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파,위성분야

2-1 GPS L1 RF 시뮬레이터 기술
위성항법연구실 담당자

김태희/신천식

본 기술은 GPS 위성항법 수신기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GPS 와 같은 위성항법 신호를 Software 기반으로 생성
하고, 사용자 요구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신호 환경을 조절하여 실시간 RF Level로 항법 위성 시뮬레이션 신호를 생성하기 위
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GPS 위성항법 수신기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해, GPS와 같은 위성항법 신호를 Software 기반으로 생성하고 사용자 요구 시
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신호 환경을 조절하여 실시간 RF Level로 항법 위성 시뮬레이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기술

■ 기술구성도
·위성항법 RF 신호생성기는 소프트웨어 GPS L1 생성모듈과 IF/RF 신호변환 모듈로 구성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새로운 위성항법(Galileo, Compass)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그로 인해 해
당 수신기 개발을 위한 GNSS 항법 신호 생성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사용자 옵션을 입력 받아 위성항법 IF 신호를 생성
하고 RF변환을 통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신호를 발생

- 수신기

개발 시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을 갖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위성항
법 신호생성 시뮬레이터가 필요

·다양한 에러 환경과 사용자 수신기의 방향, 움직임이 반영된 이동체 시
뮬레이션 기능 제공

- 위성항법

신호 생성시 오차 및 에러 환경을 생성하여 시험할 수 있게 하
거나 시나리오로 신호를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이 필요

·기존 제품에 비해 1/10 ~ 1/20 수준의 저가형 시뮬레이터 제품 제공
(수 억 원->수 백 만원)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호 생성 시뮬레이터와 해당 신호를 RF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를 결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위성항법 RF 신호를 상용 수
신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 RF
 기반의 위성항법 신호생성기를 저가형으로 개발할 경우 그 동안 고가
의 해외 장비를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학교, 기업체 등에 좋은 영향을 제
공할 뿐 아니라 위성 항법 수신기 및 응용기기의 교육과 제품의 질적 향
상이 기대

소프트웨어 GPS L1 신호생성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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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F 신호변환모듈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위성항법 RF 시뮬레이터 기술의 선두 주자인 Spirent 사는 GPS 신호에
대한 RF 신호생성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국내 연구소 및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나 비용이 고가임)
·NI 사는 신호생성 파일을 RF로 변환하는 RF 주파수 변환 장치를 개발함
(Spirent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진출하고 있음)
·Silicom 사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RF 신호생성 시뮬레이터 기술을 확보
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위성항법 수신기를 개발하거나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안정적
인 위성항법 신호원 또는 사용자 목적에 따라 특정 신호를 실시간 RF 신
호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GSA(European GNSS Agency)에서 예측하는 세계 GNSS 시장 규모는
향후 20년간 2500억 유로에 다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11년
부터 향후 5년간 시장 규모 역시 700억~1100억 유로 정도로 분석하고
있음
·전 세계 GNSS 시뮬레이터 시장이 GNSS 전체 시장의 10Sigma 정도로
추정했을 때 이는 1000억~1660억원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며, 국내 시
장은 세계 시장의 5% 수준으로 가정함

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은 Spirent 사 GPS L1 RF Simulator와 유사한 기능을 보다
Spirent 사 GPS L1 RF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시뮬레이
Signal Simulator
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제공(기만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0월 말
■ 기술이전 범위
·GPS L1 RF 시뮬레이터 기술
- GPS

위성 환경오차 및 위성궤도와 사용자 위치에 따른 의사거리 생성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GPS L1 신호생성 기술
- FPGA

& DSP 구성의 고속 처리 및 로직 설계 등 하드웨어 기반의 GPS
L1 RF 신호생성 기술

·국내 위성항법 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이 미미한 상태이며 더더욱 RF
Level의 위성항법 시뮬레이터 제품 개발은 공개적으로 Release된 사항
은 없는 상태임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CAO는 위성항법시스템의 표준기술기준과 운용절차를 수립하고 산하의
SARP에서는 GPS 및 GLONASS 에 대한 배치 및 보정기술 연구
·ITU-R은 GNSS에 대한 기술적 특성 및 현재/미래의 무선항법위성 서비
스에 대한 기술적 특성연구를 수행
·위성항법수신기 기술 표준화 연구는 RTCA(미국)/EUROCAE(유럽)/ICAO
등에서 수행하고, 주로 수신기 분야에 대한 신호 인터페이스 규격, RF
인터페이스, 신호처리 요구사항 등 위주로 수행 중
·위성항법 시뮬레이터 관련 표준화 연구수행 기구는 없음
출원/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위성항법 소프트웨어 신호발생
장치 및 방법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출원국
(등록)
한국

출원

·항법시스템의 선두주자인 미국을 중심으로 위성항법 신호를 생성하는
기술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 위성항법
시장을 고려하여 위성항법 신호생성 시뮬레이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0124689

·기업체, 학교, 연구원과 같이 위성항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는 고가의 외산 위성항법 시뮬레이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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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GPS 와 같은 항법 위성 신호구조를 준용하여 Software 기반으로 신호를
구현하고 사용자 요구 시나리오에 부합하도록 신호 환경을 조절하여 신
호를 생성한 뒤 실시간 RF Level로 항법 위성 시뮬레이션 신호를 생성하
기 위한 제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 고가의 외산 GNSS RF 시뮬레이터에 대해 저가형 국산 제품으로
대체 효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GNSS RF 시뮬레이터를 국산화함으로 외화 절약
및 해외 판매를 통해 외화 획득 효과
·고가의 기존 RF 시뮬레이터에 반해 저가형 제품을 실현함으로 사용자의
연구비용 절감 효과 및 연구 기반 개선 효과
·GNSS, SBAS등 향후 새롭게 추가되는 위성 항법 신호에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신호 시뮬레이터 제품 개발 초석 마련
·위성 항법 수신 장치의 성능 및 신뢰성 개선 효과는 물론 LBS 기반 응용
기기 제품 개발 시장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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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성항법 기만신호 검출 기술
위성항법연구실 담당자

정성균

본 기술은 위성항법 수신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성항법 수신기를 오동작하게 만드는 기만 신호를 검출하는 기
술로 다양한 기만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기술은 기만신호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차세대 위성항법 수신
기 개발이나 위성항법 혼신원 감시시스템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위성항법 기만 신호는 일반 항법 신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나 거짓된 항법 데이터 또는 의사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수신기가 잘못된
시각과 위치를 계산하게 함
·기만 신호 발생시 수신기가 위성항법 신호가 아닌 거짓된 정보를 갖고 있는 기만 신호를 획득하여 항법 오차를 유도함으로써 어플리
케이션 환경에서 오류가 발생
·위성항법 수신기가 위성항법 혼신원에 의하여 기만되었을 때 수신기에서 측정하는 항법측정치와 항법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만 신호
를 검출하는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위성항법 응용 분야의 증대

·위성항법 신호처리가 아닌 수신기 출력을 이용 기만 신호 검출이 가능하
여 기존의 상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활용하여 모듈 구현이 가능함

- 위성항법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위치 및 시각 정보로 나뉘며 사
회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응용 분야가 확대 되고 있음
- 육상교통 : ITS, 차량 추적, 배차계획, 물류관리, 철도운행, 선로 유지

·신호처리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 없어 저렴한 비용으로 기만 검출 모듈
구현이 가능함

-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지국 시각동기, 위치서비스, 긴급구조

·위성항법 기만 신호를 다양하게 검사하여 효율적으로 기만 신호를 검출

- 우주항공

: 비행항로 관리, 정밀접근, 착륙

■ 기술의 상세 사양

-그
 밖의 해양, 농업, 과학, 군사, 치안, 문화, 복지, 토목, 환경, 레포츠 등
·위성항법 안정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 강조
- 위성항법

시스템을 적용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 동기,
발전소 전력시스템, 군사적 이용 등 위성항법 시스템의 안정적 이용에 대
한 중요성이 증가
·위성항법 신호에 대한 교란 위협 증대
- 최근

위성항법 시스템의 교란이 군사적/경제적인 용도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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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구

분

수신기 데이터 처리
항법해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신호세기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상세사양
수신기 측정치 처리, 항법 메시지 처리
항법해 이상 판별로 기만 신호 검출
절대적/상대적(이중중파수) 신호세기 이상 판별

측정치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의사거리/반송파/도플러 이상 판별

메시지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위성궤도 데이터/시각 파라미터 이상 판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현재

상용 수신기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위성항법 기준국 시스템

경쟁기술

경쟁기술 내용

신호 처리를 통한
기만 검출기술

위성항법 기만신호가 발생했을 때 위성항법 수신기의 신호처리 모듈에서 정상 신호
처리와 다른 이상상황을 감지하여 기만 신호를 검출하는 기술

위성항법 기준국의
신호품질검사 기술

위성항법 기준국에서는 항법 기준점에 수신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사용
자에게 제공하고 DGPS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도 송출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
로 항법신호의 품질을 검사함

- 향후

구축되는 기준국 시스템에 기만 신호 검출 기능을 추가하여 위성항
법 기준국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신호 처리를 통한
기만 검출 기술

신호 처리 모듈을 제작하지 않고 상용 위성항법 수신기의 출력을 이용함으로써 저렴
한 비용으로 기만신호 검출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고 여러 항법 관련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함

기준국에서 신호품질을 검사하는 기술은 단순히 신호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이나 본
위성항법 기준국의
기술은 항법해/신호세기/측정치/메시지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기만 판정 정확성을
신호품질 검사 기술
높임

기술의 완성도

·위성항법 수신기시장 규모는, '13년에 2400억 달러 규모 / 전세계 위성
기반 항법장비 및 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고, '20년에 1,650억
유로, '30년경에는 2,500억 유로에 이를 전망
[출처] : European GNSS Agency '09년 12월 16일자, www.gsa.europa.eu
·위성항법 시스템 단기적 고장(2일)이 발생할 경우 운송 / 통신분야에서
816억, 금융/보험분야에서 720억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 : 건기평 위성항법기관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발표자료 '07년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1월 30일
■ 기술이전 범위
·위성항법 데이터 처리 기술(측정데이터, 항법메시지)
·항법해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측정치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신호세기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메시지를 이용한 기만 검출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Los Alamos(미국) 대학은 실제 위성신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성신
호 세기, 도플러 등이 변화되는데 비해, 기만신호는 변화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기만신호를 판단하고, 신호추적 동안 발생된 코드 및 도플러
변화정보를 통해 기만신호를 판단하는데 사용
·텍사스오스틴 대학(미국)은 군용 신호에 대한 GPS 기만 신호 검출 기법
으로 이중 수신기 상관 기법에 의한 검출 기법을 제시
·실제 기만 검출 모듈을 상용 제품을 출시한 곳은 없음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해당 사항 없음

기술도입효과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다중 전파원의 위치를 탐지하는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20120103128

2012

출원

GPS Receiver and Calculation Method of Navigation
Solution Thereof

미국

13/438362

2012

출원

GPS 수신기 및 항법해 산출 방법

한국

20110087458

2011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차세대 기만검출 기술이 탑재된 수신기 개발 기술 선점
- 수신기가 위성항법 기만 공격을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차세대
수신기 개발 가능
·위성항법 시스템을 중요 기준(위치 및 시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안
정성 증가 장치로 활용 가능
- 이동통신기지국,

전력시스템 등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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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항법 기만 공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예방
- 항법

신호 이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

·차세대 항재밍(기만검출) 위성항법 수신기
- 기만

신호 발생시 이를 검출하여 사용자에게 기만 신호 공격을 알려주는
차세대 위성항법 수신기 개발에 적용이 가능함
·위성항법 혼신원 감시 시스템
- 기만

신호의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
템에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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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신 이동 위성망에서의 전송자원
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박운희

본 기술은 최신 이동 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로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임. 본 기술이 도입될 시
한정적인 위성 자원 이용효율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최신 이동위성망 전송자원 관리 기술 -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최적의 전송자원 관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계층교차 최적화를 통해 네
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점점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의 위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위성시스템에 대한 효율적 주파수 이용 기술이
필요함
·또한, 지상 통신시스템의 이용 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동통신 업무
용 광대역 주파수의 소요도 증가하면서 지상 및 위성 스펙트럼의 공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스펙트럼 이용 기술 및 주파수 공유 기술 등은 다
양한 무선 업무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한정된 위성 주
파수 자원의 활용 기술은 최신 이동위성 위성 서비스 제공에 필수 기반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또한, 위성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
하는 각 네트워크 계층이 최적화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노드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한 각 계층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계층의 정보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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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신 이동위성망에서의 전송자원 관리를 위한 교차 계층 설계 기술
·이동위성망 내 각 통신 계층의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계층교차 최적
화를 달성함으로써 전송자원 효율 및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위성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연구를 통해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의 위
성 주파수 자원의 효율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의 상세 사양
·최신이동위성망에서의 전송자원 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 다중

빔 안테나를 갖는 이동위성망에서 변복조 및 코딩기법을 결정하는
물리계층, 누구에게 얼마나 자원을 줄지를 결정하는 MAC 계층,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혼잡 제어 등을 결정하는 상위 계층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 통신 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계층간 협
력 기술로써 신규 이동위성 시스템에 적용 가능

·일본 NICT는 위성/지상 통합망에서의 자원공유 기술 연구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STICS(Satellite/Terrestrial Intergrated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아키텍처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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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NMARSAT(영국), Thales(프랑스), Terrestar, SkyTerra(미국) 등 이동위성
통신시스템은 주로 L-, S-대역 다중 빔 안테나 기반 시스템으로 운용/
개발되고 있음

·이동위성 및 위성/지상 통합 우주국 - 이동위성망 및 위성/지상 통합망
에서 위성 통신자원 관리 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자원 이용효율성의 최
대화 및 네트워크 안정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
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

·MIT(미국) : 다중 빔 위성망에 대하여 Queue delay 등의 QoS를 반영한
동적 전력 자원 관리 기술 개발 중
·ESA(영국) : 현재 다중 빔 위성망에서 최대용량 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water-filling 기법에 의한 위성 자원 관리 기술이 운용 중
·NITC(일본) : 위성/지상 통합 망에서의 위성과 지상의 스펙트럼 공유, 동
적 자원 할당 기술 등의 위성 통신자원의 최적화 및 공유 연구를 진행하
고 있음

·위성 전송 자원관리 시뮬레이션 S/W - 위성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단
계에서 최적화된 교차계층 자원 관리 시나리오의 구현 및 성능 평가가
가능하며, 이동 위성망에서 다양한 최적화 시스템 구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설계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의 수정 및 변경이 용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MIT, 다중 빔 위성망 내
자원관리 기술

다중 빔 위성망 내 각 빔의 서로 다른 Queue delay 특성을 반영
한 전력 자원을 관리하는 MAC-네트워크 계층 간에 대한 교차
설계 기술인 반면, 우리 기술의 경우 각 빔에 대하여 물리계층
부터 네트워크 계층 또는 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각 계층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계층교차 최적화를 달성함으로써 전송 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12월 - 최신 이동위성망 내 전송자원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ETRI 제안
·2014년 02월 - 이동위성망 최적자원관리를 위한 교차계층설계 기술 성
능 평가 완료
■ 기술이전 범위
·최신 이동위성망 내 통신자원 및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차
계층설계 기술

·세계 위성통신 서비스 매출 현황은 FSS 144억 달러, MSS 22억 달러로
Inmarsat, Thuraya 및 GlobalStar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 이동위성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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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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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위성 통신망 및 위성/지상 통합망에 대한 통신자원 및 네트워크 고효율
을 위한 자원관리 기술로써 한정적인 위성 자원 이용효율의 최대화를
통한 지상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자원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시스템 구현에 유리함

·광대역, 다중빔 위성 시스템의 주파수 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은 주로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위성 사업자 또한 주파수 이용 기술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지상 무선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한 고효율의 교차계층설계를 통한 전
송자원 관리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경제
및 기술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유럽 ETSI는 MSS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3G 위성무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위성휴대통신시스템 아키텍처 및 위성무선접속규격
개발 착수

·일반적으로 위성통신 시스템 관련 기술은 지상이동통신 시스템에 비해
외국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으로, 국내 업체의 해당 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표준화 및 특허

·ITU-R에서는 SG4산하 WP4B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IMT-2000 위성무
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IMT-Advanced 위성접속규격
표준화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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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LTE기반 위성 무선접속 표준 기술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강군석

본 기술은 LTE 기반의 위성 무선 접속 표준 기술로써, 지상 LTE와 최대한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전력제한, 큰 빔 반경, 긴 왕복
지연시간과 같은 위성 환경에서 LTE 통신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기술(임의접속기술, 전력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였음. 본 기술
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형의 4G 휴대단말로 통신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써, 재해 재난 시 비상긴급통신
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LTE기반의 IMT-Advanced 위성 무선접속 표준 기술
- 지상 4G망과 최대한의 호환성 유지
- 위성 환경에 최적화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위성통신 서비스는 지상이동통신서비스의 보완적인 역할로써 향후 지속
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G 지상 망의 보완 및 연동과 LTE기
반의 위성휴대통신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LTE기반 위성
접속 기술 개발 추진이 필요함
·이동휴대통신의 음영지역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 등 위기사항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휴대통신 단말 또는
유사한 크기의 단말을 통해 위성과 지상이동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받
을 수 있는 위성/지상 겸용 휴대통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지상무선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긴 왕복 전파지연 시간과 같은 위성 환경에 최적화되면서도 지상 무선
통신 시스템과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술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술의 상세 사양
·LTE 기반 위성 무선 접속 표준 기술 : LTE 기반의 위성 접속 기술로써
위성 시스템 및 위성/지상 겸용 단말에 적용이 가능함
·세부기술
- 위성 채널 보상 반영을 위한 위성 LTE 기술
- 제한적인 위성환경을 고려한 위성 LTE 기술
- 위성

전파지연 시간 반영을 위한 위성 LTE 기술
- 효율적 위성 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 LTE 기술
·위성 채널 보상 기술 (Long-time 인터리버 기술, 등)
·RTD 반영 기술 (큰 셀 반경 고려 임의 접속 기술, 등)
·위성/지상 통합 시스템 기술 (위성과 CGC간 협력 전송 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지상 무선 시스템에 사용되는 단말과 최대한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위성
에 적용될 수 있는 단말 및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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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자원 관리 기술 (협대역 위성 하향링크 전송 기술, 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출원

랜덤 액세스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방법

한국

한국/20120128974

2012

출원

멀티채널 ＨＡＲＱ 패킷의 수신을 위한 메모리 관리 방법
및 장치

한국

한국/20120097490

2012

출원

엘티이기반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전력 제어 및 링크 적응
기법

한국

한국/20120048412

2012

출원

큰 셀 반경을 가지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의 랜덤엑세스
방법 및 랜덤 엑세스 채널 구조

한국

한국/20120048414

2012

출원

엘티이기반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낮은 피에이피알을 가지는
향상된 하향 링크 전송 방법

한국

한국/20120048413

2012

출원

심볼인터리버를 이용한 통신방법 및 장치

한국

한국/20100102029

2010

출원

OFDMA 및 SC-FDMA기반 상향링크 위성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방법

한국

한국/20080130489

2008

출원

위성통신시스템에서의 전력제어와 결하한 적응적 변조 및
코딩 방법

한국

한국/20090126459

2009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INMARSAT(영국) : 정지 궤도 위성을 이용한 위성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3세대 이후 개인형 위성 이동 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
·Thales(프랑스) : S-band를 이용한 DVB-SH 기술 개발 중
·Dish Network(미국) : S-band를 이용한 위성 지상 통합 시스템을 이용
하여 Public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중
·LightSquared(미국) : L-band 이용한 위성 지상 통합 시스템 개발 중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GMR-1 3G/Inmarsat BGAN은 최대 수백 kbps급 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나 본 기
GMR-1 3G &
술의 경우 수 Mbps급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Inmarsat BGAN
·GMR-1 3G가 지상 2G 전송 규격과 호환성을 가지는데 반해 본 기술의 경우 지3G/4G
전송기술
전송 규격과 호환성을 가짐으로써 3G/4G 위성/지상 겸용 단말 비용 절감 가능

WCDMA기반
위성전송기술

·위성 WCDMA는 최대 384 kbps급 협대역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나 본 기술
의 경우 수 Mbps급 광대역 통신서비스 제공 가능
·WCDMA기반 위성전송기술에 비해 본 기술의 경우 지상 4G 전송 규격과 호환성을 가
짐으로써 차세대 위성/지상 겸용 단말 비용 절감 가능 및 Scalable 대역폭
(1.7/5/10/20 MHz) 지원 가능

DVB-SH 전송 ·DVB-SH는 단방향 광대역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가능하나 본 기술의 경우 양
기술
방향 광대역 멀티미디어 방송 및 통신 서비스 제공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1년 9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후보 기술 제안
·2012년 9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후보 기술 평가 완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지상 LTE 이동통신 단말 또는 유사한 크기를 가지는 LTE기반 위성/지상
겸용 단말 : LTE 기반의 위성 전송기술로써 지상 무선 시스템에 사용되
는 단말과 최대한의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구
현에 유리
·하나의 단말 내에서 위성과 지상간 끊김 없는 연동을 지원하는 LTE기
반 위성 시스템 : 위성환경에서 ITU-R 위성 IMT-Advanced 요구사항인
1.1bps/Hz/beam 이상의 주파수효율 달성

·2013년 9월 - ITU-R IMT-Advanced 위성접속 표준 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LTE 기반 위성 무선 접속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위성 채널 보상 반영을 위한 위성 LTE 기술

·세계 위성통신 서비스 매출 현황은 FSS 144억 달러, MSS 22억 달러로
Inmarsat, Thuraya 및 GlobalStar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휴대 이동위성
통신 시장 형성

- 제한적인 위성환경을 고려한 위성 LTE 기술
- 위성

전파지연 시간 반영을 위한 위성 LTE 기술

·'03년부터 '10년까지 이동위성서비스 시장은 연 평균 36% 증가 추세

- 효율적 위성 자원 관리를 위한 위성 LTE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우리나라 GMPCS 현황 참조 : 2009년 가입자 수 약 10,500명, 매출액
약 18,400백만원 수준(위성 전용 단말) 위성/지상 공용 시장으로 전환,
매년 10% 성장 가정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유럽 ETSI는 MSS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WCDMA기반 3G 위성무선접속
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ETRI, UniS, Thales, ESA를 중심으로
B3G 위성휴대통신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및 OFDM기반 위성무선접속규
격 개발 착수
·ITU-R에서는 SG4산하 WP4B 표준화 회의를 통하여 IMT-2000 위성무
선접속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ETRI 주도로 IMT-Advanced
위성접속규격 표준화가 진행 중
·국내 TTA(ETRI 개발기술)와 유럽 ETSI(Thales/ESA 개발기술)는
WCDMA기반 3G 위성무선접속규격 단일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OFDM기반 4G 위성전송 규격 단일화 또한 추진 예정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왕복지연시간이 긴 시스템에서의 ARQ와 HARQ의 상호작
용 방법

한국

한국/20080117492

2008

출원

부분 주파수 재사용 기법을 적용한 지상보조장치를 포함하
는 이동위성 통신 장치 및 방법

한국

한국/2008011749

2008

출원

중계기를 사용하는 이동위성통신 시스템에서 다이버시티 이
득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신호 전송 방법 및 송수신기 구조

한국

한국/20080117492

2008

·'10년 85.6억불(NSR, 2007)에서 '15년까지 매년 성장률 36% 가정, 그
이후 성장률이 5%씩 감소 가정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325억

358억

394억

433억

477억

국외

398억불

517억불

647억불

776억물

893억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위성 IMT 대역을 사용하고 지상 시스템과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함으로
MSS 대역에서 저가의 위성/지상 통합 단말을 제공할 수 있음 →호환성을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칩으로 위성/지상 통합 단말의 제조가 가능하게 된
다면 가격 및 효용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표준으로 채택된 3GPP LT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
성/지상 통합 무선 시스템은 국내 업체가 국내 IPR이 포함된 표준규격을
활용하여 위성/지상 겸용 단말을 조기 확보 가능하게 함으로써 Thuraya 시
장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지역 시장에서 위성/지상 겸용 단말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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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VB-S2기반 고속 LDPC 복호 기술
위성방통융합연구팀 담당자

이인기

본 기술은 DVB-S2 기반 고속 LDPC 복호 기술로서 Vertical Scheduling 기법을 이용하여 200Mbps 이상의 데이터 처리 능력
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본 기술은 3D/UHDTV등의 고속 위성방송 전송에 적합하여 수신 셋탑의 요소 기술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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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DVB-S2 표준기반의 복호기 고속화를 위해 Flooding Scheduling 방식
의 일반 LDPC 복호기술과 차별화되며 간단한 구현이 가능한 복호기술
필요
·위성방송 전송기술의 전송속도 향상을 통하여 3D/UHDTV 등의 초고화
질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 내용

상세사양

·동작 클럭 최대 130M까지 지원
·200Mbps(coded data rate) 이상 지원
DVB-S2기반 고속 LDPC 복호 기술 ·코드 레이트 ½, 2/3 지원
·VCM/ACM, CCM 지원
·Vertical Scheduling 기반으로 구현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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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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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일반 DVB-S2 복호 기술

Flooding 기법 기반의 기술에 비하여 2배이상의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4월 - HDL 기반 고속 LDPC 복호기 설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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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 기능/성능 H/W 테스트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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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B-S2기반 고속복호기 VHDL 코드(code rate ½,2/3)
·고속 복호 알고리즘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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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영국 BBC는 NHK와 공동으로 '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추어 UHD 실험방
송 계획을 추진

·DVB-S2는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규격
■ 보유 특허
출원/등록

특허명

구분
출원

고속 LDPC 복호 기술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2012-0009873

2012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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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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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신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개념의 서비
스로 확산, 신규 고품질 실감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신 한류문화 전파 및 확산 기대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다채널 3D/UHDTV 등의 실감위성방송용 셋탑 박스
·위성전송 시스템의 핵심 ASIC 칩
·위성통신 시스템의 VSAT 단말 순방향 링크 수신 칩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6년 이후 UHDTV 시장은 연 평균 34% 성장하여' 20년 연 매출 557억
불 전망
·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은 2007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셋톱박스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RG

출원

171억불

255억불

304억불

408억불

557억불

34.3%

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판매량 전망

(단위 : 천대)

[출처] : IMS Researc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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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VB-S2 ACM 플랫폼 기술
위성광대역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유준규

본 기술은 DVB-S2 CCM 기반 VSAT 시스템에 적응형 필터를 이용한 채널 예측 기술을 융합하여 시스템 평균 결과물을 향상 시
킴. 본 기술을 통해 시스템 개발 업체 기술력 향상과 소방방재청, 수자원 공사 등 외산 VSAT 시스템에 의존되는 시장에 대해 수
입대체 효과가 기대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S2 기반 ACM(Adaptive Coding & Modulation)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존의 DVB-S2의 CCM 규격은 서비스 커버리지에서 하나의 가용도에
대해 선택된 코딩 방식과 변조방식으로 고정적으로 사용 중

·기존의 DVB-S2 CCM 기반 VSAT 시스템에 적응형 필터를 이용한 채널
예측 기술을 융합하여 시스템 평균 throughput을 향상 함

·CCM 방식은 맑은날(Clear Sky)인 경우에도 시스템 가용율 규격에 따라
높은 마진을 유지하여야 함

■ 기술의 상세 사양

·ACM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강우감쇠시에는 낮은 throughput을 제공하
지만 링크가 유지되어 시스템 평균 throughput 및 가용율 향상 가능

기술 내용

·현재 국내 VSAT 업체는 기존의 DVB-S2 CCM 방식이 적용된 VSAT 시
스템을 상용화한 상태임

·DVB-S2 기반
DVB-S2 기반 ACM(Adaptive Coding
·System throughput 2배 향상(DVB-S2 CCM 대비)
& Modulation) 기술
·Max 80Mbps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Gilat의 DVB-S2 표준기반 ACM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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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양

경쟁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Gilat의 DVB-S2 표준기반 ACM 기술

·적응형 필터 기법을 이용한 예측 기법 적용
·실시간 출력 속도 제어 기술

·세계 VSAT 시장은 DVB-S2/ACM 기술 발달 및 광대역 서비스 수요
증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조사별 점유율은 기업형 시장은
Hughes 46%, Gilat 25% 순이며, 개인형 시장은 Hughes 60%, ViaSat
27% 순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4. 기대효과

·2012년 12월 -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성능 최적화 작업 완료

기술도입효과

■ 기술이전 범위
·DVB-S2 표준에 compliant 한 ACM 기술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DVB-S2 ACM 모듈 구현기술

·개발된 ACM 모듈을 DVB-S2 기반 적응형 VSAT 시스템에 직접 활용하
여 기존 DVB-S2 CCM 시스템 대비 2배 이상 시스템 throughput 향상
·이를 통해 국내 VSAT 시스템 개발 업체 기술력 향상을 통해 소방방재
청, 수자원 공사 등 외산 VSAT 시스템에 의존되는 시장에 대해 수입대
체 효과 기대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VB-S2는 위성통신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규격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출원

특허명
위성통신용 포워드링크의 적응형
코딩 변조장치 및 방법

출원국
(등록)
국내

출원(등록)번호
2012-0091558

출원
(등록)년도
2012년
8월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위성통신 VSAT 시스템 및 위성비상재난통신 시스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광대역 위성통신서비스는 2009년도 33.5억불에서 2019년 79.4억불
로 년 평균 9% 성장이 예상(NSR, 2010)되며, 광대역 인터넷서비스는
2009년 0.3억불에서 2019년 47.5억불로 년 평균 16.5%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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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VB-RCS2 기반 Return Link 복조 기술
위성광대역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김판수

위성 리턴 링크 모뎀(복조기)을 구현함에 있어 복잡한 신호처리 기능을 포함하는 리턴 링크 복조 알고리즘이 다양한 변조방식
및 대역폭에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HDL)로
구현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DVB-RCS2 기반의 위성 리턴 링크 복조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VSAT(Very Small Aperture Terminal) 기반 광대역 위성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로 지역/계층 간의 정보화 격차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성통신 시스템 수요 증가
·강우 감쇠 영향에 따라 다양한 SNR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위성통신이 가
능한 VSAT 단말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Symbol rate : 0.512, 1.024, 2.048, 4.096 Mbaud
·Modulation : QPSK, 8PSK, 16QAM
·Roll off : 0.2
·Distributed pilot를 가진 버스트 모뎀 기술
·디지털 하향 변환 및 채널 라이저 기술
·디지털 SNR 추정 기능
·다양한 대역 및 waveform에 대해 동시에 수신이 지원
·Timeslot 단위 ACM(Adapative Coding Modulation) 지원 가능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수신 C/N level : 0dB - 12dB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도서벽지, 산간지역 등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등의
광대역 방통융합 서비스 제공
·재난 위성 통신망, 군용 위성 통신망, 선박용 위성 통신망 등에 활용
·향후 Ka대역 통신위성을 이용한 VSAT 전송 기술 검증 및 VSAT 응용 서
비스 개발 시 기준(Reference) 시스템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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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DVB-RCS1 또는 제조업체 고유 규격에 의한 VSAT 전송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등의 차세대 VSAT 서비스 제공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 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DVB-RCS1 규격 기반의 DVB-RCS1(3dB-7dB) 규격 대비 본 기술의 경우 SNR의
복조기술
dynamic range(0~12dB)가 증대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2년 12월 - 고성능 복조기 HDL 구현
·2013년 10월 - 기능, 성능 테스트 및 link 검증
■ 기술이전 범위
·고성능 위성 리턴 링크 복조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삼성탈레스, LIG-Nex1 등은 군 위성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에 납품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VB-RCS2 위성 전송 규격이 2012년 완료 되었음(ETSI EN 101 545
v1)
■ 보유 특허

·세계 각국은 고용량 초고속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십 개 이상의 다
중 Spot 빔의 Ka 대역 위성을 발사하거나 개발 중
- 영국, 일본,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지상망 설치가 어려운 고립지역에 대해 위성을 이용하는 정책 추진
- 영국

디지털 UK 계획, 일본 브로드밴드 2010 전략, 미국 보편적 브로드밴
드 접근성 법안 계획 등

·추후 공개(DVB-RCS2 기반 버스트 모뎀 구현 관련 특허 다수 보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위성 VSAT 중심국의 수신부 복조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광대역 위성 서비스 시장은 2009년 33.5억 달러에서 2019년 79.4억 달
러로 CAG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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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술 대비 다양한 SNR에서 동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므로 시스템 효율 증대
·위성 링크 가용도 증가로 Ka 대역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초광대역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

·광대역 위성 단말 시장은 2010년 3.97억 달러에서 2019년 8.16억 달러
로 CAGR 8% 성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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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Msps급 고속 복조(RTL) 기술
위성광대역방송통신연구실 담당자

정수엽

본 기술은 복조기 고속화를 위해서 프레임 동기, 심볼 타이밍 동기, 주파수 동기, 위상 동기 등의 복조블록에서 간단히 구현 가
능한 기술임. 본 기술을 통해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국제 경쟁력 유지 및 사업화로 해외시장 진출,
타 분야 원천기술로의 활용 – UHD기반 3DTV, D-Cinema 등 실감방송의 공통기술로 활용, 항공우주, 군사, 박물관 및 전시회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200Msps급 고속 복조(RTL)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의 상세 사양
기술 내용

상세사양

고속 복조(RTL) 기술

·낮은 SNR 환경에서 수신
·Roll off factor : 0.2, 0.25, 0.35
·변조방식 : QPSK, 8PSK
·VCM, CCM 모드 지원
·프레임 동기, 심볼 타이밍 동기, MODCOD 디코딩,
주파수 동기, 위상 동기 등의 기술 지원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DVB-S2 표준기반 복조기의 고속화를 위해 기존기술과 차별화되며, 구
현 복잡도를 낮춘 복조기술을 필요로 함
·위성방송 전송기술의 전송속도 향상을 통하여 3D/UHDTV 등의 초고화
질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을 필요로 함
·공공성 위주의 위성통신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되어 위성통신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성단말의 저가화를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T Micro의 DVB-S2 표준기반 복조기술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ST Micro의 DVB-S2
표준기반 복조기술

·적은 수의 곱셈기를 이용한 심볼 타이밍 동기 기술
·구현 복잡도가 낮은 프레임 동기 기술
·FFT 연산을 이용한 주파수 동기 기술
·대칭구조로 설계된 정합필터 기술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복조기 고속화를 위해서 프레임 동기, 심볼 타이밍 동기, 주파수 동기,
위상 동기 등의 복조블록에서 간단히 구현 가능한 기술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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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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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성능 최적화 작업 완료

·영국 BBC는 NHK와 공동으로 '12년 런던 올림픽에서 UHD 실험방송 수
행함

■ 기술이전 범위
·DVB-S2 표준에 compliant 한 수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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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조기 RTL 구현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4. 기대효과

·DVB-S2는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를 위한 표준규격

기술도입효과

■ 보유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출원/등록

출원국

특허명

구분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

광대역 위성중계기기반 위성방송 데이
터 프레임 다중화 전송 방법 및 장치

국내

20120006718

2012년
1월

출원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서의 주파수 오프
셋 추정 방법 및 장치

국내

20120116772

2012년
10월

·UHDTV 등 실감방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핵심기술 국제 경쟁력 유지 및 산업화로 해외시장 진출
·타 분야 원천기술로의 활용 - UHD기반 3DTV, D-Cinema 등 실감방송
의 공통기술로 활용, 항공우주, 군사, 박물관 및 전시회 등에 활용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신규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보편적 개념의 서비
스로 확산, 신규 고품질 실감위성방송을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신 한류문화 전파 및 확산 기대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다채널 3D/UHDTV 등의 실감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한 수신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6년 이후 UHDTV 시장은 연 평균 34% 성장하여 '20년 연 매출 557억
불 전망
·UHDTV 판매대수는 '15년 21만대에서 '20년 약 4500만대로 예측되며,
4k급 UHDTV가 85~90%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RG

매출액

171억불

255억불

304억불

408억불

557억불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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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S-, C-, X-, Ku-대역 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용 MMIC 다기능 칩
위성무선RF기술연구팀 담당자

정진철

본 기술은 위상배열 안테나시스템에 필수적인 다기능 칩(MFC)을 RF 특성이 우수한 GaAs MMIC로 구현하는 기술임. GaAs
공정을 이용하여 우수한 RF 특성을 가지면서 디지털 직병렬 변환기(SPC)를 내장하여 제어 인터페이스를 매우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와 모듈 제작 단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S-, C-, X-, Ku-대역 다기능 칩은 하나의 MMIC내에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위상천이기(Phase Shifter)와
디지털 감쇠기(Attenuator)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 직병렬 변환기(Serial to Parallel Converter; SPC)를 내장하
고 있음
·SP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어인터페이스의 개수가 적고 단순하여 모듈 구현시 모듈의 소형화와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짐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하지만 이들 제품은 EL의 문제로 구매하기 어렵거나 매우 비싸게 구매해
야 하는 단점을 가짐

·최근의 안테나 시스템은 단순/수동 안테나에서 복잡/능동 안테나로 변
화되고 있음. 따라서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능동 위상배열 안테나는 안테나 내에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디지털 적으
로 제어할 수 있는 RF 부품이 필요함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의 위상배열 안테나는 소형/경량/저가의 필요에 의해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다기능 칩(Multi-Function Chip ; MFC)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음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직병렬 변환기를 포함
한 상용 다기능 칩으로는 현재 미국의 MACOM사와 OMMIC사의 제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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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와 있음

기술의 특징
·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에서는 소형/경량/저가의 다기능 칩이 요구 됨
- SPC를

내장하여 외부 제어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므로 소형/경량/저가의
모듈 구현이 가능함

■ 기술의 상세 사양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보유 특허

Core Chip Specification
Characteristic

S-band MFC

C-band MFC

X-band MFC

Ku-band MFC

출원/등록

Frequency range

2.5GHz
~ 4GHz

4.5GHz
~ 6.5GHz

8GHz ~ 12GHz

14GHz
~ 16GHz

구분

Phase Range
/ Step

360°
/ 5.625°

360°
/ 5.625°

360°/ 5.625°

360°
/ 5.625°

등록

Amplitude Range
/ Step

31.5dB
/ 0.5dB

31.5dB / 0.5dB

31.5dB / 0.5dB

31.5dB
/ 0.5dB

Phase RMS error

4°

4°

4°

4°

Amplitude RMS
error

0.4dB

0.4dB

0.4dB

0.4dB

Gain

-11dB

-11dB

10dB

-15dB

SW Isolation

-35dB(min)

-35dB(min)

-35dB(min)

-35dB(min)

Chip Size

4mm
X 3.4mm

4mm X 3.4mm

4mm X 3.4mm

4mm X 3.4mm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Multi-Function Chip operating with a
amplifier switch

미국

8208869

2012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S-대역 이동통신 기지국용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
·S-, C-, X-, Ku-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레이더 시스템
·S-, C-, X-, Ku-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위성통신 시스템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대역 MFC : XZ1001-BD(MACOM사 상용품)
- SPC를 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수가 많고 모듈 구현 시 어
려움이 있음
·C-대역 MFC : CGY2175AUH(OMMIC사 상용품)
- SPC를

포함하고 있지만 칩 크기가 크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짐

·Ku-대역 MFC : 상용제품 없음

주 1) IDC, "Korea Telecom Service & Equipment Market '08-'12", '08.12/'13'15년은 추정
주 2) Gartner, Mobile Network Infrastructure Worldwide, '09.5/'14-'15년은 추정
주 3) 수출 규모는 해외 기지국 안테나 시스템 시장 규모의 2% 산정
주 4) 수입 규모는 국내 기지국 안테나 시스템 시장 규모의 5% 산정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X-대역 MFC : CGY2170AUH(OMMIC사 상용품)
- SPC를

포함하고 있지만 칩 크기가 크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짐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S-대역 MFC

미국 MACOM사의 SPC를 포함한 칩이기 때문에 소형/경량/저가의 모듈
XZ1001-BD
구현에 본 칩이 매우 적합함

C-대역 MFC

미국 OMMIC사의
CGY2175AUH

칩 크기가 작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하여 소형/경량/저
가의 모듈 구현에 본 칩이 매우 적합함

X-대역 MFC

미국 OMMIC사의
CGY2170AUH

칩 크기가 작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하여 소형/경량/저
가의 모듈 구현에 본 칩이 매우 적합함

Ku-대역 MFC

경쟁사 없음

경쟁사가 없으므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국내에서는 MMIC 다기능 칩 및 이를 이용한 송/수신 모듈에 대한 개발
은 전무함
·COBHAM 사는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송/수신 모듈도 개발하였으며,
이 모듈에는 다기능 칩과 LDMOS를 이용한 고출력 증폭기가 사용되었음
·Ubidyne은 여러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여 GSM, UMTS, LTE 대역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능동위상배열 시스템용 T/R 모듈(M-Radio)을 개발하였으
며, 최근에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MMIC 다기능 칩 설계/제작/시험 완료 : 2013. 12. 31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기술이전 범위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레이더 시스템의 능동위상배열 안테나는 소형/경
량/저가의 송수신 모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하나의 칩
으로 구현한 다기능 칩이 여러 칩의 개별 칩들 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S-, C-, X-, Ku-대역 MMIC 다기능 칩 실시 사용권
- MMIC

mask Layout 사용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다기능 칩 중에서도 디지털 감쇠기와 디지털 위상천이기의 제어를 위한
디지털 SPC의 유무에 따라 이칩을 이용한 송수신 모듈의 크기와 복잡도
와 가격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본 MMIC Multi-Function Chip은 이동통신 기지국용 위상배열 안테나와
레이더용 안테나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며 효율성이 증대된 이동통신

·점차 치열해 지는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장에서, 본 MMIC 다기능 칩은
가격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음

표준화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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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Ku-대역 GaAs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
위성무선RF연구실 담당자

노윤섭

본 기술은 Ku-대역 위성통신용 단말기 활용할 수 있는 GaAs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개발되는 GaAs
MMIC는 기존 Hybrid 기술에 비하여 관련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하여 제품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고효율, 고출력 Ku-대역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
·8W 출력/ 25% 효율의 GaAs 고출력증폭기 MMIC

■ 기술구성도

Ku-대역 8W 급 HPA MMIC Layout (4.3 mm x 4.95 mm)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Ku-대역 위성통신용 VSAT 단말기 및 SSPA의 소형화/고효율화 필요

·단말기의 소형/경량화를 위한 출력 전력이 높은 고출력증폭기 MMIC 필
요
·특히 국산화된 MMIC를 이용하여 국내 제조 기술 활용하여 제품 국산화
율 제고
■ 기술의 상세 사양

·관련 제품의 수입 의존성이 높음
·기존의 4W 이하의 Ku-대역 MMIC를 활용할 경우 제품 소형화에 한계
·8W 이상의 출력을 갖는 MMIC 필요
·개발된 8W 급 X-대역 GaAs 고출력증폭기 MMI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
이 될 수 있음

파라메터 설계결과
주파수
대역

13~ 14.5
GHz

전력 이득

20 dB

최대 출력
전력

39 dBm
(9 W)

시뮬레이션 결과

전력 효율 25 % 이상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최신의 0.5um
GaAs MMIC 제작 공정
을 이용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현재 4W급 GaAs 고출력증폭기 MMIC를 이용한 Ku-대역 VSAT 성능
향상 필요
·8W급 고출력증폭기 MMIC를 이용하여 모듈 복잡도 감소로 성능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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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aCOM Tech Asia 10 W급 HPA (XP1006-BD)

·Cree사의 25W 급 HPA (CMPA801B025D)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XP1006-BD

·10W 출력 전력 보다 높은 30W 출력 전력
·30% 효율보다 높은 35% 효율

CMPA801B025D

·25W 출력 전력 보다 높은 30W 출력 전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X-대역 9W급 초소형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1년 4월)
·X-대역 20W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2년 12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X-대역 30W 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3년 12월 예정)
■ 기술이전 범위

·0 GaN MMIC 가 아닌 HEMT 소자를 이용한 SSPA 모듈 개발하여 시장
출시 중

·X-대역 고출력/고효율 고출력 증폭기 MMIC 설계 기술

·X-대역 GaN MMIC 제품의 시장 형성 초기

- GaN MMIC 공정 분석 기술 및 소자 배치 설계 기술

·미국 Cree 사에서만 X-대역 GaN MMIC 상용 출시함

- 소형화를

위한 내부 정합 기술

·고출력증폭기 비용 중에서 80% 이상이 고출력증폭기 MMIC로 대체될
것임

- 고효율

특성 구현을 위한 정합 회로 설계 기술
- 20W급

및 30W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제작 도면 사용권리

4. 기대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해당사항 없음
·배치설계 도면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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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현재의 GaAs 기술을 이용한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보다 200% 이상 출
력이 향상된 고성능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개발 가능
·본 기술을 이용한 능동위상배열 안테나용 송수신 모듈의 성능 향상 기대
됨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못한 X-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
및 송수신 모듈을 국산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부품 공급 업체로서 직접
참여 가능하며, 나아가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또는 레이더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음
·본 기술을 이용하여 모듈 개발 할 경우 전세계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참여 가능

·X-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X-대역 초소형 송/수신모듈
·X-대역 레이더
·X-대역 위성통신용 단말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군수용 레이더 시장은 2012년도 기준으로 67억 달러에서 2022년
86억 달러로 규모 확대 예상됨(ICD Research, 2012년)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 RF 송/수신모듈의 비중이 40% 정도이며, RF 송
/수신 모듈 중에서 고출력증폭기 비용이 70% 정도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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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X-대역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
위성무선RF연구실 담당자

노윤섭

본 기술은 X-대역 위성통신 및 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개
발되는 GaN MMIC는 방열 특성이 우수하면서 기존 기술의 MMIC 보다 2배 이상의 출력과 30% 정도 향상된 효율 특성을 가
지고 있어, 관련 제품의 에너지 효율화와 소형화에 장점을 제공할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고효율, 고출력 X-대역 고출력증폭기 MMIC 기술
·30W 출력/ 35% 효율의 GaN 고출력증폭기 MMIC

■ 기술구성도

X-대역 30W 급 HPA MMIC Layout (3.8 mm x 3.7 mm)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X-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을 이용한 레이더 성능 향상 필요

·현재 10W급 고출력증폭기 MMIC를 이용한 X-대역 능동위상배열 레이
더시스템

·특히 국내 국방 기술 자립화를 위하여 추진중인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30W급 고출력 증폭기 MMIC가 필요함
·기존의 GaAs MMIC 기술로 X-대역에서 30W 급 고출력증폭기 MMIC의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aN MMIC 기술로 고출력증폭기 구현이 필
요함
·개발된 GaN MMIC 설계 및 모듈 기술을 이용하여 Ku-대역 이하에서 동
작하는 고출력 증폭기를 이용하는 송수신 모듈에 확장 적용 가능함
·개발된 30W 급 및 20W 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는 세계 최고 수준
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내외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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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X-대역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의 성능 향상을 위해 20W 이상의 고출력
증폭기 필요
·특히 국내 레이더 기술 자립화를 위해 국산 기술로 개발된 MMIC의 필요
·X-대역 위성통신 단말기의 소형/경량화를 위한 고출력증폭기 MMIC 필요

■ 기술의 상세 사양

·X-대역 초소형 송/수신모듈
·X-대역 레이더

파라메터

설계결과

주파수
대역

8.0 ~
11.0 GHz

전력 이득

18 dB

최대 출력
전력

45 dBm
(30 W)

전력 효율

35 %

시뮬레이션 결과

·X-대역 위성통신용 단말기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군수용 레이더 시장은 2012년도 기준으로 67억 달러에서 2022년
86억 달러로 규모 확대 예상됨(ICD Research, 2012년)

최신의 0.25um GaN
MMIC 제작 공정을 이용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 RF 송/수신모듈의 비중이 40% 정도이며, RF 송
/수신 모듈 중에서 고출력증폭기 비용이 70% 정도로 예측됨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MaCOM Tech Asia 10 W급 HPA(XP1006-BD)
·Cree사의 25W 급 HPA(CMPA801B025D)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XP1006-BD

·10W 출력 전력 보다 높은 30W 출력 전력
·30% 효율보다 높은 35% 효율

CMPA801B025D

·25W 출력 전력 보다 높은 30W 출력 전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X-대역 9W급 초소형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1년 4월)
·X-대역 20W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2년 12월)

·GaN MMIC가 아닌 HEMT 소자를 이용한 SSPA 모듈 개발하여 시장 출
시중

·X-대역 30W 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개발(2013년 12월 예정)

·X-대역 GaN MMIC 제품의 시장 형성 초기

■ 기술이전 범위

·미국 Cree 사에서만 X-대역 GaN MMIC 상용 출시함

·X-대역 고출력/고효율 고출력증폭기 MMIC 설계 기술

·고출력 증폭기 비용 중에서 80% 이상이 고출력 증폭기 MMIC로 대체될
것임

- GaN MMIC 공정 분석 기술 및 소자 배치 설계 기술
- 소형화를 위한 내부 정합 기술
- 고효율 특성 구현을 위한 정합 회로 설계 기술
- 20W급 및 30W급 GaN 고출력증폭기 MMIC 제작 도면 사용권리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현재의 GaAs 기술을 이용한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보다 200% 이상 출
력이 향상 된 고성능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개발 가능

·해당사항 없음

·본 기술을 이용한 능동위상배열 안테나용 송수신 모듈의 성능 향상 기대됨

■ 보유 특허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되지 못한 X-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시스템
및 송수신 모듈을 국산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부품 공급 업체로서 직접
참여 가능하며, 나아가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또는 레이더 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음

·해당사항 없음
·배치설계 도면 등록 예정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본 기술을 이용하여 모듈 개발 할 경우 전세계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
참여 가능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X-대역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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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band용 GaN 전력증폭기 MMIC
위성무선RF기술연구실 담당자

염인복

본 기술은 C-band용 전력증폭기 기술로서 민/군의 Radar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의 소형화 고효율화 요구에 맞추어
GaN MMIC로 상용화한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C band 대역 Pulsed Mode Radar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전력증폭기를 GaN 전력증폭기 MMIC로 대체

■ 기술구성도
·고출력, 고효율 설계를 위한 GaN 소자 분석 기술
·고출력, 고효율 MMIC 설계 기술
·고집적, 초소형 Layout 기술
·성능 시험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C-band 레이더 시스템은 기존 GaAs 기반 전력증폭기를 사용하였으나
GaAs 특성상 소자 출력이 낮아 그에 따른 탐지거리가 짧고 전력 효율이
낮아 방열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냉식과 같은 방법이 사용되는 등 부피가
커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와 같은 고출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TWT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
으나 예열시간이 30분 이상 소모되고 짧은 수명으로 유지 비용이 발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함
·C 대역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전력증폭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소형, 고출력, 고효율 기반의 SSPA 기술 개발이 요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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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레이더 핵심기술인 전력증폭기 MMIC는 일부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내 개발이 시급함
·전력증폭기 MMIC 기술은 군수용 뿐 아니라 항공, 선박, 기상 등 여러 분
야에 적용 가능
·GaN 기반 전력증폭기 MMIC는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여 대량생산 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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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 5.4 ~ 5.9 GHz
RF HPA 세계 수급 동향

·출력 : 30W 이상
·효율 : 40% 이상
·이득 : 20 dB 이상
·MTTF : 107 시간 확보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요

25,500

26,000

30,700

31,000

35,000

41,000

공급

24,735

25,220

29,779

30,070

33,950

39,770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회사

후지쯔(일본)

Cree(미국)

도시바(일본)

ETRI

주파수

C-band

C-band

C-band

C-band

출력

15 W

23 W

120 W

30 W

크기 (mm2)

5.2 X 3.6

3.6 X 3.6

-

3.9 X 3.8

타입

MMIC

MMIC

Hybrid

MMIC

[출처] : Yole report. 2012년
사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주요 수요처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하반기 예상

수요처

국명

관련제품

LIG

한국

대포병 Radar

EADS

독일

군 및 지상용 Radar

Selex

이탈리아

항공기용 Radar

JRC

일본

선박용 Radar

■ 기술이전 범위
·C-band용 30W급 전력증폭기 MMIC

4. 기대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군용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기상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항공 및 선박 Radar의 전력 증폭기 모듈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이에 따른 국내외 기술 선점 효과
·기술이전 시기에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하는바 바로 사
업화 착수 가능
·민, 군 레이더의 핵심원천 기술로서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임

■ 기술개발 적용 제품의 중요성
·전력증폭기 모듈은 Radar의 핵심부품으로 Radar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일부 선진국에서 기술 유출을 꺼리는 매우 핵심적인 기술임
·민간, 군사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로 차세대 고부가 가치 제품임
·기술 독점 국가의 수출입 통제를 피하여 기술 종속에서 벗어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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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자파 저감을 위한 투명 필름 설계 기술
스펙트럼공학연구실 담당자

심동욱

본 기술은 전자파 저감을 위한 전자기 회로를 투명화하여 일반 필름에 적용한 것으로 무선 기기에 부착하여 방사되는 전자파
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 본 기술은 휴대 전화나 미래 wearable device 등의 휴대용 무선기기 또는 유리창 등의 소재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전자파 저감 특성을 갖는 인공의 전자기 회로를 투명화하여 일반 필름에 적용한 것으로 휴대용 무선 기기 또는 유리창 등
에 부착하여 방사되는 전자파를 저감하는 응용 기술임

■ 기술구성도

전자파저감 필름 개념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 영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

·2011년 6월 WHO IARC(국제암연구소) "휴대전화 사용시 일부 뇌암의
발생 위험 증가" 연구 결과 발표, 휴대전화 통화를 암 유발 물질 2B 등급
으로 분류(2B 등급 예 : 자동차 엔진 배기가스)

·휴대전화 또는 wearable device에 손쉽게 부착하여 인체 쪽으로의 전자
파를 저감할 수 있음

·세계 각국에서는 휴대전화의 SAR(전자파흡수율) 규제를 통해 휴대전화
시판 허용 중

·프린팅 방식의 제작으로 제작 단가가 낮고, 상용화 시 양산 가능

·SAR 규제만으로 전자파에 대한 일반인들의 근심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 기술의 상세 사양

·2013년부터 SAR 규제를 body까지 확대시행, 미래 wearable device에
대한 전자파 영향 관심 급증

·전자파 저감 필름 제작 방식 :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 제작 용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선택적 전
자파 저감 기술 필요
·휴대전화 케이스 또는 커버 등의 보조기구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 필요(예 : 투명보호필름)
·기존 시장에서 전자파 저감 기능 추가, 저가의 용이한 양산 방법으로 사
용자 선택형 전자파 저감 필름 개발 필요함
·휴대용 무선기기 및 유리창 등의 건축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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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전자파 저감 필름 시작품

·일반 투명 필름으로 제작 가능
·기존 케이스 또는 커버에 손쉽게 탈부착 또는 내장 가능
·전자파 저감 필름 두께 < 20μm
·전자파 저감 대역 : 선택적 설계 용이, 예 : CDMA/WCDMA/WLAN 대역 등
·기존 상용 휴대전화에 적용결과 : Head SAR 약 20% 이상, Body SAR
약 38% 이상 저감 효과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존의 전자파 차폐용 도료/페인트/필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 기존 기술은 도전성 재료를 이용한 차폐 방식으로 저감이 아닌
반사 및 차폐용(응용분야 : 무선기기 내부 회로 기판 등)
· 본 기술은 손실을 통한 저감 기법으로 기존기술 대비 차별화된
기존의 전자파 차폐용
응용 분야를 가짐(응용분야 : 무선기기 내ㆍ외부 사용자 선택형)
도료/페인트/필름
· 저감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의 선택적인 개발 용이
· 무선기기 전자파 저감 효과 탁월
· 투명 필름으로 사용자 편의성 우수

기술의 완성도

·전 세계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저감/차폐관련 시장 '12년 약 200억 전망
·중국 및 IT 후진국들의 시장(예측불가)을 고려하면 전 세계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됨
국내외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차폐 관련 시장규모 (2009~2013)
관련 제품
/서비스

시장

정보통신기기

해외($ million)
국내(억원)

1차년도
(2009)

2차년도
(2010)

3차년도
(2011)

4차년도
(2012)

5차년도
(2013)

2,462,3 2,708,5 2,952,3 3,188,4 3,411,6
3,390 4,000 4,760 5,617 6,628

※ 산출근거 : 해외-Frost & Sullivan Report 토대로 예측, 국내-2004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정통부) 토대로 예측, (국내 전자파 저감소재 시장은 정보통신
기기 시장의 0.1%로 산정하였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3년 8월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공간 필터용 전자기 회로 설계 기법 및 구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전자파 저감용 투명 전자기 회로 필름 구현 기술

·휴대전화 보조 기구 및 보호필름 시장 지속적 성장 추세

·상기 전자기 회로의 응용 방법 및 구조 관련 특허

·정보통신기기의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 또한 지속적 성장

·상기 투명 전자기 회로 필름의 설계, 제작, 시험결과에 관한 기술 문서

·향후 wearable device의 보급으로 전자파 저감/차폐 시장은 큰 규모로 확장
될 것으로 예측됨
·전자파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재와의 신규 융합 기술 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
측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은 생활 전자파에 대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밀
착형 응용 기술로써 관련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가 예상됨

·해당 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전자파 저감용 투명 필름

한국

2011-0102530

2011

출원

Transparent film for suppressing
electromagnetic wave

미국

13/64656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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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기존의 상용 제품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 초기 투자 비용 매
우 적음
·기존 제품 수준의 제작 비용으로 전자파 저감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
술로써 부가가치가 높아 높은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휴대전화 및 wearable device 등의 휴대용 무선기기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
는 기술로 경제적 파급 효과 매우 큼

·휴대전화 또는 wearable device 등의 휴대용 무선기기
·유리창 등의 건축 내장재
·전자파 저감 기능을 필요로 하는 전자파 차폐/흡수/안테나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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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Gbps급 밀리미터파 고정 점대점 통신 시스템
용 QPSK Baseband 보드 설계 기술
마이크로파기술연구실 담당자

변우진

본 기술은 70/8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무선백홀용 점대점(Point-to-Point) 통신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Gbps급 QPSK
baseband 보드 설계 기술에 관한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백홀(backhaul)이란?
- 통신:

Gateway 같은 집중된 지역에서 액세스(가입자)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수단
- 방송:

스튜디오에서 원격지까지 연결하는 점대점 통신(예: 위성, 방송중계)

■ 기술구성도
·본 기술은 70/80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무선백홀용 점대점(Point-to-Point) 통신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Gbps급 QPSK
baseband 보드 설계 기술에 관한 것임

밀리미터파 무선백홀용 점대점 통신시스템 개념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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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미터파 무선백홀용 점대점 통신시스템 구성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밀리미터파란 자유 공간에서의 주파수 대역이 30GHz~300GHz인 밀리
미터 파장(1~10mm)을 갖는 전자기파

·본 기술은 QPSK 기반 Gbps급 무선전송 기술로써 기존 OOK 기반 상용
시스템 대비 스펙트럼 효율이 2배 개선

·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 발달로 장소 제약이 적고 설치 비용이 저렴한
고속/대용량 무선 백홀(wireless backhaul) 기술 수요 증대

·초광대역 전송 구조에 적합한 송수신 알고리즘 개발

·광/유선망을 이용하면 CAPEX, OPEX 비용 부담 -> 무선 이용 필요성 증가

·무선백홀의 신뢰성 향상 및 외부 ethernet 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한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기능 내장

- '09년:

52%(유선) vs. 48%(무선) -> '18년: 30%(유선) vs. 70%(무선)

■ 기술의 상세 사양

·밀리미터파 무선 백홀 시장 규모

·QPSK Baseband 모뎀 기능

- 42억불@

'18년 (출처: Thintri Market Study, '11), CAGR: 55%

·Gigabit Ethernet Interface 기능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Gbps급 이상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
는 초광대역 전송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FEC(RS(255,239)) 적용으로 Target BER < 1E-12 구현 가능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의 코모텍은 70GHz 대역에서 ASK방식을 사용하는 1Gbps급 점대
점 무선링크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음

·광/유선 케이블 활용으로 CAPEX, OPEX 비용 부담

·현재 세계 최고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Bridgewave
사가 보유하고 있는 QPSK 1Gbps급 전송기술 및 Siklu사의 16QAM
700Mbps급 전송기술이 경쟁기술임

·밀리미터파 링크 시장 규모42억불 '18년 CAGR: 55%

·'09년: 52%(유선) vs. 48%(무선) -> '18년: 30%(유선) vs. 70%(무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본 기술은 ASK 방식에 비해 고차 변조 방식을 이용하
여 2~3배의 향상된 주파수 효율을 구현하였으며, 완
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하드웨어의 많은 변경 없이 FEC
기능의 구현이 가능
본 기술은 QP나 알고리즘 개발 및 저가형 FPGA에 적
용이 가능한 Verilog HDL 코드의 최적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

1Gbps급 ASK
전송 기술(코모텍)
1Gbps급 QPSK
전송 기술(Bridgewave)

[출처] :Thintri Market Study, '11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현재 전세계적으로 OOK, BFSK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전 가능(예상) 시기 : 2013년 8월
■ 기술이전 범위

·QPSK 기반 Gbps급 전송 기술의 경우, Bridgewave, Siklu 등에서 상용
화 하였음

·QPSK 기반 1.25Gbps급 밀리미터파 무선전송시스템

·스웨덴 Ericsson은 10Gbps급, 호주 CSIRO는 100Gbps 전송 기술 연구 중

- 저가격 FPGA 이용한 고속 QPSK 모뎀 설계

·국내 업체는 아직 Gbps급 OOK 또는 FEC 기능이 추가된 OOK 시스템 기
술만 상용화하였으며, QPSK 및 16QAM 기술 개발 사례는 ETRI가 유일

- 초광대역 아날로그-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듈 설계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기술도입효과

·해당 사항 없음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보유특허
출원/등록
구분

·기술적 기대효과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고이득 평면형 반사판 안테나

미국

13/123520

2011

출원

단일주파수 합성기를 이용한 다중 출력 국
부 발진기 구조

미국

12/647961

2009

출원

밀리미터파 점대점 고정통신시스템 송신기
출력전력 조절 방법

미국

12/638293

2009

- 국내
 통신 사업자의 CAPEX/OPEX 비용을 1/3~1/4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
- 국내
 통신 장비 제조 업체에 부가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제공 가능
·기술이전을 통한 기대효과
- 국내

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으며, 해외 수
출 가능
- 선진
 외국기업의 기술독점으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음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이동통신 무선 백홀용 밀리미터파 고정 통신 시스템 및 이동통신 서비스
·고정 무선 백홀 기반 Wi-Fi 서비스
·Gbps급 데이터의 무선 전송 검증을 위한 시험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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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고 격리 다채널 소형 MIMO 안테나 기술
마이크로파기술연구실 담당자

엄순영

본 기술은 안테나의 입력 단자 위치에 따라 안테나의 방사 패턴 및 편파 특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고격리/다채널 특성의 소형 MIMO 안테나 기술로 활용 가능할 것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4 개의 독립적인 입력 신호들이 안테나에 인가되면 동일 방향의 직교 이중 편파와 이중 빔 패턴(정방향 빔 패턴과 코니칼 빔 패턴)의
4채널 MIMO 안테나 형성(복합구조체), 패턴 다이버시티를 이용하여 4채널 MIMO 안테나 구현(모노폴) 및 높은 격리도 유지

■ 기술구성도
모노폴 구조

복합 방사체 구조

·Pattern ,Polarization diversity 기술

·Pattern diversity 기술

·고차 모드 구현 기술

·격리 특성 보상 회로망 기술 (ICN)

·편파 제어 기술

·반사판 기능을 가지는 산란체 기술

·복합체 구조 구현 기술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무선 자원의 결합/재구성 특성

·단일 안테나 구조로 동일 방향으로 4개의 독립적인 무선 채널을 특성을
제공함으로써 소형 MIMO 안테나 구현이 가능하게 함

- 무선

통신의 주파수 자원의 포화(고갈)로 공간, 편파, 방향(안테나 빔 패턴)
등의 새로운 무선 자원들의 결합/재구성 응용 및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할 시점임
- 차세대

MIMO 안테나 특성은 안테나의 편파 및 빔 패턴 특성이 무선 전파
환경에 적응하도록 그리고 시스템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실시간적으로
가변 가능하여야 함
·MIMO 안테나의 고격리/다채널 특성
- 스마트

폰 등장 및 미래 무선 통신 서비스의 광대역화로 다중 안테나를
이용한 MIMO 통신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에 동일 방향으로의
독창적인 고격리/다채널 특성을 갖는 평면형 MIMO 안테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Massive MIMO 안테나용 삼차
원 고격리/다채널 MIMO 안테나 구조 연구가 필요함
·MIMO 안테나의 소형화 특성
- 세계적으로

소형 MIMO 안테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동/군 고
속 통신 시장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
창적인 고격리/다채널 MIMO 안테나의 소형화 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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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Pattern diversity를 이용하여 4 채널 특성 공급 및 고 격리 특성 유지
■ 기술의 상세 사양
·직교 다채널(4 채널) 특성
-2
 채널 : 이중 빔 패턴
-2
 채널 : 이중 직교 편파(V/H)
·고격리 및 소형화 특성
- 20
 dBc 이상 MIMO 격리 특성
- 그라운드

포함 0.75λ 크기
·직교 다채널(4 채널) 특성
-4
 채널 : 패턴 다이버시티
·고격리 및 소형화 특성
- 25
 dBc 이상 MIMO 격리 특성
- 그라운드

포함 반 파장 0.75λ 크기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종래의 iMAT(isolated Mode Antenna Technology)는 단일 안테나에 다
수의 급전점(feed poins)을 이용하여 MIMO를 구현하는 기술로 각각의
급전점은 높은 격리 특성, 낮은 상관 간계 그리고 높은 방사 효율을 제
공함으로써 작은 공간내에서 다수개의 안테나 설치 없이 MIMO 안테나
구현을 가능하게 함
·차세대 무선 휴대 단말기에 MIMO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 파장 보
다 작은 공간 내에 다수개의 안테나 소자들이 상호 결합되지 않도록 RF
차단 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2개 채널(이종 방사패턴 구현)에
서 높은 격리 특성
· 소형 구조 (동글 형태의 안테나)에 적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소형 셀 AP 시장은 '17년까지 7,000 만대의 예측, '16년까지 소형 셀 기
지국이 모든 기지국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Informa Telecoms &
Media , '12)
·또한, In-Stat은 소형 셀 장치 시장이 '15년까지 140 억 달러, Visiongain
은 '16년에 270 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어서, 관련 PPD 안테나 기술 적
용 소형 MIMO 안테나 기술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약 1천4백만불/년('16
년) 추정함

본 기술의 우수성
· 동일 방향으로의 4개 채널 구성
· 이중 직교편파(선형 : V/H, 원형) 이용
· 이중 방사 패턴(주 빔 및 코니칼 빔 패턴) 이용

· 동일 편파 특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상대적, 광대역 특성
· 소형화 구조(4 채널 @ 0.5 파장 x 0.5 파장)
· 고격리 특성 : 20 dBc 이상 @ 0.5 파장 x 0.5 파장

·세계 소형 셀 기지국의 시장 점유율 : 약 1%(2.7 억불), 전체 소형 셀 기
지국기술 점유비율 : 약 5%(0.135억불) - 추정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해당 기술은 차세대 소형 WLAN 또는 소형 RAN에 탑재되는 소형 MIMO
안테나 기술로 예상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11년 2분기 기준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제조 업체인 Cisco가 점유율
50.3%를 기록함. Cisco는 '00년대 초반부터 기업용 WLAN 시장 점유율 1위
에 있는 업체로, 당분간 점유율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

·기술 구현 및 검증 : 2013년 12월 31일 완료
■ 기술이전 범위
·고격리 다채널 소형 MIMO 안테나 설계 기술
- 설계

기술 세미나(설계 예제 : WLAN 대역용 MIMO 안테나)

·가정 및 중소기업, 소호용 WLAN 시장에서는 NETGEAR가 강한 성장세
를 보이며, '11년 2분기에 Linksys와 다소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며 1위
를 차지

·설계 문서(사용자 요구사항/규격, 설계 방법 및 설계 도면, 시험절차 및 결과
서) 제공

·국내 중소업체 EFM Network의 '10년 국내 시장 점유율이 7.7%로 4위,
Neowiki 가 6.1%로 5위를 차지

- 설계

방법 : 안테나 구조 선택 및 배치 방법, 격리특성 보상회로망 설계

·특허 실시권
표준화 및 특허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출원

통신 시스템에서 다기능 급전 회로 및 안테나

한국

2011-0110681

2011

Multi-function feed network
and antenna in communication system

미국/
중국

13/661251

2012

출원

복합 방사체 구조를 이용한 고격리 및 다채널
특성의 MIMO 안테나 장치

한국

2013-0001551

2013

출원중

High-isolation muti-channel device using a
mixed-structure

미국

-

2013

4. 기대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소형 무선 셀용 기지국 MIMO 안테나, WLAN AP용 소형 MIMO 안테나
로 활용
·단위 안테나 소자를 3축 입체 구조로 배치하여 고격리/다채널 무지향성
MIMO 안테나로 활용
·단위 안테나 소자를 다각형 입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향성 고격리/다
채널 MIMO 안테나로 활용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급전 구조의 소형 LTCC 부품화를 통한 다채널 고격리 초소형 MIMO 안
테나 기술 개발로 차세대 무선 통신용 고부가가치의 안테나 시장 창출
이 가능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Massive MIMO 안테나로 활용하며, 기저 대
역 신호 처리부와 결합되어 고품질의 Post-WiFi 서비스 제공
·다채널 고격리 안테나 기술을 관련 통신 부품/안테나 업체에 기술 이전함으로
국내 산업의 안테나 부품 경쟁력 강화, 수입 대체 효과 및 수출 산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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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준고정형 전파측정시스템 기술
전파신호분석연구실 담당자

박광문

본 기술은 전파 서비스 특성이 고주파, 광대역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파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실외형 전파측
정시스템 기술임. 본 기술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시 대상 지역이나 전파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장기간 상시 측정이 가능한 전
파측정 시스템과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 계측기 및 군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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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기술의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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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장소 이동이 용이한 친환경 전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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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원격 제어 및 장비진단

·따라서 전파 송신원에 보다 근접하게 설치하여 전파경로에 대한 공간손
실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넓은 전파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고층 건
물의 옥상 등 좁은 설치환경에서도 자유롭게 설치 가능한 컴팩트한 새
로운 실외형 플랫폼 측정 장비가 필요함

- 소형,

경량, 저전력 실외형 전파 모니터링
·신호원 근접 측정과 고속/정밀 신호처리를 통한 성능향상
- RF
 전단 손실 저감을 통한 수신감도 향상
- 입력레벨에

따라 측정모드 자동 설정
- 고속/

정밀 광대역 스캔과 잡음 자동 측정
- 주파수/시간영역

병렬처리를 통한 전파품질 고속 측정
·편집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편리한 운용
-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빠른 허가주파수 검색
- 사용하기

쉬운 GUI와 유무선인터넷 접속 환경
·활용 분야
- 대도시

음영지역 혹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상시 모니터링
- 국가

및 지역적 주요 이벤트 발생시 주요 감시지역에서
- 일정

기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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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스펙트럼

측정, 스펙트럼 점유율 측정, 잡음측정, 불법신호탐사, 전파
품질 측정 기능
- 허가

DB를 이용한 주파수 정보 확인 및 불법 무선국 식별
- 측정결과의

통계적 처리 등 측정 데이터의 후 처리
■ 보유 특허
출원/등록
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신호의 점유 대역폭 및 점유율 측정 정확도
향상 방법

독일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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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의 상세 사양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구분

고정형 전파측정 시스템

Gaikai

주파수 범위

20 MHz ~ 3 GHz

20 MHz ~ 6 GHz

IF 대역폭

10 MHz

25 MHz

수신 채널수

4채널

1채널

·복잡해지는 전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실외
형 전파측정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함
·무선 통신 시스템 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무선 통신 시스템, 계측기 및 군
용 고성능 전자전 장비에 활용 가능함
·컴팩트한 크기로 다양한 전파측정 기능을 수행 가능함

· 소형, 경량, 저전력

· 대형, 중량, 대전력
· 대형 철탑 위에 고정 설치
주요특징 · 수신기 실내 설치
· 전파품질, 불법탐사, 점유율 측정
· 스캔속도: 1GHz/s@RBW 30kHz

· 대건물옥상, 소형 철탑 등 이동 설치 가능
· 수신기 실외 설치로 감도 향상
· 전파품질, 불법탐사, 점유율 측정
· 전파잡음 측정
· 스캔속도: 8GHz/s@RBW 10kHz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독일 Rohde & Schwarz의 전파측정시스템 UMS170 : 주파수범위 9
kHz ~ 3.5/7.5 GHz, IF 대역폭 10 MHz
·미국 Agilent의 전파측정시스템 E6841A : 주파수범위 20 MHz ~ 6
GHz, IF 대역폭 20 MHz, 잡음지수 15 ~ 25 dB

독일 Rohde & Schwarz의
전파측정시스템 기술
미국 Agilent의
전파측정시스템 기술

·본 기술에 대한 수요처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어려움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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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의 우수성

광대역 신호 검출 (본 기술 : IF 대역폭 25MHz)
주요 RF 성능 파라미터인 잡음지수 우수 (본 기술 : 14
dB[Typ.])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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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2013년 02월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기술이전 범위

·컴팩트한 구조 설계로 기존 고정형 장비 대비 제품 단가 20% 이상 절감
효과

·준고정형 전파측정시스템 설계 기술
·광대역 안테나 설계 기술
·광대역 수신기 설계 기술
- 주파수

변환부 기술 - preselection, 주파수 가변 필터, 주파수 변환 기술

·고층건물 옥상 등의 설치장소에 보수 인력의 접근이 용이하여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 획기적인 절감 효과
·전파 서비스의 새로운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외형 광대역 전파측정 시스
템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 대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해외수출에 기여

- 주파수

합성부 기술 - YIG 발진기, DR 발진기, 수정 발진기 기술
- 디지털

데이터 처리부 기술 - 주파수변환부 및 주파수 합성부 제어, 디지
털 데이터 처리 기술
·전파측정 및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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