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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무선전력전송은 전자파 전송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선없이 에너지를 공간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 무선 통신과 에너지 전송 기술이 융합되어 각종 전력선과 커넥터로부터의
자유로움(Cable-free)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요한 혁신 기술. 다양한 종류의
무선전력전송을 기반으로 출력 규모 및 응용 분야에 따라서 자동차, 사무·가전, 의료, 모바일/웨어버블
기기, 인프라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요도 >

< 송신전력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기술 분류 >
구분

송신전력

활용분야

초소출력

～ 5W

웨어러블 및 생체 삽입형 디바이스 등

소출력

5W ～ 50W

스마트폰(급속포함), 태블릿 PC, 노트북 등

중출력

50W ～ 200W

전기자전거, 로봇, 드론 등

대출력

200W ～ 3.3kW

고출력 가전기기, 산업용 기기 등

초대출력

3.3kW ～

전기자동차 등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은 수신 전력을 분류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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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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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 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
기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주도권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함.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및 자동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무선전력전송기술은 ITU, JTC1, IEC(CISPR), ETSI, APT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WPC나 AFA과 같은 사실표준기구에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함. 이를 위해서
국내 관련 산·학·연은 표준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기에,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권고 주파수가 2019년에 ITU-R SG1에서
승인되었고,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제어 기법 및 시스템 관리 표준화를 목표로 IEC
TC69에서 CDV 단계를 지나 FDIS 단계에 있으며, CISPR/B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법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음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SWG에서 Authentication 기능이 포함된 15W급 v1.3.1
규격 표준화 완료 및 휴대용 노트북 충전을 위한 30W표준과 주방가전 표준 v1.0 표준
개발 추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한 무선충전 상용화 제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 2022년

논의가 IEC TC100에서 진행됨. IEC TC 100 TA15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효율에 관한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IEC 63288)이 현재 개발 중
· (공간 무선전력전송) IEC TC100에서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복수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요구사항은

2021년에

발간을

완료하였고,

요구사항

기반의

참조모델을 개발 중7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IEC TC100에서 2019년에 관련 기술보고서 제정 완료.

2022년까지 개발 중인 Wide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FDIS 제출 예정. 또한, 2021년에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한 후에,
2022년까지 NP 승인을 목표로 개발 계획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 NP 투표 시작을 목표로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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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CISPR/B WG1과 WG7에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적합성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FDIS 단계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HI-SWG에서

전기자전거(Light

Electric

Vehicle)

무선전력전송 표준 v1.0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 2024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관련 기술은 IEC TC100 기구에서 IS를 목표로 추진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Wide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 및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의 2024년까지 CDV 승인 목표 개발 계획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2024년까지 CDV 승인을 목표로 개발 계획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IEC/TC106/WG9/PT63184에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EMF)에 대한 평가방법과 규격 제정을 목표로 추진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WPC HI SWG의 Industry 소분과에서 60W∼500W급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표준 v1.0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계획
∼ 2026년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중출력, 대출력 제품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츨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목표로 추진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IEC TC100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 등록(IS)을 목표로
추진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 IS
등록을 목표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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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전력전송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산업표준기구(WPC, AFA)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활발하게 추진중. IoT 기기, 웨어러블 기기 원거리 무선충전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
IEC TC100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기파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의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여
개 발 진 행 중 임 . 또한, CJK 무선전력전송 회의에서 한·중·일간 무선전력전송 표준
방향을 결집하기 위한 합동 기술보고서 작성으로 표준화 경쟁력 강화 및 의사 결정권
확보 방안 마련.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관련하여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 술 및
제 어 기 술 국 제 표 준 화 주 도 권 확 보 를 위 해 IEC TC69 PT 61980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ITU-R

SG1

WP1A/WP1B를

기반으로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주파수에 대해 국내 기술(20㎑ 및 60㎑) 국제표준화 추진 완료되어 무선충전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을 WPC의 Qi 표준에 등록하여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편리한 무선충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는 부가서비스를 광고, 홍보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영향력이 큰 서비스 표준
확보 기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KWPF)을 통해 중소기업의 표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파 저감, 규제 완화 등 기술지원 정책을 육성. 이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추진 중이며, 국내 포럼이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표준 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기대. 또한,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사업의
국내 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근거리/원거리 무선전력전송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휴대 기기의
배터리 레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 감소로 인한 IoT 기기의 휴대성 및 사용
자유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인프라 부분에서는 주방 가전,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으로 전기선 없는 주방을 실현하여 전기 안전 확보 및 충전 인프라 보급의
가속화로 편의성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 또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산업체에는 올바른 기술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제품의 효율
성능과 제품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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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무선전력전송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표준화 내용

차량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기술 표준

- 전기자동차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기술 표준
- 전기자동차 EMI/EMC 평가기법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ITU-R
SG1,
TC106/

⑤

O

⑤

O

⑥

O

⑥

X

⑥

X

③

O

⑤

O

CISPR B,
AWG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30W)
전자기기용

- 가정/산업용 기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2.4kW)
․전동공구 등 산업기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0W)

WPC,
AFA

․전기자전거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500W)
․주방가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2.4kW)
- 무선전력전송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기술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중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소출력(～50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중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중출력(～200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기술
-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Reference Point 요구사항
- 대출력(～2.4kW)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

공간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IEC
TC100
TA15,
WPC
IEC
TC100
TA15,
WPC
IEC
TC100
TA15,
WPC
IEC

- 공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구사항

TC100

- 공간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참조모델

TA15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기술 및 제어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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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TC100
TA15,
JTC1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Air Interface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관리 프로토콜 기술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관리 기술 (물리 채널
점유 등)

SC6,
AFA

-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AGV/e-모빌리티
중대전력 자율무선충전
시스템 표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송/수신에 필요한 사물 혹은

IEC

생체 검출 등의 안전성 확보 기술

TC1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FOD/LOD 센싱

TA15

무선충전이 200W ～ 2.4kW 급의 중대전력 무선충전으로
확대 및 e모빌리티/홈내 로봇 충전에 활용되는 기술

①

O

①

X

IEC
TC100,
WPC KI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전파응용-무선전력전송 소분과에서는 IEC, JTC1, ITU 등의
공식 표준화 기구와 WPC, AFA 등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 및 시장 수요에 따른 새로운
중점 표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상용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시장 환경에서 국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표준 선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ITU-R SG1의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권고 주파수 개발(WP 1A) 및 주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간섭영향 연구(WP 1B), IEC TC69 WG7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급·집전 표준 기술개발(IEC 61980-2 & 61980-3), CISPR/B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EMC(전자파적합성) 평가방법 및 측정기준 기술개발 및 IEC TC106
WG9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의 EMF(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은 실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기술적 반영이 요구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스마트폰, 휴대용 디바이스 무선전력전송 기술표준을
시장에서 단일화한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 WPC는 ‘Qi’ 기술 표준(∼15W)을 기반으로 노트북
충전 표준으로 확장·업데이트 중. 금년 Household & Industry 분과를 신설하여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로봇 등 가정용, 산업용 중대출력 분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개발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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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으로 신규 표준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글로벌 무선전력전송 기술 제품의 상용화와
단체 표준을 이끌고 있는 WPC와 본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하고 IEC TC100에서는 최근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표준개발 협업(Liaison)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IEC TC100은 산하위원회인 TA15에서 표준
개발 중으로 현재 CD 단계에 진입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무선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고, 테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적용
제품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본 분야의 표준 개발 주도 및 국내외
시장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위치정합이 요구되는 기존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달리 충전공간
내에서 위치와 각도에 상관없이 무전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특히, ICT와의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자 전장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IEC TC100에서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 기술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무선전력전송 표준개발에 대한 국내 산업체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인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ITU-R 및 IEC에서는 전자기파(Radio Frequency)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Impact Study 및 기술 보고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
자기유도/자기공진 방식에는 해당 주파수가 국제적으로 분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는 주파수 확보 분배의 필요성이 2019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 연구 및 제안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파수 분배 제기가 필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표준안을 IEC TC100에 제안하여 개발하고 있기
있으며, 다가오는 IoT 시대의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서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의 안전성과
효율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 혹은 생체 검출 기술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필수적인 기술임. IEC TC100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비디오
보조형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표준 개발에 대한 국내 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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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을 추가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공간 무선전력전송 및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WPCN) 항목을 추가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의 중점 표준화 항목인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신규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항목을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전기차(EV)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WPCN)
기술 표준*

-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무선충전플랫폼 서비스
프레임워크 기술 표준

-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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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무선전력전송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재해 감지 센서들은 산과 같이 넓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발생하는 불씨 혹은 발생 가능한 재해 등을 탐지해야 한다. 따라서 센서들은 인적이 드물며,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에 위치하는 경우도 많아 전력공급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하면 잠자고 있는 센서들에 전력을 공급하여 동작 상태로 만들고 송신 단으로의 응답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선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실제 ZigBee 통신 같은 초저전력 통신 표준을 준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
수십 m까지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이 힘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에 원거리 충전을
진행함으로써 한 위치에서 동시에 여러 센서들에 효율적으로 충전 및 통신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안전/재해 예방이 가능해 진다.
- (무선전력전송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없어진
것처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유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수많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선 공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리 자기유도, 자기공진, 전자기파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기기부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인프라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과, IoT 등 각종 보안 센서들의
전원 공급을 위한 태양광, 유비쿼터스 하베스팅과 전자기파 방식의 IoT 시스템 구축 등의
무선전력전송 융합 기술 표준을 이용하여 스마트시티가 가능해 진다.
- (무선전력전송 기반 자율자동차 서비스) A씨는, 어제 퇴근 후 무선충전이 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자율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충전이 완료된 자신의
차를 타자 전날 충전 중 일어났던 충전 시간, 충전 효율, 충전 후 배터리 상태 등 주요
정보를 안내를 받았고, 자신의 핸드폰, 스마트 시계 등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및 Air interface, 관리 프로토콜 등의 제어 기술을 통해 충전이 시작되었다. 차량내 콘솔박스와
글로브박스에 보관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하여 충전되었다.
회사에 도착하여 무선충전이 되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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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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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과기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초연결 지능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고밀도 에너지 집속, 재구성 빔 안테나, 원거리 무선전력전송
등 혁신 기술 확보를 통한 전파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제시 [2020.09]
-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및 측정 방법 개정 중 [2019.12]
- 과기부, WRC-19 이슈 9.1.6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국제 대응 [2019.10]
- 과기부, 10W 이상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전자파장해방지 측정 방법 제정 [2018.6]
- 과기부, 출력이 200와트 이하인 가사용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허가면제 [2015.3]
- 과기부, ITU-R/SG1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주파수 할당 [20 ㎑/60 ㎑] [2011.5]
- 과기부는 무선전력전송 산업활성화와 기술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19.1월)하였고, 혁신성장전략과제를 마련(‘20.11월)

미국

- 미 국방성(DoD)에서는 드론에 대한 고전력 협대역 신호원 대응기술 개발에 2,600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고출력 전자파 신호원에 대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 [2020]
- FCC는 공영 및 빌딩 주차장에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2019]
-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DOE는 WPC와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제정 중 [2018]
- FCC에서 스마트폰 충전에 이용할 수 있는 와트업(WattUp)이 원거리 무선 충전기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인증 부여[2018]
- FCC는 RF빔 방식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파간섭 등의 문제를 시험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충전용 실험적 국가 기반 과제 연구를 시작 [2016]

일본

- 2020년부터 3년간 집중투자로 생산성 혁명 등을 목표로 한‘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19.
12월)’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무선충전 주파수 대역의 효과적 이용 등을 강조함 [2020]
- 총무성에서는 RF 빔방식 무선전력전송의 법제도 수립을 진행 중이며, BWF에서는 상용화
및 국제 홍보 활동 강화 [2019]
- ARIB는 SAE J2954를 근거로 도요타와 닛산이 제안한 85㎑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용
국가표준을 제정 [2019]
- 총무성에서는 모바일 및 전기차용 무선전력전송 기술기준 제정(총무성 고시 제70호)
[2016.3]
- 국토교통성은 전기자동차용 주파수 85㎑를 국제표준(ITU-R SG1)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
강화 [2016]
- 총무성은 ‘20.7월 RF 빔방식의 900㎒ 주파수간섭분석 연구보고서를 개발하고, 기술기준을 준비 중
-

유럽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오슬로에 전기차 택시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2020]
프랑스에서는 주행 중 무선충전 고속도로 실증단지 구축 [2019]
영국 맨체스트에서 20㎑를 이용한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 운행 [2018]
유럽, RED(Essential requirements of article 3.2 of Directive 2014/53/EU) 정책/제도 하에
HS(Harmonized Standards) 제정 [2018]
- 독일, CE4A(Consumer Electronics for Automotive)에서 자동차 전자제어 유닛과 휴대 단말기
사이의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주도 [2018]
- EU에서는 EN 303 417 V1.1.1 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무선전력전송 규제 체계 수립 [2017]
- EU에서는 전기트램에 적용하는 주파수로 20/60㎑를 적극 지지하고 상용화 추진 [2019]

중국

- 국민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인터넷강국 건설(인터넷+), 제조 강국(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전략 구현을 위한 무선충전을 포함한 전파 관리 추진 [2020]
- 국가에너지국(NEA)에서는 4개의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 중국표준(GB)을 발표하여
2020.11.1.일부터 발효 [2020.5]
- 국가에너지국(NEA)에서는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용 충전소 및 고속도로 시범구가 설치 예정 [2020]
- 중국국가표준화위원회(SAC)는 85㎑ 전기차 무선충전 표준을 발표(‘2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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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5.2%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충전 기술이 가장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응용분야이며,
매설된 급전 코일과 차량에 내장된 집전 코일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자기유도형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용화 중
- KAIST
·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은 KAIST에서 기초기술을 개발하여 동원 올레브에서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구미시에 대중교통으로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산업부는 90% 수준의
충전효율을 갖는 전기승용차 무선충전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적용
- 현대자동차
· 미국 디트로이트 연구소에서 무선충전 전기승용차 개발 (2015. 10)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개발 차체를 옮겨와 자체 주행시험 및 충전시험 진행
· 시험 결과를 SAE J2954에 발표하며 85 ㎑ 주파수 사용에 동의
- ㈜그린파워
· 제주에서 개최된 국제전기차엑스포에 기아자동차의 “쏘울 EV”에 85 ㎑를 이용한 무선충전
전기자동차를 선보임 (2016. 05)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부 과제로 25 ㎾ 충전 용량을 갖는 무선충전 전기승용차 급전 기술
개발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16년 WPC EPP 15W급 표준을 적용한 고속무선충전
스마트폰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1년 Qi v1.3 탑재 차량용 무선충전기 최초 상용화로
스마트폰/휴대용 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경쟁력 지속 확보 중
- 삼성전자
· 2017년부터 자사 제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9W 고속무선충전 규격을 적용
· 2020년 삼성전자 고속무선충전 기술 탑재 시 시험인증 의무화(WPC PPDE)
- 엘지전자
· 2016년 15W급 표준탑재 스마트폰 세계최초 상용화, 2021년 Qi v1.3 표준 탑재 차량용 무선충전기
세계최초 상용화 성공
· 2020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킥고잉’과 함께 부천시에 무선충전 주차시설 5곳 구축
- 셀프라스디자인센터
· 2018년, 15W급 고속무선충전 전력송신/전력수신 IC 성공, 2020년 국산 IC의 스마트폰 최초
상용화(영국 CAT社)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무선전력전송 417

- 파워리퍼블릭
·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고흥에서 진행하는 드론 무선충전 테스트베드에 무선충전 스테이션을
공급하였으며 로봇, 드론, 주방가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무선충전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2018년
본사에 무선전력전송 쇼룸 설치하여 마우스, 키보드 등 소형 전자제품부터 노트북, 전기밥솥,
TV 등 중·대형 전자제품에 개발 중인 자사 솔루션 전시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탑재한 휴대폰, 테블릿 PC,
노트북, 이어폰 등 다양한 제품군은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표준화된 효율 측정을 위한 시험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제품의 객관적인 무선전력전송 효율이 확인 되지 않음. 따라서,
각 제사별로 자체적으로 정의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전력전송 효율을 측정 중
- KTC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화를 위해 IEC TC100 산하 TA15에서 효율 측정방법
표준개발을 위한 별도 작업반(WG)이 구성되어 각국의 대표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음. 국제표준화 활동은 물론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개발 추진 중이며, 제품 출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소출력 분야를 우선 중점
대상으로 진행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복수의 자기공진기를 이용하여 피 충전 단말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RF를 이용하여 RF 빔포밍 등을 활용한 접근
기술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소와 대학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중
- ETRI
· 균일장을 아주 작은 영역에 구현하는 기술로 직경 9 cm E-Cup 구조에서 360도 균일한
효율과 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관련 기술을 CES 2017에 출품
- KAIST
· 24G RF 빔포밍 기술을 활용하여 10 m까지 충전 가능한 시제품 수준으로 2021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효율은 RF-to-RF 효율만 20.9% 이내 수준으로 송수신 안테나 구조가 매우 큰
규모임(송신: 8*8 도파관배열 안테나, 수신:32*32 패치배열 안테나)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생활 반경에서의 ~m급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을 활용한
초저전력 IoT 시대를 위한 미래 기술로 손꼽히며, 국내에서는 학계나 연구소 중심으로 기술
개발 중이며, 기업에서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중
- 삼성전자
· 2020년 2월, 미국 CES에서 벽면 콘센트에 꽂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무선 충전 TV 시연 계획을
언론에 보도. 해당 기술은 자기 공명 혹은 전자기파 전력 전송 기술로 추정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원 공급 장치에서 최대 2미터 거리의 수신단에서 전류 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2020년 CES 취소로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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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솔루션
· 언제, 어디서든 전원 케이블, 배터리 기기 등에 구속받지 않고 실시간 충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RF 증폭기와 안테나를 이용해 신호를 전달하는 Wi-Fi처럼 주파수를 이용해 전력을
9m 거리의 여러 대의 IoT 및 스마트 기기들을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 전자기파
기반의 원거리 무선충전기술 및 5G용 신개념 파워앰프 패키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개발 성공
- 경희대
· 3차원 RF 안테나를 이용한 전자기파 빔 방식 지능형 선택적 공간 무선전력전송을

통해

무선 전력 받을 곳과 회피할 곳을 인지하고 최적의 방향으로 전파 흐름을 합성하여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
- KETI
·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RF 신호(Ambient RF)를 하베스팅(수집) 하거나 ISM 밴드에서의
의도적인 RF 송출 전력을 수신하여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센서를 충전하는 방식의 기술이
IoT 및 웨어러블 무선전력전송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여 활발하게 연구 진행 중이며, 국제
표준(IEC 62980, CDV 단계)으로 제안하여 개발 진행 중
· 높은 충전 효율을 유지하면서 전송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빔포밍 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무 선 충 전 기 술을 연구 중이 며 , RF ISM 무선 주파 수 대 역 을 이 용 해 서 정 보전 력 을
동 시 에 송 수 신 하는 기술 을 신 규 국 제 표 준 으 로 2021년 4월 제 출 함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소출력의 경우 WPC에서 진행하는
이물질/생체 검출 표준인 Q factor 열화, 유효전력 편차, 유도전압 편차, 임피던스 편차, 주파수
편차 방식으로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나, 중출력의 경우 앞에 언급한 기술로는 그 변이 추이를
파악할 수 없어 광학 및 레이다 등 추가 기술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준비
중임
- ETRI
· CMOS 이미지 등을 활용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고 정확한 이물질/생체 검출기술을
개발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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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삼성전자

- 2019년 6월, 향후 갤럭시 워치 및 핏 등의 웨어러블 기기에 15W급 무선전력전송
기능을 탑재할 것을 발표
- 2019년 5월, 자사의 럭셔리 브랜드 라인 제품인 갤럭시 S10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추가하여 발매
- 2018년 5월, Massive IoT 시대를 대비하여 정보와 전력을 동시에 전송하는
“무선전력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
- 2015년 5월, 롯데백화점, 이철헤어커커, 탐앤탐스 등 프랜차이즈와 협업하여
200여 곳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여 최초의 인프라 시범 서비스를 시도
- 2015년 1월, 5W～10W급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 모바일폰,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제품 출시

LG전자

- 2021년 7월, 차량용 무선충전기 개발 및 Qi v1.3 표준 세계 최초 상용화
- 2021년 5월, 공유 킥보드 사업자 ‘킥고잉’과 무선충전 주차시설 설치
- 2019년 9월, LG 전자는 일본 HITACHI와 합작으로 고속 무선충전 패드 Charge
AI를 발매
- 2018년 9월, LG 전자는 LG 스마트 워치에 고속 무선전력전송 기능을 탑재할
것을 발표
- 2017년 11월, 15W급 무선충전 스마트폰 세계 최초 상용화
- 2015년 2월, 옵티머스 LTE2에 무선충전 기능 적용을 시작으로 옵티머스 G Pro,
G2, G3, G6, G6+, G워치, V30 등 주요 스마트폰에 무선충전 기능 지속 적용

현대, 기아
자동차

- 2020년, ‘21년형 자동차에 무선충전 옵션 장착하기 위해 WiTricity 기술을 적용 중
- 2016년 11월, 주요 자동차 제조사 생산모델(20여 개)의 차량 내부에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기 적용

스태틱

- 2019년 7월, 탈착식 초고속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를 발매

메델코리아

- 2019년 6월, 무선충전 일체형 인공와우 어음처리기를 발매

그리드위즈,
펜타시큐리티시
스템

- 2018년 10월, 별도 충전 인증 및 카드 결제가 필요 없는 자동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앤차지'를 출시

워프솔루션

- 2020년 4월,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원
및 충전 케이블 없이 여러 개의 IT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출시
- 2020년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900 MHz)을 사용하도록 신청함

IN2POWER

- 전기차, AGV 등 스마트 Factory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무선충전기술 제품 발매

42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영국은 2018년 20㎑를 이용한 100㎾급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버스를 공개했으며, 독일은 2018년부터 주요 도시의 트램에 상부가선을 대체할 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20㎑를 이용한 250㎾급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개발 중. 일본은 토요타와 닛산을
중심으로 85㎑를 이용하여 7.7~11㎾급 무선전력전송 전기 승용차를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 2021년 또는 2022년부터는 20㎑를 이용한 전기버스와 85㎑를 이용한 전기 승용차가
상용 출시될 것으로 전망
- 미국, Qualcomm
· 6.6㎾급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헤일로(HALO)를 2015년 5월 출시하였으나 2019년 WiTricity에
모든 기술을 매각하고 사업에 철수함
- 토요타, 혼다, 크라이슬러, GM, Google
· 글로벌 차량 제작사들은 차량 내(콘솔박스)에 모바일 기기용 무선충전기 이미 상용
보급하고 있으며, Google은 무선충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
- BMW, AUDI, TOYOTA, NISSAN, WiTricity 등
· EMI/EMC 평가기법 및 규제값 개발 중
· CISPR B WG1 ADH 4(WPT)에서 EMI/EMC 평가기법 및 규제값 개발 중
· IEC TC69 WG7에서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급·집전 기술개발 중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2016년부터 모바일 제품군에서는 WPC EPP 규격과
제조사 독자규격을 통한 고속무선충전 적용이 본격화되었으며, 주방가전, 로봇,전기자전거
등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적용되는 응용분야 확대를 위한 기술표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Apple
· 2018년부터 자사 모바일 제품에 무선충전 기능으로 WPC Qi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최신
모델에 맥세이프 기술을 활용한 독자 고속충전 규격으로 적용
- 미국, WiBotic
· 2017년 드론, 로봇 충전이 가능한 100W급 무선충전패드를 개발하여 드론과 로봇 무선충전
솔루션을 제공 중
- 네덜란드, 필립스
· GE, E.G.O, 보쉬 등 여러 글로벌 기업과 함께 코드리스 주방을 위한 무선전력전송 기술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 중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관련 기술개발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IEC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인 WPC에서 각각 진행 중에 있고,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에 대해 상호 협력 중
- 한국, 삼성전자
· 자사 제품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을 위한 표준 리시버로 정의하여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을
희망
- 미국, Apple
· 삼성전자와 더불어 자사 제품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을 위한 표준 리시버로 정의하여
효율측정방법 기술개발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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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균일장 혹은 균일 자기장 생성 기술은 충전영역에서 자기장을
균일하게 분포하게 하여, 충전 위치 혹은 거리의 변화에도 일정한 충전 효율을 유지하여 무선
충전의 자유도를 확장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무선충전 기술을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적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8년 이후부터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 중
- 일본, 모토로라
· ‘21년 1월 '공간 무선 충전' 기술이 담긴 영상을 공개, 모토로라 엣지, 모토로라 엣지 플러스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은 원격 무선 충전기와 각각 80cm, 100c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24GHz이용하여 충전
- 중국, Beijing University
· 2개의 송신 코일을 사용하면서 코일 피치의 간격을 조정하여 비교적 균일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소개함
- 미국, MIT
· 2014년에 이동통신의 MIMO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장 빔포밍을 시도한 Mag MIMO(Magnetic
MIMO)기술을 발표하였고, 자기장 빔포밍 기술을 적용하여 수신기의 위치를 추적하여 최적 전력
전송이 가능하고, 최대 40cm 거리에서 스마트폰 무선충전이 가능한 기술개발 중
- 중국, 샤오미
· 2021년 2월 샤오미가 5m 이내 범위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Mi Air Charge 기술의 데모를
공개, 5개의 위상 간섭 안테나와 비콘 안테나가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감지
충전기에 달린 144개의 안테나가 위상 제어 어레이에서 빔 포밍으로 스마트폰에 밀리미터 신호를
전송, 스마트폰은 개의 수신 안테나로 신호를 받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파 공진 기반 전력전송은 자기유도·자기공진과 더불어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하나로, 통신을 하면서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 등 IoT, 통신 기기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으로 전망임. 해당 기술은 현재 AFA에서 차세대 기술로 고려하여 전자
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를 주도 중. 또한,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2019년부터
Energeous에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근거리장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 112개국으로부터 전자
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출력 규제 승인을 받는 등 시장 형성을 주도 중
- 미국, Energous
· 무선 전력 송수신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와트업 RF(WattUp RF)’라고 불리는 기술을
개발(2017년

기준

3피트,

최대

12개

수신기

동시

충전

가능)하고,

2017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인증 획득(FCC Part 18). Energeous는 당사의 기술을 산업계
defacto 표준 단체인 AFA에서 “AirFuel RF“라 칭하며, 차세대 표준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미국, Ossia
· COTA는 9m 거리에서 8W를 송신, 1W를 무선전력을 전송,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회피하는 장거리 무선전력 전송 Cota 기술을 개발하여 시연. Cota 시스템은
2.4GHz의 무선대역대를 이용해 충전기에서 무선충전 수신 칩이 부착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최대 1W의 전력을 충전 가능
- 미국, Texas University
· Retro-Reflective 빔 포밍을 기반으로 하는 저전력 모바일 기기에 무선 전력을 전달하는 실험적
연구(송신기에서 전송된 1W 전력 중 14mW는 수신기로 50cm 떨어진 곳에서 수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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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 수 uW의 파워만으로 통화가 가능한 Battery- free 핸드폰을 개발. 이 핸드폰은 에너지 하베스팅과
통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하베스팅은 RF signal과 ambient light를 통해 획득
- 협회, RF Energy Alliance(RFEA)
· 2014년 9월 E.G.O, Whirlpool, Panasonic 등의 협의 아래 창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RF
반도체를 이용하여 제어 가능한 고효율의 열원, 광원 및 RF 전파에서 전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
- 중국, 샤오미
· 2021년 1월 에어 차지를 출시 계획 발표, 본 제품은 5개의 위상 간섭 안테나로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고 144개 안테나로 만들어진 위상 제어 어레이가 전력을 전송하여 이 신호가 5w의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2m 내의 제품을 충전함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기존 소출력에 이용되는 기술인
이물질/생체 검출기술인 Q factor 열화, 유효전력 편차, 유도전압 편차, 임피던스 편차, 주파수
편차 방식으로 충분히 검출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검출방법을 연구중에 있음
- ‘21년 현재 WPC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및 송신기의 표준을 주도하는 산업표준화 기구로서, 로봇,
드론, 가전 등에 대한 중출력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도 FOD, MOD, LOD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이물질은 크기, 모양 및 위치와 같은 속성이 서로 다른 FOD 연구의 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FOD 방법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인 표준화된 특정 테스트 시나리오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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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ATL

- 2018년 12월, 중국 ATL이 삼성전자 신형 웨어러블 기기에 무선충전 수신 기능이
탑재된 배터리 양산을 시작

Energous

- 2019년 5월, 900㎒ RFID/USN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간섭 등의 이유로 반려

Ossia

- 2018년 2월, CES 2018에 송신기(Cota Tile)와 수신기(AA 혹은 AAA 배터리) 출품
- 2017년 1월, Ossia는 CES 2017에서 30ft 범위 내에서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천장 패널형 무선충전 시스템을 발표

ST
Microelectronics

- 2018년 9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 Microelectronics)가 다중 충전 코일을
제어할 수 있는 STWBC-MC 15W 무선 배터리 충전 송신기를 출시

Apple

- 2019년 1월, 멀티무선충전패드 에어파워(Air Power)와 에어팟(AirPod) 신제품 컨셉
발표. 에어파워는 아이폰과 에어팟2, 애플워치를 하나의 충전 거치대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
- 2018년 7월, 아이폰 XS, 6.5인치 플러스 모델 및 6.1 인치 아이폰 X 등에 고속
무선충전 기능 탑재 발표

에어차지

- 2015년 6월, 맥도날드, 커피숍, 등 유럽 전역 4,000여 군데 이상의 장소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고, 앱을 통한 위치 확인 및 충전 시 커피 무료 서비스 등을
제공

샤오미

- 2021년 1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2m 거리의 제품을 5W로 충전하는 에어 차지
제품 생산 계획을 발표
- 2019년 12월, 4,000 mAh 배터리를 20분 만에 57% 충전, 40분 내에 완전히 충전이
가능한 40W급 무선충전 패드를 발매
- 샤오미 등 급속 스마트폰 무선충전기술 소개(digitaltoday, ‘21. 06. 01)

비보

- 2019년 12월, 2,000 mAh 배터리를 20분 안에 충전가능한 60W급 무선충전 패드를
발매

WPC

- 2021년 4월 기준 WPC(Qi) 인증제품은 총 7414개이며, 그 중에서 BPP 인증
제품은 6378개이고 EPP 인증제품은 1036개로 세계적으로 서비스/상품화 되고
있음
- 로봇, 드론, 가전 등에 대한 중출력 표준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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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무선전력전송

Power Communication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Network, Wireless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harging, RF WPT,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Beamforming WPT,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Massive MIMO WPT,

h02m*)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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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수중통신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IoUS(Internet of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Services),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UWASN(UnderWater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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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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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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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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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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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
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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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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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인

550

WFS
Technologies
Ltd.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PANASONIC

197

7

VIASAT, INC.

64

TDK

195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QUALCOMM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Ceebus
Technologies,
LLC
WOODS
HOLE
OCEANOGRA
PHIC
QinetiQ
Limited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CARBO
Ceramics
Inc.

8

8

7

6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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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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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5.3%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TC69

(WG7-Electric vehicle wireless power transfer(WPT) systems)
- 전기자동차 WPT 충전인프라 표준화 개발을 진행 중(IEC 61980)
- 자기장 무선충전 시스템과의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CDV 진행 중(IEC 61980-3)
- Part 3 General Specification 분야 표준 개발 CDV 단계 진행 중

TC100

(TA15-Wireless Power Transfer)
- 2021년,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국제 표준 NP 제출
- 2020년, 지향성 전자기파 WPT 제어 기술의 국제 기술 표준 NP 부결
(IEC PWN 100-3436)
- 2021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WD 통과(IEC 63288)
- 2020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표준개발 작업반(Working Group) 개설
(IEC TC100/TA15/WG2)2020년, 지향성 전자기파 WPT 제어 기술의 국제
기술 표준 NP 제출 (IEC PWN 100-3436)
- 2021년,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논의 시작
- 2021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2부 참조모델”
CD 통과(IEC 63245-2)
- 2021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1부 요구사항” 발간
(IEC 63245-1)
- 2020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IEC 63239) 발간
- 2020년, 무선충전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NP 통과(IEC 63288)
- 2020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2부 참조모델”
NP 통과(IEC 63245-2)
- 2020년, “복수 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제 1부 요구사항”
CDV 통과(IEC 63245-1)
- 2019년,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에너지 효율” 기술보고서(IEC TR 63231) 발간
- 2019년, 무선전력전송 공유 기술인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동시 지원 기술
(D2DWC)”의 국제 표준안 채택(IEC 63254, 현재 CD 단계)
- 2019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보고서 프로젝트 채택 및 초안
회람(IEC 63239, 현재 제정 완료)
- 2018년, 전방위성 전자기파 기반의 WPT 제어 기술의 국제 표준안(IEC
62980, 현재 CDV 단계)
- 2018년, 전자기파 기반의 WPT 제어 기술의 국제 표준안 채택
- 2017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팀
PT 63231 공식 개설
- 자기공진 방식의 다수기기 무선전력전송 관리 프로토콜 및 다수 충전기
관리 프로토콜 국제표준 제정 완료

TC106

(WG9-Addressing methods for assessment of Wireless Power Transfer
(WPT) related to human exposures to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
magnetic fields)
- 2020년, 11월 PT63184 문서에 대한 CDV 진행 예정
- 2019년, 대출력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전기버스)의 EMF(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측정방법을 기고함(CD 단계)
- 2019년, IEC TC100, CISPR/B, ITU-R/SG1과 함께 무선전력전송의 EMF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관련 기술보고서 개발 중

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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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2018년, 무선충전 전기자동차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TC 106)에 대한 평가
방법을 WG9에서 개발 시작(PT63184)

JTC1

SC6

(WG1-PHY and MAC layer)
- 2020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의 기술 표준 NP 제출(WPCN)
(ISO/IEC PWI 5095)
- 2016년, 자기장통신 릴레이 프로토콜 및 보안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 2015년, 자기장통신 기반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 2011년, 자기장통신 PHY 및 MAC 프로토콜 국제 표준 제정

WG1

(ADH 4) WPT
- 2021년 6월 CD 기간 연장을 위해 쟁점 내용을 5개의 Fragments로 나누어 쟁점
사항이 없는 부분만 우선 CDV를 진행하여 ADG 4를 연장하기로 함
- 2020년 5월, 2차 CDV 투표 결과 2차도 Fail
- 2019년 11월, 2차 CD 문서 개발 (주파수별 규제값 재설정)

WG7

WG7 NP 승인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에 대한 WG 승인
-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공동)의장국 수임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 초안 문서 개발
- in-situ 평가기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Defined-site 평가기법과 CE
측정기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

SG1

(WP1A-Spectrum engineering techniques, WP1B-Spectrum management
methodologies and economic strategies)
- 2021년 우리나라는 60 ㎑ 인접 대역의 전파시보에 대한 BER(Bit Error Rate)
간섭 영향을 SM.2451-0에 반영하여 채택됨 (이를 근거로 55-57/63-65 ㎑로
쪼개진 60 ㎑ 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움)
- 2020년 ITU-R Recommendation SM.2110-1 문서의 권고 주파수를 기준으로
인접 대역 방송·통신 서비스 간섭영향 연구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SM.2451-0으로 문서 승인함
- 2019년 6월 ITU-R SG1 회의에서 SM.2110-1 문서로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권고
Power
Frequency
Categories
WPT Applications
Level
band
19-25㎑
Specific heavy-duty
High Power
More than
55-57㎑
electric
vehicles(e.g.
WPT-EV
22㎾
Bus, Tram, Truck)
63-65㎑
Medium Power
Less than
Generic light-duty
79-90㎑
WPT-EV
22㎾
electric vehicles
- 2018년, “WORKING DOCUMENT TOWARDS DRAFT CPM TEXT on
WRC-19 Agenda item 9.1, Issue 9.1.6” TR 개발 중
- 2018년, “Methodology for spectrum management of WPT” TR 개발 중
- 2017년, 기술보고서 개정, 적합 주파수 대역(6.78㎒) 권고 개발 완료
- 2012년, 무선충전 주파수 및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과제 채택

AWG

- 2021년, AWG WPT WG에서 이동형 로봇에 대한 무선충전 기술보고서
작업 프로젝트를 신설함
- 2021년 일본은 APT 타 국가에서 20/60 ㎑를 쓴다면 ITU-R의 권고주파수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며, 우리나라는 즉각 질의서(Questionnaires)를 만들어
회람하자고 제안함
- 2020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ITU-R Recommendation SM.2110-1
문서의 권고 주파수를 따라야 하며,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이미 연구 개발하고
있으므로 한국만 이용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제시함
- 2019년 일본은 AWG/TF-WPT에서 ITU-R의 권고주파수를 무시하고

CISPR/
B

ITU-R

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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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APT에서는 85 ㎑만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 외에는 20/60 ㎑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 2018년, Apple에서 100-300㎑에 대한 주파수 권고(안) 제안(AWG 23)
- 2017년,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규제 현황 보고서 제정, 적합 주파수 대역
권고 개발 중(AWG 23)
- 2015년,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규제 현황 보고서 제정, 적합 주파수 대역
권고 개발 중

WPC

- 2021년, ‘21년 12월을 목표로 2.4 kW급의 생활가전 충전 실질적 표준인
KI 1.0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전력 생활가전기기 충전을 목표로 개발 중
- 2021년, Qi v1.3.1 발표, Household & Industry 분과를 신설하여 중대출력
응용분야별 세부표준 개발 진행 중
- 2021년, Authentication을 추가 및 프로토콜 시험평가 강화된 Qi v1.3을 발표
- 2020년, Qi v1.3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전력 산업기기와 노트북, 생활가전
분과가 독일 보쉬를 위주로 활발히 표준 개발 중
- 2019년, MLTF(중전력) 분과 신설 및 노트북용 표준 개발 진행 중
- 2018년, 15W 전력 전송 및 FOD 보강하여 Qi v1.2.4를 발표
- 2017년부터 EPA, DoE와 협업하여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진행 중
- 2016년, 60-200W 중전력 표준 개발을 위한 MPWG 신설
- 2016년, 가전기기를 위한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규격인 Qi v1.2 발표
- 2014년, FOD, 열화 완화 등을 추가한 Qi v1.1 발표
- 2010년, 자기유도 방식 표준 Qi v1.0 발표(5W급 소전력)

AFA

-

국제
(사실)

TTA

국내

PG909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2년,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표준 “AirFeul RF” 프로젝트 신설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이 포함된 v1.4 개발 중
A4WP와 PMA가 합병하여 AFA 설립
중전력 무선전력전송 규격인 v1.3 발표
자기공진 방식의 산업 규격인 BSS v1.2 발표

(스마트 전력전송) 2009년부터 자기유도, 자기공진, 초음파 및 전자기파
방식을 이용한 무선전력전송 관련 단체표준 제정
- 2020년,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WPCN) 기술 표준안 제정
- 2020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 기술 표준안 개정 (WPCN)
- 2020년,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보고서 제정
-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표준안 개정
- 2019년, IoT 기기에의 RF 웨이크업 기술 기술 표준안 제정 (WPCN)
- 2019년,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1부 -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표준안 제정
- 2018년, 무선전력전송 동시 송수신 지원 모드 표준안 제정
- 2018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제정
- 2017년, Ambient 신호를 이용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안 제정

- 2020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 중(국립전파연구원 EMC기준위원회 F소위)
- 2019년,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5.8㎓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
구반 운영, 900㎒ 전자기파 무선충전 연구반 운영
- 2018년, 10W 이상 EMC 기술기준 개정 정부지원
무선전력전송진흥포럼
- 2017년,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삽입
- 2016년,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으로 명칭 변경
- 2015년,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정부보고서 마련
- 2014년, WPC, A4WP와 MOU 체결
- 2013년,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측정방법 KN17 법제도 개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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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은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국내표준화를 진행했으며, 향후 응용 분야 확대에 따른 추가 표준화
추진 필요
- TTA 전파자원 PG(PG901)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표준개발에 대해 2021년 5월 31일 ~ 6월 2일까지 개최된 서면회의에서 PG909에서 PG901로
이관하기로 함 (이유: 비록 무선전력전송 기술이나 결론은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관련
기술이므로 PG909보다는 PG901이 합당)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1

표준(안)명
2021-0709,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완료연도

2021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발전 및 무선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관련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표준 개발 동향에
발맞춰 ~50W 급, ~200 급, ~2.4kW 급 제품군에 맞춰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연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6년 WPC의 15W급 기술표준 Qi Power Class 0 specification v1.2를 국내 표준으로 수용
· 2017년~2018년에 WPC 등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수신 기능과 휴대기기의
자기장 발생 모듈인 MST(Maganetic Secure Transmission)를 무선전력전송 송신부로
활용하는 기술 표준인 ‘무선 전력 송수신 모드 동시 지원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를 제정
및 개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460/R1, 무선 전력 송수신 모드 동시 지원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
(개정)

2018

TTAE.OT-06.0053/R2, WPC 무선 전력 전송 규격 1.2.3판

2018

TTA PG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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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의 경우 글로벌
각국의 기술 표준 또는 규제와 연관된 사항이라 국제 표준(IEC)을 선 진행하고 이를 국내
표준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
- IEC TC100 전문위원회
· 국제표준 제정 후 국내 KS 제정을 목표로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KTC는 IEC TC100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무선충전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과 경과보고 추진 중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복수의 자기공진기를 이용하여 피충전단말의 위치와 방향에
상관없이 원활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서 전장산업 등에 적용될 수 있기에 산업계 적용을
위한 표준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8년에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된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1 부 요구사항‘이 2019년에 제정되었고, 시스템 참조모델을 기술하는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2 부 – 참조모델’의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6.0511,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1 부 –
요구사항

2019

2019-1359, 복수 자기 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 전력 전송: 제 2 부 – 참조모델

2019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무선 통신에서와 같이 안테나로
전자파를 방사시켜 전력을 보내어 다수의 기기에 동시에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며, 통신 기기와의
충전 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16~2017년에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을 제정 및 개정. 2018년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보고서
제정 후, 2019년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제정. 2020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단체 표준인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개정함. 2021년 지향성 신호 전송 제어 프로토콕 기술 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개발 중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무선전력전송 439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9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2021-0723/4, 지향성 신호 전송 제어 프로토콜 기술 제정 신청

2021

TTAK.KO-06.0488/R1,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개정)

2020

TTAK.KO-06.0488, RF 빔포밍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CCA/TDD 통신 융합 제어
기술

2019

TTAR-06.0193, 모바일 기기를 위한 RF 빔 방식 무선전력전송(WPT)(기술
보고서)

2018

TTAK.KO-06.0444/R1,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
(개정)

2017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는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대비 이물질/생체 검출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 2021년에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단체표준 제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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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기차 무선전력전송은 IEC TC69에서는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자기유도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IEC TC69 WG7
· IEC 61980-2(Communication) 및 IEC 61980-3(General Specification) 문서에 대한 CDV
단계 통과
- IEC TC106 WG9
· 전기차에 대한 EMF 평가방법에 대한 CDV를 거쳐 현재 DPAS 단계
- CISPR B WG1
· 무선충전 전기차에 대한 EMI/EMC 평가방법 및 규제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항목(General
items)에 대한 3차 CD 문서 개발 진행 중
- CISPR B WG7
· 대출력 전기차에 대한 EMI/EMC 평가방법 및 in-situ 평가기법 개정에 대한 초안 문서(WD)
개발 중
- ITU-R SG1 WP1A
· 2019년 6월 회의에서 전기차 권고 주파수 승인[SM.2110-1]
Categories

Power Level

Frequency band

WPT Applications

High Power
WPT-EV

More than
22㎾

19-25㎑
55-57㎑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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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um Power
WPT-EV

Less than
22㎾

79-90㎑

Generic light-duty electric vehicles

- ITU-R SG1 WP1B
· SM.2110-1의 권고 주파수 인접대역의 방송·통신 서비스의 간섭영향 분석 연구가 진행
중(기술 보고서 개발 예정)
- APT AWG TG-WPT
· 일본이 85 ㎑ 대역만 한정하여 AWG에 권고 주파수 제안(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SM.2110-1 권고 주파수를 제안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69
WG7

IEC CISPR B

IEC TC106
WG9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980-2, Electric vehicle WPT systems [Communication]

진행중
(2022)

IEC 61980-3, Electric vehicle WPT systems [General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CISPR37, LIMITS AND METHODS OF IN SITU MEASUREMENTS AND
MEASUREMENTS OF LARGE SIZE/HIGH POWER EQUIPMENT

진행중
(2023)

CISPR11,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 Requirements for air-gap
wireless power transfer (WPT)

진행중
(2023)

PT63184, Assessment methods of the human exposure to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from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 models, instrumentation, measurement
and numerical methods and procedures (Frequency range of 1 kHz to 30 MHz)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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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TU-R
SG1

APT AWG

표준(안)명

완료연도

WP 1B, SM.2451-0 Assessment of impact o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WPT-EV) on radiocommunication services

진행중
(2023)

WP 1A, SM.2110-1, Guidance on frequency ranges for operation of non-beam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s

2019

ITU-R SM.2110-0(개정), Guidance on frequency ranges for operation of non-beam
wireless power transmission for electric vehicles

진행중
(2023)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스마트폰 고속충전(~15W) 관련 기술 표준은 기존 Version
1.2에서 충전보안이 강화된 Version 1.3 이 개발 완료 및 발표되었고, 30 W 급 휴대용 노트북 충전이
가능한 v1.4 규격으로 확장을 위해 기술 표준 개발 진행 중. 그 외 드론, 로봇, 전기자전거, 주방가전
등 50W ∼ 2.4kW 급 중대출력 기술 및 표준 개발 진행 중
- IEC TC100 TA15
· 2019년 1월에 WPC 등의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수신 기능과 휴대기기의 자기장
발생 모듈인 MST를 무선전력전송 송신부로 활용하는 국제 기술 표준인 “Device to device
wireless charging(D2DWC) for mobile devices with wireless power TX/RX module”를
NP로 제출하여 프로젝트 승인됨
- WPC
· Qi 표준 규격개발분과와(SWG) Household & Industry 규격개발분과(HI-SWG)로 분리하여
스마트폰, 휴대용 노트북(~30W급) 표준과 중대출력 표준 개발 진행 중
· Qi 표준은 최근 Authentication, FOD, RFID/NFC protection 등과 같이 보안 기능이 추가된
v1.3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모바일랩탑이 충전가능한 v1.4 기술표준 개발 중
· HI SWG에서는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규격을 세분화하여 작업반을 편성, 각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개발을 진행 중으로 2021년∼2022년 중으로 정식 표준 발간 예정
- AFA
· 출력 기준 60W까지 표준개발 완료, 2018년 H-Field 기반 제어알고리즘을 적용한 규격 업데이트
완료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TC100
TA15

PT 100-3203, Device to device wireless charging(D2DWC) for mobile devices
with wireless power TX/RX module

2021

Light Electric Vehicle Specification
Industry Specification
WPC
Qi PC0 Specification v1.4

AFA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Qi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Cordless Kitchen Specification v1.0

2021

AirFuel Alliance Resonant Wireless Power Transfer(WPT) System Baseline System
Specification(AFA Ts-0010-A v2.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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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2016년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에 IEC TC100에서는 프로젝트팀 PT 63231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무선전력전송 효율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 규제현황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IEC TC 100 TA15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효율에 관한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기기의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국제표준(IEC 63288)이 현재 개발 중
- IEC TC100 TA15
· 2021년 현재,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제정 중. 표준명은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으로
2021년 7월 현재 CD단계이고, 2022년 중으로 CDV 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여 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3288, Wireless Power Transfer -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

진행중
(2022)

IEC TR 63231, Consideration of energy efficiency in wireless power transfer
technology

2019

¡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는 2019년부터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진행 중
- IEC TC100 TA15
· 2021년 3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 발간
· 2020년 12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에 대한 CD
회람이 완료되었고, 2021년 8월에 CDV 투표 추진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3245-2, Spatial wireless power transfer based on multiple magnetic
resonances – Part 2: reference model

진행중
(2022)

IEC 63245-1, Spatial wireless power transfer based on multiple magnetic
resonances – Part 1: requirements

2021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IEC TC100, AFA 등에서 표준
기술을 개발 중이며, 차세대 기술로 선정되어 다양한 방식에 적용이 되어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
- IEC TC100 TA15
· 2021년 4월, 정보전력 동시 송수신 기술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581) 결과 제안
· 2020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신규 기술 표준 투표
(PNW 100-3436) 결과 부결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무선전력전송 443

· 2019년, 방사형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제어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 중. 2018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기술 관련 표준 “Parasitic communication protocol for
RF wireless power transmission”이 국제 표준안으로 채택되어 개발 중이며, 2019년 1월
CD를 회람하였으며, 2020년 6월 CDV 단계 진입 예정
· 2019년 1월,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관련 기술 보고서 초안이 회람되었으며, 2020년
2월에 국제 기술보고서 발간
- AFA
· 2019년, 전자기파 방식의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초안 버전을 완성. 최종본 개발은 2023년까지 완료 예정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0
TA1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PNW 100-3581, SWIPT (Simultaneous Wireless Information and Power
Transfer) Scheduling Technology based on DSME (Deterministic
Synchronous Multi-channel Extension) Part 1 - General Requirement

진행중
(2025)

IEC 62980, Parasitic communication protocol for RF wireless power transmission

진행중
(2022)

IEC 63239, Technical Report of RF Beam WPT on mobile devices
AFA

AirFuel RF Uncoupled Wireless Power Transfer Transmitter Specification

2020
진행중
(2023)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 표준) IEC TC100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향후 표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
- IEC TC100 TA15
· 2021년 5월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 시작
·

2021년 6월 WG1/WG2 인터림 회의에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PWI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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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기기 생산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형성 어려움
시
시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생산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
장 능력 보유
장 적으로 좁은 시장
- 무인 로봇 기반의 스마트시티
- 중소기업이 실제 이익을 낼 수
등 관련 시장 확대
있는 아이템이 적음
국내역량요인
- 국내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 - 무선전력전송 국내 기술 경쟁력 기
및 상용화 지원 미흡
술 이미 확보하여 국내 독자 기술 술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구조
국외환경요인
개발 완료
- 국제표준화 수준과 격차 없음
- 무선전력전송 표준 관련 단체 표준
- 국내 기업의 산업 표준화(WPC)
표 기관 및 국내 포럼 등 확보
표 참여 미비
- 사실상 표준화 단체에서의 높은
준
준 - 무선전력전송 관련 다양한
영향력을 지님
분야에 대응 가능 전문가 부족
- 위성 특정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 시장 형성 초기 단계 (모바일 【SO전략】
【WO전략】
기기 시장 제외)
시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장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국제적 위상의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기
활성화 추세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 (기술) 원천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회
- 일부 선도 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요
기 경쟁 초기 단계
인 술 - 국내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크며, 국내
(O)
모바일 기기 제품에 빠른 적용 가능함
표
준
시
장
위
협
기
요
술
인
(T)
표
준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유지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표준) 국내 표준 포럼 활동을 통한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 된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국내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기술 표준화 추진, 무선전력전송 등
추진 및 기반 선점
유사한 규격 통합을 위한 표준
일원화 협력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미국/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 모바일 무선충전을 제외하고는 【ST전략】
본격적 시장이 형성 미흡
- 대출력 무선충전 기술 등 안전성에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대한 입증이 미흡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 로열티를 지니고 있는 기술은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외산 솔루션을 사용해야 함
높은 IT 인프라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관심이 및 신뢰도 향상
점차 감소하여 전문 인력의 양적 - (기술) 다른 기술과의 중복성을 회피한
질적 공급 부족
독자 기술개발 및 국내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전파응용 분야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WT전략】
- (시장) 차별성 있는 기술개발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 (기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위협요소 감소
-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무선전력전송 분야는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인지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였음. 다음

목표로 AGV, 전기자동차를 타겟으로 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발로,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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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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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TTA 전파자원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TU-R SG1/WP
1A, IEC
TC69 WG7/
TC106 WG9/
CISPR B WG7/
AWG TF-WPT

한국기계전기
국내 전자시험연구원,
참여
LG전자,
업체/
삼성전자,
기관 KAIST, 와이파
워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일본)토요타/닛산,
(독일)Wampfler/아우디/벤츠,
(미국)WiTricity,
(한국)KAIST/와이파이원/그린파워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일본)토요타/닛산,
(독일)Wampfler사/아우디/벤츠,
(미국)WiTricity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 항목은 「무선전력전송 송/수신 및 제어 기술」 관련된 표준화 항목으로 IEC TC69
WG7 JPT61980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IEC 61980-1은 이미 Published 되었으나 61980-2, 3은
현재 CDV를 통과하여 FDIS 단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 기술의 ‘전자파적합성’에 대해서는 CISPR B WG1
ADH 4와 CISPR B WG7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해서는 IEC TC106
WG9 PT63184에서 DPAS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전략적 추진 필요에 따라 Ver.2022에서도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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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C TC69 WG7 PT63184에서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안(IEC 61980-3)이 CDV 단계를 통과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ITU-R SG1 WP 1A에서는 SM.2110-1 권고서에서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 대한 권고
주파수로 19∼21㎑, 55∼57㎑, 63∼65㎑ 및 79∼90㎑를 권고주파수로 발표했으며, 2021년 6월
SM.2451-0의 기술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간섭영향을 지속해서 연구·개발 예정
- IEC TC106 WG9에서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기고했고 이에 대한 EMF 평가기법을 Annex에 반영 완료하였고, 현재 DPAS 단계 진행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C TC69 WG7 JPT61980-3에서 100kW급
이상의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전기자동차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을 Annex로 반영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상호지지)) ITU-R SG1 WP 1A에서 한국이
제안한 권고 주파수 19∼21㎑, 55∼57㎑, 63∼65㎑가 SM.2110-1 권고서에 채택되었으므로,
관련 IEC, CISPR, APG와 공동으로 협력 및 대응을 통해 파급될 수 있도록 진행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국제표준화기구와의 제휴) IEC TC106 WG9에서 기고한 내용이
CDV 단계에서 Annex로 반영되어 DPAS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 (표준협의체 활동) APT AWG 26/27에 ITU-R SM.2110-1 권고 주파수 반영 기고서 제출 및 기고 대응 예정
<표준화 계획>
-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측정방법 및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과 TTA 전파자원 PG(PG901)을 통하여
산업표준 적극 진행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파자원 PG(PG901)을 통해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평가기법을 산업표준으로 제안 예정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IEC TC69 WG7, IEC TC106 WG9 및 APG 등의 국제표준을
KC 표준과 연계하여 2023년까지의 국내 보급 산업(군)과 연계한 표준 대응이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EMI 간섭영향을 극복하는 전략적 기술개발 및 관련한 특허 확보 전략 필요.
관련 기술에 따른 국제 표준(CISPR/B) 제정으로 전세계적 협력을 통해 표준특허 선도 가능성 큼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대출력 무선전력전송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와 간섭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독자적인 EMI/EMC/EMF 기술을 우선하여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여 국제표준으로 연계/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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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국제

WPC, AFA

국내
참여
업체/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코마테크,
TTA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Apple/델/IDT,
(네덜란드)필립스,
(독일)보쉬/EGO,
(중국)하이얼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IDT,
(네덜란드)필립스/NXP,
(독일)보쉬/EGO,
(중국)하이얼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0 신규) → 추격/협력공략(Ver.2021)
스마트폰 중심의 자기유도방식 무선전력전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응용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을 요구하는 전자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증가.
특히, 노트북이나 드론, 이동형 가전, 주방 가전 등이 무선전력전송이 적용될 차세대 응용분야로
거론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활발하기 시작, 진행되고 있어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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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사실표준화기구인 WPC는 2014년 자기유도방식 15W급 저전력 표준을 개발 완료하고 시장과
산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보완하고 있으며, 30W급 모바일랩탑 충전을 위한 v1.4 개발과
주방가전, 전기자전거, 산업용 기기 표준 개발 분과 운영을 통한 무선전력전송 신규표준 개발
중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 추진
- AFA은 2018년 전력송신기 출력기준 1∼60W까지 무선전력전송이 가능한 자기공명방식
H-Field기반 전력제어 기술표준을 개발완료, 향후 상용화 기술이 추가로 업데이트 및 보완작업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PC를 비롯한 사실표준화기구의
기술표준 개발은 회원사만 참여 가능하므로, 국내 회원사를 중심으로 신규 표준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술 및 국내 환경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국내 기업간 협력
및 지지를 통해 국내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표준에 적극 제안, 반영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은 사실표준화기구인 WPC, AFA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사실표준화기구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내 기술을 반영 후 국내표준으로
준용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 준용) 사실표준화기구에서 기술표준 개발 완료 후 이를 국내표준으로 도입,
WPC는 Power Class 0 v1.2.4, AFA BSS v1.3까지 준용 완료되었으며 WPC Power Class 0
v1.3의 표준 준용 및 향후 개발 완료되는 기술표준에 대한 지속적 업데이트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중 30W급 WPC Qi v1.4, 전기자전거 용 LEV 표준, 산업용 기기표준, 2.4kW급
대전력 주방가전 분야는 표준화 초기단계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내 산업체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표준화 방향을 예측하여 필수특허 설계 및
기고, 표준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기기용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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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스마트전
력전송 PG,
IEC TC100
전문위원회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00 TA15,
WPC

한국기계전기
국내 전자시험연구원,
참여
특허청,
업체/ 한국전자기술연
기관
구원,
삼성전자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Apple,
(한국)삼성,
(스웨덴)nok9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CTA,
(유럽)WPC/NOK9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기술 항목은 IEC TC100 산하 TA15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작업반(WG)의 의장 및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 표준개발을 선도하고 있을 상황이라 Ver.2022에도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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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C TC 100 TA15에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주도로 무선전력전송 에너지
효율 기술보고서(IEC TR 63231)가 2019년에 발간이 되었고, 2020년에 TA15 산하 작업반(WG)을
구성하여 “모바일 기기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방법” IEC 국제표준을 개발 추진
-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 국제표준은 2024년까지 제정 목표를 수립하여 2021년
현재(7월) 위원회 초안(CD) 단계 개발 진행 중임. 소출력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 개발
완료 후 무선전력전송 적용 제품의 출시 상황에 따라 중·대출력과 초대출력 제품에 대한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국제표준을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IEC TC100 TA15 WG2(Energy
efficiency and relevant applications for WPT)의 리더쉽을 한국 KTC가 수입하고 있으며 2019년
IEC TR 63231 제정 완료, 2021년까지 IEC 63288(Wireless Power Transfer - Measuring
method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fficiency and standby power - mobile phone) CD 승인을
목표로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산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WPC에서 운영 중인 Energy Star Task Force(ESTF)의 전문가 활동 및
지속적인 WPC 단체 표준의 동향 및 진행사항 파악 필요
<표준화 계획>
- IEC TC 100 국내 전문위원회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를 중심으로 무선전력전송
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 지원 및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국내 표준으로의 부합화 활동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 준용) 한국에서 본 분야 국제표준화를 추진 후에 이를 국내 표준으로 도입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정부(국가기술표준원), IEC TC100 국내 위원회에 정기적인
reporting 및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관련 산·학·연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계획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 특허는 현재 국제 표준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나, 표준 개발 시 기술적으로 필요한 효율 측정 장비 구성 및 시험환경
조건 등과 같은 기술 사항은 국제특허로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무선전력전송 효율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측정 장비 구성 및 시험 환경 조건 등과 같은 관련기술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화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표준기술력 선도 추진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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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후행)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대한민국) ETRI

기술
수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EC
TC100 TA15

ETRI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Fujitsu

표준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신규) → 지속/확산공략(Ver.2022)
위치정합이 요구되는 기존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달리 충전 공간내에서 위치와 각도에 상관없이
무전전력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특히, ICT와의 만남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자
전장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IEC TC100에서 공간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이
발간되고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이 개발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속/확산공량 항목으로 분류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무선전력전송 453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안한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
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이 발간되었으며,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
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 중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
단체인 IEC TC100에서 공간무선전력전송 표준은 한중일 그리고 이태리와 스웨덴 등의
협조로 개발 중이며,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
무선전력전송의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 상태이며, 2021년에는 복수자기공진기 기반
공간무선전력전송의 참조모델에 대한 표준의 개발을 진행 중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무선전력전송 지원 기기의 보급과 함께 전장산업 등에 적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므로, 국내와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화를 위해 포럼
형성,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체 기술 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R&D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의 내용이 공간 무선전력전송 관련 표준이 반영되었고 표준개발이 후기에 접어듬에
따라서 적극적인 반영내용의 방어를 통한 권리범위 안정화가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공간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선기술개발 완료 및 IPR 확보 후 표준화를 통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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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EC
TC100 TA15,
JTC1
SC6 WG1,
AWG WPT
WG,
AFA

국내 한국전자기술연
참여
구원,
업체/
삼성전자,
기관
고려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Energous/COTA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Energous/COTA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초근접/근접의 자기유도 및 공진형 무선전력전송의 불편함이 대두되면서 사용자는 생활 반경에서의 ～m급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안의 하나로 ‘상시 전력전송’이 가능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은 자기유도·자기공진과 더불어 무선전력 전송 기술의 하나로, 통신하면서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 등 IoT, 통신 기기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으로 주목됨. 2018년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IEC TC100 TA15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표준의 프로젝트가 세계 최초로 채택되어 CDV
개발 중. 또한, 2021년에 전자기파 기반의 정보⋅전력 동시 무선전력전송 제어 표준의 신규 제안이
예정됨에 따라 관련 기술 표준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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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AFA에서는 원거리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표준화 실무자 작성 초안 작성이 활발. ISM 밴드
대역 내에서 통신 및 무선전력전송이 이루어지는 인밴드 무선전력전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2.4㎓ 블루투스 통신 및 2.4㎓, 5.8㎓ 대역의 원거리 전력전송을 연구 중. 유도, 공진 방식
표준 그룹의 두 가지 모드를 융합한 MultiMode 표준화 및 향후 원거리 충전 표준 및 인프라
관련 네트워크 표준 기술이 주요 표준화 안건으로 다룰 예상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관련 사전 스터디인 국제 기술보고서가 2020년 2월 발간 완료. 기술 표준안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제안한 전방위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한 표준 개발 중(CDV). 또한, 2021년 6월 전자기파 기반 정보⋅전송 동시 송수신 제어
기술의 표준 아이템의 NP 제안 완료된 상황으로 2024년 제정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
단체인 IEC TC100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의 경우 한중일 그리고 미국의 협조로 기술
개발 중. 그에 따라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제어
프로토콜, Air 인터페이스 등의 전반적인 기술 내용의 표준화를 제정한 상태. 또한, 2019년
12월 지향성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안을 개정하여 필두로 하여 다수 송신기-수신기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MAC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이동성, 효율, 인체 안정성을 해결한 기술이므로, 개발될 경우
시장성장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표준과 함께 국제 표준 및
표준특허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럼 형성, 관련 기술 연구·개발, 기업체 기술 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방향에 따라서 관련하여 출원 가능한 특허 등을 제출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기파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방향에 따른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확보해야할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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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검출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대한민국) ETRI

기술
수준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
무선전력전송
진흥포럼

IEC
TC100 TA15

ETRI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대한민국) ETRI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2 신규)
무선전력전송의 안전성과 효율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물 혹은 생체 검출 기술은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에서 필수적인 기술임. IEC TC100에서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비디오
보조형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신규 표준 개발에 대한 국내 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도적
표준반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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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EC TC100 TA15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안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21년 중에 해당 기술에 대한 PWI승인을
추진할 계획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의 표준화는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대한민국에서 해당
표준화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추진해야 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연동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술 표준 진행은 산업체 중심
선도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에서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검출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을 제안하여 본격적인 표준의 개발을 시작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무선전력전송의 적용범위가 중대출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TTA 스마트 전력전송 PG(PG909) 활동을 통한 관련 산·학·연과 긴밀히 협업으로 국내 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공유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감지 기술의 R&D가 초기 단계이므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도출되는
특허를 기반으로 표준 아이템을 도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중대출력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이물질/생체 감지 기술의 R&D가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화와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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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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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수중통신 기술은 음파나 초음파는 물론 다양한 전송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수중에서
근거리는 물론 원거리까지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며, 환경에서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장치들을 기반으로 이기종 네트워크의 확장성 및 지능화 정보처리를
제공하는 IoUT/IoUS 기술 및 디지털 트윈 응용 등 미래 수중통신을 포함한 기술

< 수중통신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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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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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수중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진행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중통신 기술 표준화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및 표준 우위와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표준 확산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수중통신 표준은 국제표준기구 JTC1에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JANUS와 같은 NATO
산하 사실표준기구에서 일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2014년 이후 한국주도의 표준화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 2022년

주요내용
JTC1 SC41에서 참조모델 및 상호운용성 기술,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미래 수중 융합통신 기술의
표준건을 제안, 진행하며 IoUT 기술 및 프로토콜 기술 과제 제안 준비.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논의가 JTC1
SC41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참조모델 범위의 확장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대응. JTC1 SC41에서 수중 망 관리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과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표준은 2020년 7월 IS로 발행되었으며 미래 수중 통합 융합 기술의 TR 또한 최종 발행되었음.
수중음파통신 기지국기반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은 CDV단계에 들어가 2022년경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 현재 세건의 표준이 NP 진행을 앞두고 표준 초안 준비중이며 2022년까지 상호운용성
표준 항목에서는 지상 및 수중 상호운용과 수중의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NWIP로
제안하여 UWNEMS 표준초안과 함께 최소 3개의 표준안이 제안될 예정.
·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현재 진행 중인 IoT RA ver 2.0에 수중통신 참조모델의 개념이
반영되도록 진행함.
·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기지국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과 수중
망관리를 위한 수중 정보 베이스 표준을 내용으로 함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JTC1 SC41 WP7에서 수중네트워크망 관리의 상호운용성, IP기반
네트워크와 수중네트워트간 상호운용성, 수중 DTN을 기반으로 이종 수중네트워크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내용으로 함
· (IoUT/IoUS 표준) (박수현) 2021년 CD에 진입하게 될 IoT RA의 내용을 기반으로 IoUT RA 표준

진행 예정 (2022)
수중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IoUT 참조모델 개발이 시작되고 JTC1 SC41 WG7에서 진행될 예정.

∼ 2024년

JTC1 SC41에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B-UWAN) 시스템의 기능 표준을 NWIP/WD로 개발.
JTC1 SC41에서 상호운용성 표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주파수 현황에
대한 TR이 제안될 예정이며 수중통신 유즈케이스 과제를 추진하여 수중에서의 음파를 이용한
주파수 운용 표준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상호운용성 표준 등 후속 기술 표준의 제안을
위한 준비 진행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기 국제 표준으로 출판된 수중음파통신의 참조모델을 그 동안 발전된
수중광통신, 수중적외선 통신 등이 포함된 다중매체 수중통신 참조모델로 진행
·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기술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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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내용으로 함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 DTN 기능을 갖는 수중통신망의 개요와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수중의 음향주파수 현황기술 보고서를 내용으로 함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TR로 발간된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의 소개에 이어 차세대
수중 융함 통신 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진행 예정임 (2024)
· (IoUT/IoUS 표준) IoUS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진행 예정임 (2025)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화 영역에서는 이미 수립된 참조모델에 대해 IoT 참조모델과의
융합을 위한 개정작업으로 IoUT 참조모델 표준이 CD단계까지 진행될 예정. 미래 수중 융합
기술표준에 대한 신규 NWIP의 제안 추진. 시험절차서 및 인증 표준과 프로토콜 표준 등 표준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신규 NWIP로 개발 진행
·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통신 참조모델 개정 완료 예정 (2026). IoUT RA에 수중통신
∼ 2026년

·
·
·
·
·

참조모델의 개념이 반영.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기술 국제 표준 완료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 DTN을 이용한 연동기술, 수중-해상-육상간 이종 네트워킹 기술
표준을 내용으로 함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차세대 수중 융함 통신 기술의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을 완료
예정임 (2026)
(IoUT/IoUS 표준) IoUS참조모델 표준 개발을 완료 예정임 (2027)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표준) 디지털 트윈 참조모델 표준이 완성된 이후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유즈케이스 표준 진행 예정 (2025)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수중통신 분야 표준들이 JTC1 SC41/WG 7으로 소속을 옮겨 본격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6건의 IS, 1건의 TR발간 완료에 이어 1건의 CDV 투표 중, 1건의 CD,
3건의 프로젝트 신규 제안 건의 에디터를 맡아 표준화를 진행 중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 추진 예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TTA 특수통신 PG(PG903)의 참여 회원사 및 표준 기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교류의 기회를 확대.
기술 지도와 표준기술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여 산·학·연 혐력체계 아래서 과제창출을 통해 수중통신 핵심기술 확보를 장려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수중음파통신 영역의 응용 도메인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수중음향통신과 수중광통신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감시(surveillance)정보 활용, 재난재해(해양오염, 해저지진,
해상사고, 건물 붕괴에 따른 침수 등)와 항만방어체계를 활용한 국방 수중무인화 경계시스템
등 국가안보 기여, 일기예보, 해양 석유․가스 산업, 해저데이터 수집, 신규 장애물 탐지,
선박 간 상황공유, 수중레저 활동, 해양 인명구조 및 안전지원, IoUT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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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수중통신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무선통신 참조모델
-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아키텍처(UWASN)
- 수중음파통신 개체 및 인터페이스

JTC1
SC41

③

O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 기술
-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 시스템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지국 기반 기술(B-UWAN)
-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 로봇 제어 기술

JTC1
SC41

②

O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상호운용성 기술
- 수중음파통신 기반 연동기술(UWASN)
- 수중-해상-육상간 이종 네트워킹 기술
- 수중네트워크 망 관리 상호운용성 기술(U-NMS 연동)
- 수중음파통신 주파수 운용 기술
- 수중통신/수중 DTN 개요 및 요구사항 표준(가칭)
- U-DTN을 이용한 연동기술

JTC1
SC41

⑤

O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통신 융합 서비스 응용 기술
- 수중 유선 광통신망(Optical Fiber) 기술
- 수중 무선 광통신망(Underwater Optical Wireless
Communication) 기술
- 수중 LF(Low Frequency) 기술
- 수중 무선 전력전송 및 자기장 통신(Magnetic Field
Area Network) 기술

JTC1
SC41

①

O

수중음파통신 프로토콜
표준

수중음파통신을 이용한 프로토콜
- 수중음파통신 프로토콜
- 수중음파통신 이동성 및 링크 강화기술(DTN 기술 등)
- 수중음파통신 링크 적응 기술
- 수중음파통신 인증 및 보안 기술
- 수중네트워크관리시스템(U-NMS) 프로토콜

JTC1
SC6/
SC41

⑤

X

수중음파통신 시험인증
표준

수중음파통신 시험인증
- 시험・평가 환경 및 시험인증항목 정의
- 시험 절차서
- 인증 절차서

JTC1
SC6/
SC41

②

X

IoUT/IoUS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
표준

IoUT/IoUS 기술
- IoUT/IoUS 참조모델
- IoUT 네트워크 구조 및 프로토콜
- IoUT 프레임워크(공통, 서비스 등)
- IoUT 기기 간의 통신 및 지상 IoT 간의 연계 기능
- 기존 IoT 표준과의 호환성 지원 기술

JTC1
SC41

①

O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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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표준

표준화 내용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 수중 디지털 트원 응용 유즈케이스
- 수중 디지털 트윈 기술
- 수중 디지털 트윈 참조 모델
-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기술 상세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JTC1
SC41

②

X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수중통신 영역에서 표준화를 진행할 대상의 범위가 확장 및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IoUT/IoUS 등 표준화 준비 중인 항목을
분류하여 표준화 진행 중인 주제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며 기반 기술인
프로토콜 및 시험/인증 기술, 수중 디지털 트윈 응용 등 아직 구체적인 표준안이 없는
항목은 중점항목에서 배제하고 표준이 추진되고 있는 항목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JTC1 SC41에서 ISO/IEC 30140-1~4의 참조모델 표준이
개발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개정 작업의 요구와 IoT RA와 IoUT RA등 수중통신 분야의
다양한 기반 및 응용 기술의 표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조모델 개발의 지속적인
필요 때문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과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
시스템(U-NMS) 기술 표준이 이미 개발되고 수중음파 센서네트워크 관리 정보베이스 기술
(u-MIB)과 수중음파통신 기지국기반 기술(B-UWAN) 표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JTC1 SC41에서 수중음파통신기반 연동기술, 수중네트워크
망관리 상호운용성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술의 적용범위가
해양무인이동체(수중, 무인선, 무인기 등)의 상호연동을 통한 통합운영체계로 확대되고 있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JTC1 SC41에서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이 2019년 5월 충칭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승인, 다양한 수중 통신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 진행이 예상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발간
완료. 향후 기술별 표준의 개발 예상
- (IoUT, IoUS 표준) IoUT/IoUS 는 새롭게 표준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서 IoUT의
개념과 함께 IoUS 서비스의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됨. JTC1 SC41에서 IoT RA 1차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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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성되었고 곧바로 이어 2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향후 IoT RA에 의미있는
결과와 IoUT의 정상적인 적용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IoT RA의 기반위에
IoUT/IoUS 표준의 개발이 JTC1 SC41 WG7에서 이루어질 예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기술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과 표준화
준비 중인 항목을 나누어 표준화 진행 중인 주제들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반 기술인 프로토콜 및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IoUT 기술 등 아직 구체적인 표준안이
개발되고 있지 않은 항목은 중점항목에서 배제하고 표준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항목은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음파 외에 수중통신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수중
통신 융합 표준 기술은 올해 버전에서 새롭게 중점 표준화 항목에 포함
- Ver.2021(2020년)에서는 IoUT 부분을 상세화하고 세분화하여 IoUS와 분리하여 확장하였으며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참조모델, 응용 서비스, 상호운용성, 미래 수중통신 융합, IoUT/
IoUS 등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의 개발가능성과 추진 계획에는 있으나 아직
표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중점표준이 아닌 항목으로
분류하여 목록을 재구성
- Ver.2022(2021년)에서는 서로 관련이 있는 IoUT와 IoUS를 합쳐서 하나의 중점항목으로
바꾸어 그 효율성을 높였으며 현재 표준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참조모델, 응용
서비스, 상호윤용성,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향후 개발 될 예정이지만 현재 표준이 진행되지 않는 항목인 시험절차 및 인증, 프로토콜,
디지털 트윈 응용은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배제하여 진행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미래 수중통신 융합 표준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기술

IoUT/IoUS 기술*

IoU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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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수중통신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에 다수 개의 수중환경 계측 장비를
가진 수중통신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수층별 수온, 염분, 유속 등 수중환경
정보를 수중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에 전달한다.
국가해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는 수집된 해양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 어장환경 모니터링, 단기 기후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중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럽여행을 하고 있는 A씨는 본인이 기르고 있는
양식장의 참치 치어들이 궁금하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에서 원격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양식장의 실시간 용존산소, 탁도, 온도 등을 체크하며 물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이미지 전송을 요청한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지역에 폭염이
밤낮으로 2주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를 접수한 A씨는 수온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식 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위험 메시지 전송을 수행한다.
- (수중통신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포항에서 100km 떨어진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수중 지진계를 부착한 수중통신 장비가 지진 발생을 미리 포착하여 수중에 설치된 부이에
수중 통신을 통해 전달하였다. 부이의 위성통신을 통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지진 발생을
전달함으로써 육지 지진계를 통해 지진을 감지하는 시간에 비해 약 10초 가량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빠른 조기 경보를
알림으로써 피해를 감소시켰다.
- (수중통신 기반 자율운항선박 서비스) 안개가 매우 짙은 새벽에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운항하던 선박들이 갑자기 침몰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 전용선박이
출동하였다. 조류와 높은 탁도로 침몰위치를 알 수가 없어 2대의 무인수상정과 5대의
자율무인잠수정을 사고해역에 투입하여 해상의 조난자를 수색하면서 침몰선의 위치를
수색하였고, 수색선박-무인수상정-수색잠수정이 수중통신, 해상통신, 위성통신을 이용해 광역의
수색작업을 수행하여 최대한 빠르게 실종자 수색과 침몰선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와 구난작업을
하여 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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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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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해양경찰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20년에 제정하였고,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양환경 맞춤형 첨단과학기술 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대응기술․장비기술 개발』에 다중 수중로봇-무인수상선을 위한
수중통신 기술이 포함 『 [2021.12]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3대 전략(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역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과 9개 과제를 선정 [2019.10]
· 해양수산 신산업 6대 분야 중 첨단해양장비 개발분야(수중통신 포함)를 선정
· 첨단해양장비 산업육성을 위해 수중통신 시스템의 해군 수중무기 체계로 활용 추진
등을 제시
-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2019∼2033)를 발표하고, 8대 국방전략기술 분야와 6대
추진전략에 대한 13개 중점과제,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네트워크 통합형
수중감시 기술, 수중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 [2019.6]
- 해양수산부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고,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선정 [2018.6]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전략1)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해양장비·로봇 산업을 선정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과제 1-2)를 위해 상용화 중심의 해양 첨단장비·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을 제시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 [2018.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을 목표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고, 중점과학기술 120개를 선정(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기술)
[2018.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발표하여 수중무인이동체와
관련되어 수중통신을 포함 [2017.12]

미국

- 정부는 부처간 해양정책위원회(Interagency Ocean Policy Committee)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산재되어 있는 해양정책 관련 업무를 통합조정하여 간소화함.
해양정책위원회는 해양경제 성장, 과학연구의 우선순위 지정, 자원 및 데이터 공유 조정, 이해
관계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18.6]
- 공동해양위원회(Joint Ocean Commission Initiative)는 정부 및 의회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해양정책 아젠다(Ocean Action Agenda)를 발표했고, 해양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해양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고 [2017.3]
- 정부는 2010년 7월에 수립된 국가해양정책(National Ocean Policy)에 따라 국립해양의회를
신설하고, 국립해양의회는 2013년 4월에 국가해양정책구현계획 발표를 통해 해양통신, 관측,
에너지 및 바이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13]
- 정부는 연안·해양공간계획(CMSP)을 통합 해양 정책의 핵심과제로 채택 [2010]
- 정부는 해양법(Oceans Act of 2000)을 제정하고 의회 내에 해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양 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 [2000]

일본

- 정부는 2007년 4월에 제정한 해양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해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3차 해양기본계획’은 경제중심으로 해양정책을 안보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발표
[2018]
- 내각부는 ‘전력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를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목표로 창조형
R&D를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2016년 11개 과제별 주요내용 및 성과 등을 발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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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2차 해양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5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을 발표를 통해 일본
해양과학 기술에 관한 개발계획을 제시 [2017]
- 해양과학기술 현황 및 중점 추진분야를 포함한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 [2017]

유럽

- 영국은 2013년에 ‘Maritime UK’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업그레이드 된 ‘Maritime
2050’ 전략을 발표 [2019]
· ‘Maritime UK’ 정책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영국을 해운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기반으로 ‘해양과학전략’, 해양산업의 전략적 틀,
‘해양산업 성장전략’, ‘해양산업 수출전략’ 등을 추진
- 영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시스템 및 수중통신 등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MARINET,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양에너지 실용화를 촉진하고 전통 과학기술과 ICT 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도 추진 [2017]
- EU는 청색성장을 위한 R&D전략을 수립하여, 청색경제(Blue Economy)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육성 전략 수립 [2015]
- EU는 8차 연구개발 프레임(Horizon 2020, 2014-2020)에서 청색성장 주도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전략을 포함한 ‘청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전략’ 수립 [2013]
- EU는 ‘청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청색성장을 주도할 5가지 해양분야를 선정하고 R&D를
통한 핵심기술개발이 청색경제 주도방안으로 분석 [2012]

중국

- 정부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해양국은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2016-2020)’을
공동 발표하였고, 4가지 성장이념을 통해 해양경제성장 촉진계획 제시 [2017.5]
· 11.5(2000-2014) 계획에서는 국가발전계획에 최초로 해양영역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고
해양개발과 관리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12.5(2011∼2015) 계획에서는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과 해양산업
기술, 에너지, 생태환경 등의 중요한 기술개발 및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20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강요’에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해양장비 제조, 해양자원탐사와
개발, 극지대양 고찰을 강조하였음 [2016]
· 국가해양국과 과기부는 전국 과기흥해계획에서 13.5 계획에서 제시한 해양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면서 해양 첨단장비 제조, 해양 서비스 기술, 정보화 기술개발을 포함 [2016.12]
· 심해개발기술을 포함한 13.5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을 발표 [2016.8]
· 과학기술부, 국토자원부 및 국가해양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13.5 해양영역 과학기술혁신전문항목계획’을
수립하여 극지개발, 해양환경보호 및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심해탐사 및 자원개발
등 과학기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017.5]
- 국무원은 향후 30년간 3단계(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역 진입)로 나누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9대 임무와 5대 중대 프로젝트를 제시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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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7.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 근거리 고속 음파통신 핵심 요소 기술과 수중 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참조모델에 관한 기초 단계의 연구 개발 진행 중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1년까지 중거리(4~6km, 20㎑) 대역에서 10kbps급의 수중통신 시스템 및 애드혹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였고, 100bps급의 장거리(30km) 이동통신기술과 100kbps급의 근거리(200m
이내) 고속이동통신 기술 개발 중
- 호서대, SK텔레콤
· 2021년 실험망 완성을 목표로 기지국 기반의 분산형 수중 관측 제어망 연구 수행 중이며,
해상부이와 수중기지국간에는 3~20㎑와 60~70㎑의 주파수를 사용(최대 3개의 수중기지국
제어)하고 수중기지국과 수중센서 노드 간에는 20~60㎑의 주파수(최대 64개 수중노드
제어)를 사용하여 적응적 다중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110~40kbps 전송이 가능하게 함. 서해에서
OFDM 방식을 사용한 데이터 송수신 실험 검증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 국방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중음파통신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기뢰탐색 및 통신접촉
공백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무인잠수정 및 관련 시스템을 핵심기술 사업 위주로
연구개발 중
· 네트워크 중심의 대잠전 보장을 위해서 수상함/항공기/고정형/무인정 탑재 능동/수동 소나를
다중상태로 함 운용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 중. 무인잠수정에서
통신 및 항해 연결노드로써 중계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십 kbps 이상의 수중통신 능력
보장을 위해서 수중통신기 모뎀 탑재 가능토록 개발 중
- 경원산업, 휴엔스
· 중장거리 및 저주파 은밀 수중통신실험 송수신장비, 음향센서 설계·제작, 시험시스템 개발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해양·하천·호수·저수지 등 물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이지만 현재는 수중음파통신 모뎀을 장착하여 수중 환경 모니터링 응용 서비스와
간단한 수중 장치 제어 등의 일부 관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
- 강릉원주대
· 2009년에 지상통신과 수중음파통신을 연계하는 연동 기술개발을 통해 강릉 경포호
수중환경 데이터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4개월간
운영한 바 있으며, 2011년과 2013년에 모바일 망과 수중 통신망을 연동하여 자율유영
수중로봇을 제어하고 수중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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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
· 국내 해양 감시 관측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해 해양환경관측을 위해 수중 관측 시스템
4기, 대형 부이 4기, 소형 부이 4기로 구성되는 KOGA(동해 수중관측시스템)를 구축하여
운영 중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11년에 수중음파통신네트워크를 육상에서 원격관제하기 위해 해상 게이트웨이(부이)를
개발하여 거제에서 실해역 시험을 수행하였고, 자율무인잠수정(이심이 200-2008년, 이심이
6000-2012년)의 제어 및 상태정보 모니터링을 위해서 상용 모뎀을 연동하여 운영 중
- 호서대
· 2015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개발을 통해서 육상의 인터넷망과 수중음파통신망을
연동하고, 수중의 다양한 이종 네트워크와 호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 수중 상태를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 운영
- 해양경찰
· 2020년부터 해양경찰 구조대원 스마트지원 장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중 수색 구조 통합
관제 시스템 개발, 구조대원과 지휘소간 수중 ICT 통신시스템 기술 개발, 구조 장비의
웨어러블 型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채널의 음성통신 및 데이터 통신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각각의 기술을 가진 수중 장비 및 네트워크 개발 업체들의
상이한 기술을 융합하고 운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적용가능 기술인 다중매체 다중대역 기술
개발 시작
- 국민대
· UHSDM을 2018년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하고 소형화, 통합화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중.
수중에서 다중매체, 다중대역 기술과 실시간 적응력이 강한 솔루션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다중
대역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링크 단계에 다중매체 적응 계층과 전송단계의 서비스 적응
계층을 두어 복잡한 수중 상황에서도 가장 최적의 전송기술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매체선정 기법을 개발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무인수상정-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 개발을 착수하면서 수중로봇
(AUV), 수중글라이더, 무인수상정간의 복합체계 운용기술 및 통신 네트워크기술 개발
진행중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안전한 수중수색을 위해 여러 대의
자율무인잠수정(AUV)간의 수중/해상 통신 기술개발 진행중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STX엔진
· 수중(AUV, 잠수함)-해상(무인수상선, 함정, 무인기)-육상간 통합무인체계 구현과 연동에
필요한 세부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융합통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전통적인 방식인 수중음파와 더불어 가시광, LF, MFAN, IR 등의
다양한 전송방식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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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 다중 대역과 다중 채널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디자인과 구현이 수행되고 있으며 LF,
IR, 음파, 가시광의 기술 적용 개발. 2018년 처음으로 가시광, IR의 병합 테스트 및
보드제작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음파, MFAN 기술의 추가 탑재를 진행하였음. 현재
다양한 기술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
- 한국해양대
· 가시광 통신 개발을 해왔으며 수중에서 LED광의 고속 모듈레이션 전송기술, 수중 LED
데이터통신, 수중 영상전송, 수중 멀티빔소나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장비를 개발 중
- 볼시스
· 실제 해양환경에서 제품테스트 수행 및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 중. 해양 및 수중환경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해양로봇 및 통신장비
분야에 특화되었으며, 주력 품목은 다이버용 수중 가시광 통신 LED랜턴(BOLcom-S20), 수
중드론용 광통신 모뎀(BOLcom-200)이 있음
¡ (IoUT/IoUS-표준) DSC과 IoS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IoT RA와의 연결성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개발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
<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LIG넥스원

- 2019년 12월, 장거리 은밀 수중통신 핵심기술 관련하여 저주파 수중음향 송수신
장비 제작, 2021년 공장수락시험 및 체계통합시험 완료를 통한 체계성능검증
- 2018년 7월, 수중유도무기(어뢰/기뢰/기만기 수중음향통신), 잠수함 전투체계(수중통신)
- 2020년 10월 잠수함용 소나체계 구축(수중음향정보 활용), 수상함용 소나체계 운용중
- 2018년 1월,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 핵심기술, 대잠탐지소나 및 수중통신기 제작

SK텔레콤

- 2018년 10월, 수중-육상 연동 통신망 시연(Cat-M1∼수면 G/W∼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경원산업

- 2007년 5월, 수중 초음파 페이저(다이버 간 통신), 수중 초음파 배열센서 검증장비
(ANTI-SKIMMING SYSTEM), 음향탐지성능 측정 장치, 고출력 초음파발생기(DDFS),
음향 센서 수조 시제장비 제작
- 2005년∼, 수중음향통신을 위한 음향센서(중거리용(20~30kHz), 장거리용) 제작

볼시스

- 2017년 11월, 해양로봇과 수중통신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실제 해양환경에서
제품테스트를 수행
- 2017년 11월, 다이버용 수중 가시광 통신 LED랜턴(BOLcom-S20), 수중 드론용 광 통신
모뎀(BOLcom-200) 제작

한화시스템

- 2019년 1월, 잠수함 전술훈련장 구축, 주요 레이더/통신장비 피아식별기 성능개량 중
- 2018년 4월, 수상함/잠수함 전투체계 수상/수중통신 기능 개발, 수중감시 정보융합,
자율운항 무인잠수정 제작(수중통신 기능 탑재), 대형급 무인잠수정 체계종합 구축

휴엔스

- 2020년 3월, 간이형 수중통신 송·수신 시험장비 제작
- 2019년 2월, 저주파 장거리 수중음향통신 연구, 은밀 수중통신실험 송신장비 제작

STX엔진

- 2021년, 수중음향센서를 이용한 수중통신 송수신 시험장비 제작 및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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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미국 및 유럽은 주도적인 연구개발은 산·학·연을 중심으로
열악한 수중 채널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고속 정보전송이 가능한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신규 응용을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
- 미국, WHOI연구소
· 수중 고속 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해구탐사용
네레우스 운용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함
- 독일, EvoLogics, 영국, TriTech, 네덜란드, TRIDENT
· 수중음파통신 모뎀 연구 개발 및 상용화
- 일본, JAMSTEC
· 해저관측기지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수중음파통신 모뎀 개발
- 미국, LinkQuest, 미국, Teledyne Marine
· 상용화된 수중음파통신 모뎀들은 주로 협대역의 단일반송파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송속도
개선 및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수중 다중반송파 전송 기술 연구 개발 중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미국의 해군,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방 관련 해안
감시·방어, 해양탐사 및 자원개발, 수중환경 관제 등에 특화된 국가주도의 응용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핵심기술 및 경험과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왔으며 이 기술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
- 미국, US Navy, SPAWAR Systems Center at San Diego
· 199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SEAWEB 프로젝트를 해마다 진행하여 수중 환경 모니터링과

항만방어 목적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응용 기술을 진행
- 미국, Connecticut 대학
· 군사 목적의 SEAWEB

기술을 이용하여 해양에 널리 퍼져있는 센서들을 원격으로 제어하

면서 민간용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제공할 목적으로 1999년 FRONT 연구를 진행
- 미국, WHOI, ONR(The Office of Naval Research)
· 서태평양 연안 해저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고정된 수중통신네트워크 응용 기술
개발이 2005년 PLUSNet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
- 미국,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ORION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지원을 위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지정학적 해양
특성 데이터 수집을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해안선에 광범위한 수중 네트워크를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
- 미국, Connecticut 대학, Washington 대학, UCLA 대학, Texas A&M 대학
· Ocean-TUNE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Connecticut 대학을 비롯한 4개 대학이 참여하여
미국 연안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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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funded
· 해양환경 관측을 목적으로 GEOSTAR, ESONET, 수중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MANET)
프로젝트인 UAN(2008∼2011), 수중로봇 네트워크 NAUTILUS(2012) 프로젝트 (Padova
대학) 해안 모니터링을 비롯한 수중 방어체계를 위한 RACUN(2010∼2014) (European Defence
Agency(EDA)) 및 CLAM(2010∼2013) 연구를 수행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수중음파통신은 수중노드 간 통신보다는 대부분 수중노드를
해상·육상까지 확장하여 운용(주기적 수중 환경관측, 쓰나미·재난 및 수중침투 실시간 감시 등)
되고 있으며, 광파/전자기/자기장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수중무선통신 기술이 확장과 다양한
목적의 이기종 네트워크의 연동과 상호호환성 연구가 시작
- 미국, MIT
· 물과 공기간의 통신장벽을 피해 잠수함과 항공기간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신(TARF) 기초연구를 수행
- 이탈리아, Rome La Sapienza 대학
· 이기종 수중통신망 연계를 위한 SUNRISE 프로젝트(2013∼2016)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지중해, 흑해, 호수, 운하 등)에 설치된 시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5개의 수중통신
네트워크 통합, 협력개발을 위한 공용 아키텍처 모뎀과 프로토콜, 수중통신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에뮬레이션, 반복시험을 위한 표준 플랫폼, 다양한 사용자들이
SUNRISE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편의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개발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에서 통신 가능한 각각의 기술에 대한 검증이 되고
있으며, 가시광과 음파통신을 융합하거나 자기장과 음파 통신을 융합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아직까지 4개 이상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개발은 계속 수행되고 있는 실정
- 영국, Sonardyne
· 여러 기술을 통합한 제품은 아직 생산하지 않으며 단일 기술 즉, 가시광 등을 활용한
수중통신 시스템 개발
- 미국, Seatrec
·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자가충전 수중드론 개발

¡ (IoUT/IoUS 표준) IoT 개념은 정립되고 있으나 수중통신 관련 기술개발은 IoUT 표준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IoT RA의 개념과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 IoS 기술로 연결되고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IoUT와 IoUS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
- 프랑스, Trialog
· 현재 만들고 있는 IoT-RA와의 연결성을 위해 IoS, IoUS의 개념을 정립 중
- 캐나다, Cogentas
· 지속적으로 도전적인 방향으로 시도,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IoS, IoUS의 고착된 의미의
쇄신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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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DSPComm

- 1997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Underwater wireless modem(AquaComm,
AquaComm Gen2, AquaNetwork), 100/480/1000bps

EvoLogics

- 2000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S2C M시리즈(48/78, 42/65, 18/34, 15/27,
HS), S2C R 시리즈(48/78, 42/65, 18/34, 15/27, 12/24, 7/17), S2C T 시리즈(42/65,
18/34) 판매

L3HARRIS
Oceania

- 1984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GPM 300, 10∼1000bps

LinkQuest

- 1998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UWM 시리즈(1000, 2000, 2200, 3000, 4000,
10000) 판매

Nortek AS

- 1996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Acoustic Modem(Benthos OEM 사용)

Sonardyne

- 1971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Modem6, 6G, BLUECOMM (수중무선광통신)
판매

Teledyne Marine

- 1985년∼, 수중음파통신 모뎀 상용화, ATM 903, 910 시리즈(915, 916), 920 시리즈
(925, 926), 960 시리즈(965, 966) 판매

Seatrec

- 2021,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자가충전 수중드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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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Communication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Network, Wireless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무선전력전송

Charging, RF WPT,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Beamforming WPT,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Massive MIMO WPT,

ipc:(h02j* h02m*)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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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IoUS(Internet of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Services),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UWASN(UnderWater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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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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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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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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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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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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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
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
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
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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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PANASONIC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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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
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
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
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
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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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7.8%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국제
(공식)

표준화 기구

JTC1

국제
(사실)

국내

SC41

JANUS

TTA

PG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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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현황
(WG3-IoT Architecture) IoT 및 관련 기술 참조 아키텍쳐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0-1,2 참조모델 표준이 제정
(WG4-IoT Interoperability)
- IoT 및 관련 기술 상호호환성 제공을 위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수중
통신 관련 ISO/IEC 30140-3,4 제정
(WG5-IoT Application)
- IoT 및 관련 기술 응용과 관련된 표준 및 유즈케이스를 개발 중이며
수중통신 관련 ISO/IEC 30142 네트워크 관리표준과 ISO/IEC 30143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FDIS 단계를 거쳐 2020년에 IS로 제정
- ISO/IEC 30167 UWASN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 제정
(WG7-Mafitime, underwater and Digital Twin applications)
- 2021년 5월 WG3, 4, 5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수중통신 관련 된 모든
프로젝트를 옮겨서 WG7을 구성하엿으며 국민대의 박수현교수가
컨비너를 수임
- ISO/IEC 30177 UWASN U-NMS Interworking 표준을 CD로 진행 중
- ISO/IEC 30171 UWASN B-UWAN Overview and Requirements 표준이
CDV 투표 중
- 향후 프로토콜 표준 및 연동 기술, IoUT 등 다양한 수중음파통신 기술영역의
표준화를 단계별로 추진 예정
- NATO 회원국(유럽, 미국)이 채택한 표준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JANUS
표준을 IJTC1 SC41에서 진행 중인 UWASN 공적표준에 반영하고자 하
는 시도가 진행 중
(특수통신)
- 지중/수중통신 실무반(WG9031)에서 다양한 수중통신 기술 및 현황,
이슈를 다루는 표준과 기술보고서를 개발 중
- 시스템기술, 응용기술, 연동기술 중심이었던 표준화 대상을 확장하여
새로운 IoUT 기술 영역 표준화를 진행 중
- 시험절차를 정의하는 표준이 발간되었으며 장비 실험 절차에 대한
표준도 진행 중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음파외의 수중통신
참조모델 표준은 개발이 필요하고 기 개발된 참조모델은 개정 되었음
- (TTA 특수통신 PG(PG903)) 수중음파통신 시스템의 요구사항, 아키텍처, 메시지 구조, 환경
시험, 통신 장애 대응 프레임워크 등에 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을 개정 완료하였고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기반 - MM/MB(Multi
Medium/Multi Band)관련 표준을 개발 중. 그 외에도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과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 등이 재개정을 통한 표준 개발을
수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51,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개정)

2021

2021-0049,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2021

2019-1352,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기반 수중 통신을 위한 참조모델

2021

TTAR-06.0217,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2부: 수중 음향 장비

2020

TTAR.KO-06.0183/R1,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현황(기술보고서)-제1부: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개정)

2020

TTAK.KO-06.0352/R1, 수중음파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개정)

2019

TTAE.KO-06.0444, 수중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호환 요구사항

2017

TTAK.KO-06.0430,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의 통신장애에서 데이터 손실
감소와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

2016

TTAK.OT-06.0058, 수중음파통신모뎀의 메시지 구조

2014

TTAK.KO-06.0352, 수중 음파통신 시스템 Stage1: 요구사항

2013

TTAK.KO-06.0256, 수중 근거리 음파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아키텍처

2011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Underwater - Management
Information Base) 표준,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 그리고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과 요구사항 표준을 2021년에
개발하고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 기술과 수중음파통신 기반
수중 로봇 제어 기술과 관련된 표준을 진행할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이 2018년에 제정
·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 기술보고서,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이 2019년에 제정
· 2021년도에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표준, 수중 관리 정보
베이스 표준,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과 요구사항
표준을 제정하고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표준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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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052,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부분 초기화 방법
과 요구사항

2021

2021-0051,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개정)

2021

2021-0049,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구성요소와 기능적 요구사항

2021

2019-1351,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2021

TTAK.KO-06.0502, 수중통신 용어와 정의

2019

TTAR-06.0210,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기술보고서)

2019

TTAE.KO-06.0475, 수중 망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

2018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국내에서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보고서와
수중 네트워크의 지상/수중 상호운용성 표준이 계속 개발 중이며 연동주소기법과 상호호환
요구사항 표준은 개발되었고, 향후 수중 DTN 기반의 연동기술을 포함한 상세 상호운용성
제공 표준이 영역별로 상세화되어 진행 예정
- TTA 특수통신 PG(PG903)
· 수중음파통신 기반 연동기술, 수중음파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호환 요구사항 등에 관한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주파수 사용 현황 기술보고서와 관련하여 수중음향통신시스템과
수중음향장비의 주파수 현황이 제정․개정이 완료되었고 수중생물과 인공물에 기인한
주파수 현황 개정작업이 수행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6-130,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3부 수중생물과 인공발생
주파수

2021

2020-0720, 수중 네트워크 지상/수중 인터워킹

2021

TTAR-06.0217,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 현황(기술보고서)-제2부: 수중 음향 장비

2020

TTAR.KO-06.0183/R1, 수중 음향 주파수 사용현황(기술보고서)-제1부: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

2020

TTAE.KO-06.0476, 지상 통신 네트워크와 수중 음파 통신 네트워크 간의
상이한 네트워크 주소체계 연동을 위한 가상 주소 이용 스킴

2017

TTAE.KO-06.0444, 수중통신망 확장을 위한 상호호환 요구사항

2017

TTAE.KO-06.0453, 지상 RF 통신네트워크와 수중 음파 통신네트워크의 연동
요구사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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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수중에서 적용 가능한 통신 기술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보고서가 2019년 발간되었으며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시험절차와
참조모델의 표준화가 진행 중
- TTA 특수통신 PG(PG903)
· PG903 산하 수중 및 지중 통신 작업반(WG9031)에서는 기존의 통신기술인 음파 통신 외에
다양한 접속기술이 융합된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식을 구현하는
표준을 진행 중이며 참조모델로 시작하여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영역에서 활발한 표준
활동이 진행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3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0-0048,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 무선 통신 시스템 시험 절차

2021

2019-1352,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통신을 위한 참조모델

2021

2021-0050,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의 통신시스템 물리 계층 가이드라인

2021

TTAK.KO-06.0528 수중 다중매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서 다중매체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 계층 모델과 핵심 요구사항

2020

TTAR-06.0210, 수중통신 기술 개요 및 동향(기술보고서)

2019

TTAK.KO-06.0485, 다중매체 및 다중대역 기반 수중통신을 위한 요구 사항

2019

¡ (IoUT/IoUS 표준) TTA 특수통신 PG(PG903)에서는 IoUT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표준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 또한 IoUS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립하는
절차와 함께 IoUS 서비스 표준개발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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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2013년 9월 개최된 JTC1 WG7 회의에서 처음으로 PWI를
발표하였고, 2014년 9월에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요구사항 등에 대한 2건의 국제 표준안에
대한 NP제안 승인. 이후 본 표준안들이 JTC1 SC41 WG3~WG5로 이관 후 2021년 5월
수중통신 표준개발을 위한 IoT 분과가 만들어졌으며 국민대의 박수현교수가 컨비너를 수임
- JTC1 SC41 WG7
· 수중통신 Reference Architecture는 2017년 10월 IS로 발간, Overview and Requirements는
2018년 2월 IS로 발간되었으며, Entities and Interface는 2018년 7월 IS로 발간되었는데
모든 수중과제는 WG7로 이관 된 상태
· B-UWAN Overview and Requirements 표준은 기지국 기반의 개념으로 기존의 UWASN 과는
차별화 된 목적으로 만들어 진 표준이며 현재 CDV를 위한 보팅이 진행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7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B-UWAN)

2021

ISO/IEC 30140-1,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1 :
Overview and Requirements

2018

ISO/IEC 30140-2,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2 :
Reference Architecture

2017

ISO/IEC 30140-3,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3 :
Entities and Interface

2018

JTC1
SC41 WG7
JTC1
SC41 WG7

¡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수중 센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개요 및 요구사항과 수중
음파 센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파일 표준이 이미 2020년 국제표준(IS)로 제정. 베이스 스테이션
기반의 무선 음파통신 네트워크(B-UWAN)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안과 수중 관리 정보베이스(u-MIB: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표준안 2019년에 제안되어 2021년에 CD 상태에서
2022년에 DIS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JTC1 SC41 WG5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Network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Requirements(ISO/IEC 30142)와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Application Profiles(ISO/IEC 30143)가 2018년 NP 채택 후 2020년 6월에 각각 IS로 제정
·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ISO/IEC TR 30167)은 기술보고서로서
2021년 6월에 제정
- JTC1 SC41 WG7
· 2021년 5월과 6월에 걸친 총회에서 JTC1 SC41 산하에 WG7(WG 명칭 : Maritime, Underwater
IOT and Digital Twin Applications) 신설이 결정됨이 따라 WG3, WG4, WG5에서 진행되던
수중통신 관련 표준화 과제들이 모두 WG7으로 이관되어 진행
·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u-MIB) 표준과제와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 (B-UWAN) 표준과제는 2021년
7월 CD 레벨에서 2022년 WG7로 이관되어 DIS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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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1 WG7

표준(안)명

완료연도

ISO/IEC 30171 ED1 Overview and Requirements for 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 (B-UWAN)

진행중
(2022)

ISO/IEC 30175 ED1 Underwater Management Information Base (u-MIB)

진행중
(2022)

ISO/IEC TR 30167,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TR)

2021

ISO/IEC 30142,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Management System Overview and Requirements

2020

Network

ISO/IEC 30143,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Application
Profiles

2020

¡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표준은 2018년 발간된 ISO/IEC
30140-4이며, 향후 다양한 후보기술의 용복합 주제와 이종 네트워크, 이종 매체, 이종
디바이스의 상호호환 제공을 위한 주제, 수중음향 주파수 사용현황 기술보고서 등 표준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EC/ISO JTC1 SC41 WG7
· 2021년 6월 회의에서 해상, 수중 IoT,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로 WP7이 승인되어 향후 수중통신관련 국제표준화는 WP7에서 다뤄질 예정임.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JTC1
SC41 WG7

표준(안)명

완료연도

SC41N1409(NP), Internet of Things(IoT) - Interworking between IP-based
network and underwater network

2022

ISO/IEC 30177(ED1), Internet of Things(IoT) -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U-NMS) Interworking

2021

ISO/IEC 30140-4, Information technology - 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UWASN) - Part 4 : Interoperability

2018

¡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JTC1 SC41 충칭미팅에서는 2019년 5월 새로운 신규 NP로
IoUT를 위한 수중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문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SC41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여 2021년 발행완료 하였음.
- JTC1 SC41 WG7
· 물속에서 통신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수중음파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가시광, LF, MFAN, 음파)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중통신 융합을 위한 기술적
기초를 수립하는 중요한 작업 문서로 ISO/IEC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 표준이 발행완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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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7

ISO/IEC TR 30167:2021(ED1),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Internet of Things)

2021

¡ (IoUT/IoUS 표준) JTC1 SC41 WG3에서는 2019년부터 IoT RA의 두 번째 버전 작업 중이며
수중 IoT RA개념의 적용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DSC에 대한 발표 수행되었으며 JTC1 SC41 WG3에서는 IoT RA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IoS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표준화 회의에서 IoS에 대한 개념 정의가
대두됨
- JTC1 SC41 WG3
· 2020년 2월 11~13일 파리에서 열린 WG3 인터림 회의에 참가하여 DSC Concept
Contribution를 기고하였으며 그 결과 내용의 일부가 IoT RA에 반영되고 WD에 내용이
포함
· 2020년 5월 24~29에 개최된 JTC1 SC41 WG3 버츄얼 회의에서 IoS에 대한 한국 전문가 기고 IoS Concept Contribution를 발표하여 IoT와 IoS가 상호 필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밝혔고 IoT
RA 문서에 포함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JTC1
SC41 WG3

ISO/IEC 30141 R2, IoT RA
DSC(Dynamic Service Composition) Concept Contribution

진행중
(2022)

JTC1
SC41 WG3

ISO/IEC 30141 R2, IoT RA
IoS(Internet of Service) Concept Contribution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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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시
장 -

약 점 요 인 (W)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 수준
수중로봇 등 관련 시장 확대
ICT 무선기기 거대시장 확보
5G 세계최초 상용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 확대

국내역량요인

국외환경요인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좁은 시장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
시
형성 어려움
장 - 중소기업 주도의 위성산업 구조
- 수중통신 수요부족으로 국내
시장이 제한적
- 상용화된 기술 미흡

기 - 국내 독자 기술 개발
술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기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 수중통신 국내표준 제정
- 산업 표준화(IEEE) 추진 미비
- 수중통신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표 -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표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준 보유
준 - 관련 분야 기술/표준 전문가
- 국제표준화 위원회의 설립 및
부족
컨비너 수임 (JTC1/SC41/WG7)

【SO전략】
- 시장형성 초기 단계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시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장 활성화 추세
신규시장 구축
- 무인 이동체(수중로봇) 산업이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기
커지면서 통신소요 증대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회
-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유지
요
기
- (표준) 국내 표준 활동을 통한 기술의
경쟁 초기 단계
인
술 - 국내 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큼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된 국내
(O)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추진 및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기반 선점
표 - 국제 표준화 주도권 장악

【WO전략】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기술) 원천 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기술 표준화 추진

준 -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도 가능성 큼

【ST전략】
【WT전략】
-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 미흡
시
-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장 -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 (시장) 차별성 있는 기술 개발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활성화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다른 통신표준기술과의 중복성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IT 인프라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존재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 (기술) 다른 통신기술과의 중복성을 - (기술)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회피한 독자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위협요소 감소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각국의 관심과 제도적 장벽
- 사실표준 단체의 견제 및 위협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위
협 기 요 술
인
(T)
표
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시장 인지도나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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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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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국내
강릉원주대,
참여
국민대,
업체/ 선박해양플랜트
기관
연구소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Linkquest/Teledyne Benthos,
(영국)Tritech,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호서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술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관련 분야의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주도하여 JTC1 SC41 WG3/WG4/WG5/WG7에서 수중음파통신
시스템 전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 기술은 국내 주도의
표준화 가능 항목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며
국제 표준의 개정 논의와 함께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및 표준 선도를 위해 작년에 이어 지속/
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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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NATO(유럽과 미국)에서 수중 표준으로 'JANUS'를 채택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주도로
JTC1 SC41 WG5에서 공적표준이 완료 및 진행 중. 독일을 중심으로 JANUS 표준을
JTC1 SC41에서 진행 중인 UWASN 공적표준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며,
수중통신 분야에서 계속적인 국제표준 개발 수행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수중통신
위원회 의장수임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향후 관련 국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주도. 국내 기술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표준화 각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 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추진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에 대한 개정을
2019년 수행하였으며 세부 기술들에 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 중이며 개정작업도
지속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음파통신의
근간이 되는 참조모델 표준화를 TTA 특수통신 PG(PG903)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 PG 위원들을 중심으로 유관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다양한 모임과 함께 수중
음파통신 포럼을 신설할 계획임.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된 수중음파통신 기반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연구 개발한
핵심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 및 기확보한 표준기구 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표준 반영 노력을 통해 다수의 표준특허 선점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수중음파통신 참조모델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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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Teledyne Marine/Connecticut 대학,
(일본)JAMSTEC,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기술
수준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WG7

강릉원주대,
국민대,
호서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국민대/강릉원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수중 음파통신 응용 서비스 기술은 환경, 국방, 산업, 경제 분야에서 그 활용성 및 부가가치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서 수년 전부터 NATO의 JANUS 표준을 기반으로 독일 중심의 유럽과 표준화 경쟁이 치열해
지기 시작했지만 WG7이 한국 주도로 신설됨에 따라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와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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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 WG7에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2022년에 DIS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표준 개발 중심으로
2022년과 2023년 PWI와 NP로 각각 제안하여 2025년까지 IS가 되도록 추진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신설된 우리나라 주도의 ISO/IEC JTC1 SC41 WG7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타국 전문가들을 코에디터로서의 참여를
통한 협력을 유도

<표준화 계획>
- 2021년에 제정된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기반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표준을 국제표준보다 국내표준으로 먼저 진행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표준을 TTA 표준으로 진행하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JTC1 표준이 되도록 추진
- (표준화 포럼 활동) 2020년에 출범한 TTA 특수통신 PG(PG903) 멤버 중심의 수중통신 산·학·연
컨소시엄 포럼에서 응용 서비스 관련 표준 내용을 발표하고 수렴한 의견 내용을 표준에 반영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 표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창출된 기술 아이디어와
제품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 특허로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통신 개요 및 요구사항 (B-UWAN) 표준과 수중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MIB 표준을 JTC1 국제 표준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과 수중 로봇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해 창출된 장치 및 H/W에 대한 일반
솔루션을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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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표준화
JTC1 SC41
기구/ 국제 WG3/WG4/WG7
단체

국민대,
국내
강릉원주대,
참여
선박해양플랜트
업체/
연구소,
기관
호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미국)MIT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강릉원주대/국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표준기술은 그 기반이 되는 수중음파통신시스템 기술과 표준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국내외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았으나 국제표준 진행이 되기 시작한 상태. 이 기술은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므로 국내 주도로 JTC1 SC41 WG4에서 진행 중인 상호운용성
FDIS와 호환성을 갖도록 하면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중 무인이동체 사업 등
정부의 신규개발 추진이 착수되면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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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수중음파통신 관련 국제 표준은 사물인터넷 중심의 JTC1 SC41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JTC1 SC41 WG7에서 지상 및 수중 상호운용과 수중의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표준을 제안하여 표준화 추진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SG/WG 신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표준에
독일 중심의 유럽이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NPI 제안부터 FDIS에 이르기까지의 각 투표
단계에서 정족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중통신을 위한 SG 신설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산업체 표준참여 유도) 학계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나, 향후 상호운용성에 대한 구체적 기술표준 진행은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선도하는 체제로의 변환 필요
<표준화 계획>
- 학계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TTA 특수통신 PG(PG903)을 통해 수중통신망 확장 및 연동을 위한
수중통신망과 이기종 네트워크, 다양한 다중매체 다중대역 통신기술에 대한 상호호환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음파통신 상호호환성은 상업성은 물론
재난재해, 구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국내
표준과 함께 국제 표준 및 표준특허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럼 형성, 관련기술 연구·개발, 기업체
기술이전 등을 수행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개발한 기술과
국내 출원·등록한 상호운용성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특허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을 진행.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업적 가치를
갖는 상세 기술에 대해 국내 및 국제 표준을 주도하면서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 마련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반기술들에 대한 기존 특허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중음파통신 상호운용성 기술의 확장과
고도화 기술 개발을 꾀하면서, 진행 중인 JTC1 수중음파 센서네트워크 상호운용성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내 TTA 표준과 호환성 있게 개정 혹은 제정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추진과 동시에 국내 표준화와 국제 표준화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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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차세대 수중 융합 통신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TTA 특수통신
PG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강릉원주대,
국내
국민대,
참여
선박해양플랜트
업체/
연구소,
기관
호서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WHOI/Linkquest/Teledyne Marine,
(영국)Tritech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한국)국민대/강릉원주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호서대
기업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관련 분야의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이 JTC1 SC41 WG3/WG4/WG5/WG7에서 수중통신 전반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표준화 주제로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을 선정, 진행키로
함.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술 분야로 조기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이어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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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에서 수중통신 가능기술을 제시하고 상세 설명하여 향후 미래 통신기술의 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문서를 개발 진행. JTC1 SC41 TR ‘Underwa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IoT’가 2019년 5월 충칭회의에서 승인되어 2021년 제정완료하였음.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표준화 위원회의
수립, 컨비너수임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여부를 타진하였으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통신 기술들에 대한 기술보고서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각각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에서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다양한 방식의 모임을 주도
할 뿐 아니라 수중통신 포럼을 구성하고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미래기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기술표준 개발을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필수특허를 분류,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술역량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미래 수중통신 융합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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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IoUT, IoUS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JTC1 SC41
표준화
국제
WG3/WG4/WG5
기구/
/WG7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TTA 특수통신
PG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탈리아)Rome La Sapienza 대학,
(한국)국민대

기술
수준

국민대

10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Dell,
(스웨덴)Akonsult,
(독일)IBM,
(한국)국민대

표준
수준

10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국내외에서 기술적, 산업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로써 미국, 스웨덴, 독일, 한국이 JTC1 SC41 WG3에서
IoT RA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시작된 ISO/IEC 30141 IoT RA 두 번째 버전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수중통신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다시 중점표준항목에 진입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하고 IoS 수중통신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 지원과 표준 진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어 2021년에 새롭게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수중통신 511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JTC1 SC41에서 수중통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IoT RA를 문서화 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향후 개발될 IoUT RA 개발의 기초작업을 수행 예정.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안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20년 2월 발표한 ‘30141 R2,
DSC Concept Contribution’ 부분이 표준에 포함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JTC1에서 확보한 수중통신 위원회
컨비너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PL, 에디터쉽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이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JTC1 SC41의 간사를 통해 JANUS에
리에종여부를 타진중이며 향후 수중통신 표준개발에 협력
<표준화 계획>
- 2011년부터 TTA 특수통신 PG(PG903)를 중심으로 수중통신 기술들에 대한 기술보고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각각의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신설,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수중에서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기반으로 산학연 단체들을 회합하여 수중통신 포럼을 구성하고
표준화위원회 및 포럼을 통한 상시 교류를 통해 미래기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기술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필수특허를 분류,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술역량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IoT 관련 기술의 발전, 기술적인 정의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화를 병행하여 IPR
확보와 이의 신속한 표준특허 확보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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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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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위원]
구분

소속

성명

직위

총괄

IITP

변우진

PM

분과장

국민대

신수영

교수

▸JTC1 SC41 에디터
▸TTA 특수통신 PG(PG903), 지중/수중통신 WG(WG9031) 간사

위원

LIG넥스원

김경희

수석

▸국내 유무선통신 표준화활동 중,
▸KS Q ISO/IEC 17025 표준화 활동 중

위원

강릉원주대

김창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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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Unmann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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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station based Underwater Wireless Acousti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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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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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stal and Maritime Spat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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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Tech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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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Servic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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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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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Resolving Observational Network with Telemetry

G/W

Gateway

GEOSTAR

GEophysical and Oceanographic Station for Abyssal Research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EC

International Electronics Commission

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R

Infrared

IoS

Internet of Services

IoT

Internet of Things

IoUS

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s

IoUT

Internet of Underwater Things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International Standard

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communication sector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KOGA

Korea Ocean Gate Array

LED

Light-Emitting Diode

LF

Low Frequency

MAC

Media Access Control

MANET

Mobile Ad-hoc Network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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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FAN

Magnetic Field Area Network

MM/MB

Multi Medium/Multi Band

NATO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CW

Network Centric Warfare

NP

New Work Item Proposal

NWIP

New Work Item Proposal

Ocean-TUNE Ocean Testbed for Underwater Wireless Networks
OFDM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

ORION

The Ocean Research Interactive Observatory Networks

OTAN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PG

Project Group

PLUSNet

The Persistent Littoral Undersea Surveillance Network

PHY

Physical Layer

PWI

Preliminary Work Item

RA

Reference Architecture

RACUN

Robust Acoustic Communications in Underwater Networks

SG

Study Group

TARF

Translational Acoustic-RF communication

TR

Technical Report

U-DTN

Underwater Delay and disruption Tolerant Networking

U-NMS

Underwa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UAN

Underwater Acoustic Network

UHSDM

Underwater Hybrid Software Defined Modem

UWASN

UnderWater Acousic Sensor Network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

WD

Working Draft

WG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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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위성통신 기술은 정지 및 비정지 궤도상에 배치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 위성 IoT 전송기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기술, 위성통신주파수 이용기술,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기술,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기술 및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기술 등으로 구성

< 위성통신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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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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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위성통신 기술은 공공재 성격의 정보통신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기반 기술로서
국제적으로는 위성선진국 중심으로 관련 핵심 기술과 기술 표준 선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표준 선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리안 1호 및 2호 위성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축적,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착수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예비타당성 통과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기술
및 기술 표준 선점 영역 확대, 표준 확산을 통한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강점분야 세계시장 진입 유지/확산을 위해 지속/확산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위성통신 기술은 ITU, IEC, ETSI, APT, ICAO와 같은 국제 및 지역 표준기구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DVB나 3GPP과 같은 사실표준기구에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이를
위해 국내 위성 관련 산·학·연은 본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꾸준히
노력해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 기구에서의 리더십 수임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위성통신 기술 표준화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 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3GPP NTN 표준과 DVB 표준의 전송 기술 비교, NTN 기반
NB-IoT/eMTC 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에서는 3GPP 5G NTN 표준에서의
위성전송 기술 반영 연구가 각각 진행중.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에서는 ITU-R에서
정지 및 비정지궤도를 이용하는 이동형 지구국 (ESIM) 주파수 공유 및 고정위성업무용
주파수 자원 공유 기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CCSDS 및 IETF등 표준화
기구에서 달 표면 탐사선과 중계 위성 간 근접 통신 기술 표준이 각각 진행중.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에서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 표준, ITU-R SG4는 전지구/지역 위성항법시스템 제원 및 위성기반
보정시스템(SBAS) 제원은 물론 위성항법수신기 관련 표준 진행중.

∼ 2022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ETSI SCN 에서는 3GPP NTN 표준과 DVB 표준의 전송 기술
비교에 관한 기술 보고서 작업 진행중이며 (22/2Q), NTN 기반 NB-IoT/eMTC 기술 보고서
작업을 완료하고(21/2Q), 표준화 작업 진행중. (22/1Q) ITU-R WP 4B에서는 2021년 위성
IoT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5G 위성 부문 무선규격 개발을 위한
서신 그룹 형성을 시작으로 표준화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임.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에서는 TM-S를 중심으로

3GPP 5G NTN 표준에서의

위성전송 기술 반영을 위한 연구를 추진 예정이며(21/3Q), GSE-Lite/HEM 및 BBHeader Signalling 등
표준 진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3GPP 와의 표준 기술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ITU-R WP 4B에서는 5G 위성 부문 무선 규격에 대한 표준 개발을 위하여 3GPP NTN
표준개발 그룹과 연락문서 교환을 통한 협력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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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상 레이저 광통신 시험 기술이 개발되고 그
결과가 CCSDS 표준화 기구를 통해 국제 표준 반영 예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심우주통신에 최적화된 DTN 프로토콜
기술표준을 제정하였고, 미국의 NASA-JPL에서는 심우주통신용 DTN 프로토콜 기반의 ION이라
불리는 reference S/W를 공개함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미국은 ITU-R M.1787 권고서상에 기술된 GPS
시스템 제원 수정, 유럽은 갈릴레오 위성시스템 제원 수정, 중국은 BDS 시스템 제원 수정 내용
반영을 위한 기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 추진. 미국, 러시아, 유럽등은 위성항법 수신기 제원과
관련해

ITU-R M.1901~1904에

권고서

개정

추진.

한국은 ITU-R M.1787 권고서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 등재를 위한 기고서 제출 및 KPS 위성이 방송하는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신호 평가결과가 반영된 항법수신기 제원 연구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유럽은 ITU-R M.1787 권고서에 GPS와 갈릴레오 신호
보정시스템인 EGNOS 제원 수정 내용 반영 추진, 한국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 시스템(KASS)
제원 수정 내용 반영을 위해 각각 ITU-R WP4C 회의에 기고서를 제출하고 ITU-R SG4 총회 승인
추진. 그 외에도 미국과 유럽은 주도적으로 RTCA SC-159를 구성 운영해 GNSS를 사용하는
항법수신기 표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CAO SARPs 관련 기술 표준 개정 중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ITU-R IMT 2020, ITU-R 위성/지상망 통합 기술, 위상/지상
연동을 위한 3GPP NTN 표준 기술, 5G Harmonization 기술, 저궤도/정지궤도 위성 IoT
활용기술 개발, NR 기반의 위성 mMTC IoT 기술 개발 연구가 추진되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에서는 다중빔 호핑 위성전송 및 망 동기 기술 표준과 동일/인접 다중빔
위성채널 간섭 완화 기술 표준화 연구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표준에서는 WRC-23 위성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 표준화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점을
반영해 관련분야 표준화를 추진.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심우주 통신을 위한
안테나 배열 기술 및 달 지구 간 DTN 시험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반영, 달 표면 탐사선과
중계

위성 간 근접 통신

기술

심층

개발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

반영

추진.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유럽표준화 기구에서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을 제출하고 ITU-R
WP4C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제원 내용을 ITU-R M.1787 등재를 위한 기고서 제출 및
∼ 2024년

권고서 개정문서 승격 추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3GPP NR 기반 위성 IoT 전송 기술 고도화 국제 표준화

추진예정 및 ITU-R 5G 위성부문 표준 규격 개발 완료 예정
·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3GPP 5G NR Rel.18 이후의 진화된 기술 표준화와 더불어
ITU-R에서 6G 위성 부문 표준 개발에 대한 준비 작업 진행이 예상되며, 국내 6G
원천기술 개발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이동형지구국
주파수 이용 기술 및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에 대한 표준 연구 진행중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지구 근궤도, cislunar 환경하 레이저
광통신 기술이 실용 탑재체가 개발되고 국제 표준간 표준화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DTN 프로토콜 기술표준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ITU-R SG4 산하의 WP4C 표준 회의에 ITU-R
M.1787 권고서상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이 등재되도록 기고서 단계 승격 추진.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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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방송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 신호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항법수신기 제원에 관한 표준 기고서
제출 및 ETSI TC SES에 KPS 위성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등에 관한 기술표준 초안 기고서
제출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ITU-R

M.1787

권고서상에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에 활용될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제원 등재를 위한
ITU-R WP4C 회의 표준 기고서 제출 추진.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에서는 5G/6G 위성접속 유즈케이스 및 무선접속기술 표준,
위성/비행체/지상망 통합 기술 표준, 및 B5G 표준기반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화가
진행되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표준에서는 H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채널 환경의 고용량 전송 표준과 다중빔 호핑 위성망 기반 자원관리 기술 표준화가
진행.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표준에서는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 통신 주파수와
지상망간 주파수 공유 표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에서는
심우주 초고속 통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레이저 광통신 핵심 선행 기술 연구 착수 추진.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에서는 ETSI TC SES 에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요구규격 및 시험절차 표준 규격 확정 추진, ITU-R WP4C에서 ITU-R M.1787 권고서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제원이 등재 완료되도록 추진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3GPP 표준에서 고도화된 위성 IoT 기술의 활용을 위한

6G

기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등의 표준화 업무 추진 및 ITU-R에서 6G 위성 부문 규격
표준화 추진 예상
∼ 2026년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3GPP 및 ITU-R에서 초광대역 위성 전송 기술의 6G 활용

기술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6G 기술 개발 결과물의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Q/V 대역고정위성업무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하는
이동형지구국 주파수 이용 기술 및 위성-지상 업무 주파수 공유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예정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아르테미스 달탐사 미션을 중심으로 위성간 광통신 기술,
cislunar/심우주 광통신 기술의 우주상 전개 및 시험이 발생하고 국제 표준화 성숙 및 국내 연구
개발 본격 착수 예상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표준화 기구에서 심우주통신에 DTN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위하여 Dynamic Routing 기술표준 및 DTN 노드관리를 위한 기술표준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위성항법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제원을 ITU-R M.1787
권고서상에 등재하기 위한 단계 승격 기고서 제출을 추진하고, KPS이 방송하는 항법신호대역에서의
간섭신호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항법수신기 제원에 관한 표준 기고서 제출 추진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KASS )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에 탑재되는 위성항법보정탑재체 제원에 대한 ITU-R M.1787
권고서 개정 단계 승격을 위해 ITU-R WP4C 회의에 기고서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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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한국 ITU-R 연구위원회, 한국 WRC 준비단 등 국내 위성통신 산·학·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인 ITU-R, APT 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표준화
회의 의장단 진출을 통한 국제 및 지역 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목하고, 표준
기반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국내 제품의 기술 수출 활성화와 IPR과 연계된 표준
특허 확보로 개발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최근에는 3GPP를 통한 5G NR의
NTN 분야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기대. 우주인터넷 관련한 국제표준화 제정 및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CCSDS,
IETF 등) 참여를 통해 국제 개발 현황 반영 및 국내 산업화 및 R&D 기획 추진. 또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주도의 NSP 회의 및 PBN 워크숍, SBAS 워크숍 등의 회의 참여로
확보된 정보를 이용하여 국제 표준화 개발현황을 반영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 추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를 통한 위성분야 핵심기술 개발내용에 대한 IPR 확보 및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로 관련 분야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산업의 먹거리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촉진과 더불어 위성 부품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 선점 기대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위성 통신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위성의 장점인 광역성, 동보성 및 신속성을 활용하여 긴급
재난통신 서비스 제공 및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안전 기대치
수준향상 및 국가위상 제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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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위성통신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차세대 위성/지상망 연동 기술
- 차세대 위성/지상망 구조 및 연동 기술

ITU-R
SG4,
ETSI TC
SES,
3GPP

⑤

X

위성을 통한 IoT 서비스 제공 기술
- 저속(low data rate) 위성 IoT 전송 기술
- 저전력 단말 다중 접속 프로토콜 기술
- 저궤도 위성을 위한 IoT 전송 기술

ITU-R
SG4,
ETSI TC
SES,
3GPP

⑤

O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
- 다중빔 위성채널환경에서 고용량 전송기술
- 동일/인접 다중빔 위성채널간섭 완화 기술
- 다중 빔호핑 위성 전송 기술
- 다중빔호핑 위성 기반 자원관리 기술
- 다중 빔호핑 슈퍼프레임 구성 기술

ITU-R
SG4,
ETSI TC
SES,
DVB

②

O

ITU-R
SG4,
APT
APG

②

O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지구국-심우주 탐사선 간 초고속 레이저 통신 및 무인
탐사선 간 통신기술
- 심우주 레이저 통신 기술
CCSDS
- 심우주 고속데이터 처리 기술
- 심우주 탐사선간 근접 통신 기술

⑤

O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지구국-심우주 탐사선 간 및 심우주 탐사선-위성 간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관리 기술
- 이종망 간 데이터 연동 및 릴레이 기술
CCSDS,
- 지상 관제 통신망과 우주/심우주 통신망 간 데이
IETF
터 연동 기술
- 심우주 네트워크 관리 기술
- 심우주 통신 프로토콜 및 보안 기술

⑤

O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정지/비정지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
-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 ESIM 주파수 공유 기술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기술
기술 표준
- 위성-지상 주파수 보호 기술
-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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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다원화된 위성항법 시스템들간 상호 운용 특성연구 및
항법수신기 제원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
- 무선측위위성 업무 시스템들간의 주파수 공유 기술
- 위성항법 방송 신호들간의 스펙트럼 설계 및 혼 간섭
완화 기술
위성항법
- 위치/시각 정확도 평가 기술
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 항법 신호 수신 감도 향상기술 및 초기신호 획득 시간
기술 표준
(TTFF) 최소화 기술
- 항법신호 대역내 유입되는 유해 신호 대응 능력
평가 기술
- 다원 및 다중항법 신호 방송 시 상호 영향 평가
- 플랫폼 동적 범위에 따른 신호 획득 특성 평가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우주비행역학 표준

ETSI
TC
SES,
ICAO,
IMO

②

O

GNSS 신호 오차 보정 및 안정적인 보정정보 제공 기술
- 위성 기반 DFMC 보정시스템 및 보정 프로토콜 기술
-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시스템 구조 및 메시지 포맷 ICAO,
기술
RTCA,
-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내측위 요구사항 IMO
및 메시지 포맷 기술
RTCM
- 정밀 위치정보 향상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기술

④

O

④

X

③

X

위성 비행역학 데이터 분석을 통한 궤도 위치 확인
및 조정 기술
CCSDS,
- 위성자세/궤도/추적 기술
ISO
- 위성안테나 및 탑재체 포인팅 기술
TC20
SC13/
- 궤도 이벤트 예측 및 분석 기술
SC14
- 우주물체접근 예측 및 처리 기술

- 항행 데이터 공유 기술

원격측정 신호를 수신 처리하여 위성 상태 감시 및
명령을 만들어 보내기 위한 기술

위성감시 및 제어 표준
-

원격측정 데이터 처리 및 분석기술
원격명령 생성 및 전송기술
다중위성 관제 자동화 및 스케줄링 기술
지상시스템 감시 및 제어 기술
위성임무계획 및 요청 기술
위성데이터 관리 기술

CCSDS,
ISO
TC20
SC13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53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지상 및 비 지상 영역에 무관하게 5G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전 지구 대상 IC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용 위성통신주파수 자원 이용효율 극대화, 달
탐사 및 화성 탐사 등에 관한 관심 증가, 항법신호의 응용분야 확대 및 4차 산업 도래 등을
고려하여 이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위성 IoT 전송기술,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기술, 위성통신주파수 공유기술,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기술, 심우주
네트워크기술,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원양 어선용 사물 추적 및 관리, 해양 및 산림 자원 관리 등
지상망 커버리지 이외 범위에 있는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사물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 IoT 전송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 ITU-R, ETSI 등 공식 표준화 기구와
3GPP 등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기술보고서 작업 및 표준 규격화 작업 중이며, 산업적
파급효과 및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전 지구 대상 IC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한 위성
주파수 자원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중빔 고용량 전송기술, 다중빔 위성채널 간섭
완화 기술, 다중빔 호핑 기술 등 정지궤도 및 저궤도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들이 DVB 및
ETSI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2021년 현재 DVB TM-S그룹에서는 DVB-S2X 위성
전송

데이터

포맷(GSE)

수정,

빔호핑

표준

기술

수정

등

업그레이드

작업

및

S-LTV(Satellite-Long Term Vision) 그룹을 통해 3GPP 5G NTN 에서의 DVB 위성전송
기술의 적용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관련 표준화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
하여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위성통신 서비스 주파수 확보 및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이용 기술로 WRC-23 위성관련 의제로 채택된 정지 및 비정지궤도 ESIM 주파수
공유 및 위성간 링크 주파수 공유, IMT-위성 주파수 공유 기술, 이동위성업무 위성 시스템
주파수 공유 기술 표준화가 ITU-R에서 논의되고 있음. 국가 위성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주파수 효율적 이용 기술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 위성 개발기관을 중심으로 달 및
화성, 소행성 탐사 등 심우주 탐사 임무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초고속 우주 데이터 통신을 위한 Ka 대역/레이저 광통신 기술 및 UHF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행성 탐사 착륙선/로버-궤도선간 근접 통신 기술인 Proximity-1 통신 표준이 CCSDS
에서 논의되고 있고 최근 우주 탐사 임무에서 중요시되고 있어 향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제도화 지원을 이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CCSDS 및 IETF에서 표준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연허용
네트워킹(DTN) 기술이 미국의 Gateway 프로젝트 및 Artemis 프로젝트 추진 시 지구-달 간
우주 통신 및 우주 네트워크 중계 기술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상 심우주
네트워크의 향후 국제 호환성 확보 등 국내외 여건을 감안 시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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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 및 제도화 지원이 필요하여 Ver.2020에서는 중점 표준화 항목에서 제외
했었지만 Ver.2021에서 새로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GPS 위주로 운영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갈릴레오,
BDS, 글로나스와 같은 전지구 위항법시스템 출현, NavIC 및 QZSS 와 같은 지역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으로 항법시스템의 다원화/다중화된 항법신호 방송 시대로 등장으로 각 위성
항법시스템들간의 상호 운용 호환성 관련 기술 표준 마련 및 항법 신호 사용주파수 대역의
확장으로 이들 신호대역에 대한 전파 신호세기 요구사항 만족 및 이들 사용대역에 유입되는
유해혼신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 필요한 위성항법수신기 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들이 ITU, ETSI TC SES, ICAO 등 공식표준화 기구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에서 산업적 파급효과 및 미래 사회에서 필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간주되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SBAS는 GPS L1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과 무결성 정보를 제공하여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차세대 SBAS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매년 세계 각국의 서비스 제공자간 논의(IWG)를 통해 상호 운용을 기하고 있으며 이중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에 대한 기술 결정시 국내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국가 이익의 증대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이동위성 통신 표준의 내용에서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 내용을 추출하여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으로 유지하고 고정위성 통신 분야에서는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을 부각하여 신규로 추가하며 위성주파수 확보 및 공유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 심우주 전송 표준은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에 집중화하여 명칭을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으로 변경하며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삭제. 미래 위성항법
분야에서는 GNSS 전파교란 감시 표준과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은 삭제하고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기술 표준 및 위성항법 시스템 표준을 신규로 추가. 또한 우주비행역학
표준 항목은 삭제
- Ver.2021(2020년)에서는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은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OneWeb,
Space–X와 같이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위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은 현행대로
표준으로 유지함. 위성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며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표준 기술로
부활. 항법수신기 표준과 위성항법시스템 표준은 통합시켜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으로 명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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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2022(2021년)에서는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은 삭제하고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위성
IoT 용 초소형 위성을 발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고 IoT 서비스 출현 등을 고려해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은 유지하였으며, HTS(High Throughput Satellite)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은 유지하였음.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기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심우주 레이저/근접통신 표준과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은
유지키로 하였음. 한국형 GPS 위치정보 보정시스템(KASS) 개발 구축 중인 점과 보다 향상된
위치정보의 필요성 및 응용서비스 출현 등을 반영해 GNSS 보정정보 제공시스템 표준을 신규로
추가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 표준

-

-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위성 IoT 전송기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

위성 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

심우주 네트워크 표준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항법 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위성항법 시스템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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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위성통신 기반 자율운항선박 서비스) 해상에서는 지상기반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위성통신 기반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으며 자율
운항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선박내 기기들의 상태 모니터링과 운항현황 뿐만
아니라 화물의 상태와 운항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제어를 위한 통신
수단으로 위성 IoT 전송기술과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 위성항법시스템/항법
수신기 운용기술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제해사정보 교환과 선박운항 및 제어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 (위성통신 기반 공공안전 ICT 서비스) 대형화, 복합화되는 재난현장에서 영상·음성·데이터
등의 재난 정보 공유와 긴급 상황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유선 및 이동통신망 등 기존
지상기반 인프라 파손 시 내재해성이 강한 위성통신 기반으로 긴급 공공안전/재해예방
ICT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성기반 공공안전 ICT로 해상안전 ICT 융합 서비스, 통신재난 대응 및 디지털 사이니지
경보 서비스 제공에 적용 할 수 있다. 교량 노후화 균열 여부 센서 정보 전송, 산불 발생
감지 센서 정보 전송 등의 공공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 전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성특화 기술의 적용으로 재난 시 지상시스템의 장애와 상관없이 5G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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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산불감시, 해안경계감시, 환경
감시, 수문관측 등 국가 공공 인프라의 감시 및 제어용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으로 스마트 상시감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 표준으로 해당 사물들에 대한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위성통신 기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무인기 ICT 서비스) 무인기의 안전운항 제어 및 임무용 통신에서 해양 및
공중을 포함한 비가시(BLOS) 영역의 지구 전 지역에서의 무인기 ICT 망 제공을 위해
WRC-15에서는 무인기 제어용으로 위성 주파수를 할당하였고, 무인기 제어용 위성통신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무인기 전용 통신 표준으로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기술을 이용한 BLOS 지역에서도 무인기 ICT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지구 및 지역항법시스템의 등장과 함께 국내에서도
우리환경에 적합한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시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항법시스템 표준 기술을 개발해 무인항공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5G/B5G 서비스) 위성 통신 주파수 대역을 타 무선 통신 서비스와 공유
할 수 있도록 기술적, 규정적 조건을 개발하여, 특히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망 단독으로는 육해공에 걸친 5G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중 및 해상을 포함한 전공역 대상의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성기반 B5G NTN 기술을 통해 위성통신 기반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성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송 및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위성 부문이 담당
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성 시스템에 특화된 기술의
적용으로 끊김 없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위성 IoT 전송기술의
경우 광역 위성 빔을 통해 지상망이 닿지 않는 글로벌 커버리지에 대해 대규모 사물 접속이
가능한 위성 IoT 기술 등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법수신기의 활용분야
중 5G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및 무인기 등에서의 정밀하고 안정적인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요구규격 및 시험관련 절차 및 성능
표준 등을 개발해 이들 서비스의 활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위성통신 기반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위성은 서비스 지역의 광역성 및 동보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송에 적합한 전송 수단이며, Ku/Ka 대역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UHD,
360도 파노라마, AR 서비스 방송 등 실감방송에 유리한 수단을 가진다. 따라서 초광대역
위성통신은 실감방송·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 차세대 위성/지상 연동기술은 실감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역방향링크의 서비스 제공 및 매체별 방송망과 연동되는
인터랙티브 서비스 송수신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Ka 대역 및 레이저 우주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심우주 탐사선과의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 가능하고 Proximity-1 근접 통신
기술로 인해 통신 중계 궤도선을 이용한 데이터 중계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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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통신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환경이 열악한 해양지역에서의
스마트팜 수산양식은 수산양식의 환경관리 및 제어를 위해 위성 IoT 전송기술로 원격관리가
가능하며, 수산양식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정밀한 위치정보를 위해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로 관련 위치정보를 찾는데 활용됨으로써 수산양식
생산 전주기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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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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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과기정통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KPS) 예비타당성 통과[2021.7]
- 과기정통부,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발사허가 20차 국가우주위원회 의결[2021.8]
- 과기정통부,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안) 국가우주위원회 의결 [2021.6]
· 6G 시대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6G 시대 위성-지상 통신 통합 가속화 등 4개 추진
전략 및 11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 과기정통부,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수립 [2021.4]
· 뉴스페이스 및 6G 시대를 준비하는 초소형위성 국가 로드맵 마련
·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조성, 초소형위성 기업 성장 지원, 정책 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
- 과기정통부,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예비타당성 통과 [2020.8] 및 사업 착수
[2021.4]
- 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수립 [2020.3]
·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인공위성 활용서비스·개발 고도화·다양화 추진, 한국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설계 확정 및 탑재체 비행모델 개발 완료, 우주혁신 생태계 전략에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착수 추진,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에 우주 부품시험 센터 인프라
활용 증대 및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연구 착수 추진
- 과기정통부, 차세대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추진 [2020.1]
- 국토교통부, 제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확정[2019.12]
· 정밀한 위성항법기반 시스템 구축·고도화와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시스템을 통한
공항접근절차, 수용력 증대 추진
· 다중위성군·이중주파수 기반의 KASS 시스템 성능체계 고도화(CAT-I)
- 과기정통부,‘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1]
· 미래 우주강국을 위하여 위성항법, 탑재체, 빔포밍 기술 등 ‘차세대 전파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통신위성 기술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8~2040) 수립[2018.11]
· 위성방송통신항법서비스 강화, 달 탐사를 위한 심우주통신 기술 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2018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청사진 확정’ 발표 [2018.3]
·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235개 중점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 등
-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발표 [2018.2]
·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4～’40)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을 재검토하고 향후 5년
(’18년～’22년)간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 수립
· 국가 인프라 자립성 강화와 지능정보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예비 추진단 구성 추진
·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라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 미래부, ‘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 [2017.1]
·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 계획과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 발표하여 5G 주파수 자원
확보와 위성용 신규 주파수 총 3375㎒ 대역폭 확보 추진

미국

- NASA SCaN은 심우주 통신 안테나 클러스터링과 레이저 광통신을 이용한 근지구 및 심우주
초고속 통신 환경의 구축을 미정부 및 기업/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ASA GSFC, JPL 그리고 MIT를 중심으로 레이저 통신 중계시험을 위한 LCRD를 개발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발사는 당초 2019년에서 2021년 하반기에 될 예정. JPL은 심우주
광통신 실험 탑재체를 2022년 발사 예정으로 개발 중 [2021]
- 우주탐사 리더쉽 강화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인탐사 정책 전환에 따라 게이트
웨이(달 우주정거장)와 유무인 달착륙 Artemis 미션을 추진 중이며 게이트웨이와 Arte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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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

-

미션에는 DTN 기술이 달-지구국간 통신 방식 중 하나로 채택될 예정 [2020]
오바마 행정부의 우주정책의 일환으로 GPS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록히드마틴사를 통해 GPS
Block III 첫 위성 발사 후(2018년), 2020년 6월 세 번째 위성을 스페이스 X 사를 통해 발사 [2020]
· Block III 위성을 통해 위치 정확도 3배, 재밍 대응 성능 8배 향상 예상
Ka 대역 ESIM 운용을 위한 Report & Order & Further NPRM 발표 [2018]
해안경비대는 GPS 위성이 제공하는 위치 정확도 및 무결성 성능이 개선되어 자신들이 사용
중인 NDGPS 서비스 중단 예고 [2018]
· 미국 해안경비대(USCG)에서 운영 중인 38개의 DGPS 사이트 중단 계획
· NDGPS 서비스는 2020년 완전 종료 예정
Ka 대역 이동형 지구국(ESIM, Earth station in motion) 운용을 위해 FCC에서 Ka 대역
ESIM 운용 기준 및 관련 규정 마련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8.3∼18.8㎓, 19.7∼20.2㎓, 28.35∼28.6㎓, 29.25∼30㎓, 28.35∼30㎓
대역에서 항공, 해상 및 육상 이동형지구국(ESIM) 운용 검토를 위한 NPRM 발표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도에 저궤도 위성 648개를 배치하는 OneWeb, 117개를 배치
하는 캐나다 Telesat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년도 2월에 Ka/Ku 대역에서 4,425개의 저궤도
위성을 운용하려는 Space X 계획을 승인 [2017]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사물인터넷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며,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을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로 선정하여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 [2016]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에 의해 발사
허가권 소지자에게 기존의 규제유예 기간 연장으로 민간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2015])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유럽 EUROCAE와 공동으로 항공기 안전성 및 항로 이용 효율
증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위성기반보강시스템(SBAS)에서의 다중위성배치 이중주파수
(DFMC) 관련 표준화 정책 추진 [2015]
미국 국토안보부는 GPS 신호의 안정적인 활용 정책의 일환으로 GPS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파교란 감시 및 경감(IDM) 프로그램 일환인 Patriot Watch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2010]

일본

- 총무성은 우주기술 혁신, 민간역할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전체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 1.2조 엔의 2배 규모로 성장 목표 제시 [2018～2030]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HTS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술 시험 위성
(ETS) 개발에 착수하고, 통신 대용량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 [2018]
- 총무성은 5G와 위성통신 연동을 위해 5G+SATCOM 로드맵을 수립 [2017.6]
· ETS-9 satellite communication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ETS-IX 위성을 활용하여
5G망과 연동 기술검증 예정 [2018～2025]
- 일본 총무성은 우주기술개발 로드맵 및 Space vision 2030 수립 [2017]
- 일본 정부는 2004년 내각부내 국가 우주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일본 전역에서의 항법신호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 및 지역항법시장 선점 정책의 일환으로 경사
궤도 3기와 정지궤도 위성 1기를 발사해 시험 운용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QZSS를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구축 완료 계획 발표 [2017]
- 2016년 일본 내각부는 신규 다목적 우주 정책(New Dual0Use Space Policy)을 수립하고
육상교통분야에서의 항법신호서비스 활용 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자국 항법시스템인 QZSS와
EU Galileo의 연동을 통한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 가속화 정책 계획 수립 [2017]

유럽

- 유럽 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는12.75-13.25GHz 및 10.7-12.75 GHz 대역의 정지 및
비정지궤도 FSS와 통신하는 항공기탑재 지구국의 주파수 이용 및 공유에 관한 ECC Decision
제정 [2020.3]
- 유럽우주청(ESA) 중심으로 5G 시대 위성의 역할 강화 및 우주산업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위성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 [2020]
- 유럽우주청(ESA)은 ARTES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5G는 위성서비스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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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

-

-

-

-

중국

고정 및 이동서비스가 융합될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초고속, 초지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5G 요구사항을 만족될 수 있는 위성관련 기술 개발 항목 발굴 및 지원 중 [2020]
유럽우주청(ESA)는 갈릴레오 시스템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성능 검증 및 신규발굴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Galileo 서비스 완전운용 개시에 앞서 지상 인프라의 개선을 추진 중이며,
2019년에 실험용 신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 [2019]
CEPT는 28㎓ 대역 ESIM 운용에 대해 ECC Decision 개발을 201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운용을 위해 ITU-R에 관련 연구를 제안하여 전파규칙에 28㎓대역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운용 기준을 개발 [2019]
유럽항법청(GSA)는 갈릴레오 위성 기반으로 비상경보서비스(EWS)를 제공하여 지진이나
산불 및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한 모든 위협에 대응함으로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지상기반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일본의 QZSS 위성의 L1C 신호를 사용해 비상경보서비스(EWS) 시험을
호주 멜버른에서 수행 [2018]
유럽우주청(ESA)는 유럽 우주산업이 2014년 460억-520억 유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만큼, 지속경쟁력 확보와 함께 우주기술을 활용한
유럽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 [2019]
유럽우주청(ESA)은 위성항법 정확도 및 강인성 향상을 위해 차세대 유럽 위성항법 보강
시스템(EGNOS)에서 Galileo와 GPS 신호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하였고, 2025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2018]

- ITU에 총 12,992개의 소형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계획을 신고하고, 중국우주백서를 통해
우주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및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DRC)는 위성인터넷 기술개발을
새로운 우주 인프라의 리스트에 추가[2020]
- 중국은 Xingyun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우주 사물 인터넷 기술의 시험을 6.5kg, 80와트급 레
이저 광통신 탑재체를 탑재한 2개 위성과 지구간 링크를 통해 2020년 수행함. 2021년 12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약 80기 위성을 우주상에 편성할 예정임 [2020]
- 2018년 39회, 2019년 34회 로켓을 우주공간으로 발사함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켓
(정지 및 비정지 위성을 우주 공간에 배치하기 위한)을 발사) [2018～2019]
- 중국정부는 우주굴기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양자통신 시범서비스
성공 [2016]
- 중국국가항천국(CNSA)은 우주과학 로드맵 2030 수립 [2016]
- 공업정보화부는 ‘사물망 12-5 발전규획’을 수립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지원 정책 추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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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6.5%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정지궤도/저궤도 위성통신 기반의 IoT 기술 외에 지상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IoT 전송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까지 포함함. 국내의 경우 ETRI를 중심으로
AP위성, 넷커스터마이즈 등이 관련 모뎀 기술 연구 개발 중이며 관련 표준화 기반으로
연구개발 진행 전망
- 한화시스템
· 저궤도 위성통신 및 안테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웹, 카이메타 등 투자, 연구개발
가속화 중
- AP위성
· GMR-1 2G/3G 및 5G 위성통신 모뎀 기능 전부를 포함한 통합 SoC가 생산 중으로 M2M용
모뎀은 ETSI GMR 표준 및 3GPP NTN 표준 기반임
- 인텔리안
· 위성 L대역 이리듐, Inmarsat-4 관련 해상용 소형 안테나 개발
- 넷커스터마이즈
· 프랑스 Eutelsat과 Lora 기반 위성 IoT 전송기술 프로젝트를 수행 중
- ETRI
· 군집위성 기반 위성 IoT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 위성 다중 액세스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 중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정보수집탑재체 개발 진행중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출연연, 중소·중견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수요에
의해 긴급재난통신, 군통신 및 해경 위성통신망 등에 적합한 광대역 위성통신 시스템 및
중장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표준화를 추진 중
- ETRI
· 위성 탑재체 신호처리(OBP) 핵심기술의 지상검증 모델 개발 및 저궤도 위성 빔 호핑
모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성형망 및 그물망 동시 운용이 가능한 DVB-S2기반
단말 ASIC칩과 시스템 기술 개발 중이고 국내 최초 다중빔 디지털 중계기를 탑재한 정지
궤도 공공복합위성 지상국 개발 진행 중
- 전북대
· 강우감쇠 보상을 위하여 ACM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하여 성능목표를 제공할 수
있는 ITU-R 표준 권고 S.2131 개발 완료 및 2021년 국내 표준 개발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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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커스터마이즈, ASAT
· DVB-RCS2 기반 VSAT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재난통신에 적용 가능한 저전력 전송기술, 양방향
ACM, SCPC 및 MESH 접속기술을 개발 중이며, 소방청 및 군 적용시험 및 해경 위성통신망
운용 관리 사업을 추진 중
- KTSat
· 무궁화 위성 6호와 지상의 5G통신망을 연결,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5G(5G-SAT)’ 기술 시험
성공(‘19.11)
- 국방과학연구소(ADD)
· 군은 2020년 7월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주파수 호핑 기능을 갖는 중계기를 탑재한 군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절충교역 형태로 국외에서 도입하여 발사함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WRC-19에서 결정된 ESIM 운용 기준에 대해 항공기
ESIM의 PFD 기준 마스크 준수 검증을 위한 방법 개발 및 WRC-23 의제로 결정된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 운용 기준 연구,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기술 및 차세대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분배 연구 등 위성과 타 업무간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표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ETRI
· 17.7～19.7㎓ 및 27.5～29.5㎓ 대역 이동형지구국 운용에 대한 지상업무와의 간섭 평가 및
보호 기준 연구, 항공기 ESIM에 대한 지상 보호 기준 준수 여부 검증 방법, 12.75-13.25 GHz
대역 ESIM-지상망 주파수 공유 기술, 고정위성업무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연구 등
위성통신 주파수 이용에 따른 동일 대역 타 무선망간 주파수 공유 표준 기술 개발 및
위성 IoT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연구가 진행 중
- Ktsat
· 12.75-13.25 GHz 대역 고정위성업무 계획대역 지구국 보호, 위성망 국제 등록 규정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삼성전자
· 28㎓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5G 주파수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 진행 중
- 전북대
· 다중빔 위성 시스템과 지상 시스템간의 간섭 최소화를 통한 주파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자원할당 연구 진행 중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심우주 레이저 광통신
및 근접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KARI에서는 심우주 탐사선과 지구 간 초고속
데이터 광통신의 사전 기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ETRI에서는 행성 표면 탐사에서 행성
궤도선과 통신을 위한 근접 통신 기술을 개발 중
- KARI
· 해외 우주선진국의 레이저 통신 기술 개발 및 시험 관련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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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우주 통신 핵심 선행 기술 중 하나로 인식 중
- ETRI
· 우주 탐사선 간에 근접 통신 가능한 Proximity-1 통신기술의 지상 시험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달 궤도선, 착륙선, 로버 간의 통신에 활용 예정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제적으로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근미래 활용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심우주 통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KARI에서는 달탐사선과 지구간 통신 중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ETRI에서는
시험용 달 궤도선(KPLO, 2022년 8월 발사 예정)의 우주인터넷(DTN) 탑재체를 탑재하여
cislunar 환경 하 우주 활용 및 궤도상 시험을 수행할 예정임
- ETRI
· NASA와 우주인터넷 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발사
목표로 우주인터넷 탑재체 개발 및 지상 검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KPLO에 탑재되어
발사 후 달탐사선과 지구간의 우주인터넷 통신시험을 cislunar 환경에서 수행 예정
- KARI
· 향후 cislunar의 지구-달 간 통신 중계 소요를 만족하기 위해 DTN을 이용한 통신 중계
기술의 기초 연구를 진행 중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이고 항법 수신기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중이고 항법수신에서의 전파교란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관련 연구 개발도
진행 중
- KARI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구축 사업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앞서 선행 연구 차원으로 항법신호 설계 및 시스템 설계 등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ETRI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구축 사업 기획에 KARI등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항법신호 설계 및 스펙트럼 형상 설계, 항법메시지 암호화 관련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
- 덕산넵코어, 텔에이스, 아센코리아 등
· 덕산넵코어, 텔에이스, 아센코리아 등은 항법수신기 관련 제품개발 및 전파교란 대응관련
제품을 개발 판매중이며 넷커스터마이즈는 GPS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제품 개발 판매 중
- 서울대, 건국대, 충남대, 인하대
·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수행 및 일부 보정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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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KARI와
ETRI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 (KASS) 개발 구축 중
- KARI
·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을 프랑스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사와
공동으로 개발 구축중에 있으며 통합운영국 등 지상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요구성능을 만족시키는 SBAS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CAT-I급 시험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예정임
- ETRI
· KARI 등과 함께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중이고
위성통신국 무선주파수 부문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며 보정탑재체 국산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
행중이며 보정정보 생성관련 연구개발 진행 중
· APV-I급 SBAS 위성통신시스템을 개발 중
- LIG 넥스원, KtSat, 하이게인 등
· KtSat과 하이게인 등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 위성통신국 관련 개발에 참여중이고,
LIG 넥스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등은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위성항법보정탑재체 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SBAS 탑재체 체계개발 및 능동부품 국산화 개발에 참여 중
- KT, KtSat 등
·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개발 내용 중 지상시스템 및 위성통신국 개발에
참여 중
- 서울대, 연세대, KAIST
· APV-I급 SBAS 성능 검증 툴 개발
< 국내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주요 현황

AP위성

- 2009년 2월∼, 기간통신사업자로 뚜라야(Thuraya) 위성을 이용하여 개인휴대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 중

KTsat

- 2021년 2월, 탈레스알레니아스페이스와 무궁화 위성 5A를 활용해 커버리지 취약
지역 5G 서비스 기술 시연
- 2017년 4월,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위성통신국 무선주파수부
개발’ 참여 중이며, 2022년 이후에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GPS 보정서비스 제공에
참여 예정
- 2016년 5월, 인마샛 5세대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09년 12월∼, 위성 MVSAT을 통해 선박대상으로 선박모니터링, 위성통신방송
서비스 제공 중
- 2007년 11월∼, 위성 VSAT을 통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중
- 2006년 10월∼, 국가지휘통신서비스, CATV 프로그램 및 경마 중계 서비스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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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요 현황
SNG 및 사내회의 등 중계기 임대 서비스 제공 중
- 2002년 3월∼, 다채널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계기 임차 서비스 제공 중

K-Water

글로벌스타
아시아퍼시픽
넷커스터마이즈
아리온통신

코리아오브컴

- 2020년,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기획에 참여, 이를 통해 하천 등에서의
수량감시 및 데이터 정보를 위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 중
- 1997년 10월∼, 위성 VSAT을 통한 홍수예경보망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글로벌스타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14년 10월∼, GPS 전파교란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GPS 혼신
감시시스템 제품 개발 및 공공분야에서 구축하여 전파교란 관련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이리듐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 2000년 2월∼, 글로벌 LEO 위성을 이용하여 선박 IoT를 포함한 M2M 서비스로 원격
SCADA, 해양부이, 수량/우량/유량 관측, 공공시설 및 수질모니터링 등 서비스 제공 중
- 2011년 2월∼, 오브컴 위성을 이용해 이동위성서비스 제공 중

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기존 비정지궤도/정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IoT 서비스와 별도로
최근 초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IoT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
- EU, ESA
· 덴마크 GateHouse Telecom과 위성링크에서 NB-IoT 망 구축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SATis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위성/지상 연동 서비스 중 M2M IoT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연하고,
3GPP 및

ETSI 등에 표준 기고

- 프랑스, Eutelsat
· 프랑스 Eutelsat은 ‘22년까지 25개 초소형 위성을 이용하여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ELO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19.9)
· Eutelsat은 ’20년/‘21년에 6U 사이즈의 소형위성 4기를 발사하여 상용 IoT 서비스를
개시하고 IoT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지상 IoT 서비스 사업자인 Sigfox와 전략적 제휴
체결(’19.9)
· 21년 4월, ELO-alpha 6U 위성을 발사 궤도 시험 중 (‘21.04)
- 프랑스, SigFox
· 프랑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인 SigFox는 IoT 네트워크 기업으로 2015년 9월 Eutelsat의
‘SmartLNB’ 서비스를 인수하여 위성/지상 혼용 네트워크로 확장
- 영국, Lacuna Space
· 영국 Lacuna space는 19년 Lorawan 기반으로 위성 IoT 용 초소형 위성을 발사 및 시험
수행하였고, 20년부터 서비스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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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3월 추가 위성 발사, Lorawan 기술을 통한 서비스 진행중 (‘21.05)
- 캐나다, Kepler Communications
· 캐나다 Kepler Communications는 `18년에 광대역 소형위성 2기 발사 및 지상과의 통신에
성공하였으며, `19년 IoT를 위한 소형 위성을 발사
· Kepler Communications는 ’22년 말까지 총 140기의 소형위성을 발사하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 호주, Fleet Space Technologies
· 호주 Fleet Space Technologies는 `18년 10kg 규모의 4기의 소형위성을 발사하여 농업,
광업, 물류 등의 분야에 상용서비스를 제공 중
- 독일, Fraunhofer IIS
· 독일 Fraunhofer IIS는 `18년 6월에 초소형 IoT 단말로 C 대역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센서 데이터 전송 시험에 성공
· `19년에는 Ku/Ka 대역 정지궤도 위성용으로 개발을 시작
- 룩셈부르크, OQ 테크놀로지
· NB-IoT 기반 GomSpace사의 GOMX-4A, GOMX-4B에 SDR 탑제 소프트웨어 개발
- 미국, Ligado 네트웍스
· 스카이테크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 위성 LTE Cat-M, NB-IoT 서비스를 하려고 함.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2020.02)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위성 사업자들이 기술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추세이며, 초소형 위성, 다중빔 호핑 퀀텀위성, 위성 OBP 기술, 3GPP 5G NTN 연계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 중
- 프랑스, Eutelsat
· 시분할 동적 위성 빔호핑 기술을 통해 서비스 커버리지의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하여 서비스
수요에 적응적으로 시분할 최적 빔(커버리지)을 할당 할 수 있는 디지털 payload가 탑재된
Ku 대역 Quantum 위성이 21년 7월에 발사되었음
- 영국, OneWeb
· 글로벌 통신회사인 OneWeb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Ku/Ka대역 주파수에
대한 FCC승인을 확보함(2017/2018). Qualcomm이 무선접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동성을 제공하는 저가 단말을 확보하기 위해서 Kymeta사의 지분을 확보
· LTE망 기반의 지상 gateway 개발은 Hughes network system사에서 담당하고 위성 탑재
안테나는 MDA, 위성 버스체 업무는 Airbus에서 제작
· 이동통신망의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였고, 초기 생산단계로서 약
900개의 위성군 발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648개 운용, 나머지 예비), 2019.02월 6대 위성
발사 및 2021.07월 36개 위성 추가 발사를 포함하여 총 254개 위성군 확보함
· 2021년에는 상업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영국, 북유럽, 캐나다 등 북위 50도
이상 지역의 제한적 서비스를 개시하고, 2022년에는 글로벌 서비스 개시 계획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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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SpaceX
· 소형 인공위성 기반의 데이터 통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구 전역에서 1Gbps급 속도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미국의 SpaceX사는 2018년 2월에 FCC로부터 4,425개의 LEO HTS 위성 운용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고 2개의 시험을 위험을 발사. 이후 2019년에는 Starlink 창설을 위해 2024년까지
12,000개(최종 42,000개)의 위성발사 및 전세계 대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계획
· 2021년 6월 기준 1,629개 위성을 발사하여 스타링크 위성이 480개까지 증가. 밀집
지역에서 통신량의 10%, 통신 백홀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30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캐나다, Telesat
· 총 298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캐나다 지역의 낙후지역의 인터넷 서비스와 B2B망, 공공망
등 다양한 서비슬 제공하고자 2022년부터 서비스를 목표
· DVB 표준기반으로 OBP 기능이 탑재되고 빔호핑, 빔포밍 기능을 가진 DRA 형태의
안테나 탑재, ISL 기능이 포함되어 프랑스 Thales에서 중형급(800kg) 위성체를 공급할
것으로 발표
- 미국, 아마존 카이퍼(Kuiper)

· 3236개의 위성을 지구 궤도로 발사해 기가바이트급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26년까지
약 1600개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
※ `20.7월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에서 3,236개의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를 승인
- 미국, ST Engineering iDirect
· 미국의 ST Engineering 은 2019년 Newtec 사를 인수하여 북미지역의 iDirect사, 유럽지역의
Newtec를 기반으로 VSAT 시장을 주도하려고 함.
·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DVB-RCS2 VSAT 표준화를 주도해 왔으며, DVB-RCS2 기반의 차세대
VSAT 시스템 개발 및 판매 중이고, 2013년 DVB-S2X(Extension) 표준의 주요기술 제정 완료
이후 DVB-S2X 규격을 지원하는 위성방송 모뎀 및 VSAT 제품을 출시이스라엘, NovelSat
· 이스라엘 NovelSat사는 DVB-S2X(Extension) 표준 제정에 따라 DVB-S2X 관련 제품을
개발
-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TAS)
· 프랑스의 TAS는 2004년 AmerHis OBP 시스템을 개발하여 Hispasat-1호 위성을 통해 남미에
서비스 개시했으며, REDSAT(Hispasat-3) 등 현재까지 OBP 시스템 개발 중임
- 독일, 프라운호퍼 및 DLR
· 독일 프라운호퍼, DLR사는 OBP 기능과 재구성이 가능한 H2SAT 위성을 제작하여 2021년에
발사 예정
· 최근 우주 선진국 중심으로 위성통신 용량의 대용량화 추세로 Ka 대역 등 HTS 위성이
발전함에 따라 `17년까지 36개의 GEO-HTS, `25년까지 100개 이상 HTS 위성 발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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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이동형지구국(ESIM) 운용 확대를 위해 Ku 대역 정지궤도
위성망,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시스템과 통신하는 ESIM 운용 연구 및 차세대 이동위성
업무를 위한 주파수 확보 및 공유 기술,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IoT) 주파수 확보 및 공유
기술 연구 중
- 영국, Inmarsat
· 영국 인마샛사는 29.5∼30㎓ 대역 GSO FSS 망을 이용하는 ESI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7.5∼29.5㎓ 대역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를 진행 중. 또한
12.75-13.25㎓ ESIM 상향링크 및 비정지궤도 위성망과 통신하는 ESIM에 대한 주파수 공유
및 보호 조건 연구 진행
- 미국, ViaSat
· 미국 Viasat사는 VIASAT-3 시스템을 이용하여 27.5∼29.5㎓ 대역 ESIM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공유 조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아태지역의 경우 2022년 경 서비스 제공 예정
- 영국, EchostarMobile
· 영국 EchostarMobile는 2021년 5월 Semtech 과 같이 위성기반 저비용, 실시간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이용기술을 포함한 테스트를 수행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미국 NASA, 유럽 ESA 및 중국 CNSA를 중심으로 기존
X대역에서 Ka 대역 및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심우주 탐사선-지구국간 초고속 데이터 통신
및 중계 위성을 이용한 중계 기술 개발 및 실험을 진행 중
- 미국 NASA
· 2013년 LADEE 미션에서 레이저 통신 탑재체(LLCD)를 이용한 우주-지구국간 레이저 광통신
시험을 수행하여 622 Mbps를 기록하였으며, 당초 2019년 발사 예정이었던 레이저 통신
중계시험을 위한 LCRD는 1.2 Gbps의 속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초 예산 지원 문제로
지연된 발사는 2021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광통신 속도는 cislunar 환경에서는
1~10Gbps, 심우주에서는 1Gbps를 상정하고 있음
· 심우주 탐사선 간의 통신을 위하여 CCSDS Proximity-1 표준을 제정하였고 2005년 발사된
Mars Reconnaissance Orbiter에 장착하여 향후 화성 및 심우주 행성을 탐사하는 탐사선
간의 근접 통신을 대비하였음. 또한 2011년에 발사된 화성 탐사선(로버)인 큐리오시티
호에 Proximity-1 통신장치를 장착하여 화성 궤도선과의 통신에 활용 중
· 2020년대 중후반에 실현될 미국 유무인 달탐사 Artemis 미션에는 낮은 SWaP 레이저 광통신
기술이 탑재되어 고화질 영상 및 초고속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며, 심우주
환경에서의 광통신 기술은 JPL이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 모두에 대해서 2022년 발사 예정인
Psyche 미션에 약 30 cm 이하 구경, 30 kg 미만의 실험 탑재체를 탑재할 예정으로 개발 중임
- 유럽 ESA
· 심우주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페인에 건설된 OGS 천문대는 2001년 발사된 Artemis 위성의
레이저 통신 실험 기지국이며, 2013년 미국 NASA LADEE와 레이저 통신 시험을 수행. 이 기술은
향후 유럽 데이터 중계 시스템(EDRS)의 중요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 됨. 현재 2Gbps@45W
급 저궤도 레이저 통신 탑재체인 OPTEL-μ가 개발 중이며 2024년까지 지구와 1.5억km(150M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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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L5 지점에 심우주 레이저 통신 시스템(DOCS)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
· 달, 화성, 태양계 탐사를 위한 통신시스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CCSDS에서 PCOMS라는
WG를 운영하였으며, PCOM 통신표준에 탐사선 간의 근접통신 방식으로 Proximity-1
기술을 채택
- 중국 CNSA
· 2016년 발사된 텐궁 2(Tiangong-2)에는 향후 Mozi 퀀텀 과학 위성과 연계할 레이저 통신
실험 장비 탑재. 2019년 70Gbps 급 Ka-band 통신 탑재체, 4.8Gbps급 적외선 레이저 통신
터미널을 탑재한 신장-20호를 발사
· 우주 사물인터넷 통신 프로그램인 Xingyun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2020년 2개의 위성을
통해 링크 시험을 마쳤고, 2021년 12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80기 위성을
전개할 예정임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심우주 네트워킹 기술과 관련하여 CCSDS에서 태양계 인터네트
워킹 개념이 도입되었고 현재 CCSDS, IETF 등의 기구에서 표준화 논의 진행 및 미국, 유럽
우주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태양계 네트워킹 프로토콜 개발 중
- 미국 NASA JSC/JPL
· 태양계 인터넷 프로토콜(ION) 오픈 소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ETRI와도 ION 기능의
지상 및 우주환경 하 시험의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미국은 2020년대 중반 실현을 목표로
한 달 표면 유무인 탐사선 플랫폼 개발시 국제 상호운용성 표준에 우주인터넷 기술 채용을 공식화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미국 공군과 연방항공청(FAA)은 GPS 및
WAA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고, 유럽항법청(GSA)은 갈릴레오 및 EGNO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며, 미국과 유럽은 지속적인 해당 시스템 성능 개량 추진 중.
- 미국, Harris, Mitre
· 미국 Harris, Mitre는 GPS 위성 현대화 개발 구축 참여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우주 및 지상국 분야에서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고(Rytheon, Harris) GPS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 형상 설계가 포함된 GPS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ITU 및
ICAO 등 표준화 참여 중(Mitre)
- 미국, Mitre, 텍사스 오스틴 대학
· 미국 Mitre사는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 참여중이며,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는 GPS 스푸핑 관련 기술 개발을 중점 개발 중
- 캐나다, Novatel
· 캐나다 노바텔사는 항법수신기의 항재밍 및 항 스푸핑에 필요한 관련 안테나 및 항법수신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유럽, Thales Alenia Space
· 유럽의 TAS사 및 독일의 OHB 사는 갈릴레오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중이며, TAS사는 갈릴레오 위성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ETSI 지역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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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ENRI
· 일본 ENRI사는 QZSS와 GPS 시스템과의 상호 공존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사용 신호구조,
데이터 포맷 등 기술적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TWG)을 구성· 운영을 통해 ITU 회의에서 상호
공조를 추진 중
- 일본, SPAC
· 일본 SPAC사는 QZSS 시스템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운영 중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미국 연방항공청은 WAAS를 구축을 위해 Raytheon 사로
하여금 개발 구축 계약을 통해 위성항법보정 서비스 제공 중이고, 유럽항법청(GSA)은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사 주도하에 EGNOS를 구축해 서비스 제공 중이며, 지속적으로 SBAS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진행 중
- 프랑스, Thales Alenia Space, France
· 유럽의 TAS사는 갈릴레오 및 EGNO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현재 유럽의 EGNOS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으로 2023년 인증 및 시운전이 예정됨
- 미국, Rytheon
· 미국 Rytheon는 WAAS 시스템 구축 개발 참여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고 WAAS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대한 DFMC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 중
- 미국, Stanford Univ.
· SBAS에 대한 개념 연구를 1990년대 초에 시작하여 다년간의 연구와 인증 과정을 거친 후
2003년 상업용 항공기 FAA 인증 획득에 기여함
· 현재 IWG에서 차세대 SBAS 기술 표준화에 참여하며 주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 중
- 유럽, Thales Alenia Space
· 유럽의 TAS사는 EGNOS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성능 개량 중이며 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기술적 운용 특성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ETSI 지역표준화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진행 중
- 유럽, GSA
· 유럽 항법청(GSA)은 GPS/갈릴레오 SBAS L5 MOPS 개발을 위해 EUROCAE와 사업
제안 중
- 유럽연합, ESA
· 유럽의 EGNOS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였고, 현재 KASS 개발 관련 지원을 진행 중
- 일본, ENRI
· 일본 ENRI는 유럽과도 공동으로 상호 정보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DFMC SBAS
초기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를 통해 ICAO 등에서의 관련 표준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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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주요 사업자 서비스 동향 >
사업자
Avanti, SES,
Telenor 등

주요 현황
- 2019년 10월, 차세대 위성/지상망 연동 서비스 관련 시험

China Unicom
AirNet

- 2021년 1월, Galaxy Space는 위성을 발사하여 10Gbps급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공

Eutelsat

- 2022년, 500Gbps, 230개 Ka-band spot beam을 제공하는 정지궤도 KONNECT
VHTS 위성 발사 예정(코로나로 인해 지연됨, 2023년 초 서비스 개시 계획)
- 2021년 7월 정지궤도 빔호핑 QUANTUM 위성 발사
- 2021년 4월, 저궤도 시험 위성인 ELO Alpha 발사 성공
- 2020년 2월, EUTELSAT 5 West B 위성에 EGNOS용 GEO-3 SBAS 탑재체를
탑재하였고 서비스 제공 중
- 2022년 상반기, EGNOS용 GEO-4 SBAS 탑재체를 EUTELSAT HOTBIRD 13G
위성에 탑재해 발사 예정

Inmarsat

- 2023년, GX 7,8 &9 위성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된 주파수 대역에서 ESIM 서비스
계획
- 2020년, Alphasat 위성을 이용 Mediatek과 NB-Iot 기반 위성 IoT 시험
- 2015년 12월, GX 위성 망을 이용한 ESIM 서비스 제공

SatLink
Communications

- 2017년 2월, Advanced DVB-RCS2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50여 개국에 서비스
제공 중
- 2012년 3월, DVB-RCS2 국제규격 개발 및 시스템을 하고 서비스 중

SES

- 2021년, O3b mPower MEO 발사 예정
- 2017년 7월, SES, Hispasat, Eutelsat 등의 위성사업자와 50여개의 장비 제조업체들이
Sat>IP 규격의 장비 제작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중
- 2015년 8월, Sat>IP Alliance를 구성하여 위성/IP 혼합 네트워크 장비 개발을 위한
규격 제정

SigFox

- 2017년 2월, 32개국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2017.1), GPS-free 서비스(Spot’it) 출시
- 2015년 9월, 프랑스의 IoT 네트워크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2012.6), Eutelsat의
‘SmartLNB’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위성/지상 겸용 서비스로 확장

SpaceX

- 2021년 1600여기의 위성이 발사되어 제한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주인터넷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음
- 2019년, Starlink 창설을 위해 2024년까지 12,000개의 위성발사계획 수립 및 2019년
5월 24일 60개의 위성을 발사
- 2018년 3월, 12조원의 투자를 받았고 100개의 LEO HTS 위성 발사를 준비
- 2018년 2월, FCC로부터 Ka/Ku 대역 사업 허가를 받고 2개의 시험 위성을 발사

Amazon

- 2020년 FCC는 3,236기의 Kuiper 위성 인터넷 발사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최초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음
- 이 사업을 위해 100억 달라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음

Spire

- 2019년 4월, 미국 Spire사는 88개의 소형위성을 이용하여 위성 IoT 기반의 해상
기상 예보, 해상/항공 위치정보 서비스, 원격 감시 서비스 등을 제공 중

ViaSat

- 2017년 9월, 2022년까지 VIASAT-3 시스템 구축 후 ESIM 서비스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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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무선전력전송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Charging, RF WPT,
Beamforming WPT, Massive
MIMO WPT, Retro WPT,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h02m*)

Distributed-Cooperative WPT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IoUT(Internet of Under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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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소분과

핵심키워드
Things), IoUS(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s),
UWASN(UnderWater Acoustic
Sensor Network)

검색식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acoustic*) a/1 sensor*))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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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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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전자파환경

Interference),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간섭, 측정, 방호, 보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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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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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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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58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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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PANASONIC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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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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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3.6%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ITU-R

SG4

(WP4A-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FSS and BSS)
- FSS 시스템에서 정지궤도 및 비정지궤도 간 간섭 영향에 관한 표준
권고 ITU-R S.[50/40㎓ FSS Sharing methodology] 개발 중
- 27.5～29.5㎓ 대역의 ESIM 이용 및 동일 대역 이동 업무 보호 방안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
- 위성간링크 (ISL)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표준 연구 진행
- 광대역 대역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FSS(고정위성업무)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 2020년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주파수 공유 연구 진행
- 2020년부터 Ku 대역 항공기 ESIM 주파수 이용 공유 연구 진행
air
interfaces,
performance
and
availability
(WP4B-Systems,
objectives for FSS, BSS and MSS, including IP-based applications
and satellite news gathering)
- 2016년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오류성능목표에 대한
권고 ITU-R S.2099가 개발 완료
- 2019년 ACM을 사용함으로써 가변 데이터속도를 지원하는 FSS 및 MSS
(이동위성업무)를 위한 성능목표 표준 권고인 ITU-R S.2131 개발완료
- 2019년 위성통신과 차세대 지상접속기술과의 연동을 위한 보고서인
M.2460 개발 완료
- 2021년 ITU-R 권고서 S.2131 개정 완료 예정
- 2024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5G 위성부문 무선 규격 표준 개발 본격화
(WP4C-Efficient orbit/spectrum utilization for MSS and RDSS)
- 2020년 1.6-3.4 GHz 대역 차세대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자원 확보
연구 진행
-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1164∼1215㎒, 1215∼1300㎒,
1559∼1610㎒, 5000∼5010㎒, 5010∼5030㎒ 대역에 운용하는 무선항법위성
업무와 관련된 권고 가이드라인 표준화 진행 중
- 1215∼1300㎒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1559∼1610㎒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대 지구방향의 수신기
및 항행무선항법서비스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 1164∼1215㎒ 대역에서 운용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우주 대 지구방향의
수신기에 대한 특성 및 보호기준 표준화 진행 중

TC SES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
- 5G망에서 위성을 이용한 멀티캐스팅 및 VFN (Virtualised Network Functions)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 기존 위성/HAPS망과 5G망의 끊김없는 연동을 위한 다양한 구조 및 시나리오
에 관한 분석내용이 ETSI TR 103 611에 반영
- ETSI SES SCN 표준화 회의에서 고용량 위성통신을 위해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프로토콜 기술 비교 관련 2022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study item
수행중
-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ETSI EN 302 307-1. 2014.11)

국제
(공식)

ETSI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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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개정과 DVB-S2X(ETSI EN 302 307-2. 2014.10 제정, 2015.2 개정) 표준 Annex
E 개정 완료(2020.2)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ETSI EN 301 542, 2012.5
제정)표준을 개정 완료 (2020.7)
DVB-S2X(ETSI EN 302 307-2 v1.3.1. 2021.7 )표준 개정 완료후 BH(Beam
Hopping) 관련 Superframe Format 추가
GNSS 기반 위치시스템에서의 최소 성능을 포함한 성능 요구사항(ETSI
TS 103 246-3), 성능시험 규격(ETSI TS 103 246-5) 표준 완료 (2020.10)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커버하기 위한 단일화된 유럽표준 초안을 2017년에 완료하였고 추가적인
내용 보완을 추진 중

APG

- WRC-23 의제에 속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타 업무와의 주파수
공유 연구, 위성망 국제등록 규제 개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AWG

- 고정위성업무 위성망과 통신하는 VMES(Vehicle mounted Earth Station)에
대한 아태지역 주파수 이용 현황/기술 보고서 개발 진행 중

APT

국제
(사실)

CCSDS

- 심우주 광통신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고, SLS 회의/Space Link Code/Sync WG
워킹그룹 조직 및 회의를 통해 관련 표준을 개정 및 협의하고 있으며, 차세대
표준 무선 우주통신 기술에 대해 논의 중
- 심우주 및 근지구 광통신 표준 이슈 및 물리계층의 코딩/변조/인터리빙
관련 표준 논의 중
- 우주인터넷(DTN) 및 심우주파일전송프로토콜(CFDP)의 표준 개정 및 우주
기관 간 상호 호환성 시험 수행 지원

ICAO

- NSP를 통해 ICAO GNSS 매뉴얼(문서번호 9849) 개정 추진 중
- 성능기반 항행(PBN)을 위해 관련국들과의 기술교류는 물론 시스템 다원화에
따른 항법신호 들간의 유해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상호운용성 관련
작업반 운용을 통해 관련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위성항법신호를 통한 위치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층 오차로 인한 지연
요인 분석 및 신틸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을 식별하는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EUROCAE, RTCA와 함께 민간항공분야 장비 표준화 및 최소운용성능
규격 제정 및 DFMC SBAS 표준 제정 작업 진행 중
- SIS 에 관한 SARPs 개정 중

IMO

- 결의서 MSC(해상 안전 위원회) 95에 다양한 선박용 무선항법수신기를 위한
성능 표준에 GPS, Glonass, DGPS & DGlonass, GPS-Glonass, Galileo, BDS
항법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내용을 추가키로 함
- 결의서 MSC 401(95)에 다양한 선박에 탑재되는 무선항법수신기 성능 표준
제시(2015년 6월)
- 결의서 A.1046(27)에 선박용 수신기에서의 SBAS 이용 가이드의 하나로
유럽의 EGNOS 성능을 제시(2019년)

DVB

- 5G망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백홀 기술 및 차세대 위성전송 기술의 5G
기술 융합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DVB S-LTV 기술그룹을 신설하여(2020.07), 미래의 연구기술 분야 검토를
진행 중임(~2021.07)
- DVB-TM-S에서는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X 표준
제정(2014.10) 및 가이드라인 개정(2020.4) 완료, DVB-TM-RCS에서는 위성
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 표준을 제정 완료(2012.5) 하였고,
Part 3 High Layer 위성표준을 개정(2020.2)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위성통신 563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위성 전송 효율 증대를 위한 위성 OFDM, FTN 등의 기술 연구 진행 중
- DVB CM에서는 DVB-RCS2 표준에 순방향링크의 DVB-S2X 포함 완료
- DVB-CM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위성 IoT, 위성 IP, 위성 Beam- Hopping
기술 등을 선정하여 표준 진행 중
- DVB-TM의 DVB-S2X 표준에서 BH 위성을 지원하기 위한 Signaling 및
DVB-SI 규격 업데이트 진행중

3GPP

- SA1은 Rel-16 일부로 TR 22.822 ‘Study on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 접속망과의 연동을 고려한 유즈 케이스를 식별하고 새로운 위성 요구사항을
2019년 Phase 2에 반영
- SA2는 Rel-16 일부로 TR 23.737 ‘Study on architecture aspects for using
satellite access in 5G’에서 위성망을 사용하는 5G 접속 구조에 관해 2019년
8월 Phase 2에 반영
- SA5는 Rel-16 일부로 TR 28.808 ‘Study on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aspects of integrated satellite components in a 5G network’에서 5G망
기반으로 지상/위성망 자원활용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을 2019년 12월
Phase 2에 반영
- TS 38. XXX, ‘Solutions for NR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NTN)’
관련 표준 규격 작업 진행중(22.03)
- TR 38. 829 ‘Study on NB-IoT/eMTC support for NTN’ 관련 기술보고서 작성
연구 완료(21.06)
- TS 36.XXX ‘Solutions for NB-IoT& eMTC to support non-terrestrial
networks (NTN)’ 관련 표준 규격 진행중 (22.03)

IETF

- IETF는 DTN 관련하여 RFC4838, 5050, 5326, 7242 등의 문건을 관리하고
있고, DTNRG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
- DTNRG에서는 통신 지연 및 극한 환경에서 인터넷 TCP/IP와 다른 통신
아키텍쳐를 통해 이기종간 통신 구현 방안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도 추진 중

PG805

(위성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정합에서 DVB-S2 기반 전송표준을 포함.
VSAT 안테나 기술적 특성 표준과 디지털 위성통신 시스템에서의 오류 성능
표준을 개정하였고, 위성재난통신 표준으로 DVB-S2/S2X와 DVB-RCS2
기반으로 그물망 포함하여 제정 추진. ACM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대하여
성능목표를 제공할 수 방법에 관한 국내 표준 제정 추진

PG902

(공공안전통신) PPDR 서비스를 위한 DVB-RCS 표준 기반 위성 멀티미디어
재난구조 시스템 표준이 제정

PG904

(LBS 시스템)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의사위성(Pseudolite) 메시지 포맷 등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2015년에 완료, 2016년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측위시스템 관련 기술 표준화 항목을 도출하였고,
위성항법보정 시스템(SBAS), 지상항법보정시스템(GBAS)의 기술 및 서비스
활용성 확대를 위한 표준화, 재난피해자 위치분석 시스템 Stage 2(구조),
스마트폰 긴급 구조 요청(SOS) 전화 및 메시지 보내기 기능, 실내측위지원을 위한
핑거 맵의 JSON 기반 인코딩 추진 중

TTA

국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56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정지 및 비정지궤도 ESIM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위성간링크를 위한 고정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표준 연구 진행 중
미래 협대역 이동위성시스템용 1.6-3.4GHz 대역 MSS 분배 표준 연구 진행 중
위성망 국제등록 규정 개선 표준화 대응 연구 진행 중
위성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CM을 고려하여 성능 목표관련 연구 진행 중

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5G 서비스의 국내 도입 및 초소형 위성 제작 및 발사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위성 IoT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국내 자체 기술을 이용한 표준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TTA 위성방송 PG(PG805)
· 위성기반 IoT 전송기술 개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된 Sat-IoT 서비스 기술보고서와
전송 무선접속 표준 제정을 추진중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R SG4 연구반
· ITU-R SG4 회의에서 위성 IoT 전송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 수립을 위한 기고 방향 연구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8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04, 위성 IoT 무선접속(제정)

2023

2020-0559, 위성 IoT 기술 및 서비스 기술보고서(제정)

2021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RCS2 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위성재난통신 시스템 표준
제정이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그물망 기반 위성통신 표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차 개정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에는 SCPC망 추가 개정 작업 진행 중. 또한 ITU-R에서
위성통신 성능 및 가용도 목표 설정 관련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ACM기반 위성통신
성능에 관한 표준 개발 진행 중, 2021년에는 추가 개정 작업
- TTA 위성방송 PG(PG805)
· 위성통신 방송 시스템에 대한 국제 개방형 표준인 DVB-S2/S2X 및 DVB-RCS2 기술을
준용하는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국내 표준 제정이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2020년 12월 단말과 단말 간 직접통신이 가능한 그물망(Mesh Topology Network)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개정 완료. SCPC 표준은 2021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
· ITU-R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에서 ACM을 사용하여 강위 감쇠 보상이 가능한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성능 목표 제공이 가능

ITU-R 표준 권고 S.2131이 2019년 개발 완료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준용한 국내표준화가 2021년 12월 목표로 진행 중
· 주파수 공유를 위한 Ku대역 고정형 VSAT 안테나의 기술적 특성 표준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2020년 6월 표준 유지 결정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805

표준(안)명

완료연도

2021-0704, 위성 IoT 전송 무선접속 표준 제정 추진 중
2020-0559, 위성 IoT 기술 및 서비스 기술보고서 제정 추진 중
TTAK.KO-07.0143/R1, 개방형 표준 기반 위성통신 무선접속(개정) 추진 중

2023
2021
2021

2021-0707, 적응형 부호 및 변조방식을 사용하는 위성통신 시스템의 성능목표
결정 방법(제정) 추진 중

2021

TTAK.KO-06.0019/R3, 주파수 공유를 위한 Ku 대역 고정형 VSAT 안테나의
기술적 특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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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WRC-23 위성 및 위상-지상 주파수 공유 의제를 중심으로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주파수 공유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반 운영 중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R SG4 연구반
· ITU-R

SG4

회의에서

논의되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위성-지상

주파수

공유,

정지/비정지 ESIM 주파수 이용 기술 연구, FSS 대역 위성간 링크 이용 및 지상망 보호
방안 연구,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이용 기술 등)에 대한 국가 입장 수립 및 기고
방향 연구
- 한국 WRC 준비단(WG3)
· WRC-23 의제 대응을 위한 ITU-R, APG 회의에서 논의되는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
이슈에 대한 국가 입장 수립 및 기고 방향 연구
- 한국 AWG 준비단
· Ku 대역 VMES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위성 IoT 이용 기술에 대한 AWG 이슈 대응 연구
¡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은 없으며, KARI, ETRI에서 국제표준화 회의인 CCSDS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 CCSDS Optical Communications Working Group(SLS-OPT) 및
Link Protocols Working Group(SLS-SLP)에 참여하여 심우주 레이저 통신과 근접통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기술교류 진행 중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내에서 해당 표준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은
없으며, KARI, ETRI에서 국제표준화 회의인 CCSDS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 중. CCSDS Delay Tolerant Networking Working Group(SIS-DTN) 및
CCSDS File Delivery Protocol Revision Working Group(SLS-CFDPV1)에 참여하여 DTN 통신과
CFDP 프로토콜 개정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기술교류 진행 중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위성항법신호의 이용분야가 보다 확대추세이고
위치정보는 4차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항법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원화됨을
고려하여 항법수신기 성능 평가 기술 표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국내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내용 확대가 필요한바,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
- TTA LBS 시스템 PG(PG904)
· 2021년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Stage 4- 단말 시작 인터페이스 과제 채택
· 2021년 긴급구조용 측위시스템 Stage 3- 네트워크 시작 인터페이스 과제 채택
· 2019년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Part 4 서비스 인터페이스 개정 완료
· 2018년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서비스 성능 인덱스 표준화 완료
· 2016년 긴급구조를 위한 측위시스템 관련 기술 표준화 항목 도출하고, 실내외 좌표변환을
위한 파라미터 규격 표준 완료. GPS 전파혼신에 대한 수신기 성능시험 표준 완료
· 2015년 실내외 연속측위를 위한 의사위성(Pseudolite) 메시지 포맷 연구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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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3)

2021-0718, RTK 기술 및 일반적 요구사항

TTA PG904

TTAK.KO-06.0322-Part 4, 개인 및 차량 단말을 위한 실내 위치 기반서비스

2019

TTAK.KO-06.0477,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측위 및 항법 서비스 성능 인덱스

2018

TTAK.KO-06.0436, GPS 전파혼신에 대한 수신기 성능시험

2016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KASS 서비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이 예정됨에 따라 다양한
위치 정보 서비스 분야용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표준(안)을 국내 산업 표준으로 진행 중임
- TTA LBS 시스템 PG(PG904)
· 2020년 SBAS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 관련 표준화 과제 제안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904

표준(안)명
SBAS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

완료연도
진행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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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5G 기술 표준 개발 및 저궤도 cubesat 위성 발사에 따른 표준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표준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ITU-R SG4
· 위성 IoT 전송 기술 관련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WP 4B에서는 위성 IoT 기술을 포함하는 5G 위성 부문에 대한 무선 규격 표준 개발
연구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 ETSI TS SES
· ETSI TR 101 956, 위성 DVB 표준과 3GPP NR 표준 기술 비교 연구 기술 보고서 작업
수행중
- 3GPP
· NTN 표준 rel-17에서 eMTC/NB-IoT 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스터디 아이템
수행 완료
· NTN 표준 rel-17에서 eMTC/NB-IoT 기술을 위성망에 적용하고자 하는 표준 규격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ETSI SCN

TR 101 956, DVB-S2x/RCS2 versus 3GPP New Radio protocol technical
comparison for High Throughput satellite systems

진행중
(2022)

3GPP RAN

TS 36.XXX, LTE_NBIOT_eMTC_NTN, Solutions for NB-IoT/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NTN)

진행중
(2022)

3GPP RAN

TR 38.829, FS_LTE_NBIOT_eMTC_NTN, Study on NB-IoT/eMTC support for
Non-Terrestrial Networks (NTN)

2021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DVB를 중심으로 위성방송통신 분야 전송효율 증대를 위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며, HTS, 위성 BH, 초소형 퀀텀위성, 3GPP 기술과의 연동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증대
- ITU-R SG4
· 고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서의 강우감쇠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ACM 기술을 고려한 단기간의 오류성능 목표 권고 S.2099가 2017년 개발 완료
· ACM을 적용함에 따라, 가변 비트율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성 시스템에 대한 성능목표
권고인 S.2131이 2019년 개발 완료
· FSS 대역에서 소형 안테나 이용 업무와 타 통신 업무간 잠재적 간섭량 연구, FSS 대역 내
광대역 확산 신호를 이용하는 FSS 시스템 특성 연구, 동일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인접 정지궤도 위성 시스템들간 간섭 경감을 위한 지구국 기술 연구, FSS 시스템 특성과
변조 방식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다중 접속 방식 연구, 디지털 기저대역 OBP 기술이용에
대한 위성인터페이스 호환 문제 연구 등 표준연구 진행 중
· 광대역 위성 전송 기술 등을 포함하는 5G 위성 부문에 대한 무선 규격 표준 개발 연구가
WP 4B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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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TC SES
· 2015년 말 ETSI Specialist Task Force 473에서는 재난 시 위성을 이용한 긴급 메시지
전송을 위한 규격으로 MAMES(Multiple Alert Message Encapsulation over Satellite)
프로토콜 제정(2015.05월, ETSI TS 103-337 v.1.1.1)
· 2019년 ETSI에서는 EN 302 307-2, v1.1.2(2019.6) 표준으로 BH(Beam Hopping)을 위한
Superframe Format과 BH 주기, 관련 SNR, 부호율을 제시하는 표준을 진행했으며, EN 301
545-1, v1.3.1(2019.1) 표준으로 DVB-RCS2 Part I 규격과 EN 301 545-2, v1.3.1 (2019.2)
표준으로 DVB-RCS2 Part II 규격 표준을 개정
· 2020년 ETSI에서는 EN 302 307-2, v1.2.1(2020.2) 표준으로 DVB-S2X 규격을 개정 진행 중
- DVB
· DVB TM-RCS에서는 위성통신 역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RCS2 표준 제정 완료(2012.05)
하였으며, DVB TM-S에서는 위성통신방송 순방향링크 전송 규격인 DVB-S2X 표준 제정 완료
(2013.10).
· DVB-S2X 표준에서 beam hopping 기술의 개선 작업을 위한 표준화 개정 작업을 최근
완료하였으며(2021.07), DVB-S2X 표준의 가이드라인 문서(TR) 개정 작업도 완료(2021.01)
· DVB-RCS2 표준은 DVB-S2X 개정에 따라 DVB-RCS2 Part-1(Overview), Part-2(LLS),
Part-3(HLS) 표준이 모두 개정(2020.07)
· 위성 IP 기술을 통해 위성신호를 IP 패킷으로 변환하여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Sat>IP Project)을 2012년 4월 제안하였고, 2015년 4월 Sat>IP Alliance를
구성하여 위성 망과 IP 네트워크를 연동하기 위한 국제 규격 제정을 목표로 참여 기관을
확장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S.2131,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performance objectives for satellite
hypothetical reference digital paths using adaptive coding and modulation

2019

S.2099, Allowable short-term error performance for a satellite hypothetical reference
digital path

2016

EN 302 307-2, v1.2.1(2020-02) DVB ; Second generation 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systems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ii : S2
eXtensions(DVB-S2X)

2020

ETSI TS 301 545-1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1: Overview & System Level Specification

2020

ETSI EN 301 545-2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2: Low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ETSI TS 301 545-3 V1.3.1(2020-07),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3: High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ETSI TR 103 611 V1.1.1(2020-06) Seamless integration of satellite and/or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systems into 5G and related architecture
options

2020

ITU-R SG4

ETSI TC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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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DVB

표준(안)명

완료연도

CM2050r6-CM-10199v1.1.0-C100, Commercial Requirements for DVB-I over 5G

2021

Part 2 of ETSI EN 302 307 (S2X), GSE-Lite flag (that is used for NPD indication
in the TS case), TS/GS setting “GSE-HEM”

2021

DVB-TR102 376-2 V1.2.1(A171-2, 2020-04),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the
second generation system for Broadcasting, Interactive Services, News Gathering
and other broadband satellite applications; Part 2: S2 Extensions (DVB-S2X)

2020

DVB-TS101 545-3 V1.3.1(A155-3, 2020-02), Second Generation DVB Interactive
Satellite System (DVB-RCS2) Part 3: Higher Layers Satellite Specification

2020

DVB-TM5710r1(2019-06), TM-S approved Beam Hopping spec

2019

DVB-S TM-118, Progress Report of Ad-Hoc Group TM-S task on Beam Hopping

2019

DVB-CM-S0050r5, Enhancement of the DVB Standards to Support Beam
Hopping Commercial Requirements

2018

¡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밀리미터파 대역의 5G 주파수 확보 및 차세대 위성 통신
주파수 확보 이슈로 위성-지상간 주파수 공유,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이동위성업무 통신
주파수 확보 및 공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연구가 확대될 전망
- ITU-R SG4
· WRC-23 신규 의제가 개발됨에 따라, Ka 대역 비정지궤도 위성망을 이용하는ESIM 이용,
Ku 대역 ESIM 주파수 확보,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 개선,
협대역 이동위성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한 공유 연구가 진행 중
- APT APG/AWG
· WRC-23 위성 주파수 관련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본 입장, 아태지역 공동
의견을 개발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
· Ku 대역 VMES 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주파수 이용 기술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

ITU-R SG4

Report S.2464, Operation of earth stations in motion communicating with
geostationary space stations in the fixed-satellite service allocations at
17.7-19.7 GHz and 27.5-29.5 GHz
Report S.2462, Sharing between 50/40 GHz geostationary networks and
non-geostationary systems

2019

APT APG

APT Preliminary Views on WRC-23 Agenda Items

진행중
(2023)

APT AWG

Draft new APT Report on Vehicle Mounted Earth Stations (VMES) operating
with GSO FSS networks in the Ku-band in APT countries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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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세계 심우주통신 관련 표준화기구에서 기존에는 표준화 초안이
논의되었다면, 각국 우주기관의 태양계 인터넷 임무 사례 발표를 통해 표준이 구체화되는 단계
- CCSDS
· 우주통신 관련 표준화를 지원하는 CCSDS에서는 레이저 고속통신 물리/코딩/동기 계층
표준 논의, 레이저 통신 단말간 접속, 코딩, 변조 방식, 인터리빙, 근접 통신 규격과
단일우주데이터링크프로토콜(USLP)과의 접속 기술 표준화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CCSDS

표준(안)명

완료연도

141.11-O-1, Optical High Data Rate(HDR) communication

진행중
(2023)

211.2-P-2.1, Proximity-1 Space Link Protocol - Coding and Synchronization
Sublayer

진행중
(2022)

¡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2020년대 중후반 구축을 목표로 한 달 유무인탐사 Artemis 및 달우주
정거장 Gateway 임무 지원을 위해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기구의 참여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상호호환성 표준화 논의 및 프로토콜 개념 설계 중
- CCSDS
· 심우주 파일전송 프로토콜(CFDP) 및 지연허용네트워킹(DTN) 표준 개정 및 국제호환성
시험, 국제 공동연구와 각국 적용사례 등이 논의 중
- IETF
·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 표준화 진행되고 있는 태양계인터넷 기술을 지상 인터넷 기술에
활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 및 논의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진행중
(2024)

727.0-B-4, CCSDS File Delivery Protocol(CFDP)
CCSDS
734.5-R-1, CCSDS Streamlined Bundle Security Protocol Specification
IETF

draft-ietf-dtn-bpbis-17, Bundle Protocol Version 7

2018
진행중
(2024)

¡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GPS 등 전지구 위성항법시스템에서 방송해주는
항법신호를 처리하여 위치정보 등을 산출하는 항법수신기에 대해 ETSI 는 성능 요구사항,
성능 시험 규격 관련 기술표준화를 추진하였고, ICAO는 다중위성항법시스템 시대에 발맞춰
성능기반 항법에 필요한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표준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ETSI TC SES
· 2017년 GNSS 사용 주파수 대역인 1164MHz~1300MHz, 1559MHz~1610MHz 대역에서의
운용 수신기들에 대한 필수적 요구사항을 커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표준에 관한 유럽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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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으로 ETSI EN 303 413 v1.1.0을 작성
· 또한, GNSS 기반의 위치시스템과 관련해 성능 요구사항 및 성능시험 규격에 대한
표준화 문서를 2017년 완료 후에도 관련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보완을 통한 표준화
문서 및 위성항법기반의 위치시스템 중 기준 구성도에 관한 표준 문서 내용 개정 중.
그 외에도 1164 MHz~1300 MHz, 1559 MHz~16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위성항법수신기와 관련해 무선 스펙트럼을 접속하기 위한 표준 문서를 개정 중
- IMO
· 2015년 결의서 해상안전 위원회인 MSC에서 표준화한 MSC.401(95)에서의 다중시스템
선박용 무선항법수신기에 대한 성능 표준을 업데이트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해당
결의서 표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
- ICAO
· 2001년에 GNSS SARPs 1차 버전 제정후, NSP을 통해 RTCA SC-159와 공동으로 CAT
II/III GBAS, GPS L5 신호 추가, 글로나스 현대화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및 BDS 시스템 내용 추가를 위한 SARPs 개정 추진, 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SBAS)의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표준화를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TC
SES

표준(안)명

완료연도

TS 103 246-3,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 Part 3 : Performance Requirements

진행중
(2022)

TS 103 256-5,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 Part 5 : Performance Test Specification

진행중
(2022)

EN 303 413,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receivers; Radion equipment operating in the 1164㎒ to 1300㎒ and
1559㎒ to 1610㎒ frequency bands; Harmonized Standard for access to radio spectrum

진행중
(2022)

TS 103 246-2,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s; Part 2: Reference Architecture

2020

TS 103 246-1, Satellite Earth Stations and System(SES); GNSS based
location systems; Part 1: Functional Requirements

2017

MSC.432, AMENDMENTS TO PERFORMANCE STANDARDS FOR 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S (RESOLUTION MSC.401(95))

2017

IMO
MSC.401, PERFORMANCE STANDARDS FOR 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S

ICAO

2015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A version 2.2

2018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B version 2.0

2018

NSP Flimsy/13, DFMC SBAS Key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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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표준) GNSS 신호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정밀하고 안정적인
항법신호 제공 기술 SBAS는 항공용 서비스로 개발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항공 전파 기술 위원회(RTCA)에서 제시하는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현재 차세대 SBAS 기술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관심이 높아질 전망
- ICAO
· ICAO는 SBAS 시스템에 대한 표준권고안(SARPs)을 통해 SBAS가 생성 및 전송하는
데이터 유형 및 내용에 관한 표준을 설정 및 관리하며 SBAS 서비스 제공국은 이 표준을
준수하는 신호를 방송해야 하고, 현재 이중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DFMC)용 SBAS
표준을 개발 중임
· 2001년에 GNSS SARPs 1차 버전 제정후, NSP을 통해 RTCA SC-159와 공동으로 CAT
II/III GBAS, GPS L5 신호 추가, 글로나스 현대화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및 BDS 시스템 내용 추가를 위한 SARPs 개정 추진 중
- RTCA
· 통신, 항법, 감시 및 항공 교통 관리(CNS/ATM) 시스템 관련 합의 기반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 기업으로 연방 자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합의를 발전시키는 협의체로써 위성기반 GPS 보정시스템(SBAS)의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및 DFMC 기반의 SBAS 항법수신기 최소 운용 요구 성능 표준화를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RTCA SC
159

ICAO

표준(안)명

완료연도

MOPS DO-229 MOPS for GPS/WAAS airborne equipment

2006

MOPS DO-301 MOPS for GNSS Airborne Active Antenna for the L1 freq.

2006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A version 2.2

2018

Annex 10 Vol.1 amendments, Appendix, DFMC SBAS SARPs-Part B version 2.0

2018

NSP Flimsy/13, DFMC SBAS Key Concept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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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국내역량요인
시
장

기
술

국외환경요인

표
준

- 5G망과 연계한 위성수요 확대
- 정부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수요 증가
- 국가 재난 및 국민 안전 목적의
위성통신산업 필요성 대두
- 출연연 및 대학 중심의 이론형
인재 보유
- 탑재체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
- 5G 연계 위성기반 NTN 기술개발
진행 및 6G NTN 기술기획
- 국제표준화 수준과 격차 없음
- ITU-R 위성 주파수 이용 분야
표준화선도 역량 및 표준화 경험
보유

약 점 요 인 (W)
시
장

기
술

표
준

-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 여타 통신 표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좁은 시장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구조로
시장형성 어려움
- 산업체 위성관련 연구인력 부족
- 위성분야 노하우를 가진 실무형
인력 부족
- 맞춤형 연구 인력 배치 부족
- 위성기술 상용화 실적 미흡
- 정부주도형 연구개발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 지상주파수 보호 및 공유 중심의
위성 주파수 공유 표준화
- 위성관련 표준전문가 부족

- 초광대역(HTS) 위성통신 시장 확대 【SO전략】
【WO전략】
시 - 정부차원의 공공분야 위성서비스
장 수요 증가
- (시장) 우수한 국내 IT 인프라를 활용한 - (시장) 개발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기 기
회 술
요
인
(O)
표
준

- 저궤도 위성시장 활성화 추세
국제적 위상의 테스트베드 구축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 탑재체 및 지상국 일부 분야에 - (기술) 관련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 (기술) 원천기술 확보, 산 학 연 협력을
대한 핵심기술 보유
지속적 확보 및 국내 기술 경쟁력 통한 상용화 가능성 높은 제품 기술
- 일부 선도기업 기술을 제외하고 유지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경쟁 초기 단계
- (표준) 국내 표준 포럼 활동을 통한 - (표준)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체계적
- 위성관련 일부기술 세계동등
기술의 활용 가능성 검토, 차별화 된 기술 표준화 추진
- 국제 표준화 추진의 용이성 및 국내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 및 기반 선점
주도 가능성 큼
- 5G 연계 NTN 표준화 진행
- 6G 위성-지상 통합망 구성을
위한 위성 연동 및 주파수 표준
중요성 증대
- 상용 위성서비스 시장 진입 한계 【ST전략】

시 - 시장 인지도나 신뢰도 미흡
장 -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미흡
- 지상망 기반 시장과의 경쟁 지속

위
- 전파위성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협
요 기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인 술 - 5G 이동통신 지상기술의 위성
분야 확대 움직임
(T)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표
- 3GPP 등 지상표준 단체의 견제
준 및 위협

【WT전략】

- (시장) 산 학 연 기술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조기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국내의
높은 IT 인프라 활용으로 시장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 (기술) 다른 통신기술 및 지향 서비스
중복성을 회피한 독자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표준)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용 및
위성통신 전파응용 분야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표준인력 지속적 양성

(시장)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및 국내 연구
개발 표준화 역량 증대를 위한
산 학 연 협의체 구축 활성화 유도
(기술)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기술
교류 활성화, 개발 협력 및 대응을
통하여 이에 따른 위협요소 감소
(표준) 국제 기술/표준 전문가 양성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위성통신분야는 국내 시장 환경측면에서 시장 인지도 및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분야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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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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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위성방송
PG,
ITU-R SG4
연구반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R SG4,
ETSI TC SES,
3GPP RAN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프랑스)Eutelsat/Thales,
(캐나다)Kepler,
(영국)Inmarsat,
(유럽)E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ETRI,
전북대,
삼성전자,
LG전자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AT&T/Qualcomm/Intel,
(스웨덴)에릭슨,
(핀란드)노키아,
(중국)Huawei,
(프랑스)Thales,
(대만)Mediatek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신규)
ITU-R, ETSI TC에서 위성 IoT 전송기술에 관한 표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Lora alliance에서도
위성 Io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5G 이동통신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Rel-15 첫 규격 완료.
특히 3GPP NB-IoT/eMTC 기술에서 위성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아이템 완료되고 표준 규격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57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R SG4 WP 4B에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표준화 도모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에서는 LPWA 표준 방식,
DVB 표준, NR NTN 표준에 대해 위성채널환경에 적용가능한 방안을 기고하여 지속적인
표준화를 도모. ITU-R에서는 국내 기술이 표준화 될 수 있은 발판이 되도록 연구 과제 안을
기고하여 지속적인 표준화를 도모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3GPP 표준기반 IoT 전송방식
기술은 NR NTN 표준 규격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표준화 도모

<표준화 계획>
- ITU-R SG4 연구반에서는 국내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위성 IoT 전송 기술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 추진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 ITU-R SG4 연구반을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 IoT 전송 기술 표준 개발을 대응하고, 산업체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위성 IoT 전송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야로 위성에 의한 전송 지연, 도플러
주파수 오차 등의 채널 환경에서 위성망에 접속하기 위한 방식과 위성 특화된 이동
통신 기술로 표준화 방향이 설정되어 이와 관련 특허 출원 및 기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소형 LEO 위성 IoT 접속방법 및 위성 특화 전송기법 연구에 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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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Novelsat,
(벨기에)Newtec,
(독일)Fraunhofer DLR,
(프랑스)Eutelsat/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CNES

기술
수준

TTA 위성방송
PG

ITU-R SG4
WP4A,
ETSI TC SES,
DVB

ETRI, KTsat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이스라엘)Novelsat,
(벨기에)Newtec,
(독일)Fraunhofer DLR,
(프랑스)Eutelsat/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CNES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기존의 관련 국제표준이 부분 개정을 진행하는 완료단계에 있지만, 국내 기술개발 수준이 국제
수준에 근접해 있고, 국내외 응용기술 표준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향후 LEO 군집위성, 3GPP
5G/6G 기술과의 연계 등 위성분야 신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된 ITU-R, ETSI, DVB
표준화 등에서 적극적인 표준 기고가 가능한 분야임. 따라서 국제표준화가 부분적으로 완료단계에
진입했지만, 정책 부합성, 시장/기술적 파급효과, 높은 국내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속/개정 표준화 참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Ver.2022에서는 지속/확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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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및 DVB 등에서는 다중빔 위성통신기술로 활용 가능한 다중빔 호핑 기술의 개선을 위한
DVB-S2X 표준 개정 작업(2020.02월) 및 관련 DVB-RCS2 표준 개정 작업(2020.07월)도
이루어졌으며, DVB-S2X에서 GSE-Lite와 HEM 표준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DVB-I over 5G를
위한 상업적 요구사항 도출 중. S-LTV(Satelite Long Term Vision) 기술그룹을 신설하여 3GPP
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 기술 논의를 착수함. 또한, HTS 기술의 경우 2022년 프랑스
Eutelsat의 konnect 위성발사 예정 등 다수의 VHTS 위성사업자들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 진행이 예상됨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ETSI TC에서의 다중빔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자원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 규격화
대응을 위해 유럽의 Eutelsat 및 표준화 주도기관인 Thales Alenia Space와의 국제협력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DVB 표준에 관련된 핵심 기술에 관한
표준내용 모니터링 및 기술기고를 통해 지속적 대응 및 관련 핵심 IPR 획득 전략.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의 경우 차세대 위성탑재체(OBP 포함) 기술에 필요한 지상통신장비 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에 대해 기고 및 체계적인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위성방송 PG(PG805)의 맴버는 DVB에 회원사로 참여하여 CM 및 TM에서의 관련 기술
표준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DVB-S2/S2X/RCS2 등 국제 표준화 기술을 위성재난
통신 시스템 등 관련 국내 위성전송 규격에 반영하여 개정 중이며, 위성 빔호핑 기술 표준은
국제표준 제정 후 국내 도입여건을 고려하여 표준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위성방송 PG(PG805) 등에서 DVB-S2X를 포함한 다중빔
위성통신기술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필요한 표준 기술에 대해 논의 및 대응 중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국내 산업체(제조업체, 서비스공급업체) 위주로 필요한 기술에
관해 신규 서비스 및 제품 해외 수출 등을 위해 표준 개발에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중 전송 프레임 포맷 관련 표준 기술은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초광대역
다중빔의 효율적인 전송기법에 관한 표준 필수특허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초광대역 다중빔 위성통신 표준 중 전송 프레임 포맷 기술연구에 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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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위성 통신 주파수 이용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R SG4
연구반,
한국 WRC
준비단

ITU-R SG4,
APT APG/AWG

국내
ETRI, KTsat,
참여
AR Technology,
업체/
삼성전자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VIASAT/ECHOSTAR/OMNISPACE,
(영국)INMARSAT,
(룩셈부르크)SES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FCC/MITRE,
(프랑스)ANFR/CNES,
(영국)OFCOM/INMARSAT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은 위성 통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Ku, Ka 대역 ESIM 이용 방안 및 위성간
링크 주파수 이용기술, 차세대 이동위성통신 주파수 분배 등 위성 주파수 자원 확보, 활용을 위해 매우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주파수 자원 확보 및 보호 방안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표준화 분야임을 고려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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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WRC-23 의제가 개발됨에 따라,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관련한 정지 및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ESIM 주파수 공유 및 위성 간 링크 주파수 이용, 협대역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공유를 위한 기술적 규정적 방안 연구 등 위성통신 주파수 공유 표준화 연구 수행 및
회의 참석을 통한 표준 개발에 적극적 대응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WRC-23 위성 주파수 의제를
중심으로 ITU-R SG4 및 APT APG/AWG 국제 표준화 기구에 ESIM 및 고정/이동위성
업무 주파수 공유에 대한 적극적 기고 및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위성 주파수 확보 및
보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 추진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WRC-23 위성 주파수 공유 의제
대응을 위한 ITU-R 및 아태지역 국제 표준화 기구인 APG의 관련 연구반 의장단 수임을
통해 효율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
<표준화 계획>
- 한국 ITU-R SG4 연구반 및 한국 WRC 준비단을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지상 주파수 공유 및 보호, 위성 주파수 자원 신규 확보 관련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대응 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산업체의 신규 위성 서비스를 위한 궤도 및 주파수 자원
수요 제기, 글로벌/지역 위성망 주파수 자원 확보 및 공유 표준 개발에 관련된 위성망
간섭 평가 기술 개발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위성망 주파수 공유 및
자원 확보는 주파수 정책 성격이 강하여 표준 특허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항이나,
위성 주파수 공유를 위한 스펙트럼 관리 및 형가 기술에 대해 표준 특허 확보 방안 검토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위성망과 타 무선망 간 효율적 간섭 평가 및 주파수 공유 기술, 위성간 링크 주파수 및
이동위성업무 주파수 확보 연구에 대한 표준화 병행 추진과 IPR 확보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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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심우주 레이저/근접 통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NASA,
(유럽)ESA,
(중국)CN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

CCSDS

KARI, ETRI

6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NASA

표준
수준

6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20) → 추격/협력공략(Ver.2021)
근지구 및 심우주 탐사 미션에서 초고속 데이터 통신의 요구 사항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26 GHz Ka 대역/레이저 광통신 기술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심우주 전송
기술에 대한 국제 기술 개발 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시점. 이에 국내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Ver.2021에서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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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미국 NASA와 유럽 ESA를 중심으로 레이저통신을 이용한 차세대 광대역 심우주 전송기술의
개발 및 시험이 진행 중이며 저궤도(LEO), 정지궤도(GEO) 위성 및 심우주 영역까지 활용
가능한 광통신 기술 연구 중. 10Gbps급의 우주 통신 릴레이 기술 및 100Gbps 급 데이터-리턴
기술 개발 중. CCSDS 등 표준화기구를 통해 관련 레이저통신 기술의 표준화 논의가 진행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심우주 전송 기술 관련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국제 교류, 시험, 개발 협력을 통한 심우주 레이저통신
전송 및 근접 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활동 지속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CCSDS에서의 심우주 전송 기술 표준 의제 발굴과 함께 TTA(PG 미정)에서 심우주 광통신
전송 핵심 기술 사전 조사 진행 및 근접 통신 기술 심화 연구 병행 추진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CCSDS의 심우주 광통신 전송 및 근접 통신 기술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또는 개정 표준기술
요구사항을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에서 반영하여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필요. 산·학·연을
중심으로 심우주 전송 기술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 (타 기술/기업과 제휴(상호지지)) 국가 연구 기관 간 협력 형태로 심우주 전송 기술 국제
표준화 관련 교류 지원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CCSDS
및 IETF 표준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 검증 진행 및 기술 중 국내표준
제정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시 표준문서와의 일치성 확보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표준
기술개발 및 특허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을 통해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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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심우주 통신 네트워크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NASA,
(유럽)ESA,
(일본)JAXA,
(중국)CNS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

CCSDS,
IETF DTNGR

KARI,
ETRI,
한양대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NASA

표준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추격/협력공략(Ver.2019) → 추격/협력공략(Ver.2021)
국제적으로 우주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초로 달 궤도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달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우주인터넷 탑재체가 탑재되는 등 국내에서도 심우주 통신에 대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기존의 심우주 통신 방식은 각 국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별로 독자적인
통신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DTN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으로 이에
국제표준 의제발의를 통한 표준화 추격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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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TF와 CCSDS에서 표준화 진행 중이며, 국내 달 탐사와 연관된 우주인터넷 지상/우주 상
시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표준화 기구에 피드백하고 표준화 회의를 통해 해당 표준화
개정과 기술 체계 확립에 기여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사업의 우주인터넷
페이로드 개발을 통해 DTN 프로토콜의 지상/우주 환경 시험 수행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 심우주통신 및 DTN 프로토콜 표준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화 회의인 CCSDS
SIS-DTN 기술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한 DTN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속 추진
<표준화 계획>
- IETF와 CCSDS에서의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 표준 의제 발굴과 함께 TTA PG(미정)에서
심우주통신 기술 관련 그룹 활동 병행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CCSDS, IETF의 심우주통신 표준화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관련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또는 개정 표준기술 요구사항을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
- (정부 지원)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시험 형태로 심우주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검증
및 국제 표준화 지원 필요
- (민간 대응) 산․학․연을 중심으로 심우주 통신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및 국내 반영
연계 연구 착수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CCSDS 및
IETF 표준과 연계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 검증 진행 및 기술 중 국내표준 제정과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핵심기술의 IPR 확보 추진 시 표준문서와의 일치성 확보 및 활용도 증진을 위해 표준
기술 개발 및 특허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을 통해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국제표준
특허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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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LBS 시스템
PG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ETSI TC SES,
IMO, ICAO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스페인)GMV,
(미국)Raytheon/Harris,
(스웨덴)FOI,
(캐나다)Novatel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ETRI, KARI,
KRISO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MITRE,
(프랑스)Thales,
(영국)Nottingham Scientific Ltd,
(이탈리아)Telespazio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위성항법시스템/항법수신기 운용기술은 위성항법시스템들과의 상호 운용 호환성 및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ICAO, ITU 등에서 활발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어플(ex, 도로교통,
항공교통, 무인기, 해상 등에서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기간통신 인프라의 시각동기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고 있는 항법수신기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 항법분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항법 수신기들에
대한 성능평가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국내에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 참여 및 표준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Ver.2021에서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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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ETSI 및 ICAO에서 GNSS 시스템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관련 분야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항법수신기의 필수 요구사항 정의 및 시험절차는 물론 최소운용성능표준
개정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해당 항목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도출하고 관련 표준화 회의를 통해 해당 표준화 내용 및 방향 도출에 대응할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ICAO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NSP 등에서 검토되고 있는 GNSS 시스템 상호 운용성 및 최소 운용성능 표준문서
개정을 위한 관련 제안 기고서 모니터링 및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근거로 신규과제 제안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협력대응)) ETSI가 주관하는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여 항법신호의 이용 분야별 항법 수신기 성능평가 관련 TTFF, Sensitivity 등 요구사항,
시험방안 등 관련 표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 관련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공동기고문서 제출을 통한 협력 대응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항법위성을 포함한 위성관련 PG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성항법시스템 연구반을 구성해 항법시스템의 운용호환성 연구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 TTA LBS 시스템 PG(PG904) 연구반 및 위성항법시스템 학회를 통해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위성항법 수신기의 성능평가 요구사항 마련 및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안 관련 국내 연구 방향
설정 추진
<대응 방안>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팀(KPS) 기획연구 참여기관 및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산학연 기관들과의
관련분야 기술교류를 통해 위성항법시스템 호환성을 위한 표준관련 연구,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 관련 연구개발 수요 발굴 및 표준화 개발에 관련된 내용 정립을 통해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위성항법시스템 및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 기술 확보를 위해 ETSI, IMO 및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 운용호환성 연구 및 위성항법수신기 표준화 방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 표준특허 설계 전략을 마련함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기고 전략을 마련함
- 위성 항법수신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장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항법수신기의 성능향상 관련 연구개발 등과 연계하여 항법수신기 성능평가 표준화를
병행 추진하여 IPR 확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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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

TTA 위치기반
서비스 PG, 이동
국내
통신 네트워크
PG, 5G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ICAO, RTCA,
IMO, RTCM

국내
참여
업체/
기관

KARI, ETRI,
KT, KtSat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표준화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미국) Garmin/브로드컴/퀄컴/Trimble/Honeywell, (유럽)
Tomtom/U-Blox,
(한국) 삼성, (중국) 화웨이/Mediatek

기술
수준

6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선도국가/
기업

(미국) Raytheon/Honeywell, (유럽) Thales

표준
수준

6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 수용(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GNSS 보정정보 제공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이고, 국내역량은 낮지만 현재 보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임.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 및 다각화된 협력이 요구됨. GNSS
보정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지만, 국내 핸드폰 제조 기술 및 관련 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 선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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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각 해당국에만 국한된 GNSS 보정정보 서비스는 연속성 및 지속성을 위해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를 통해 표준 권고안을 준용
- 현재 서비스 제공국들은 이중 주파수 및 다중 위성군을 활용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
상호 운용성 회의를 통해 표준 권고안을 제정 중으로 그에 따른 GNSS 보정정보 활용
관련 기술들도 병행이 요구됨
<대응방안>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협력대응))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국간의
상호 운용성 회의에 참석하여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표준 문서 개정 및 제안에
적극적 대응 수행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시장주도, 상호지지)) GNSS 보정정보 활용 기술 표준은 전용
단말기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범용 단말기 및 부품
개발 부분의 역량이 높아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주도 및 상호지지 방안이 가능
<표준화 계획>
-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는 개발 중으로 지상망을 이용한 활용을 위해 TTA LBS 시스템
PG(PG904)에 관련 표준안을 마련 중이고, 국내역량이 낮아 적략적으로 수용이 요구되는
GNSS 보정정보 활용 부분은 국제표준의 수용과 적용을 위한 활동이 요구됨
<대응방안>
- GNSS 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국내 표준화 활동으로 관련 표준화위원회 참석 및 표준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함.
-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위성항법센터가 신설되어 관련 포럼 개최 및 국제표준 준용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GNSS 보정정보 활용을 위해 틈새표준 개발과 제공될 보정정보와 연계된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타 기술/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선도 기술 발판 마련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표준 개발 진행 상황은 작성 및 위원회 단계로 표준 필수특허 설계가 가능하며 관련
표준 연구를 통해 특허망 구축도 가능한 상태임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차세대 보정정보
제공 표준 연구와 병행하여 표준안 공백분야를 도출할 수 있으며, 기술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음
- 차세대 GNSS 보정정보 제공 기술은 표준화가 진행되는 단계로 관련 기술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활용 분야인 단말기 및 부품 기술 개발은 선기술을 개발하고 추후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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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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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전자파환경 기술은 유 무선 방송 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의도성 및
비의도성 전자파, 그리고 고출력 전자파(핵 및 비핵 전자파 포함)로 인한 방송·통신 서비스와 인접
기기 시스템과 주요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자파 노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및 대책 기술

< 전자파환경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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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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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5G 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로서 기술 및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표준 선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최초로 5G 기술 상용화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파환경 기술 분야에서 첨단 ICT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내기술 및 표준화 수준 향상, 표준화
인력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전자파환경 기술은 안전한 전파환경 구현을 위해 의도성/비의도성 전자파로부터 인체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측정평가 및 대책 관련 기반기술이며, IEC, ITU-T와 같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제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함. 이를 위해서 국내 관련 산·학·연은 표준화
분야에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해당 기술에 대한 의장단 수임, 리더십 확보
및 국제 표준화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기에, 지속적인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점기술 표준화 목표를 설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IEC CISPR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의 표준화에 5G 관련 무선기기 평가기술 표준화
개정을 추진하고 IEC TC77 SC77B에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ITU-T SG5에서는 2018년 말 5G 네트워크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에 관해 수치해석에
기반한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5G 네트워크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IEC TC106은 6 ㎓ 이상 휴대용 무선기기 인체
노출량 평가 기준을 ‘21년 목표로 표준화 추진. 비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해 주요 장비의 복사성 및 전도성 내성평가를 위한 인가 레벨 및
측정방법 관련 표준 개정을 목표로 추진

∼ 2022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의 전자파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국제 표준(CISPR 32 등)에 국내 5G 기지국 및 단말기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술기준 내용을
제안하고, 5G 등 광대역 통신신호에 의한 기기 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규 표준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IEC 61000-4-41) 초안을 개발하고 제안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4차산업혁명의 토대인 디지털사회 기반 조성에 필요한
5G네트워크 인프라 확산을 위해 5G무선국에 대한 국내외 전자파 노출량 평가 방안 마련 추진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주요 장비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장비와 시스템이 배치된 시설의 전자파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수준의 방호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대형 건물 등 시설에서의
의도성 전자파장해 등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국내외
표준으로 제안

∼ 2024년

IEC CISPR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의 표준화에 5G 관련 무선기기 평가기술 및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화 반영, 18㎓ 이상 평가기술의 표준화 제안을 추진하고 ITU-T
SG5 및 IEC TC106에서는 5G 이후 출현하게 될 새로운 전자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계획.
또한, IEC TC77 SC77C에서 의도적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고출력 비핵 전자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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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대해 시설에서의 방호 수준, 즉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과 방호대책 관련
표준의 제 개정을 목표로 추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 시험방법 표준화에 국내 5G 기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광대역 방사 내성 표준 재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며, 18㎓이상 평가기술 연구결과를
관련 표준(CISPR 16-2-3)에 제안 등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본격적인 5G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생활환경

주변의 다양한 노출 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 평가 사례에 대한 측정 결과를 개발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제안된 시설에서의 비핵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위해 실제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국내외 표준 초안을 제안하고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 추진

∼ 2026년

IEC TC77 SC77B에서 5G 등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표준 채택, 18㎓ 이상 평가기술 반영을
추진하고, ITU-T SG5에서는 5G 이후 차세대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및 5G
기반의 무선기기에 대한 노출평가 표준을 추진하고 총 노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통신
기기인 무선전력전송(WPT)과 의료기기에 대한 노출평가 방안 개발은 계획 중임.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해 주요 시설의 방호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 관련 표준을 개정하고, 고출력 전자파
관련 기존 IEC 표준 시리즈의 전체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국내 제안 주도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의 표준채택을 위해
적극 대응하며, 제안된 18㎓이상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 반영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무선국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노출량 평기 표준 개발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을 국내외
표준으로 제정하고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안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EMC, EMF, EMP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IEC, ITU-T
등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5G 서비스 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환경 측정·평가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전자파환경 평가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전자파환경 기술은 직접적인 시장 창출보다는 새로운 전파응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파
기반 기술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전자파 관련 정책과 연계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새로운 5G 무선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ICT 융합 기기의 사용으로 전파환경이 복잡해져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환경에 대한 정확한 측정·평가 기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보다 안전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

60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1.3. 중점 표준화 항목
< 전자파환경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IEC
5G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CISPR/
- 5G 무선기기/기지국 장비 전자파적합성 요구조건 TC77,
및 평가기술
ITU-T
- 6 ㎓ 이상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SG5,
-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기술
ETSI,
3GPP

⑥

O

5G 기지국 및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 5G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평가기술 표준
- 5G 휴대용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수치해석 기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O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기술
-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 방호기준 및 성능평가 방법
- 고출력 전자파 측정 센서 교정 및 시험방법
- 정보기기 고출력 전자파 내성 기준 및 평가방법

IEC
TC77,
ITU-T
SG5

⑥

X

ICT 융합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ICT 융합 기기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 ICT 융합 기기 평가 요구조건 및 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측정 및 조건
- 무선기기 전자파 시험 및 조건

IEC
CISPR/
TC77

⑥

X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ICT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가전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전기자동차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비통신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X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생활 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직업인 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 전자파 인체 노출량 모니터링 평가기술

IEC
TC106,
ITU-T
SG5

⑥

X

IEC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TC77,
- 고출력 전자파 시설 보호 지침 및 방호성능 평가기술 ITU-T
SG5

⑥

O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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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세계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정부의 전자파 정책과
기술개발 현황을 반영하여 5G 기지국, 휴대 단말기 등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및 고출력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 및 IEC/ITU 등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항목으로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서비스 보급에 따라 5G 등 무선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이 규정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6㎓ 이상 EMI 측정 관련 표준 및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표준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로봇, 자율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서비스 출현에 대비한
관련 표준화 선도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ITU-T와 IEC TC106 등에서는 5G 기지국 및 휴대
기기에서 복사되는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와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
현재 4G LTE망과의 연동을 통해 5G가 서비스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 2020년부터 5G 단독
서비스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할 예정. 이런 이유로 충분한 실제 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수치해석에 의한 노출량 평가가 먼저 수행되었으며, 상용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한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어 네트워크
확장성 지원을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측정 평가 기술은 핵 및 비핵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장비 시스템의 보호는 물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방호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방호대책 및 측정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국내 의견이 IEC TC77
SC77C, ITU-T SG5 등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특히, 주요기반
시설 내 핵심장비들은 건물 내부에 위치하므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과 방호대책을 이용한 방호시설 보호 지침에 대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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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Ver.2019와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에서 앞선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전자파적합성,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 및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과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측정 및
인체 노출량 평가, 그리고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과 방호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과 동일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구성하되 국내 전자파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5G 응용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전자파적합성 측정 및 인체 노출량 평가, 그리고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기술과 방호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등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정리
<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2022 신규항목
Ver.2020

Ver.2021

Ver.2022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 및
평가 기술 표준

-

-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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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전자파환경 기반 무선전력전송 서비스) 5G 이동통신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에 의해 C씨는 여가
활동을 하면서 전자파적합 인증받은 5G 단말기를 통해 무선전력전송 주차장에서 충전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상태(충전, 감시 등)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무선충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때 무선충전 주차장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양한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파적합성 인증과 인체 노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전자파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원격제어, 무선전력전송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B5G 서비스) 5G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A씨는 B5G 휴대
IoT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ㆍ가상현실 및 스마트오피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기의 오작동이 전혀 없고 전자파 인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B5G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기존의 공장과는 달리 스마트공장 내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와 시스템이 5G 이동통신, IoT 기술 등을 기반으로 원격 제어 및 관리시스템에
의해 하루 24시간 품질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요 전자파, 나아가 테러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고출력 전자파에 의해
전파 또는 유선 신호를 이용한 제어 및 관리시스템이 오동작하거나 고장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실정이다. 5G 전자파적합성 측정·평가 기술과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성능평가 기술, 그리고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기술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주요 시설과 장비들을 의도성/비의도성
전자파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 (전자파환경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구매한 B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 반면에, 차량 내 수많은 센서와 무선기기 간 오작동으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과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 유해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차량 구매를 고민하였지만, 전자파적합성 평가
및 인체 노출량 평가 적합 확인 후 안심하고 자율자동차를 구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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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전자파환경 609

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

-

-

-

한국

-

-

-

-

미국

과기정통부, 28GHz 실증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1.6]
과기정통부, 6G·양자 포함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 수립 [2020.2]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시작 발표 [2019.4]
과기정통부,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 수립 [2019.2]
·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5개년 국민 소통계획 수립·발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2019.1]
·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에 대응한 전자파 안전환경 조성 및 국민
생활과 밀착된 전자파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수립
· 고출력 전자파(EMP) 등 전자파로 인한 국민위협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파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
국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4조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술개발 명시 [2018.11]
· ‘기술개발’이란 포괄적 의미를 ‘EMP 방호 기술개발’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송희경 의원
법규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2018.11.26, 소관위 접수)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계획 발표 [2018.1]
· 2019년 이후 예정된 상용화 계획에 맞춰 관련 인프라 정비 중. 특히, 전자파 인체노출
문제로 인해 무선망의 확대가 지연되지 않도록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한 노출 평가
기준을 2019년 초 제도 도입 계획
미래부, 고출력 기지국 전자파 인체보호 강화 [2017.12]
·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상청, 해상관제 등에 사용되는 고출력 레이더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500W 이상 고출력 기지국에 대해서는 운용 전에 전자파인체
보호기준 적합 여부 및 안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미래부, 가전기기 전자파 규제 일부 시행 [2017.7]
· 전기장판 등 장시간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대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는 2017년 7월부터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 주방용 전열기구와 전기 액체 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파적합성 평가 시행
미래부, 제8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수립 [2016.8]
· GPS 교란, EMP 등 전파교란 분야별 감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위기단계별 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시행,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미래부,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6.6]
·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차폐시설
및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방통위,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종합대책 발표 [2011.9]
· 방통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파법 제44조의2」를 개정하고, 전자파로 인해
인체와 기기 등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체보호와 기기보호 대책 수립 및 관련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

- IEEE를 중심으로 인체보호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중 [2020]
- 미국 연방정부의 EMP 대응능력 조율 목적의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2019]
. 미 연방정부는 EMP 영향으로부터 국가의 복원력(resilience)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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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
· 각 부처는 핵심시설 담당 부서와 함께 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필요
-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 및 복구 지침서 발간
[2016]
- 고출력 전자파 관련 연방전력법(Federal Power Act) 개정 중 [2016]
· 113rd HR2417(Shield Act): EMP 발생으로부터 전력시설 보호 목적
· 114th HR2401: EMP 영향으로부터 주요 기반시설 보호 방법
· 114th HR2271: EMP 위협으로부터 중요 전기기반시설 보호방안 및 복구대책

일본

-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KDDI 등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는 2019년 9월 5G를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봄에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 [2019]
- (총리 직속) 내각관방을 중심으로, 방위성 외에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 등 중요 인프라
를 소관하는 부처 등이 대응책을 검토, 이를 위해 방위성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EMP
공격과 관련 연구비로 14억엔(약 145억원)을 책정 [2017] (출처: 중앙일보 2017.9.7)

유럽

- 영국, 폴란드에서 5G 무선망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안 마련 중 [2020]
- 영국은 5G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 독일은 2019년 초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에는 5G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2019]
- 영국, 이탈리아 등 EU 직업인 전자파 보호를 위한 지침 도입 시행 [2016]
- 고정 시설에 대한 EMC Engineering 시행(EMC Directiv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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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2.6%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2019년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18년
5G 단말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기준과 시험방법이 개발 공고되었음
- RRA, RAPA
· 2018년 5G 단말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을 개발하였고, 5G 서비스에
따른 광대역 신호 전자파 내성 평가를 위해 데이터기기 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 진행 중
- ETRI
· 2018년부터 6㎓ 이상 대역에서의 복사성 장해 허용기준 관련 불요 전자파 간섭 모델링,
전자파적합성 기준 연구를 추진 중
- 삼성전자, LG전자
· 2018년 3.5㎓ 대역 2019년 28㎓ 대역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하고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고, 2021년 6G 기술개발 확대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무선설비와 다양한 전기·
전자기기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에 관한 연구와 표준화 추진
- RRA
·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를 통해 산 학 연 관 공동으로 정부의 전자파 정책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자파 노출량 평가방법 연구 및 IEC, ITU 등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
19년 5G 기지국과 휴대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준 개발하였으며 현재
IEC를 통해 국제 표준화 추진 중
- ETRI
· 5G 기지국에 전자파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화 연구 및 관련 인프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중
- KCA
· 5G 기지국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
-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국내이통3사 등
· 기지국 제조사는 2019년 상용화에 맞춰 3.5㎓ 대역 장비 개발을 완료하였고 휴대전화
등 단말기도 2019년부터 출시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28㎓ 대역 상용화에 대비한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 개발 중. 2021년 상반기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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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고출력 전자파 방호 및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중임. 미국 군 표준과 IEC 표준
등을 토대로 복사성 방호시설인 차폐시설 구축 업체, 전도성 방호 장비인 필터 생산 업체, 그리고
구축된 방호시설에 대해 방호성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평가 기관들이 있음.
- RRA
· 2014년에 개정된 전파법 제56조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관련된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발표(2016)하였으며,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및 방호시설 보호 지침 관련 연구를
수행 중
- 연세대, 인하대, 서경대, 수원대 등
· 전자기장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방호시설이나 차폐 함체에 대해 고출력 전자파 전달
특성에 관해 이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도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접지, 필터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등
· 연구기관에서 시설 수준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기술, 저비용 경량 방호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대책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 KTL, KTR, KRISS 등 시험기관
· 국제 규격(미군 규격, IEC 표준 등) 및 국내 기술기준(RRA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을
근거로 차폐효과 및 PCI 측정설비를 구축하고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에서 방호성능 평가를
담당하고, 차폐효과 측정방법, 필터 측정방법 등에 대해 IEC TC77에 제안하여 표준화를
진행 중
-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 고출력 전자파 방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고출력 전자파 방호기술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업무들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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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EMC 평가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대에 따른 6㎓ 이상 대역 측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예정
- 유럽, ETSI
·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40㎓까지 전자파장해(EMI)와 18㎓까지 전자파 내성(EMS)
요구사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6㎓ 이상 주파수 대역에 대한 EMI 기준과 측정방법 개발을
추진 중
- 미국, ANSI
·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해 40㎓까지 전자파장해(EMI) 측정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측정
주파수 범위 확대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2019년 4월 3.5㎓ 대역의 5G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한 계산적 방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 2018년에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2020년 28㎓
대역 상용화를 위한 측정에 기초한 평가 방법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완료될 예정
- 유럽, GSMA, Vodafone, Orange-Polska
· 폴란드, 스페인, 영국, GSMA, Vodafone, Orange-Polska 등을 중심으로 5G 및 차세대
무선망에 관련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이 활발히 수행 중
- 호주, Telstra
· Telstra를 중심으로 5G 기지국 인체 영향 평가에 가장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고, ITU-T
SG5에서 2019년에 관련 표준을 폴란드, 한국, 스웨덴 등과 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 중
-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 기지국

인프라가

확대/설치되기

시작하는

개도국에서

관련

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적극적이며,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관련 연구의 선도국들이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기술 확산에 기여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미국 및 유럽은 군사 규격 및 IEC 표준 등의
시험을 위한 방사성 및 전도성 시험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비핵 EMP
방호를 위한 모니터링 센서 개발 중
- 미국 IAN(Instant Access Network)
· 2007년 9월 볼티모어 세이지 정책그룹과 공동으로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 등 미국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고도 전자파펄스(HEMP)에 의한 중요 기반시설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
- 미국, Oak Ridge 국립연구소
· 2010년 에너지부(DOE), 국토보안부(DHS),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의 지원으로
EMP가 미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과 방어대책에 관한 연구 등 고출력 전자파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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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QinetiQ
· 시설 수준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방호지침을 이용한 자문과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출력 전자파 탐지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유럽에서는 FP7 RT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와 관련 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년부터 EMP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 중국, Xi’an 대학
· 고출력 전자파 관련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전력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연구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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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전파응용 분야 4개의 소분과 기술(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
환경)들을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 및 범위) Keywert 특허검색 DB를 이용하여, 한미일, 유럽, 국제(PCT)에 출원/
공개(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권리존속기간(20년)을 고려, 2001.01.01. 이후 출원된
14,145건을 유효특허 분석대상 범위로 함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1년 3월까지 공개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를 분석대상으로 한 본 IPR
분석에서는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출원된 한미일,
유럽, 국제특허들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본 IPR 현황부에서 분석된 특허들은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별 기술에 대한 최신의 특허 데이터가 아님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Keywert DB

2001.01.01.~ 2021.03.31.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WO

- (핵심키워드 및 검색식)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관련 핵심 키
워드들의 유사/동의어 조합을 통해 검색식 작성
< 전파응용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소분과

핵심키워드

무선전력전송

무선전력전송,
WPT(wireless power
transfer), WPCN, Wireless
Power Communication
Network, Wireless
Charging, RF WPT,
Beamforming WPT,
Massive MIMO WPT, Retro
WPT,
Distributed-Cooperative
W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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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ti:((무선전력* ((무선* wireless*) a/1 (전력*
power*) and (전송* 송신* transfer* 통신*
communicat*)) WPT* WPC* 무선충전*
"무선 충전" (wireless* a/1 charg*))) and
ipc:(h02j* h02m*)

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수중통신, 수중음파통신,

수중통신

수중네트워크, Underwater,

((수중* underwater* 수중음파* underwater*

IoUT(Internet of

a/1 acoustic*) a/1 (사물인터넷* 사물* a/1

Underwater Things),
IoUS(Internet of
Underwater Services),
UWASN(UnderWater

인터넷* 통신* 네트워* 네트웍*
communication* network*) internet* a/1
underwater* UWANS* ((underwater*) a/1
(acoustic*) a/1 sensor*))

Acoustic Sensor Network)
1. ti:((위성* satellite* (integrated* hybrid*
cooperative*) n/1 (satellite* terrestrial*)
(위성* satellite*) n/1 (지상* 4G* 5G*
LTE* 엘티이* Long a/1 Term a/1 Evolution
OFDM* 직교주파수* 직교* a/1 주파수*)
위성지상* 위성/지상* 지상위성*
지상/위성*) and (지상* 이동* 셀룰러*
셀룰라* terrestrial* mobile* cellular* 통신*
네트워크* 네트워킹* communicat*
network*)) and (주파수재사용* 주파수* a/1
재사용* (frequency*) a/1 (reuse* share*
sharing*) CoMP (cooperative* advanced*)
a/1 (multipoint* multi?point* multiple a/1
point MIMO* multi-input a/1 multi-output
multi a/1 input a/1 multi a/1 output)
위성통신

위성통신, 위성/지상 연동,
심우주, 위성항법, GNSS

다이버시티* 다이버서티* diversity*
(beamform* beam-form* 빔포밍* (빔) a/1
(포밍 형성 성형) 빔형성* 빔성형*) (간섭*
인터피어런*) n/1 (제어* 완화* 제거* 정렬*
저감* 관리* 평가*) (전력* 파워*) n/1
(제어* 컨트* 콘트* 관리*) 핸드오프* 핸드
a/1 오프 핸드오버* 핸드 a/1 오버 (자원*
리소스*) a/1 (관리* 할당*) (interference*)
n/1 (align* cancel* coordinat* mitigat*
reduc* manag* evaluat*) (power*) n/1
(control* manag*) handover* handoff*
hand a/1 over hand a/1 off (resource*)
a/1 (align* assign* allocat* manag*)
랜덤액세스* 랜덤엑세스* 랜덤 a/1 액세스
랜덤 a/1 엑세스 임의접속* 임의 a/1 접속
random a/1 access 왕복지연* 왕복 a/1
지연 round a/1 trip a/1 delay 시공간부호*
시공간 a/1 부호 STC* space a/1 time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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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cod* channel a/1 compensation
hierarchical a/1 modulation 채널보상* 채널
a/1 보상 계층변조* 계층 a/1 변조
계층적변조* 계층적 a/1 변조 지상보조망*
지상 a/1 보조망 CGC* ATC*
complementary a/1 ground a/1 component
ancillary a/1 terrestrial a/1 component)
and ipc:(h04b* h04q* h04w* h04l* h04j*
b64g* g04r* g01s* h04h*)
2. ((광대역* 브로드밴드* 와이드밴드*
broadband* wideband*) a/1 (위성*
satellite*) DVB-RCS* (DVB* digital a/1
video) a/1 (return a/1 channel) VSAT* very
a/1 small a/1 aperture a/1 terminal
physical a/1 layer a/1 network a/1 coding
full a/1 duplex a/1 wireless DVB-S2*
(DVB* digital a/1 video) a/1 (satellite*)
PCMA paired a/1 carrier a/1 multiple a/1
access) and (다중빔* 다중 a/1 빔 multi*
a/1 beam* multi-beam* multibeam*)
3. ((심우주* 심 a/1 우주 우주* 행성*) a/1
(통신* 네트워크*) ab:((deep a/1 space
interplanetary*)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ti:((deep a/1 space lunar*)

a/1 (communication* network*
transmission*) interplanetary a/1 network
space a/1 internet interplanetary a/1
internet (Delay* Disruption*) a/1 (tolerant
a/1 network) bundle a/1 protocol CCSDS*
proximity-1* space a/1 data a/1 system
Custody a/1 transfer intermittent a/1
connectivity Opportunistic a/1 connectivity)
long* a/1 haul* licklider a/1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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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과

핵심키워드

검색식
a/1 protocol LTP*)
4. ab:((실내외* 실내/실외* 실외/실내*
outdoor* indoor* indoor/outdoor*) and
(측위* 위성항법* 위성 a/1 항법 포지셔닝*
포지션* 위치* position* locat* GNSS*
navigat* global a/1 navigation RNSS*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satellite*
위성* GPS* global a/1 positioning
pseudolite* pseud-satellite* pseud a/1
satellite 의사위성* 의사 a/1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and (GPS* GNSS* seamless
a/1 satellite satellite* radio a/1 navigation
a/1 satellite global a/1 positioning 위성*
지피에스* 쥐피에스* 위치* 포지션*
포지셔닝*)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환경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
적합성, 노출, 테스트,
시험, 평가, 간섭, 측정,
방호, 보호

(EMC* EMI* EMS* EMP* EMF* 이엠피*
이엠씨* 이엠시* 이엠에스* 이엠아이*
이엠에프*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a/1 (compatibility* interference*
susceptibility* pulse* field*)) and ((전자파*
electromagnetic* electro-magnetic* electro
a/1 magnetic) n/1 (적합* 노출* 테스트*
시험 expos* test* 측정* 평가* measur*
evaluat* 방호* 보호* protect*))

D.N.A.생태계 강화 _ 전파응용 - 전자파환경 619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 전파응용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매우 많은 특허
출원이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국내외 출원인들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파응용 분야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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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특허출원에서, 미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 및 한국특허(공개 및 등록특허
포함)가 각각 4,887건(35%), 3,738건(26%)으로 많은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KR), 미국(US)은 2019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였으며, 일본(JP), 유럽(EP), 국제(WO)는 2018년도에 가장 높은 특허 출원량을 보임
- 특히, 2018년, 2019년에 한미일, 유럽, PCT 특허 출원량이 급증한 것은 무선전력전송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 관련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2001

2

8

76

15

101

2002

4

13

81

11

109

2003

7

3

53

10

73

2004

16

6

61

13

96

2005

8

18

63

8

97

2006

6

18

91

28

143

2007

14

11

78

13

116

2008

34

25

85

8

152

2009

138

19

87

8

252

2010

224

21

65

19

329

2011

430

30

79

18

557

2012

590

40

104

13

747

2013

858

28

130

11

1,027

2014

837

25

147

16

1,025

2015

1,041

21

112

15

1,189

2016

1,023

35

32

19

1,109

2017

901

27

40

10

978

2018

2,131

70

295

54

2,550

2019

1,694

54

644

24

2,416

2020

638

16

403

12

1,069

2021

10

0

0

0

1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출원연도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 중,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10,606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위성통신 기술과 수중통신 기술, 전자파환경 기술이 각각 2,726건,
488건, 325건의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음
- 위성통신 기술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 특허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 가장 높은 출원량을 보임
- 수중통신과 전자파환경 기술은 2018년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출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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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역점 분야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현황 >
구간A

구간B

구간C

(2011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19년)

무선전력전송

1,878

2,901

4,726

수중통신

98

81

151

위성통신

313

291

979

전자파환경

42

50

88

특허분석 항목

-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B(2014년~2016년) 대비 신규 특허출원이 매우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기술은 최근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성통신 기술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구간A,B 대비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진 것으로 파악됨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소분과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합계

한국특허(KR)

3,271

107

307

53

3,738

미국특허(US)

3,420

175

1,170

122

4,887

일본특허(JP)

1,229

68

225

46

1,568

유럽특허(EP)

774

31

349

18

1,172

국제특허(WO)

1,912

107

675

86

2,780

합계

10,606

488

2,726

325

14,145

특허발행국

- 소분과 기술에 대한 특허 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기술 모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
- 특히,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특허출원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분야가 국제표준과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과 전자파환경은 특허 발행국 미국 다음으로 PCT 국제(WO) 출원이 많이 진행되었고,
수중통신은 한국에서 출원이 많이 진행됨
- 전반적으로 전파응용 분야는 특허 발행국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신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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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수중통신

위성통신

전자파환경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출원인

출원량

LG INNOTEK
CO. LTD

476

한국해양연구원

14

ETRI

73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7

SAMSUNG
ELECTRONICS

411

강릉원주대학교

13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9

주식회사
이레테크

6

LG
ELECTRONICS

206

호서대학교

8

한화시스템

12

ETRI

5

SAMSUNG
ELECTRO-ME
CHANICS

145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8

QUALCOMM

11

재단법인
자동차융합
기술원

3

Hyundai Motor
Company

97

주식회사
에스에스엘

4

서울대학교

10

SAMSUNG
ELECTRONICS

3

9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

2

QUALCOMM

87

국방과학연구소

4

SAMSUNG
ELECTRONICS

ETRI

62

목포대학교

4

국방과학연구소

4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

KAIST

62

KETI

3

주식회사
케이티

4

주식회사
이엠시스

2

HANRIM
POSTECH
CO., LTD.

59

국민대학교

3

MITSUBISHI
ELECTRIC

4

국방과학연구소

2

KETI,
AMOSENSE
CO., LTD.

58

한국해양대학교

3

KETI

4

금오공과대학교

2

- 특허 발행국 한국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엘지이노텍으로 나타났으며, 2위, 3위로 삼성전자, 엘지전자로 파악됨. 특히,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림포스텍과 아모센스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본 기술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상당한 특허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QUALCOMM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수중통신 분야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강릉원주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파악됨. 상위 다출원인에는 대부분 출연연과 학계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의 수중통신 분야는 학연에서 다양한 연구개발과 함께 특허출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위성통신 분야에서는 ETRI가 가장 많은 출원을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시스템,
한화시스템, QUALCOMM으로 나타남. 특히, 국내 위성통신 분야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는
일본 MITSUBISHI ELECTRIC도 포함됨
- 타 소분과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량이 적은 전자파환경 분야에서는 유라코퍼레이션,
이레테크, ETRI 순으로 상위 다출원인이 파악됨. 국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위스 FLEXTRONICS
ODM LUXEMBOURG S.A.사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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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 전파응용 분야 소분과 기술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무선전력전송
출원인

수중통신
출원량

출원인

출원인

출원량

550

WFS
Technologies
Ltd.

45

HUGHES
NETWORK
SYSTEMS

177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14

426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QUALCOMM

14

ATC
TECHNOLOGIES

85

NEC

8

LG
ELECTRONICS

292

THE BOEING
COMPANY

10

QUALCOMM

80

DELL
PRODUCTS,
LP

8

LG INNOTEK
CO. LTD

283

Wireless
Fibre
Systems

8

ETRI

69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

8

APPLE

250

InCube Labs,
LLC

7

MITSUBISHI
ELECTRIC

66

SCHLUMBERGER
TECHNOLOGY
CORPORATION

7

PANASONIC

197

Ceebus
Technologies,
LLC

7

VIASAT, INC.

64

CARBO
Ceramics
Inc.

6

TDK

195

WOODS
HOLE
OCEANOGRA
PHIC

7

THALES

54

SONY

6

INTEL

180

QinetiQ
Limited

7

THE BOEING
COMPANY

52

AIRBUS

6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Ltd

125

NEC

7

HUAWEI

50

TAIYO
YUDEN CO
LTD

5

102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

6

GILAT
SATELLITE
NETWORKS

39

MITSUBISHI
ELECTRIC

5

HUAWEI

출원인

전자파환경
출원량

SAMSUNG
ELECTRONICS

출원량

위성통신

- 특허 발행국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국제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삼성전자로 나타남. 특히, 무선전력전송 다출원 상위 기업
1위 삼성전자는 2020년 분석결과(395건) 대비 금년도에는 550건으로 나타나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외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내 엘지전자, 엘지이노텍도
무선전력전송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HUAWEI는 금년도 분석결과에서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 상위 다출원 기업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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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통신 분야는 타 상위 다출원 기업 대비 영국 WFS Technologies Ltd.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of the Navy, The Boeing Company로 나타남. 수중통신 분야에서는 영국과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 특허출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NEC와 중국 TANGSHAN ZHAO LAN MARINE TECHNOLOGY CO., LTD.가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위성통신 분야의 다출원 기업으로는 미국 HUGHES NETWORKS SYSTEMS, 미국 ATC
TECHNOLOGIES, 미국 QUALCOMM, 한국 ETRI 순으로 나타남. 위성통신 분야는 대부분 미국
국적 출원인들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MITSUBISHI
ELECTRIC, 프랑스 THALES, 중국 HUAWEI, 이스라엘 GILAT SATELLITE NETWORKS도
상위 다출원 기업에 포함됨
- 전자파환경 분야는 미국 HALLIBURTON ENERGY SERVICES, INC., 일본 NEC, 미국 DELL
PRODUCTS LP, EXXONMOBIL UPSTREAM RESEARCH COMPANY에서 가장 많은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국과 일본 국적 기업들이 상위 다출원 기업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프랑스 AIRBUS도 포함됨
¡ 결론
- (특허분석 결과) 전파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량을 보이고 있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 특허 기반의 표준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출원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특히 무선전력전송 분야에서는 국내 대기업 삼성전자,
엘지이노텍,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아모센스, 한림포스텍
등에서도 활발한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미국 APPLE, 일본 TDK,
PANASONIC, 중국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HUAWEI가 무선전력전송
분야 신규출원을 매우 많이 진행한 것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수중통신, 전자파환경 분야의 한국
국적 출원인들은 자국 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해외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성통신 분야는 2016년과 2017년에 2015년 대비 특허출원량이 매우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신규출원이 매우 폭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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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9.3%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무선기기 EMC
시험방법, 6 ㎓ 이상 EMI 허용기준 관련 표준개발 중

TC77

(SC 77B-High frequency phenomena) 2019년 한국이 광대역 신호를 이용한
방사 내성 평가기술 표준화를 제안하였고, 2020년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 신규표준제안 문서 회람 후 신규 프로젝트 진행 승인완료. 신규 표준
재정 진행 예정
(SC 77C-High power transient phenomena) 다양한 고출력 전자파 관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존 핵 EMP(HEMP) 측정평가 및 대책 관련 표준을
개정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특히 장비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내성평가방법 개정과 더불어 고출력 전자파 방호지침 개발을 위해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또한, 지자기 폭풍에
의한 지자기 유도 전류(GIC) 영향 측정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로 확대

TC106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5G 서비스대비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

ITU-T

SG5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circular economy)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 및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 ICT
인프라에 대한 보호 관련 표준, 기지국 및 안테나 주변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그리고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 낙뢰 등 전자파
위협에 대한 측정 및 저감 방법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기존 표준을
개정하기 위해 IEC TC77 SC77C와 협력 중

ETSI

ERM WG
EMC

(EMC and Radio spectrum Matter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및 40㎓이하 전
자파 측정표준 개발 및 개정

RAN4

(Radio performance and protocol aspects)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PG901

(전파자원)
- (WG9011-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ITU-T SG5 표준을 근거로 정보통신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EMC 평가 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한 방호대책 및 측정·평가 방법을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표준개발 중
- (WG9012-전자파 인체보호) 5G 기지국·무선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표준개발 중

IEC

국제
(공식)

국제
3GPP
(사실)

국내

표준화 현황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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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5G 무선기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EMC 평가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시스템 전자파를 관리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 개발 중
- 국립전파연구원
· 5G 휴대용 무선기기 및 기지국 장비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을 참조하고 국내기술을 반영하여
EMC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 표준이 개발됨
- TTA 전파자원 PG(PG901)
·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 및 통신설비와 같은 시스템 전자파를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자파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 등이 개발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X 3129, 이동통신 단말기 및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020

KS X 3135,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2020

TTAK.KO-06.0519 전자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20

TTAK.KO-06.0520 전자파 안전관리 수행도 평가방법

2020

RRA

TTA PG901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TTA 전파자원 PG(PG901) 전자파인체보호실무반
(WG9012)에서 기지국ㆍ생활환경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5G 무선국 전자파에 대한 안전거리 평가 및 밀리미터파 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추진 중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48, 5G 기지국의 전자파 인체 영향과 관련된 제품 적합성 시험을
위한 안전거리 평가방법

2021

2021-0710 밀리미터파 기지국 설치 생활공간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2021

TTAK.KO-06.0491, 휴대용 무선통신기기의 EMF 인체영향 평가 수치해석 방법

2019

TTAK.KO-06.0343/R1,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예측 방법

2018

TTA PG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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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IT-K.91,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

2016

TTAK.KO-06.0125/R3, 기지국 주변에서 인체노출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

2014

TTAK.KO-06.0269/R2, 전자파 인체 총 노출량 측정방법

2014

TTAK.OT-06.0057, 작업 현장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

2014

TTAK.KO-06.0231,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절차(30㎒ - 6㎓)

2014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핵 EMP는 물론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EMP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방호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호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보호 지침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
- 국립전파연구원
· IEC TC77 SC77C 국내 전문위원에서는 고출력 전자파 관련 IEC 표준을 근거로 방송·통신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2021년에는 IEC TC77 SC77C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표준 22건에 대해 국가표준을 최신
버전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TTA 전파자원 PG(PG901)
·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에 대한 측정·평가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핵 및 비핵 EMP 위협으로부터 통신센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 대책기법 등에 대한 ITU-T 표준을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관리 중임. 2020년에는 방호개념(Protection concept)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
방호수준에 대해 IEC 61000-6-6 표준과 ITU-T K.78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표준
개정에 대해 제안하였음.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RRA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61000-1-3 전자파적합성(EMC) – 제1-3부: 일반 – 민간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영향

2021

KS C IEC 61000-1-5 전자파적합성(EMC) – 제1-5부: 일반 – 민간
시스템에 대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영향

2021

KS C IEC 61000-2-13 전자파적합성(EMC) – 제2-13부：환경 – 비핵
고출력 전자파(HPEM) 환경 – 방사 및 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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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KS C IEC 61000-4-25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2021

KS C IEC TR 61000-4-32 전자파적합성(EMC) – 제4-3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시뮬레이터 개요

2021

KS C IEC 61000-4-3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고출력 과도현상 파라미터 측정방법

2021

KS C IEC TR 61000-4-35 전자파적합성(EMC) – 제4-3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비핵 고출력 전자파 (HPEM) 시뮬레이터 개요

2021

KS C IEC 61000-4-36 전자파적합성(EMC) – 제4-3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 내성 시험방법

2021

KS CI EC 61000-5-3 전자파적합성(EMC) – 제5-3부: 설치 및 완화지침 –
고고도 핵 전자파 펄스(HEMP) 방호 개념

2021

KS CI EC 61000-5-4 전자파적합성(EMC) – 제5-4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 내성 - HEMP 방사성 방해에 대한 보호장치 요구사항

2021

KS CI EC 61000-5-6 전자파적합성(EMC) – 제5-6부: 설치 및 완화지침 –
외부 전자기(EM) 영향의 완화

2021

KS CI EC 61000-5-8 전자파적합성(EMC) – 제5-8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로부터 분산된 기반시설의 보호 방법

2021

KS CI EC 61000-5-9 전자파적합성(EMC) – 제5-9부: 설치 및 완화지침 –
HEMP와 HPEM에 대한 시스템 레벨 감응성 평가

2021

KS C IEC 61000-6-6 전자파적합성(EMC) – 제6-6부：일반 표준 – 실내
기기의HEMP 내성

2021

TTAK.IT-K.84, 비의도성 전자파 방출을 통한 정보 누설 시험방법 및 지침

2017

TTAK.IT-K.115, 전자파 보호 위협에 대한 저감 방법

2017

TTAK.IT-K.81/R1,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 시스템 내성 요구규격

2016

TTAK.IT-K.78, 고고도 핵 전자기파에 대한 통신센터 내성 요구규격

2014

TTA PG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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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 (5G 전자파적합성 평가기술 표준) 무선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 6㎓ 이상 EMI 기준, 18㎓이상
측정 및 시험장평가 기술 관련 표준개발이 진행 중
- IEC CISPR
· 5G 이동통신을 고려하여 H소위에서 6~40㎓ 대역 EMI 기준과 A소위에서 18~40㎓ 대역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되었고, I 소위에서 무선기기에 대한 EMC 측정방법
표준개발도 진행 중
- IEC TC77
· SC77B에서 한국이 제안한 광대역 신호 방사 내성 시험 표준화가 신규 프로젝트로 승인되었고
관련 표준개발 중
- ITU-T SG5
· Q4/5에서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EMC 요구사항이 승인되었고, 휴대용 무선기기 및
정보감지기기에 대한 EMC 요구사항에 대한 표준개발 중
- ETSI ERM WG EMC
· 5G 기지국 장비 및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40㎓이하 측정 표준 개발
- 3GPP RAN4
· 5G 기지국 장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평가 표준개발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CISPR 35 Ed.2.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Immunity Requirements

진행중
(2022)

CISPR 32 Ed.2.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multimedia equipment Emission requirements

진행중
(2022)

CISPR 16-1-4 Ed.5,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4: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Antennas and test sites for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진행중
(2022)

CISPR 16-1-6 Ed.1.2,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1-6: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 EMC antenna calibration

진행중
(2022)

CISPR 16-2-3 Ed.4.2,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2-3: Methods of measurement of
disturbances and immunity -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진행중
(2022)

IEC TC77

IEC 61000-4-41,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 Part 4-41: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Broadband radiated immunity test

진행중
(2023)

ITU-T SG5

K.Suppl.10 (ex K.Sup.emc-5G), Analysis of EMC aspects and definition of
requirements for 5G mobile systems

2020

ETSI ERM
WG EMC

EN 301 489-50,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Part 50: Specific conditions for Cellular
Communication Base Station (BS), repeater and ancillary equipment

2021

IEC CIS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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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3GPP RAN4

표준(안)명

완료연도

EN 301 489-5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Part 52: Specific conditions for Cellular
Communication Mobile and portable radio and ancillary equipment

2020

ETSI TS 103 569,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standard for radio
equipment and services; Study into extending the upper limit of the range of
radiated emissions requirements up to 40 GHz

2020

38.113, NR; Base Station(B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2021

38.124, N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requirements for mobile
terminals and ancillary equipment

2021

¡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표준) 5G 네트워크 기술 상용화 시기에 맞춰 기지국 및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착수하고 작업 진행 중
- IEC TC106
· 5G 이동통신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TC106은 6㎓ 이상 대역에서의
휴대용 무선기기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을 ‘21년 발간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후
국제 조화가 이루어진 EMF 노출량 평가 표준 및 인증 방법을 마련할 예정. 5G 등 기지국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를 위한 Case Study 결과를 ’19년 기술보고서로 발간하고 ‘22년
국제표준을 목표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5
· 5G 기지국에 관한 평가 방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상용화 일정과 연계하여 계산적 방법에
기반한 평가 방법을 선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후 측정 데이터에 기반한 측정방법 개발 추진 중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106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232 Ed.3.0, Methods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진행중
(2022)

IEC/IEEE 63195-1 Ed.1.0, Measurement procedure for the assessment of power
density of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wireless devices operat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head and body – Frequency range of 6 ㎓ to 300 ㎓

2021

IEC/IEEE 63195-2 Ed.1.0, Determining the power density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to wireless devices operat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head and body using computational techniques, 6 ㎓ to 300 ㎓

2021

IEC 62209-3 Ed.1.0,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Human models,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 Part 3: Vector probe systems(Frequency range of 100 ㎒ to 6 ㎓)

2019

IEC TR 62669 Ed.1.0, Case studies supporting IEC 62232 - Determination of RF
field strength, power density and SAR in the vicinity of radiocommunication base
station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human exposure

2019

IEC TR 63170 Ed.1.0,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Human Expos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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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TU-T SG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2209-1 Ed.2.0, Measurement procedure for the assessment of specific
absorption rate of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Part 1: Devices used next
to the ear(Frequency range of 300 ㎒ to 6 ㎓)

2016

IEC 62209-2 Ed.1.0,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fields from hand-held
and body-mounted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 Human models,
instrumentation, and procedures - Part 2: Procedure to determine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for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used in close proximity
to the human body(Frequency range of 30 ㎒ to 6 ㎓)

2010

devices, RF EMF exposure assessment of the wireless radiocommunication
devices operating close to the human body

진행중
(2022)

K.small, Small base stations-impact on the overall exposure level

진행중
(2022)

K.peak, Comparisom between peak and real exposure in the long term
considerations

진행중
(2022)

K.STR.EMF_assess, Case studies of RF-EMF assessments

2020

K.145,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mpliance with RF EMF exposure
limits for workers at radiocommunication sites

2019

K.Suppl.16, Electromagnetic field(EMF) compliance assessments for 5G wireless networks

2018

K.121, Guidance o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Electromagnetic
Radiation from Radio Communication Base Stations

2018

¡ (고출력 전자파 방호대상 보호 지침 표준) IEMI 등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및
시스템의 내성 측정․평가 및 시설 수준에서의 방호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이 IEC를
중심으로 제·개정 중
- IEC TC77
· 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및 시스템 내성 측정 및 평가 표준, 신규
및 기존 시설에 대한 HEMP 및 IEMI 방호에 대한 IEC 표준의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지자기 폭풍에 의한 지자기 유도 전류(GIC) 영향
측정 평가를 위한 표준개발로 확대 중임. 또한, 한국 NC로부터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관련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어 IEC61000-4-23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진행중임.
- ITU-T SG5
· ITU-T SG5에서는 IEC 표준을 근거로 통신센터 내 장비 시스템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측정에 대한 표준 제정하였으며, 고출력 전자파 관련 ITU 표준 중 시험방법만을
발췌하여 정리한 새로운 K.115 표준이 제정. 고고도 핵 전자파펄스(HEMP) 관련 통신시설 내
장비 시스템 보호를 위한 지침인 K.78이 내성시험 등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2020년에
개정되어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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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C TC77

ITU-T SG5

표준(안)명

완료연도

IEC 61000-5-6 ED1 EMC – Part 5-6: Installation and mitigation guidelines –
Mitigation of external EM influences

진행중
(2024)

IEC 61000-2-9 ED2 EMC – Part 2-9: Environment - Description of HEMP
environment - Radiated disturbance. Basic EMC publication

진행중
(2024)

IEC 61000-2-10 ED2 EMC – Part 2-10: Environment - Description of HEMP
environment - Conducted disturbance

진행중
(2022)

EC 61000-4-24/AMD1 ED2 Amendment 1 - EMC - Part 4-24: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Test methods for protective devices for HEMP
conducted disturbance

진행중
(2022)

IEC 61000-4-23/AMD1 ED2 Amendment 1 - EMC - Part 4-23: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Test methods for protective devices for HEMP and
other radiated disturbances

진행중
(2024)

IEC 61000-4-36 Ed.2.0, IEMI immunity test methods for equipment and
systems

2020

K.81 Ed.3.0, High-power electromagnetic immunity guide for telecommunication
systems

2016

K.78 Ed.2.0, High altitude
telecommunication centres

2020

electromagnetic

pulse

immunity

guide

for

K.115 Ed.1.0, Mitigation methods against electromagnetic security threats

2015

K.84 Ed.2.0, Test methods and guide against information leaks through
unintentional electromagnetic emission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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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5G 세계최초 상용화 등 빠른
- 여타 통신 관련 기술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 변화
상대적으로 좁은 시장
시 - ICT, 무선기기 등 첨단 제품의 시 - 전자파 측정 장비 개발 업체
장 Testbed로서의 시장 확보
장 거의 없음
-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무선기기
- 중소기업 중심의 전자파 측정
국내역량요인
시장 확대
및 인증 평가 산업 구조
- 우수한 국내 ICT 기술 및 인프라

국외환경요인

- 상용화된 평가기술 미흡

기 수준
기
-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술 - 전자파 측정·평가 관련 기술력 술
및 상용화 지원 미흡

축적
-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관련 국제

-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표 표준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
표
- 국제표준 의장단 참여 미비
준 - 비교적 잘 구축된 산학연 협력 준 - 산업체 표준화 참여 미비
체계

-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을 목적 【SO전략】
으로 하는 전파응용 산업의 시장
활성화 추세
- (시장)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시
- 전자기 위험성(hazard)에 대한 전자파 평가기술 및 표준화 지원
장 높은 관심과 우려
- (기술) 국내기술 경쟁력 유지, 핵심
기
- 5G 등 새로운 전기·전자 제품 평가기술 확보 및 전자파 영향에 대한
회
시장이 빠르게 형성
방호대책 기술 확보
요
(표준) 국내 기술력을 활용한 신기술에
5G
등
첨단
ICT
제품
개발기술
인
대한 전자파 측정·평가 관련 국제
기
기반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확보
(O)
술 - 신규 제품에 대한 국내 전자파 표준화 선도
측정기술의 선도 가능성이 큼

【WO전략】
- (시장) 국내 연구개발과 표준화 역량
증대 및 활성화 유도를 통해 국내
기술 기반 해외시장 확보
- (기술) 국외 관련 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 (표준)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협업
체계 확립 및 체계적 표준화 지원

표 - 신규 제품에 대한 국내기술의
준 표준화 선도 가능성이 큼
【WT전략】
- 전자파 측정·평가 및 대책 소재· 【ST전략】
시 부품 관련 시장 인지도 미흡
장 - 전자파 측정 장비시장이 확대되 - (시장) 국제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 (시장) 국내표준화 인력 양성 및
지만, 국산 장비의 시장점유율 미비

위
- 전자파 평가기술 신뢰도 미흡
협
- 국내 전자파 측정용 계측 장비 요 기
기술 경쟁력 미비
인 술 - 전파 분야 관심 감소에 따른 전문
(T)
인력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 국제 표준화 주도권 경쟁 심화

표
- 국제 표준화 의장단 참여 및
준 주도력 미비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측정평가 기술
및 장비 시장 선점
(기술) 국제전문가 협업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첨단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기술 개발로 신뢰도 확보
(표준) 국제 표준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준화 인력 양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측정 기술 표준화 주도 및
리더급 전문가 양성

역량 증대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
(기술) 국외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협력 및 공동 대응 증대
(표준) 국제 표준화 전문가 양성
및 표준화 활동 지원 확대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전자파환경 분야는 시장 인지도나 본격적인 시장 형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전자파로 인한 기기 및

인체 영향을 다루는 기반분야로써 안전한 전자파환경을 목표로 향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 전자파환경 기술의 연구와 함께 관련 산업체의 표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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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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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전자파적합성 평가 기술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전파자원
PG901

국제

ITU-T SG5,
IEC CISPR/
TC77 SC77B,
ETSI ERM WG
EMC, 3GPP
RAN4

삼성전자,
LG전자, 교정
국내
기술원,
참여
KAIST, 충북대,
업체/
KRISS,
기관
RRA, RAPA,
ETRI, KTL 등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ETS lindgren,
(독일)Rohde Schwarz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핀란드)노키아,
(중국)MIIT/화웨이,
(일본)NTT,
(미국)퀄컴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전자파적합성 기술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 기반 기술로 Ver.2015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Ver.2016, Ver.2017에 제품별 전자파적합성 표준 대응을 위해 다각화협력 항목으로
분류했으나, Ver.2018에는 로봇 EMC,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차세대공략으로 분류하였고, 2019년부터 5G 관련 EMC 표준 선도를 위하여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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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C CISPR에서 5G 이동통신에 대비하여 6∼40㎓ 대역 EMI 기준, 18㎓이상 측정기술, 무선
기기 EMC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국내 5G EMC 시험방법 및 전자파
측정기술을 반영하고 대응하며, IEC TC77 SC77B에서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기술개발
및 표준 개발 진행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5G 무선기기 시험방법, 6㎓
이상 EMI 기준, 18㎓ 이상 측정기술, 광대역 방사 내성시험 표준 개발에 국내기술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의장단 및 전문가 활동 적극 지원 필요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공동기고, 상호지지)) 5G 서비스에 의한
전자파 영향 등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광대역 방사 내성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전문가
협력을 통한 신규 표준 개발 적극 진행
<표준화 계획>
- 이동통신 등 시스템이나 설비와 관련되는 EMC 평가기술 및 전자파 저감 방법에 대하여
ITU-T SG5 표준을 참조하여 국내 표준화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을 통한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EMC 측정·평가 및 관리방법 표준화,
전자파적합성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정책에 부합하도록 EMC 평가방법
표준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등 새로운
평가기술에 대한 표준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관련 특허망 구축전략)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5G 관련 평가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전자파적합성 측정 평가에 대한 특허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파적합성 관련 국제 표준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5G EMC 시험방법, 6㎓ 이상 측정기술, 광대역 방사 내성 시험 등 5G 관련 EMC 평가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표준화에 대응하며, 관련 응용 제품 국제 표준화에 지속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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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기술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전파자원
PG901

ITU-T SG5,
IEC TC106

국내
ETRI, KCA,
참여
삼성전자,
업체/ LG전자, 충북대,
기관
RRA,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스위스)Speag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폴란드)Orange,
(호주)Telstra,
(영국)Vodafone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일부 국가에서 5G 네트워크의 상용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전자파 인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무선설비 및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연구 및 표준화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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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은 ITU-T SG5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IEC
TC106을 중심으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평가 표준개발이 진행 중. 기존의 휴대기기와
기지국 등에 대한 향상된 평가 표준에 대한 IEC 및 ITU에서 지속적인 표준 유지·보수가
진행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개정에 대응 추진
- ITU-T SG5에서는 자체 발표한 5G 상용화 로드맵에 의거 2021년을 목표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을 개발 추진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방법을 ITU-T SG5, IEC TC106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선도 필요
<표준화 계획>
- RRA 전자파인체보호위원회 및 TTA 전파자원 PG(PG901)을 중심으로 5G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대응 추진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인체보호 실무반(WG9012)을 중심으로 5G 기지국과
휴대전화에 대한 국내 자체 평가기술과 표준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토록 추진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 등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추진과 함께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대응
- (중장기 표준개발 전략 수립) 신기술이 적용된 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평가기술을 연구하여
관련 정책과 기술기준을 적기에 도입하고 관련 국내외 표준화와 연계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필수특허 설계전략) 표준화 방향을 예측하여
5G 기지국 및 휴대용 무선기기 등 신규로 도입되는 서비스․기기에 대한 인체 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시 선제적으로 IPR 확보와 연계된 표준화 전략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전자파 노출원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무선설비 및 제품이 보급되기 전 신속한 대응을
통해 노출량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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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전파자원
PG901,
IEC TC77
SC77C 전문
위원회

국제

ITU-T SG5,
IEC TC77

국내 연세대, 서경대,
참여
RRA,
업체/ 국가보안연구소,
ETRI, KTL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유럽)QinetiQ,
(미국)Metate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Metatech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저비용 경량 방호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방호시설을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로 Ver.2016에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품에 대한 차폐·필터 방식을
이용한 고전적 방법이 아닌 시설의 취약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호지침의 표준화를 위해 Ver2020에서 중점
표준화 전략으로 선정하였으며, IEC TC77 산하 SC 77C와 ITU-T SG5에서 진행하게 된 시설에서의 취약성
평가기술 및 방호지침 관련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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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EC TC77 산하 SC77C을 중심으로 의도성 전자파장해(IEMI)를 포함한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기기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한 평가 표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지자기
폭풍(Geomagnetic storm)에 의한 GIC(지자기 유도 전류) 영향 분야로 확대 중. 또한, ITU-T
SG5에서도 IEC 표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센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제·개정 중
- 고출력 전자파 방호시설 보호 지침 관련하여 한국 NC에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안이 제안되어 2021년에 신규 프로젝트(IEC 61000-4-23/AMD1 ED2)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 표준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임. 또한,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시설 내 주요 장비에 대한 저비용 경량 방호기술을 이용한 보호 지침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 예정
- 장비 시스템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내성평가를 위한 시험 레벨이 IEC 표준과 ITU-T 표준이
서로 상이하여 상호 협력을 통해 조정할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및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핵
EMP 및 비핵 고출력 전자파 관련 국제 표준화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시설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방호지침 관련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IEC TC77 산하 SC 77C 및 ITU-T SG5
국제표준에 부합화 및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RRA EMP 기술기준위원회, TTA 전파자원 PG(PG901) 및 IEC TC77 SC77C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IEC 및 ITU-T 등에서 제·개정된 HEMP/HPEM 표준의 국내표준화 필요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내표준화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전자파적합성/전파특성 실무반(WG9011)에서의 표준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방향을 고려, 산 학 연 관 전문가 그룹을 통한 고출력 전자파 안전성 평가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 개발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개발)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평가, 저비용 경량 방호대책
기술 등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해 표준화 추진과 연계한 적극적인 국제표준 대응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초중기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화 방향에 따른 출원 및 기고 전략) 핵/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시설에서의 취약성 측정평가, 그리고 저비용 경량방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방호지침 기술을 기반으로 IPR를 확보하고, 이를 고출력 전자파 관련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주요 시설에서의 고출력 전자파 취약성 측정·평가 및 방호대책 기술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파 평가기술 표준화에 적극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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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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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3GPP
CISPR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Comité International Spécial des Perturbations Radioélectriques (불어)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 (영어)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oE

Department of Energy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F

Electromagnetic Field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P

Electromagnetic Pulse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RM

EMC and Radio Spectrum Matters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HEMP

High-Altitude Electromagnetic Pulse

HPEM

High Power Electromagnetics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EC

International Electronics Commission

IEEE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MI

Intentional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IoT

Internet of Things

LTE

Long Term Evolution

RAN

Radio Access Network

SAR

Specific Absorption Rate

TC

Technical Committees

WPT

Wireless Power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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