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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의 創立과

초기활동(1996~2000) (제1부) 김 윤 명

EMF Safety Inc.

아래 내용은 필자의 2018년 2월의 단국대학교 정년퇴임
기념으로 2018년 1월 12일 서울 용산의 한국전자파학회의
제97차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
정리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게재할 계획이다.

Ⅰ. 한국전자기장의 인체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한국에서 저출력의 전자기장의 위해론을 언론매체에선

전하여 대중적 관심을 가지게 한 알려진 최초의 사람은 防

災전문가 이규학 박사(미국 Mercy 재단)였다. 그는 미국에
서 귀국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여러 잡지나 신문을 통하여
가전제품과 방송 송신소 전력선으로부터 생성되는 전자기

장의 위해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전자기장 위해론의 고조 속에서 컴퓨터 터미널로부터 방

출되는 전자기파의 감쇄를 위한 保眼鏡(보안경)과 전자기
장 차폐용 제품들이 출시되고, 그 후 전자파 보호衣, 차폐모
(帽), 裝身具(장신구) 등의 多種의 상품들이 출시되었다.
한편 외국에서전자기장 환경을공부하고 귀국한약간 數

의 교수들이 환경공학적 학문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가

전제품과 전철 승강장 주변, 전철 객실內 등의 전자기장 환
경 측정 결과 및 인체 영향 연구를 매스컴에 보도하여 주목

을 받았다(연세대 김덕원 교수, 한양大 김윤신 교수).
1996년 3월 한국산업안전연구원(이관형 연구원)의 휴대

폰의 電氣場 세기 측정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언론 매체에

크게 알려지고, 곧 이어 휴대폰에 의한 頭皮部의 온도 상승
효과를 일반주간지에 보도되어 일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

었다.
대중에게알려진특기할만한인쇄물내용은다음과같다.

1) 넘실대는 전자파의 위험, 과학동아, 1987년 7월호.
2) TV 놓은침실은발암물질샤워실, 시사저널, 1993년 7월.

3) 전력시설 磁氣場 노출 근로자 “뇌암 발병확률 두 倍,” 
동아일보, 1995년 1월 26일.

4) 金德源, 숨은公害 전자파가넘친다, 한국일보, 1995년 
3월 3일.

5) 이기철, 전자파와 인체, 한국전자파기술학회 기술강연
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5년 6월 3일.

6) 金德源, 전자파줄이기 대책시급하다, 한국일보, 1995
년 9월 19일.

7) 姜渭生, 병원에서전파와정자장의영향, 의협신보, 1995
년 10월 9일.

8) 國産 휴대전화 전자파 국제기준치 크게 초과, 중앙일
보 & 한국경제, 1996년 3월.

9) 지하철 객실內 전자파 방출量 국제권고치 <최고 5배>, 
日刊신문, 1996년 4월 17일. 

10) 김덕원, 전자파 방지 10가지 방법, 延大 김덕원 교수
전자파 공해 책 펴내, 동아일보 1996년 4월 28일.

11) 전자파규제강화한다정통부, ‘인체보호기준’도곧마
련, 전자신문 1996년 5월 3일.

이 밖에 TV나 라디오의 전파에 의한 mass media에서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져 그 당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이슈가

media의 큰 인기메뉴였다.

Ⅱ.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의 결성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1993년 초부터, 표준규격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통신기기 및 산업
용 장비에 대한 전자장 환경 연구(EMI/EMS)와 국내 및 국
제 표준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전자기장의 인체 유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정보통신부에 전자기장 피해에 관한 민원

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원들은 기술적인 면에
서 대체적으로 한국전자파학회의 표준규격위원회와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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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가지고 처리되었으나, 휴대폰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
적인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별도의 위원회 구
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국내산 휴대폰의 전자파 과다 발생 보도로 큰 충격

을 받은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국 감리과 강덕근 과장은 ‘전
자파에 대하여 문외한들이 마구 설치는 이 판국에 전자파

전문가들이 오불관언(吾不關焉)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전
자파학회 회장단에게 학회가 학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평상시 理工學 전공자들의
모임인 전자파학회가 인체 건강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강 너머 불로만 쳐다보던 학회의 분위기 속
에서 학회의 회장단이 정통부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理

事會에 ‘연구회 구성’의 件을 上程하였다.
그 무렵에 한국전자파학회의 총무이사와 <전자파 재료

및 부품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필자는, 1996년 제2
차 이사회 개회 직전에 학회장 정낙삼(표과원), 부학회장
조성준(한국 항공大 교수)으로부터 上記 연구회 위원장 사
직을 권유받음과 동시에, 새 연구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자파 재료 및 부품 연구회>는 김동일 교수(부산
해양대학교)에게 위원장 자리를 넘겼다.

1996년 3월 29일 본 학회의 제2차 이사회에서, <전자파
생체영향 연구회>를 학술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에 두기
로 하고, 위원장은 학술이사가 회장단과 상의하여 결정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누가 이 분야에서 한국

의 선도자이며, 누가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
라 막연하였지만, 주변의 가까운 분들, 특히 정연춘(표준
원), 김상근(한국전력), 문명필(정보통신부), 강덕근(정보통
신부), 박동철(충남대), 정낙삼(표준원) 회원 등으로부터 연
구회 구성에 관한 도움말을 듣고, 1996년 4월 1일부터 20일
까지 연구회의 위원을 모집하였으며, 이 연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회장에게 수시로 연구회원 구성에 관하여 보고하

였다. 연구회 가입의 요청을 받은 분들을 대체로 흔쾌히 수
락하였다.
연구회 구성을 마친 후, 양승인(숭실대) 학술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김윤명(단국대)이 연구회 위원장으로 임명되
었다. 1996년 5월 10일 전자파학회 제3차 상임이사회에 <전
자장과 생체와의 관계 연구회> 구성을 보고하였다.

구성된 초기 회원명단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전자장과 생체와의 관계 연구회 초기 회원명단

이러한 내용들을 국내 정보통신부 감리과에서 모두 sum-
marize하여 일간신문에 [그림 2]와 같이 보도하였다.

[그림 2] 전자신문, 1996년 5월 3일

기사 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인체유해 여부와
관련, 한국전자파학회 안에 지난 3월 발족한 전자장과 생

체관계 연구회(회장 단국대 김윤명 교수) 를 중심으로 연구
를 본격화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체안전보호기준

을 마련해 권고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이다.

Ⅲ.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의 모임

연구회의 당초 이름은 “전자파 생체 영향 연구회”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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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저주파 전자계를 전자파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파’
를 ‘전자장’으로 하였으며, 전자장의 ‘생체영향’이라는 것이
아직 확신할만한 단계가 아니므로, 좀 더 보수적인 의미로
서 ‘생체관계’로 하였다. 결국 ‘전자파 생체영향 연구회’라
는 가명칭이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라는 정식 명칭으
로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낙삼 당시 학회장의 의견
이 주도적이었다.

연구회의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1) 전자기장의 생체 영향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전자기장 안전에 관한 국내외 규격의 동향 파악 및 연
구 조사

3) 전자기장의對인체위해에관한안전대책연구및홍보
4) 전자파의 의료 공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

연구회 구성의 연혁은, 1996년 3월 29일, 학회 이사회에
서 전자파 생체 영향 연구회의 설치를 의결하였고, 199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회원을 섭외하여, 당시 전자파학
회 사무국이 있던 마포구 동교동의 무선국관리사업단 빌딩

에서 1996년 5월 1일에 제1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림 3]은 연구회 제1차 모임에 대한 시간 스케줄에 대

한 안내이다.

[그림 3]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 1차 모임 시간 스케줄

이 회의에서 김윤명(단국대 교수)을 연구회장으로 선출
하였으며, 정통부 감리과의 주선으로 통신개발 연구원의

<전자파로 인한 장해 실태 조사와 인체보호 설정에 관한 연

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림 4]는 그 다음 달에 가진 2번째 모임의 회의록(백정
기 충남대 교수 기록)이다.

[그림 4]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 2차 모임 회의록

2차 모임에서의 연구발표내용은,
1) IRPA 규격 검토 - 충북대 김남 교수
2) 생체와 전자 환경, 향후의 전망 - LG전자 김승현 부장
3) 송변전설비 전자계 설계기준 - 한전 정상진 부장

2번째 회의(1996년 6월 8일)에서 작성된 연구회 회원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의 1차 수정된 회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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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입부 회원들의 개인 신상 기록 내용

1996년 5월 14일의 내용과 다른 점은, 삼성전자의 규격인
증그룹을 대표한 염규덕 과장이, 삼성전자 규격 인증 시험
소의 김규선 소장으로 바뀐 것이다.

1996년 7월 12일 3차 회의록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토의내용(3차 회의록)

3차 모임에서의 연구발표 내용은,
1. 전자통신연구소 김진석 연구발표
ANSI C95.1의 구성과 내용
질문: 국내 SAR 측정 장비 유무(연세대학교, 김덕원 교수)
휴대폰의 관리환경(관리 / 비관리)
휴대폰의 인체 유해 문제(한국이동통신, 이은기)
1) 인체 근접 거리 결정 문제

2) Near / far field 현상(radiation 현상 또는 coupling 현상)
3) 공급전력과 복사전력, 평균전력의 적용 문제

2. 경희대 전자파공학 연구실 김인석 교수 연구 발표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electromagnetic fields and 

living matter,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종류 중에서 “거시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발표함.

1996년 8월 9일의 4차 회의 agenda로서는
1. 기술발표
김윤명: IEEE의 Recommended Test Method(9월 모임으로

연기)
백정기: Electromagnetic Biointeraction
김덕원: 최신 연구 동향
2. 9월 모임 결정
3. 일부 기존회원 제명 및 신입회원 영입
4. 연구비 집행 보고
5. 연구수행 합의서에 따른 project team 구성(3 teams)
6. 기타 안건

1996년 8월 9일 제출된 입부 회원들의 개인 신상 기록 내
용은 [그림 7]과 같다. 개인 신상은 연락 업무의 원활과 연
구과제 수행 시 team을 분할하는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
다. 그 당시는 회원들에게의 공지(公知)는, 요즘 같이 E-mail
이나 휴대폰 SNS가 아니고, 유선전화나 팩스가 주요 수단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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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6일 5차 회의 agenda로서,
1. 기술발표
김윤명: IEEE의 Recommended Test Method
남상욱: IEEE Paper “EM interaction of handset and a human 

in personal communications”
2. 10월 모임 결정

10월 19일 10:00(발표: 남상욱, 김윤명, 김윤신)
3. 신입회원 소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위생 교수)
4. 연구수행 합의서에 따른 project team 구성
5. 기타 안건들

통신개발 연구원 과제 추진

1조: 김규선, 하덕용, 남상욱, 김윤명, 강위생
① 국내 전자파 피해지역 조사(인체 중심)
② 피해 지역의 전자장 강도 측정

2조: 김남, 백정기, 김진석, 고한우, 임계재
① 외국의 생체 연구 사례의 문헌 조사

② 전자파 안전규제에 관한 국제동향 파악 및 외국

각 기관끼리의 상호 업무 관계 파악

3조: 김덕원, 정상진, 강덕근, 임계재, 김인석
① 전자파 안전대책 연구

② 국내 인체 보호 기준(안) 마련

1996년 10월 19일 6차 회의에는, 참석자로서 강덕근, 강
위생, 김덕원, 김승현, 김윤명, 김인석, 남상욱, 장병택, 백정
기, 김규선 모두 10명으로서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6 정보통신부 학술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제출
- 과제 관련 교수(김덕원, 김남, 백정기, 남상욱)가 분담.
김덕원: 연구목적 및 수행방법
김남: 참고자료
백정기: 연구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남상욱: 연구진행사항 및 향후 수행계획 등
- 10월 23일(수)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

2. ’96 제1차 연구과제 협력회의 참석건 보고
- 최초보고서 관련 연구팀 구성(11월 회의에서 세부사항
토의하기로 함).

3. 11월 회의 일정
- 일시: 1996년 11월 16일(토) 12시
- 발표: 김인석 교수: 표준화 설정 기준

강위생 교수: 미정

1996년 11월 17일 7차 회의 agenda는
1. 생체연구회 조별 선정
이기철 위원 → 3조
임계재 위원 → 2조

2. 조장: 1조 김윤명 위원, 2조 김남 위원, 3조 김인석 위원
(피해사례를 조사한 자료의 제공 : 정통부 → 강위생)

3. 동아일보 보도자료 구입 (김남 교수)
4. 차기 모임: 1997년 1월 10일(금) 오후 3시

- 발표자:
김남 위원: 전자장과 생체관련 최근 국제동향
정상진 위원: ELF

5. 중간보고서: 김윤명, 남상욱, 백정기 위원 집필: 10말 제
출했음.

6. 한일 Joint meeting: 주제, 내용(의제), 일자 등 구체적인 내
용 도출 예정

7. 이번 모임 발표자
김인석: 인체노출표준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강위생: cancer and power lines

1997년 7월 16일 8차 회의록
1. 차기 모임 일시 및 발표자 선정
2. 경리 보고
3. 1997년 3월 Workship 준비 件(초정인사: Utah대학 Om P. 

Gandhi 초청, ETRI의 초청으로 처리)
4. 1997 정보통신 국책 과제 연구 件
5.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제2차 연구 과제 협력회의 건

(組長)
6.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각 분과활동

1조: 전자파 피해 사례 조사(강위생) 
주요 지역의 전자장 강도 측정(김윤명, 홍장희
(김규선), 하덕용, 남상욱, 임계재)

2조: 문헌 조사, 외국 기관들의 업무 파악, 국제 동향 파
악(김남, 백정기, 김진석, 고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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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전자파 안전 대책 연구, 국내 인체 보호 기준 案(김
인석, 김덕원, 정상진, 강덕근, 이기철, 김회수)

8차 회의에서 연구위원을 [그림 8]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8] 추가로 영입되거나 방출된 연구위원

위에서 방출된 연구위원 2명은 모두 자원(自願)에 의한
것이었다. 

1997년 동해안 하계 수련회에서 가진 연구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술토의 내용:
1. 국내 전자장 환경정책 연구(정보통신부 감리과)
2. 전력선에 의한 전자장의 생체영향 연구(한국전력, 한국
전기 연구소)

3. 이동통신기기에 의한 생체 영향 연구(SK Telecom, 삼성
전자)

4. 인체 영향 해석을 위한 측정 시스템(한국전자통신연구
원, 전파연구소)

장소: 강원도 속초시 관동대학교 전자통신학과

97년 하계 수련회 학술발표회를 7월 17일부터 19일에 개
최하였으며, 김윤명, 김창곤, 김회수, 하덕용, 오학태, 이기
철, 노재영, 강덕근, 김인석, 이은기, 이애경, 백정기, 김남, 
김윤원, 임계재 참가하였다. 

제 14차 모임(1997년 10월 11일)은 韓日 공동 Workshop을

검토하는 중요한 모임이었다. 이 분야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연구하여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으나, 우리
는 후발로서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4. 한일 합동 휴대폰 영향 발표대회 건
발표자 이력서 4～8줄, 영어 요약 6～8줄, 논문(한글 및
영어로)
참석자 명단

숙소결정

10월 27～28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
논문은 다음주 중으로 동경에 도착하여야 함

발표자: 김윤명, 김윤신, 이은기, 양승인
참석자: 김윤명 외 8명

5. 연구발표
김남<인체보호기준설정>, 김진석<전자파에 노출된 인체
에 대한 무선 복사 보호지침> 外

6. 차기 모임 발표 : 김덕원 교수 (예정)

제15차 생체연구회 의제(1997년 11월 22일 10시)
1. 일본 방문: for 제1회 生體電磁環境 한일 workshop

(제2회는 1998년 10월 서울에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하
기로 함)
발표: 양승인(휴대폰 전자파), 이은기(기지국 전자파), 김
윤신(melatonin), 일본: 3인
한국의 전자파의 생체 연구현황: 김윤명(한국측 대표)
일본의 전자파의 생체 연구현황: 上野照剛(일본측 대표)

2. 미국 방문
Florida의 Motolora(Motolora 부담, for RF 연구)
California의 San Diego(自費 부담, for ELF 연구)

3. 김윤신 교수의 재입회 신청 건 처리
양승인 교수의 입회 신청 건 처리

4. 한국전자파학회 종신회비 납부: 이기철, 하덕용, 임계재, 
강위생 4인

5. 차기 모임 결정, 발표자, 의제
6. 최종보고서 작성

제17차 생체연구회 모임 공지 내용(1998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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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회의는 1997년 국책기술개발 사업으로 진행한 한
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자파 환경 연구> 및 학회의
<전자파 생체 영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를

모시고 발표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97
년도 연구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외부평가를 겸하며, 아울러
98년도 연구계획수립에 대한 기초적 의견을 나눌 예정이오
니, 발표자 여러분 뿐만 아니고, 회원 여러분도 반드시 참석
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일시: 1998년 1월 21일(수) 11시～22일(목) 오후 3시(1박
2일)

장소: 대전 유성구 프린세스 호텔

1998년 2월 20일에는 스위스 쥬리히 공대의 Niels Kuster 
교수가 내방하여 모바일 단말기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적합

성 시험 동향을 강연하였다.

[그림 9] 제17차 생체연구회 모임 공지 내용

[그림 10] 초청강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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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

김  윤  명

1975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공
학사)

1977년 2월: 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
석사)

1990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77년 2월～1980년 2월: 金星精密工業株式會社(現 
넥스1 퓨쳐) 레이다 기술자 개발, 조립 및 시험 엔지니어

1980년 3월～2018년 2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2000년 6월～현재 : (주)EMF Safety 대표이사
[주 관심분야] 전자파 인체 영향 및 환경 측정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