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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산업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전파설계 집단지성체계 구축

1) MoM(Method of Moment), FEM(Finite Element Method), FDTD(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Method)
2) IC Design Education Center

Ⅰ. 추진동기 및 배경

□ R&D에서 SW를 이용한 설계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
으나, 전파분야 설계 SW는 외산업체가 독점화되고 있
는 추세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해서 전국의 각 대학 또

한, 전파관련 불법 SW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
로 증가

• 100 % 외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 등
신 기술 개발과 복합 환경에 대한 다양한 설계 능력이

제한적임

□ 첨단 제품 개발에 전파설계 SW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의 외산으로 기업 및

대학에서 SW 기반의 개발이 어려움

• 기술․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SW 기반의 첨단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체계 마

련 필요

□ 3차원 공간에서 전자파의 특성을 계산하는 전자기해석1) 
도구는 ’8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전파 설계 SW 전무

• 또한 대부분 단발성 개발로 User Interface 문제 등 기술
적 성숙도가 낮아서 상품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춘 적이

없음

□ 반도체 강국 도약에 이바지한 IDEC(반도체 설계 교육센
터)2)와 같이 전파설계 기술의 향상을 위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구성된집단지성체계의설계센터구축이필요

• 중장기적인 정부의 투자와 관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의 헌신적 노력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

< 전파설계 집단지성 체계 >

□ SW 지원 및 교육, 해석기법 및 설계 활용, 알고리즘 
및 툴 개발을 위한 산․학․연 간의 새로운 인적, 
기술적, 산업적 연계 체계

• 대학, 기업, 연구기관의 자발적이며, 공개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생성된정보를 기반으로 SW 업그레이드 
및 특화된 SW 개발로 이어지는 에코 체인 구축

※ 전파 설계 SW는 전자기 분석 및 설계용 소프트웨
어로써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항공우주 및 방
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음

Ⅱ.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

□ 시장 현황

• (국내) ’14년 CAE 국내시장 매출은 약 1,600억 원으로
매년 15 %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임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기술
트렌드와 CAE의 접목에 따라 CAE 활용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시장 점유율은 Ansys社가 최근 3년 연속 1위로 약 51 
% 정도 차지

• (국외) 일본에서는 13년도 CAD/CAM/CAE 시장규모는 
3,055억 엔으로 매년 약 7 %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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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분야

알테어

(Altair)

․우주항공․선박․자동차 등에 고주파 전자파

해석과 저주파 전자기장 열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자율주행무인자동차, 전기차와 IoT 시뮬레이
션 강화

앤시스

(ANSYS)

․항공우주, 자동차, 건설, 에너지, 건강, 재료공
학 등에 고주파 해석, PCB, 전기모터 설계 기
능 결합

․유체역학, 반도체, 구조해석 기능 강화

케이던스

(Cadence)
․EDA 소프트웨어에 전파해석, 무선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 제공

<표 1> 다중물리 SW 기술현황

3) 항공기, 함정의 RCS, 5G 실내외 공간의 전파전파 해석

□ 기술 현황

• (다중물리 SW) ICT 융복합에 따라 기계, 항공․선박, 반
도체 등의 구조해석, 열해석, PCB 해석에 전파설계 SW 
기술 적용

• (대형 구조물) 전파해석구조의 전기적 크기가 커짐3)에

따라 대형구조 해석에 대한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히

진행

※ 미국(UIUC): 전투기 VFY218의 412의 RCS 특성 해
석(1999년)

※ 중국(북경공업대): 직경 1200구의 RCS 특성 해석
(2011년)

※ 터키(빌켄트대학): 1640 PEC 구조의 RCS 특성 해
석(2013년)

※ 스페인, NASA Almond 구조의 RCS특성해석(2011년)
• EU는 ACE(Antenna Centre of Excellence)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에서 사용되는 안테나해석 SW들의 표준 데
이터포맷을 연구

 - 유럽 내 각각 산학연에서 개발된 안테나 소프트웨
어 공유(Antenna Software Database), 소프트웨어들
간 성능비교(SoftLAB, SOFTware-on-line Antenna Bench- 
mark) 등을 지원

※ 패치안테나, 혼안테나, 구형배열안테나, 다이폴 원형
배열 안테나 등 다양한 종류의 안테나에 대한 모델을

비교하여 전파해석 SW의 성능 비교
- 프로젝트 종료 후 프로젝트에 참가 연구원을 중심으로
유럽안테나 및 전파학회(EurAAP) 설립

• 1993년 NASA는 전파해석 SW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 Almond 구조, 단일/이중 Ogive 구조, Cone-sphere 구조
설계이론과 측정값을 제안하고,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개발된 전파해석 알고리즘의 성능비교 가능

• (상용화) 전파해석 SW 경우, 대부분 학교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계에 보급
 - CST(독일, TU Darmstadt, 1992년), HFSS(미국, 카네기
멜론대학, 1989년), SEMCAD(스위스연방공대, 1994
년), FEKO(남아공, University of Stellenbosch, 1991년)

2-2 문제점

• 전자파 수치해석 기법은 여러 응용분야의 기반이 되는

분야이며, optics, 반도체, 전파,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 현재 대부분의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전자파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추세

• 해외 수입 프로그램은 다수의 기능을 보유하여, 일반적
으로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구매한 프로그램을 여러 사
람이 공유할 수 없음

- 프로그램을 숙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고, 고비용의 프로그램의 공유가 어려움

• 산․학․연 연계 전파설계 SW 개발 네트워크의 부재
- 국외 전파설계 상용 SW는 학․연 기관으로부터 spin- 

off한 형태로, 산업체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
화 성공, 반면 국내에서는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진 폐
쇄적인 형태임

- 산․학․연 연계한 상용화 전략이 부재하고, 각 기관
의 역할이 불분명

※ 학․연 기관에서 전파해석코어, meshing 알고리즘 개
발, 산업체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pre- 및 post-프로세
싱 UI, 병렬처리 및 클라우드 기반 연산 시스템 개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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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강점)

․산업 전 분야에 걸쳐 SW 개발에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SW 산업 부흥을 위
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파해석을 위한 핵심 알고리즘 구현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수 보유

․인터넷강국으로클라우드컴퓨팅기반 SW 개
발에 강점을 지님

W
(약점)

․외산전파설계 SW 국내시장에오랜시간선점
․학술적으로 제한된 SW 사용
․사용자 중심의 UI에 대한 개발이 미흡
․대학에서 전파설계 SW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
이 없어, 후속 개발 인력이 부족

O
(기회)

․전파설계 SW 개발로 관련기기 개발의설계가
용이하고, 제품 개발 싸이클 단축
․수요자 맞춤형 SW 개발 가능
․전문인력 양성과 SW 기반의전파산업육성 기
획 점진적으로 확대

T
(위협)

․외산 SW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종속도
가 날로 높아짐

․외산 SW 날로 진화
․고급인력의 이탈에 따른 기술 유지에 어려움

<표 2> SWOT 분석

• 전파설계 SW 경쟁력 및 개발 인력 부재
- 범용 국내 개발 전파설계 SW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국외 경우, 90년대부터 전파설계 SW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꾸준히 진행

- 전파설계 SW 개발을 위해 전파이론 및 전파응용 제품
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 아니라, 효율적인 연산처리
알고리듬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

• 차세대 전파응용기술 해석에 적합한 전파설계 SW의
부재

- 고주파수, 광대역, 복도 및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한 소재의 편파에 대한 이방성과 주파수 분산현상 등

의 적용 사례가 날로 증대

- 현재 상용 전파설계 SW로는 상기의 전파 응용기기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오차
와 많은 시간이 걸림

Ⅲ. 비전 및 목표

[그림 1] 전파 설계 집단지성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 및 목표

Ⅳ. 중점 추진과제 제안

4-1 전파설계 교육․지원 센터 구축

◈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파설계 교육․지원센터를 구

축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분야별 Working Group
를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 WG 차
원의 집단지성 프로세스 마련 및 혁신 설계를 지원

< WG중심의 개념>

◈ 전파설계의 전문분야 별 WG를 대학․기업을 연계시
켜 설계능력 및 요구 기능을 강화하고, 피드백을 통
한 SW 경쟁력을 향상을 선도하는 WG

□ 전파설계 SW 인력 산업 수요 맞춤 및 전문화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파설계 SW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파설계 SW 관련 중단기 기
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파설계 SW 관련 중장기 기
초 및 응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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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공동 WG을 통한 현장 교육

• 전파설계 SW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간의 WG을
통한 현장 교육 실시

- 기업의 전파설계 관련 애로기술 해결에 대학 공동
WG을 활용하여 학부 및 대학원 현장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 원격 교육 시스템 운영

• 전파설계 SW 원격 교육 시스템 운영

- 기업 및 대학의 연구 인력들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
지 않고, 전파설계 SW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 공동 SW 활용 지원 환경 구축

• 전파설계 교육센터 내 공동 SW 활용 지원 환경 구축
- 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파설계 SW 및 고사양의 HW
를 전파설계 교육센터에 도입하여 SW 구입이 어려
운 중소기업 및 대학에 전파설계 환경 지원

- 센터 내의 전담 인력이 기업 및 대학의 공동 SW 활
용 지원

4-2 전문화된 특화 SW 개발

◈ 전문 분야별 Working Group에서 기업․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집단지성 프로세스를 통해 원천

기술(특화 SW 등) 개발

□ 자율 무인 이동체 전파설계 SW
• 자율주행 전기 및 수소자동차, 무인항공기 및 소형무인
비행체의 전자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3차원
전자파 해석 도구 개발

- 자동차 전자파 모델링을 위한 3차원 입체 모델링

기술

- 전자파 해석을 위한 3차원 mesh 기술 개발
- 차폐/비차폐 케이블에 의한 커플링 및 신호/전압

integrity 현상 분석 도구

- 복합재 및 강화 플라스틱류의 전자파 특성 측정 및
수치해석 기법 개발

- 다층구조 복합재에 대한 전자파 해석을 위한 모듈
개발

- 자율자동차 내에서의 전자파 인체영향성 해석을 위
한 수치해석 기법

- 다중/혼성모드 해석 기법 및 다중모드 파리미터 계
산 기법 연구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개발

- RCS(Radar Cross Section) 및 곡면 상에 존재하는 안
테나의 복사패턴 계산

□ 대형구조물 설계 SW
• 대형구조물의 효율적 전자파 해석을 위한 high frequency 
해석 기법 및 3차원 low frequency 해석 기법 개발

• 대형 구조체 해석을 위한 병렬처리 기법 및 domain 
decomposition 기법의 개발

- Adaptive meshing 기법 개발

- Domain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한 대형 구조체

해석 방법론 개발

- Multi-core CPU를 활용한 병렬처리 기법 개발

- Shared/distributed memory parallel computer를 이용한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 전자파 해석 도구 개발

- 임의의 입사각도에 의한 평면파 입사 및 안테나에
의한 입사를 해석하기 위한 모듈 개발

□ Multi-physics 해석 툴 개발

• 3차원 전자파, 열, 유체역학 등의 다중물리 현상의 융복
합 해석이 가능한 SW 개발
- Maxwell 방정식, Navier-Stokes 방정식, Bio-heat 방
정식 등을 융합하여 해석이 가능한 다중물리 soft- 
ware 개발

- 단일 solid modeling 기반 다중 물리 해석이 가능한
platform 개발

- Adaptive meshing 기능의 구현 및 에러 최소화 기법
개발

- Matrix direct inversion 기법 개발

- Matrix iterative solve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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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onditioning 기법 연구를 통한 가속화 기법 개발

□ 통신 채널 해석 프로그램

• Geometrical optics 기반의 Ray tracing 기법을 이용한

밀리미터파 5G 통신채널 해석 software 개발
- 3차원 지형 및 건물, 터널 및 실내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3차원 ray tracing software 개발

- 건물 및 지표면의 특성을 고려한 반사 및 회절계수
보정 알고리즘의 구현

- 고차 반사 및 회절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현
- 계산속도 향상을 위한 병렬처리 기법 개발 및 탑재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 
개발 및 Google의 전자지도와 연동

4-3 산․학․연 국제 공동 Business Chain 구축

□ Eco chain(학․연 ↔ SW기업 ↔ 산․학․연)
• (개방형 공간 구축) 해석방법별 SW를 구비하고, 이를 
이용한 실무 맞춤형 교육을 위한 개방형 공간 구축 등

• (전파 설계 국산화 지원) 대학센터와 SW 전문회사 중계, 
대학센터 개발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 및 UI 개발, 
사용자의 피드백 정보 취합 등 프로그램 적용․운영

□ 국제 공동 Business Model 도입
세계 최고 수준의 전파설계 SW 해외기업, 국내 SW 전문

기업, 전파설계 교육․지원센터 간에 공동 개발, 공동 영업
IPR 공유 및 공동 업그레이드
• (공동 영업) 대학센터, 학회 등에서 우선 사용을 통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 피드백을

통한 SW 기능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
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추진

• (IPR 공유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업그레이드 및
특화 알고리즘이 적용 등에 대한 재적재산권 공유 및

공동 영업 등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 공동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공동 업그레이드) 국제 공동 SW를 이용하여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생성된 정보 제공을 통한 세계최고의

전파설계 SW 구현을 위한 공동 업그레이드 작업화

- 사용자와의원활한소통을통한피드백정보를프로그

램 개선에 활용

□ 사용자와 개발자 간 자동 Feedback
• 기존 및 개발 SW 기술지원, 사용자 교육 및 산․학․
연 기술 교류 등 지속적인 피드백 통로를 확보하여

SW의 활용성 강화 및 개선

4-4 전파설계 집단지성 실증 사업 추진

□ 수요 연계형 신산업 기술 지원

• 국내에서 전파설계수요가 많은 소형 안테나 분야(무선 
단말기, IoT, 의료기기 분야 등)

• 차세대 전투기 개발 등 국방관련 전파설계 SW 개발
• RF cooking 관련 신산업

- 소규모 사업, 최고 등급의 보안 산업, 쇠퇴기 이후
신 성장 산업 등의 분야에 관련 인력 부족으로 인

한 전파설계 수요 대응

- 설계 파라미터 설정의 기준, 설계과정 측정치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설계이력 관리를 위한 전용
SW 구축

- 설계목적에 맞는 설계도안 추천 인공지능 SW 개발

□ 개발 환경 ↔ UI 편리성 ↔ 컨설팅

• 체계적인 전파설계 경험이 저조한 관련 중소업체의

전파설계 적용확산을 위한 사업

- 설계 목적에 맞는 전파설계 SW 추천
- 설계 대상별 Pre-processing, Solving, Post-processing 
전 과정을 자동으로(혹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

는 macro 명령어 구축 및 컨설팅

- 전파설계 설계와 실제 제작/측정과의 상호연관 관
계 컨설팅

□ 전파설계 신기술 도입 지원

• 3D 형상의 수동형 전파부품(안테나, 커플러, 필터 등) 
개발 지원

- 2차원 형상을 한계를 넘어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
능한 3D 프린팅 기반의 전파부품 설계

- 3D 프린팅 재료의 전파특성 분석 및 최적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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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 개발 지원

-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한 3차원 전파부품 설계물 제
작 개발 지원

Ⅴ. 추진체계

[그림 2] 전파 설계 집단지성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Ⅵ.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 전문화된 특화 SW 개발을 통해 기술 선도 및 원천 기
술력을 확보하여 전파 해석분야의 대외적 기술경쟁

력을 확보

• 세계 수준의 전파설계 연구 수준 확립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다양한 전파 응용분야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산업계의

기술 고도화 및 학계․연구계의 실효성 있는 연구 환
경 조성

• 3D-Printing 및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설계 SW를
사용하는 전파 응용분야 시범사업을 통한 학계 및 
산업계의 연구 활성화

□ 산업․경제적 효과

• 해외 의존적인 전파설계 SW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
과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

• 범용 SW의 국산화로 우수 고급인력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술인력의 자긍심 제고와 기술 종사

자의 우대 풍토 조성 기대

• 산․학․연 연계를 통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완성도

높은 특화 SW를 통해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으로의 성장가능성 증대

• 전파기반 부품 및 시스템 제작에 앞서 전파설계 SW
를 이용해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함에 따라 신뢰성

확보 및 개발기간 단축

• 자율주행 무인자동차, 전기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의
설계지원 및 파급효과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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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2005년 2월: 현광전자통신연구소 선
임연구원

2005년 3월～2010년 4월: 에프오알테크연구소 책
임연구원

2010년 4월～2013년 9월: 에어포인트연구소 책임
연구원

2013년 10월～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엔지니어링랩 팀장
[주 관심분야] RF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제작

추  호  성

1998년 2월: 한양대학교 전파공학과 (공학사)
2000년 8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자전기공학부 (공학석사)

2003년 5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전자전기공학부 (공학박사)

2003년 9월～현재: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초소형 안테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안테나 설계, 
차량 및 항공기 안테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