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파공학연구소 미래전파동향 제1호(2019. 2. 1)

국내외 5G 주파수 확보 추진 동향
≪ 국내 ≫
1.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확보 추진 본격화…전문가 작업반 운영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1월 30일 밝힘
- 이는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의
일환이며, 동 작업반은 총 3개반(주파수별)으로 구성됨

※ 전파진흥기본계획: 정부가 법률을 근거로 주파수 활용 효율 제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정책 로드맵. 이번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과기
정통부는 5G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최대 2,510 MHz폭의 5G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 2018년 6월 경매 할당된 5G용 3.5 GHz 대역 280 MHz폭이 2022년에 이용 포화가
예상(ETRI, 2018.6)되므로 2022년 이전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임1)
- 동 작업반의 결과를 토대로 금년 내에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이 마련, 발표될 계획임

구분

<표> 전문가 작업반 구성

주요 역할
3.5 GHz 인접대역(3.4～3.42 GHz) 주파수 20 MHz 대역폭에 대한 간섭 테스트
이동통신용 할당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반1 및* 동동 대역의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인해 제외된 바 있음
3.7～4.2 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현황 파악, 정비 방안 도출, 이동통신용
작업반2 할당 가능 여부 검토
* 동 대역은 현재 고정 및 위성용으로 분배되어 있음
700
2.3 GHz, 2.5 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 방안 마련
작업반3 * 동MHz,
대역들은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되어 있음

(출처: 아이뉴스 24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2019.1.25
2) 아이뉴스 24, “5G 주파수 더 필요한데…추가 후보 어디?”,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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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래 주파수 대역에
관해서도 이동통신 용도로 확보를 추진할 예정임
- 2,300∼2,390 MHz 대역 WiBro 주파수(90 MHz폭) 확보
- IMT용으로 국제 분배된 1,452~1,492 MHz 대역(40 MHz폭) 중 일부의 확보
- 24 GHz 이상 대역(2,000 MHz폭) 추가 확보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인 CDMA, WCDMA, LTE의 할당기간 만료 시
투자 및 활용 현황을 고려한 재할당

구분
5G 추가 주파수
확보
2G∼4G 주파수
재할당

<표> 5G 주파수 추가확보 추진 일정

2019년
2.3 GHz
WiBro 대역

2020년 2021년
3.5 GHz 인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2022년
1.4 GHz
대역

2023년
24 GHz
이상 대역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 해외 ≫
1. 미국, 첫 번째 5G 주파수 경매 완료…금년 내 3개 이상 밀리미터파
대역 경매 예정
o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1월 24일
첫 번째 5G 주파수 경매를 완료함
- 해당 대역은 28 GHz 대역, 입찰 제시액은 총 7억 200만 달러이며
사용 지역은 위스콘신(Wisconsin), 호놀룰루(Honolulu), 텍사스(Texas),
네브래스카(Nebraska) 등임
o 이번 경매의 입찰 제시액은 2017년 600 MHz 대역 주파수 경매 수익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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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28 GHz 대역의 면허 중 거의 절반은 이미 美 주요 이통사
중 하나인 Verizon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이처럼 28 GHz 대역 주파수는 대부분 기 보유 상태이므로 향후
24 GHz 대역에 관하여 실시될 주파수 경매에서는 입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임
- 한편, FCC는 기존 면허 보유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5G
대역의 주파수에 관해서도 경매를 실시할 계획임
o 이번 경매의 낙찰자는 총 40명이며 이 중에는 미국 4대 이통사인
T-Mobile, Verizon, Sprint, AT&T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o 한편, FCC는 금년 이내에 5G 용도로 최소 3개 이상의 대역에 관하여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인데, 주요 대역은 37 GHz, 39 GHz, 47 GHz,
49 GHz 대역임
o ‘밀리미터파 대역(millimeter wave bands)’으로 간주되는 상기 대역들
(24 GHz, 28 GHz, 37 GHz, 39 GHz, 47 GHz, 49 GHz)은 5G용 후보
대역으로 검토되고 있음
- 동 대역들은 아직 이동통신 용도로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
으나, 유휴 주파수가 많고 통화 지연성이 매우 낮으며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향후 5G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인텔(Intel)과 퀄컴(Qualcomm)은 동 대역들에서 호환 가능한
모뎀과 5G 폰이 금년 내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2. 독일, 연내 5G 주파수 경매 예정...비(非) 이통업계에서도 관심
o 독일 통신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청(BNetzA, Bundesnetzagentur)은 올해
3월 말 실시 예정인 5G 주파수 경매에 대하여 4개 기업으로부터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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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방통신청으로부터
발표된 바 없으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3대 이통사인
독일

텔레포니카(Telefonica

Deutschland),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그리고 후발 주자인 1&1 드릴리시(1&1
Drillisch)가 이번 경매에 참가할 것으로 보임

o 그러나 동 경매는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는 상기 3대 이통사들이 5G 주파수 경매 조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임
- 2018년 11월 BNetzA가 최종 초안을 발표한 5G 주파수 경매에 대한
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2년 말까지 기존 이통사는 각 주(州)의 전체 가구 중 98% 이상과
모든 연방 고속도로, 주요 도로, 주요 철도에 100 Mbps 이상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2022년 말까지 기존 이통사는 특정 지역에 5G 기지국 1,000개,
기타 기지국 500개를 설치해야 함
‧ 2024년 말까지 기존 이통사는 5G 커버리지를 항만, 주요 수로,
기타 모든 도로 및 철도로 확대해야 함
o 한편, 자동차 업계 등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5G 주파수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자동차 업계의 경우, 폭스바겐(Volkswagen)은 장비공급 업체인 에릭슨
(Ericsson)과

함께 5G 연구의 테스트를 추진 중이며, 다임러

(Daimler)는 생산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제공업체와 협력

하여 5G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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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 전기ㆍ전자기기 및 자동차부품 회사인
로버트보쉬(Robert Bosch), 전기ㆍ전자기기 업체인 지멘스(Siemens) 역시
생산과정의 디지털화, 생산시설의 확대 등을 위하여 5G 주파수 경매
참가를 신청할 예정임
3. 유럽위원회(EC) 고위 관계자, 5G 주파수 경매 실시 필요성 역설
o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산하 정보통신총국(DG-Connect,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국장 로베르토 비올라(Roberto Viola)는 1월 말 개최된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5G 컨퍼런스(European 5G Conference)에서 유럽 회원국들
에게 5G 주파수 경매의 신속한 실시를 촉구함
- 비올라 국장은 유럽이 5G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신속한 분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5G 주파수 경매의 실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또한 그는 5G 기술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함
o 한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중 대부분은 2020년까지
5G 주파수 분배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의견수렴 작업,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5G 주파수 경매의 계획을 제대로
수립 또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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