파측정 시스템

주파수 범위

20 MHz ~ 3 GHz

20 MHz ~ 6 GHz

·또한 대형 고정형 장비로 전파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시
많은 재설치 비용이 소요됨

IF 대역폭

10 MHz

20 MHz

수신 채널 수

4채널

1채널

·따라서 전파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하여 전파경로에 대한 공간
손실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넓은 전파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고층 건물의 옥상 등 좁은 설치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새로운 실외형 플랫폼 측정 장비가 필요함

국외

·소형, 경량, 저전력
·대형, 중량, 대 전력
·건물옥상, 소형 철탑 등 이동
·대형 철탑 위에 고정 설치
설치 가능
·수신기 실내 설치
·수신기 실외 설치로 감도 향상
·전파품질, 불법탐사, 점유율 측정 ·전파품질, 불법탐사, 점유율 측정
·스캔속도: 1GHz/s@RBW 30kHz ·전파잡음 측정
·스캔속도: 2GHz/s@RBW 10kHz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독일 Rohde & Schwarz의 전파측정시스템 UMS120
- 주파수범위 100 kHz ~ 6 GHz, IF 대역폭 1 MHz
·미국 Agilent의 전파측정시스템 E6841A
- 주파수범위 20 MHz ~ 6 GHz, IF 대역폭 20 MHz, 잡음지수 15 ~ 2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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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독일 Rohde & Schwarz의
광대역 신호 검출 (본 기술 : IF 대역폭 10MHz)
전파측정시스템 기술
미국 Agilent의 전파측정
시스템 기술

주요 RF 성능 파라미터인 잡음지수 우수
(본 기술 : 16 dB[Typ.])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013년 02월

■ 관련 제품 시장 규모

■ 기술이전 범위

·주 수요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향후 5년간 구축 계획에 의하면 예상
수요는 80억으로 추정됨
·공항 등 민간 기관과 국방 관련 기관 및 해외 전파관리기관의 수요를
감안한 향후 5년간 예상 수요는 40억으로 추정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컴팩트한 구조 설계로 기존 고정형 장비 대비 제품 단가 20% 이상 절감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전파 서비스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외형 광대역 전파
측정시스템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 대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해외
수출에 기여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

신호의 점유 대역폭 및 점유율 측정
정확도 향상 방법

독일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2012

I N N O V A T O R

·고층건물 옥상 등의 설치장소에 보수 인력의 접근이 용이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 획기적인 절감 효과

T E C H N O L O G Y

표준화 및 특허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G R E E N

·전파측정 및 분석 기술
- 고속스펙트럼 측정, 스펙트럼 점유율 측정, 잡음측정, 불법신호탐사,
전파품질 측정 기능
- 허가 DB를 이용한 주파수 정보 확인 및 불법 무선국 식별
- 측정결과의 통계적 처리 등 측정 데이터의 후 처리

·본 기술에 대한 수요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움

&

·준고정형 전파측정시스템 설계 기술
·광대역 안테나 설계 기술
·광대역 수신기 설계 기술
- 주파수 변환부 기술 - preselection, 주파수 가변 필터, 주파수 변환
기술
- 주파수 합성부 기술 - YIG 발진기, DR 발진기, 수정 발진기 기술
- 디지털 데이터 처리부 기술 - 주파수 변환부 및 주파수 합성부 제어,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

S M A R T

■ 기술개발 완료시기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복잡해지는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실외형 전파측정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함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 계측기
및 군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컴팩트한 크기로 다양한 전파측정 기능을 수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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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5W급 RF에너지 전송 설계 기술
전파원천연구팀 담당자

윤재훈

본 기술은 RF 에너지전송이란 전파를 활용하여 플러그 사용 없이 전력 충전, 전력 공급을 무선 방식으로 전송
한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전파를 활용하여 플러그 사용 없이 전력 충전, 전력 공급
·수 MHz이하의 저 주파수를 이용
·자기공명 기술을 이용하여 수 cm에서 수십 cm이상까지 전송

■ 기술구성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하는 기술로서, 유선 전송에서 발생하는 사용의 불편함 없이 일정 공간의 어디에서나 곧바로 전력 공급이 가능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전파를 활용하여 플러그 사용 없이 전력 충전, 전력 공급을 무선 방식
으로 전송하는 기술로서, 유선 전송에서 발생하는 사용의 불편함과
일정 공간의 어디에서나 곧바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기술임
·무선 통신 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전자기기의 공간적 제약 극복을
위한 안전한 RF 에너지 전송 및 재생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국가적 신 산업 육성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임
·무선전력전송의 세계시장은 2016년까지 약 24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2조5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은 스마트폰, 테블릿 PC, 노트북과 전기자동차 등의 시장과 동반되기
때문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자기유도 방식에 비해 전송거리가 멀음
·모드 커플링 방식을 이용하므로 전자파 환경 측면에서 유리
■ 기술의 상세 사양
·신호발생회로 DDS(회로도, Gerber file등)
- F급 증폭기(회로도, Gerber file등)
- 제작된 RF 에너지 송신 모듈 시작품(1개)
·공진코일 시뮬레이션 결과(HFSS, 구조 등)
- 제작된 공진 코일 sample(2개)
·40W급 고효율 수신회로 설계기술(RF/DC 회로, 보호회로, 정합회로)
- 25W급 충전회로 설계기술
- 제작된 수신 모듈 시작품(1개)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WPC(Wireless Power Consortium)를 중심으로 자기유도 방식을 사용
한 저전력 무선전력전송 모듈의 표준화를 완료하여 Qi 마크를 부착한
자기유도 방식의 무접점 휴대폰 충전 제품을 Powermat 및 비롯한
글로벌 업체에서 출시하고 있음. 또한, 자기공명 방식에서 대한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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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사에서는 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제품의 전력 제어칩을
충전 시스템 개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LS산전, LG전자, 삼성전자는 자기유도 또는 자기공명 방식을 적용한
무접점 휴대폰 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공진체 소형화

본 기술의 우수성
INTEL 및 MIT 대비 공진체의 주파수가 낮으며, 공진체 사이즈가
매우 작음

수신회로 정합 및
수신회로에 RF 특성을 고려한 정합회로와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음
보호회로

S M A R T

경쟁기술

- 무접점 에너지 전송용 전기전자 제품
·사업성
- 제품화 후 관련시장은 경쟁체계
·기술이전 업체 조건
-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 제조업체
- 제품화 예상소요기간: 최소 6개월
·사업화 시 제약 조건
- 법, 제도: 전송 주파수, 전자파 환경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G R E E N

■ 기술개발 완료시기
·12년도 상반기(6월말) 기술 개발 완료 예정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전 범위
·RF 에너지 송신부 설계기술
·RF 에너지 송수신 공진체 설계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예상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점유율(향후 5년 이상 추정)
- 무접점 에너지 전송용 전기전자 제품

I N N O V A T O R

·무선전력전송의 세계시장은 2016년까지 약 24조원 규모
·국내에서 휴대폰 무선충전 제품 출시하고, 휴대폰과 일체형 시스템 판
매 예정

T E C H N O L O G Y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RF 에너지 수신부 설계기술
전세계 IPTV STB 시장 규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 자기 공명기반 표준화는 CEA, IEE 등에서 기초 보고서 작성 단
계에 와 있으며, 자기 유도형 무선전력전송은 WPC에서 표준화 휴대
단말기에 대해서 완료된 상태임

(단위: 백만불, 억원)

예상 제품/서비스

시장

2012

2014

2016

2019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20W급 전기전자기기)

해외

1

2.9

2.6

3.2

국내

0.1

0.30

0.3

3.3

※ 20W급 전기전자기기의 대한 응용분야의 시장규모는 IMS Research의 휴대폰 대비 '기타
응용분야'의 시장규모에 근거하고 기타응용분야의 1/10로 추정하여 작성

■ 보유 특허
·국내외 4건 출원 완료되어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예상 응용 제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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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Gbps급 밀리미터파 무선 전송 시스템
설계 기술
전파원천연구팀 담당자

변우진

본 기술은 밀리미터파(60-80GHz)를 이용한 기지국간, 빌딩과 빌딩간 등의 Point-to-Point(PtP, 점대점) 고정
무선 통신 시스템 기술로서, 도심지 인터넷망 구축, 이격간 무선 통신 링크 구성등 무선 트래픽의 폭증에 대응

I N N O V A T O R

할 수 있도록 Gbps급 망을 저렴하게 구축하는 데 이용이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본 기술은 60~80GHz 대역을 이용하여 유선 이더넷
망과 연동하여 기가비트 이더넷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점대점 통신용 Gbps급 무선 송수신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것임

■ 기술구성도

G R E E N

·Gbps급 60~80GHz 대 송수신 시스템 설계 기술
- 60~80GHz 송수신기 구성 Baseband/IF/RF 설계 기술
- 광대역 고속 모뎀 설계 기술 및 망 신뢰성을 위한 FEC 기술

S M A R T

&

- 이더넷 망 연동을 위한 NIC(Network Interface Card) 설계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4G 이동 통신, 802.11n 무선 랜 등 다양한
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의 발달로 장소의 제약이 적고, 설치 비용이
저렴한 고속/대용량 무선 이더넷망이 필요함
·60~80GHz 대역은 활용 가능한 수GHz의 미이용 주파수가 있어
Gbps급 전송 시스템 개발에 적합함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디지털 QPSK 변조 방식을 적용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을 향상
·FEC(Forward Error Correction)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임
·상용화를 위하여 저가형 FPGA를 이용하여 통신 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 확보
■ 기술의 상세 사양
·Frequency : 57~64GHz or 71-76GHz/81-86GHz
·Link Coverage : >1Km @42mm/hour 강우조건

·국내 밀리미터파 전송 기술 수준은 아날로그 전송 기술만 보유 수준
이며 디지털 전송 기술로 변화가 필요함

·Data Rate : 1.25Gbps

·디지털 전송 기술을 기반으로 밀리미터파 백홀망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Targe BER : < 1E-12 @ FEC 적용시

·유선 망의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차 디지털 전송 기술 개발이 필요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Modulation : QPSK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의 코모텍은 60/70GHz 대역에서 ASK방식을 사용하는 1Gbps급
점대점 무선링크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음
·현재 세계 최고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Bridgewave사
가 보유하고 있는 QPSK 1Gbps급 전송기술이 경쟁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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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1Gbps급
ASK 전송 기술
(코모텍)

본 기술은 ASK 방식에 비해 고차 변조 방식인 QPSK방식을 이용하여
2배의 향상된 주파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하드웨어의 많은 변경 없이 FEC 기능의 구현이 가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출처: Millimeter Wave Equipment (Infonetics Research사 , 2009)

·2012. 10. 30

S M A R T

1Gbps급
본 기술은 저가형 FPGA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여 기존 고가형
QPSK 전송 기술
FPGA 시스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음
(Bridgewave)

&

■ 기술이전 범위

·밀리미터파 무선 백홀 시장은 미국 업체가 95% 이상 점유

·멀티카메라 정렬 기술

·국내 업체가 OOK 기반 전송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

·고품질 대용량 파노라마 콘텐츠 생성 기술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4. 기대효과

■ 보유 특허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고속 데이터의 점대점 고정 무선 접속
을 위한 통신 방법

미국

13/329863

2010

출원

광대역 무선 송신기에서 다위상 필터
뱅크를 이용한 진폭 및 위상 지연 보상
기법

미국

12/974634

2010

출원

대역 내 이득 평탄도 보상 기법

미국

12/882823

2010

출원

밀리미터파 점대점 고정 통신 시스템 송
신기 출력 전력 조절 방법

미국

12/638293

2009

특허명

출원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동통신(4G) 무선 백홀링크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Gpbs급 무선 백홀 링크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본 기술 도입으로 국내 산업체의 제품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음
- 기술

진화 방향인 멀티 Gbps급 전송 기술 기반 기술 확보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 밀리미터파 점대점 무선통신 시스템에 적용되어 국내 및 외국 시장
개척 가능함
- 모발일 트래픽 폭증으로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도심의 핫스팟 지역
에 밀리미터파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통신 시장 진입 가능
·경제적 기대효과
- 국내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약 3% 수준임
- 따라서 기술 경쟁력 확보로 시장 점유율 개선 가능
- 국내 통신망 기반 적용 경험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강력한 경쟁력
확보

I N N O V A T O R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구분

T E C H N O L O G Y

·국내 백홀 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나, 최근 모바일 트래픽의
폭증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밀리미터파 전송 시스템
필요성이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표준화 및 특허

G R E E N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거울을 이용한 근거리 시차 최소화 멀티카메라 구조체 기술

·Ethernet 기반 Gbps급 무선 Access Network 링크
·Gbps급 근거리 무선 전송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0년 0.73억$ →
·2014년 4.58억$ → 약 6배 성장 예상
·마이크로파 대역을 포함한 전체 PtP 시장은 약 6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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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밀리미터파 백홀용 MMIC 설계 기술
전파원천연구팀 담당자

변우진

본 기술은 70/8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PtP(Point-to-Point)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부품인

I N N O V A T O R

E-band용 LNA, DA, PA, Mixer등, MMIC 설계 기술임.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밀리미터파란 자유 공간에서의 주파수 대역이 30GHz~300GHz인 밀리미터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로써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이용가능한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므로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에 유용함

T E C H N O L O G Y

(1) LNA(저잡음 증폭기) 설계 기술

(2) DA(구동 증폭기) 설계 기술

(3) PA(전력 증폭기) 설계 기술

(4) Mixer(혼합기) 설계 기술

(5) Up-converter 단일칩 설계 기술

(6) Down-converter 단일칩 설계 기술

S M A R T

&

·밀리미터파 대역 중에서 70/80GHz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점대점 고정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에 고정 점대점 통신용 무선기기 대역으로 분배됨

G R E E N

·광통신 등 기존의 초고속 유선망과 연계하여 어디서나 자유로운 고품질의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함

·본 기술은 이러한 70/8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PtP(Point-to-Point)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부품인
E-band용 LNA, DA, PA, Mixer등의 MMIC의 설계 기술에 관한 것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밀리미터파란 자유 공간에서의 주파수 대역이 30GHz~300GHz인
밀리미터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로써 마이크로파에 비해서 이용가능
한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므로 대용량 데이터의 전송에 유용함
·광통신 등 기존의 초고속 유선망과 연계하여 어디서나 자유로운 고품
질의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밀리미터파를 이용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함
·밀리미터파 대역 중에서 70/80GHz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점대점 고
정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
년에 고정 점대점 통신용 무선기기 대역으로 분배됨
·본 기술은 이러한 70/8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PtP(Point-toPoint)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부품인E-band용 LNA, DA, PA,
Mixer등의 MMIC의 설계 기술에 관한 것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밀리미터파 대역의 부품들은 제조국들이 수출 제한 품목으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상업용 이외의 군수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
다는 제한 조건이 있으며, 기존 상용 MMIC 칩은 제품 가격이 상대적
으로 고가임
·현재 기존 상용칩에서는 Sub/4th Harmonic Pumping 형태의 Mixer는
판매되는 제품이 없으나, 본 기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Mixer를 제공
하고 있어 다양한 송수신기 구조가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Parameter

Min.

Typ. Max. Units

RF Frequency

71

90

GHz

IF Frequency

DC

12

GHz

LO Frequency

15

22

GHz

Gain

6

7

8

dB

Noise Figure

5

5.5

6

Input P1dB
LO Input Power

+15

Power consumption

dBm

+17

dBm

40

mA

Parameter

Min.

Frequency

71

Gain

17

20

-6

-10

Input Return
Loss(S11)
Output Return
Loss(S22)
Output P1dB
Power consumption

dB

-21

Typ. Max. Units
83

GHz

21

dB
dB

-8

-10

dB

+15

+15

dBm

55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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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BridgeWave, Endwave, Terabeam, Rayawave, E-band Com사 등의
기업체 중심으로 E-band 대역의 1.25Gbps급 고정 점대점 통신을 위
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품을 생산중임

·E-band POINT-to-POINT 시장이 2010년도에 3,174대($M 63)에서
2014년 67,428대($M 1,349)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Visant Strategies사의 PTP Microwave(2008))

·Hittite, Gotmic 등의 단일 MMIC 부품업체에서는 70/80GHz 고정 점대
점 통신 시스템을 위한 상용칩을 생산중임

·70/80GHz의 시스템 시장 규모만을 보면 Infonitics Research사에서는
2010년도에 0.73억$에서 2014년 4.58억$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Infonetics Research사의 Millimeter-wave Equipment(2009))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Hittite/Velocium
MMIC
Hittite/Velocium
MMIC

본 기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Mixer(Single Balanced, Sub-harmonic,
4th harmonic등)를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송수신기 구조가 가능함

G R E E N

본 기술의 우수성
밀리미터파 대역의 부품들은 제조국들이 수출 제한 품목으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상업용 이외의 군수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한
제한 조건이 있으며, 기존 상용 MMIC 칩은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

&

경쟁기술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90%
·이전 가능(예상) 시기 : 2012년 3월
·LNA(저잡음 증폭기) 설계 기술
·DA(구동 증폭기) 설계 기술
·PA(전력 증폭기) 설계 기술
·Mixer(혼합기) 설계 기술
·Down-converter 단일칩 설계 기술

·BridgeWave는 Service Provider, 정부, 국방, 정부 등을 위한 Gigabit
RF 통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통신망의 확장이
가능
·Endwave는 고주파 RF 모듈 공급업체이며, Proxim은 옥외용 Fast
Ethernet (125Mbps급) 및 Gigabit Ethernet(1.25Gbps급)을 개발
·Hittite는 70/80GHz에서 동작하는 단일 칩을 판매 중이며, Gotmic은
다양한 제품군(LNA, PA, Mixer등)을 개발하여 출시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 사항 없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보유 특허

■ 기술적 기대효과

·해당 사항 없음

·국내의 낙후된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음

I N N O V A T O R

·Up-converter 단일칩 설계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기술이전 범위

S M A R T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향후 미리 미터파 MMIC 설계 기술 개발로 세계 기술 수준 선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밀리미터파 고정 통신 서비스
·무선 백홀용 통신 시스템 제조업

■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밀리미터파 점대점 무선통신 시스템 및 레이더에 적용되어 국내 및
외국 시장 개척 가능함
·밀리미터파 송수신기 제작에 적용되어 국내 통신시스템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선진 외국기업의 기술독점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음

·밀리미터파 각종 레이더 시스템
·국내 제조업체는 기술력 및 개발 인력 부족으로 본 기술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술 제공으로 국내 업체의 기술
력 향상이 가능하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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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레이트레이싱(광선추적) 방식의
전파특성 예측 기술
스펙트럼공학연구팀 담당자

윤영근

본 기술은 전처리(Preprocessing) 기반의 레이트레이싱(광선추적) 기술을 이용해 통신 시스템의 전파특성을

I N N O V A T O R

고자 하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 연구에 활용 가능함.

T E C H N O L O G Y

예측 분석할 수 있는 S/W 임. 이동통신 실내외 환경에서의 셀 플랜,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

·전처리 기반의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이용한 전파전파 특성 분석 기술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실내, 실외 환경에서 전파 특성 예측이 가능한 S/W 툴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시스템
들이 개발되고 있음

·GIS기반 Map 데이터를 로딩하여 실외 건물 및 수치지형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실내 및 실외 복합환경에 대한 전파특성 예측이 가능

·운영되는 서비스 환경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실내외 복합 환경이
고려되면서 복잡한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파특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인접채널 간섭 영향에 필요한 지연특성 및 셀 플래닝에 요구되는 수
신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음

·제공되는 서비스 용량이 점차 커지면서 협대역 특성의 전파특성보다
점차 광대역 전파특성에 대한 예측이 요구되고 있음

·다수의 송신 및 수신기를 배치하여 인접 사용자에 대한 간섭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채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
템의 개발은 사업자들의 니즈이며, 이를 위한 고속 해석이 가능하고,
정밀도가 높은 전파특성 예측 방법이 요구되고 있음

·실내 환경의 창문, 계단 등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환경을 좀더 쉽
게 구현하도록 구성

·기존의 측정을 통한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전파특성 예측 방법의 경
우, 복잡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툴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UHF, 밀리미터파대에 이르는 주파수 대역 커버
·실내, 실외, 실내 외 통합 환경 모델링을 이용한 전파특성 예측
·GIS기반 Map 데이터 활용, 실외/실내/실내 및 실외 통합환경 모델링
·송신 또는 수신기를 이동시키면서 전파특성 예측
·점대점, 점대영역에 대한 경로손실 및 지연특성 등의 전파특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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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독일 AWE Communications사

·세계 전파특성 예측 툴 시장 '12년 약 45만불 전망

■ 기술의 상세 사양

[표 1] 세계 전파특성 예측 툴 시장규모 (2008~2012)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2010

2011

2012

시장규모

150

200

250

300

350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면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용량의 증
대로 광대역에서의 전파특성 예측이 요구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
경이 실외 또는 실내에서 실외에서 실내를 통합하는 복합 환경으로
고려됨으로 인해 관련된 전파특성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가 연구소
및 산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술이전 범위

4. 기대효과

·모전처리(Preprocessing)을 이용한 광선추적 기술

기술도입효과

·전파전파 특성 분석을 위한 S/W 툴 기능 설명 및 분석 절차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전처리를 이용한 전파특성 분석 S/W 툴 (실행파일 제공. 단, 전파해석
엔진은 라이브러리로 제공)

·기존의 전파특성예측은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전파모델을 활
용. 측정을 통한 전파특성 예측은 측정 사운드 구축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고, 다양한 환경의 전파특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측
정 사운드 내 구축된 주파수만 고려할 수 있음으로 타 주파수를 고려
해 측정하려면 새로운 측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동적 전파환경에서의 삼차원 광선추적
방법

국내

0972034

2010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파특성 예측 툴을 이용할 경
우, 시간적 단축 및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전파특성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
·통신 사업자들이 간섭 영향 분석 및 셀 플랜을 할 경우, 직접 Field에
나가 측정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좀 더 빠른 다양
한 예측이 가능해 망 구축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음으로 서비
스 제공에 따른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음

I N N O V A T O R

·I전파특성 예측 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전파모델에 대한 사항은 ITU-R
SG3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자체에 대한 국내 국제적 표준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T E C H N O L O G Y

·전파해석(직접파, 반사, 투과, 회절) 기술

G R E E N

·2012년 12월 완료 예정

2009

&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08(초기)

S M A R T

·Tray를 이용한 Site Specific 환경 모델링이 간편
·국내 Map 데이터 및 수치지형을 반영한 해석이 가능
·실내 및 실외 통합 환경 대한 해석이 가능
전파전파특성예측
·송신기 또는 수신기를 이동시키면서 고속으로 분석 결과를
도시하고 예측 가능
·UHF 대역뿐만 아니라,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해석 가능
·Multi Tx, Multi Rx를 고려한 동시 해석 가능

(단위: 만불)

시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통신 사업자들이 자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
·국가의 주파수 분배 할당시 간섭분석에 활용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시에 필요한 전파특
성 파악을 위해 적용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한 분석 기술은 전파특성 예측 툴 내 핵심
엔진으로 구현되나, H/W등의 실제 제품에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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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메타전자파기반 잔향 챔버 기술
스펙트럼공학연구팀 담당자

심동욱

본 기술은 공진형 전자파 흡수 구조를 응용하여 기존 잔향 챔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챔버
내 반사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4G MIMO 안테나의 성능을 더 현실적인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I N N O V A T O R

측정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함.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본 기술은 기존 잔향 챔버에서 다양한 다중 반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잔향 챔버의 구조와 잘 호환
되는 평판의 공진형 전자파 흡수 구조를 적용하여 전자파 흡수 대역 및 흡수 공간을 용이하게 제어함으로써
기존 잔향 챔버의 성능을 향상시킨 신규 기술임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MC 인증을 위한 잔향 챔버 사양은 표준화 되어 있으나, MIMO 안테
나 측정 평가를 위한 잔향 챔버 표준은 현재 진행 중임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이고 전자파 흡수 면적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음

·MIMO 안테나의 실제 사용 환경(multi-fading)을 고려한 측정 평가 시
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최근 잔향 챔버내 기존 흡수체를 적용하
거나 전자파 무반사실에 channel emulator를 적용하는 기술이 제안됨

·기존 전자파 흡수체보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제작이 가능함

·기존 흡수체는 설치/유지/제작비용/인체유해성 등에서 애로점이 있
음

·이로써 기존 잔향 챔버에서 다양한 다중 반사 환경을 구현할 수 있
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음

·channel emulator는 기술적 장점이 있으나 전자파 무반사실에서 적
용되어야 하고 현재 소수 기업의 고가 정책으로 향후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기술의 상세 사양

·이에, 4G MIMO 안테나의 현실적 평가를 위한 측정 시설로써 기존의
저가의 잔향 챔버를 활용하되 추가적인 다중 반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잔향 챔버 성능 개선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음

·기존 전자파 흡수체보다 제작 단가가 낮음
·전자파 흡수 대역을 선택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음

·전자파 흡수구조 두께 < λ/10
·전자파 흡수구조 제작 방식: Roll screen 형태의 대량 제작 용이
·전자파 흡수 대역: 선택적 설계 용이, 예: 5.8GHz~15GHz,
2.2GHz~6GHz, 1.5GHz~3.6GHz 등
·기존 잔향 챔버 내 메탈 벽면을 이용한 전자파 흡수 기능
·프린팅 방식의 흡수 film으로 기존 재료 흡수체에 비해 인체에 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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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기존의 재료 기반의 전자파 흡수체를 잔향 챔버에 적용 중

·전 세계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차폐관련 시장 '12년 약 200억 전망
·중국 및 IT 후진국들의 시장(예측불가)을 고려하면 전 세계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표 1] 국내외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차폐 관련 시장규모 (2009~2013)
예상 제품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1차 년도
(2009)

2차 년도
(2010)

3차 년도
(2011)

4차 년도
(2012)

5차 년도
(2013)

해외
($ million)

12.3

27.1

59.0

95.6

102.3

국내
(억원)

16.95

40

47.6

112.3

132.6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평판의 공진형 전자파 흡수체 구조 및 설계 기법

·국내외 안테나 측정 시설 산업은 중국 및 IT 후진국들을 제외하면
포화상태이나, 최근 잔향 챔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향후 4G
MIMO 안테나의 측정 평가 시설로써의 표준화 가능성이 높아짐

·상기 전자파 흡수체의 잔향 챔버 응용 기술
·상기 전자파 흡수구조 및 잔향 챔버 관련 특허
·상기 전자파 흡수체의 설계, 제작, 측정결과, 그리고 잔향 챔버 적용
시험 결과에 관한 기술 문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전자파 흡수체를 구비한 전자파 잔향실

한국

10-20100133406

2010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따라서, 본 기술은 향후 4G MIMO 안테나의 현실적 측정을 위한 잔향
챔버 성능 개선 기술로써 높은 시장 점유가 예상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잔향 챔버를 이용한 성능 개선 기술로써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적음
·기존 잔향 챔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EMC 인증용) 향후 4G MIMO
안테나의 다중 반사 환경 측정을 위한 시설로 활용이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음

I N N O V A T O R

·본 기술은 기존 잔향 챔버의 성능 개선 기술로써, 현재 기존 잔향 챔
버는 EMC 인증과 관련한 표준은 마련된 상태이나(IEC-61000-421), 본 기술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4G MIMO 안테나 측정과 관련한
측정 시설로써의 표준은 현재 안건이 제안되어 심의 중임

·잔향 챔버가 4G MIMO 안테나의 측정 평가 시설로써 유력한 대안임
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외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측됨

T E C H N O L O G Y

■ 기술이전 범위

G R E E N

·2012년 10월 완료 예정

&

■ 기술개발 완료시기

시장

S M A R T

기존의 재료 기반의 전자파 흡수체 적용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함
- 전자파 흡수 면적 제어 용이
기존의 재료 기반의
- 제작 및 탈부착 용이
전자파 흡수체 적용
- 제작 단가 절감
- 인체 유해성 저감

·기존의 재료 흡수체보다 제작 단가가 훨씬 낮아 본 기술의 효과를
위한 투자 비용이 현격히 절감됨
·롤-스크린 방식의 제작 방법으로 저가의 대량 생산이 용이함
·기존 잔향 챔버에 성능 확장을 위한 응용 기술로써 부가 가치가 높아
제작비용 대비 높은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MIMO 안테나 및 기타 안테나의 측정 시설
·다중 반사 환경 구현이 가능한 잔향 챔버
·전자파 무반사실
·전자파 흡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전자파 차폐/흡수/안테나 분야 등
■ 해
 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전 세계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차폐관련 시장 '12년 약 200억 전망
·중국 및 IT 후진국들의 시장(예측불가)을 고려하면 전 세계 시장
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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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MC 스캐너를 활용한 근역장-원역장
변환 기술
바이오전자파연구팀 담당자

오순수

본 기술은 EMC 스캐너를 활용하여 근역장 데이터를 측정한 후 특정 거리의 근역장 또는 원역장 값으로 변환

I N N O V A T O R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T E C H N O L O G Y

하며 본 기술은 3m 또는 10 m 거리의 EMC 챔버 시험 전에 사전 검증 도구로 활용 가능하여, PCB 제품 개발

·크기 값과 위상 값을 동시 추출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EMC 스캐너를 활용하여 초근접 거리에서 전자계 측정
·근역장-원역장 변환 수식을 통하여 특정거리의 전자계 값을 예측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유무선 기기간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무선기기로부터 방출
되는 잡음 레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잡음원을 찾는 기능과 특정거리의 전자계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 구현 가능

·공식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EMC 스캐너로 잡음원과 주파수를 찾은
후, 3m 또는 10m의 EMC 챔버로 이동하여 원통면 측정을 수행함

·3m 또는 10m EMC 챔버 측정 전에 전자계 최대값 예측 가능

·10m EMC 챔버는 고가이므로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기가 어려움. 또한
PCB 제품 이동 및 데이터 스캐닝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PCB
제품 개발 및 오류 수정에 장시간이 요구됨

■ 기술의 상세 사양

·이에 따라, PCB 스캐너를 활용하여 잡음원을 찾는 기능과 동시에,
특정 거리의 근역장 또는 원역장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
요성이 요구됨

·기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 가능
·EMC 스캐너의 최대한 활용
·PCB면 위의 크기 값 및 위상 값 측정
·PCB로부터 특정 거리(3m 또는 10m) 위치한 곳의 전자계 값 예측
·EMC 챔버 (반무반사실) 또는 안테나 챔버(무반사실)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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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소스복원법에 의한 측정 기술(스페인 Oviedo 대학)
- 2개 또는 3개의 평면값으로부터 위상 예측
- PCB 제품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 적용 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적합

·국내 전자제품의 EMC 시험 수는 매년 증가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국외에서는 EMC 스캐너를 활용하여 원역장 값을 예측하려는 논문이
다수 발표 되고 있으나, 안테나 챔버에 국한되어 있음
·국내에서는 본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술 부족 및
판로 부족으로 미비한 상황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근역장-원역장 변환 기술 확보를 통한 기존 EMC 스캐너의 판매 촉진

·2012년 10월 31일 (Q마크 심사 포함)
■ 기술이전 범위
·근역장-원역장 변환 알고리즘 관련 특허 및 기술문서
·근역장-원역장 변환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코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출원예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차세대 EMC 스캐너 개발 용이
·근역장-원역장 변환 기술을 통한 안테나 근역장 측정 시스템 개발

I N N O V A T O R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해외 기술 도입 방지를 통한 국산화 성공 및 판매 후 유지 보수 용이

T E C H N O L O G Y

■ 기술개발 완료시기

G R E E N

오실로스코프 활용 고가의 오실로스코프 불필요하며, EMC챔버(반무반사실)에 적용
3차원 측정 기술 가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소스 복원법에 의한
PCB 제품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서도 정확한 위상 예측 가능
측정 기술

(개당 평균 6천만원으로써, 총 12억 이상)

S M A R T

·오실로스코프 활용 3차원 측정 기술(미국 API)
- 고가의 오실로스코프를 통한 위상측정
- 안테나 챔버(무반사실)에서만 적용 가능

·기존 EMC 스캐너의 국내 판매량은 연 20대 이상으로 조사됨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MC 스캐너
·유무선기기의 PCB 개발시 적용
·EMC 시험소에서 활용
·개발기술 차지하는 비중: 20%
(하드웨어 40%모션/
계측기 제어 20% GUI 20%)

(주)이레테크의 EMC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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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지국 안테나의 소형 챔버 측정기술
바이오전자파연구팀 담당자

오순수

본 기술은 원역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소형/중형 챔버 내에서 기지국 안테나의 원역장 이득 및 방사패
턴을 측정할 수 있고 본 기술은 고가의 대형 챔버를 대체하는 간이챔버 개발시 활용하거나, 기존 챔버에 소

I N N O V A T O R

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소형/중형 챔버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프레즈넬장 값 측정
·시설 및 스캐너의 종류에 따라 alpha변화법 또는 높이 변화법으로 스캐닝 실시

T E C H N O L O G Y

·프레즈넬장-원역장 변환 수식을 통하여 원역장 이득 및 EIRP 값으로 변환

S M A R T

&

G R E E N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기지국 안테나의 이득, EIRP 및 방사패턴 등을 측정하기 위한 대형 무
반사실은 1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고가의 챔버 및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대형 무반사실을 확보하지 못함
·국내 안테나 개발 전문 기업도 1~2기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함에 따
라 생산 현장의 측정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안테나
개발 시간이 연장됨
·새로운 무선서비스의 출현 및 기존 EIRP 검사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EIRP 검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기존 챔버의 상대적 소형으로 인하여, 인증 및 검사 업체 등이 제도
개선에 소극적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전기적 대형인 기지국 안테나를 소형 및 중형 챔버에서 측정 가능함

·전기적 대형 챔버의 대용 시설로써, 저가의 소형 챔버를 각 생산
라인에 다수개 설치 가능함
·기존 시설의 스캐너 및 계측기, 소프트웨어 등을 그대로 활용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원역장 필요 거리 대비 측정 거리 1/5 이하 감소
·기존 측정 가능한 안테나 최대크기를 2배 이상 증가
·기존 보유한 원역장 쉴드룸 및 RF/모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가능
·기존 보유시설에 따른 최적의 스캐닝 방법 적용 가능
·무반사실 및 반무 반사실에 적용 가능
·운용 주파수와 무관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근역장 측정 기술
- 평면/원통 면/구면 등에서 근역장값 측정 후 원역장으로 변환
- 장시간의 스캐닝 및 변환 시간 필요함
·소스 복원 법에 의한 측정 기술
- 다수개의 지점에서 근역장 값 측정 후 방사 개구면의 위상 복원
- 장시간의 스캐닝 및 변환 시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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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간격 및 측정 거리 등에 대한 기준 불명확함(신뢰성 문제
발생 가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근역장 측정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소형 측정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하여 매년
50 여기 이상 판매중임 (www.changwooinc.com)

본 기술의 우수성

·1 기당 평균 1억을 기존으로 총 50억 이상의 제품 규모를 추정함

스캐닝 및 데이터 변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분의 1 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적으로 대형 챔버의 대체 및 간이용으로 소형 챔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술개발이
미미한 상황임
·소형 챔버는 소형 안테나 측정용도로만 구매 및 판매하고 있음

&

■ 기술개발 완료시기

S M A R T

소스 복원 법에 의 스캐닝 및 데이터 변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분의 1 임
측정 가이드라인의 제시에 따른 신뢰성 확보 됨
한 측정 기술

·2012년 10월 31일 (Q마크 심사 포함)

기술도입효과

·프레즈넬장-원역장 변환 알고리즘 관련 특허 및 기술문서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프레즈넬장-원역장 변환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코드
표준화 및 특허

·EMC 챔버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TTA 표준화 진행 중임

·기존 ERP/EIRP 시험장의 측정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대형 안테나
의 이득, EIRP, 패턴 등의 측정 소프트웨어 판매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안테나 방사전력 측정 장치 및 방법

한국(완료)
미국(진행 중)

20120029289

2012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소형 챔버 안테나 측정시스템
·반무반사실 안테나 측정 시스템
·기지국 ERP/EIRP 실내 고속측정 소프트웨어

I N N O V A T O R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T E C H N O L O G Y

·대형 챔버의 간이 챔버 또는 생산라인 배치용 챔버로 비지니스 모델
을 수립하여 저가의 제품 판매를 통한 기업 이윤 창출

G R E E N

4. 기대효과

■ 기술이전 범위

·개발기술 차지하는 비중: 20%
(하드웨어 40%, 모션/계측기 제어 20%,GU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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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TVWS 주파수공유기기간
상호 공존성 테스트 S/W 모듈
인지무선연구팀 담당자

강현덕

본 기술은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1차 면허권자인 방송 및 무선 마이크를 보호하면서, 2차 사용자인 다양한
주파수 공유 시스템들이 대역을 공유할 때, 다양한 상호공존 시나리오에 따른 이 기종 주파수 공유 시스템

I N N O V A T O R

간 상호 공존성 분석용 OPNET 기반 S/W 모듈이며 이 기종 주파수 공유 시스템들의 주파수 공유 성능을 분
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데 활용하여 주파수 대역 공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T E C H N O L O G Y

·다양한 주파수 공유 시스템 및 상호공존 시스템으로 구성된 OPNET 기반의 통합 S/W 모듈

■ 기술구성도
·주파수 공유 시스템 모듈
- OPNET 기반의 802.22 PHY 계층 라이브러리
- OPNET 기반의 802.22 MAC 계층 라이브러리
- OPNET 기반의 802.11af PHY 계층 라이브러리
- OPNET 기반의 802.11af MAC 계층 라이브러리
- TVWS DB, BS, CPE, GDC enabling station, GDC dependent station 및 registered located secure server 노드 라이브러리

G R E E N

·802.19.1 상호공존 시스템 모듈
- OPNET 기반의 802.19.1 RRM 계층 라이브러리
- Coexistence enabler, coexistence manager 및 coexistence discovery and information server 노드 라이브러리

S M A R T

&

·Incumbent User 모듈
·기능 검증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운용 시나리오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무선통신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 대비 무선통신기기들이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주파수 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대역을 1차 사용자인
면허권자가 시간적/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비 면허 방식으로
2차 사용자가 공유하는 방송대역 이용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고려되
고 있음
·방송 대역을 공유 가능한 다양한 주파수 공유 기술들이 개발을 완료
하였거나(802.22, ECMA392 등)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임(802.19.1,
802.11af, 802.15.4m 등)
·다양한 주파수 공유 시스템간 상호 공존성을 분석을 통해 공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범용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호 공존성 분석
S/W tool이 필요

·OPNET 기반으로 개발되어 범용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시간 영역에서 event driven 기반의 상호 공존성 성능 평가 가능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platform이 OPNET으로 통일되어 주파수 공유
시스템간 다양한 상호공존 시나리오 셋업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OPNET기반 통합 Development 환경
·802.22 시스템 모듈, 802.11af 시스템
·모듈, 802.19.1 시스템 모듈, 및 IU 모듈로 구성
·주파수 공유의 시간적/지역적 특성을 반영 가능한 event driven 방식의
공유 성능 테스트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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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유휴 대역 비 면허 기반 주파수 공유기기 성능 분석
- 802.11af 시스템 및 802.22 시스템
·이 기종 주파수 공유기기간 상호공존성 분석을 통한 공유 성능 평가
·주파수 공유성능 및 주파수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공유 조건
도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CR(Cognitive Radio) 시장은 2014년도에 187M$(1,992억원)로
예상
·세계 CR 시장은 2014년도에 11,862M$(12조6천330억)로 예상
<국내외 시장규모전망>

(단위: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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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Worldwide Entterprise Wireless LAN Equipment 2010-2014
Forecast, June, 2010, ]

본 기술의 우수성
인지무선기반 주파수 공유 성능 분석에 필요한 시간영역에서의
event driven 기반의 상호 공존성 분석 기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기술이전 범위
·802.11af 주파수 공유 시스템 S/W 모듈
- OPNET 기반의 802.11af PHY 계층 라이브러리
- OPNET 기반의 802.11af MAC 계층 라이브러리
- GDC enabling station, GDC dependent station 및 registered located
secure server 노드 라이브러리
·802.19.1 상호공존 시스템 S/W 모듈
- OPNET 기반의 802.19.1 RRM 계층 라이브러리
- Coexistence enabler, coexistence manager 및 coexistence
discovery and information server 노드 라이브러리
·기능 검증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운용 시나리오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 기반 802.22 표준개발 완료
(2011.07)
·무선랜 기반 802.11af (표준화 진행 중)
·이 기종 상호공존 기술 (802.19.1, 표준화 진행 중)

·유럽 ERO - 공유 간섭 분석 툴인 SEAMCAT 개발 중이나, 상호
공존성 분석 기능은 구현되지 않음
·주파수 공유대역의 확대로 주파수 공유기기간 상호 공존성 분석 툴의
필요성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개발 진행은
초기 단계로 기술개발 완료 시 선도 효과가 예상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주파수 공유 성능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와
신규 공유서비스간 최적 이용조건 마련에 기여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이 기종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상호 공
존성 분석으로 시스템 개발 기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시장의 조기 활
성화 기대
·시스템 개발기간 단축하여 비 면허 기기 사용 영역의 확대로 주파수
배치 계획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조기 도입으로 주파수 사용 효율의 증가로 인
해서 새로운 주파수 자원의 개발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I N N O V A T O R

·2012년 10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T E C H N O L O G Y

경쟁기술
공유 간섭분석
SEAMCAT 툴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 R E E N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802.11af 및 802.19.1 표준화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들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가능한 S/W 모듈은 현존하지 않음
·TV 유휴대역과 같은 주파수 공유대역의 확대로 주파수 공유기기간
상호 공존성 분석 툴의 필요성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개발 진행은 초기 단계로 기술개발 완료 시 선도 효과가 예상됨
·유럽 ERO - 공유 간섭 분석 툴인 SEAMCAT 개발 중이며, 다양한
무선 통신 시스템간 간섭분석 기능 추가를 통한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나, 시간영역에서의 event driven 기반의 상호공존성 분석 기능은
구현되지 않음

S M A R T

·주파수 공유 대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공유 시스템간 상호 공존성
분석하는 환경 구축 활용
- 방송대역 802.11af 시스템 및 802.19.1 시스템의 세부 알고리즘 설계
및 검증, 성능 분석 환경 구축에 활용
- 802.19.1 기반의 이기종 주파수 공유 시스템 (802.11af, 802.22)의
상호 공존성 분석 환경 구축에 활용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주파수 공유 성능 분석을 통해 기존 서비스와
신규 공유서비스간 최적 이용조건 마련 및 공유 활성화에 기여
·본 기술은 event driven 기반의 개발환경을 활용하므로 써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에 따른 이 기종 주파수 공유 시스템의 상호공존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 국
(등록)

출원(등록)
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다수의 주파수 공유장치간 상호공존을 위한 상
호공존 관리 시스템의 프로시져 및 메시지

미국

12/339712

2011

출원

주파수 공유시스템간 효과적인 상호공존을 위한
CM과 인접 CM 개체들간 협상 방법

미국

13/33973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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