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파공학연구소 미래전파동향 제4호(2019. 4. 4)

국내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현황
□ 과기정통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 확정…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고도화 추진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8.2)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함

o 동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4대 전략으로 구성됨
- 전략 1 :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 전략 2 :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전략 3 :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 전략 4 :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표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

전략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2. 혁신이 활발히 일어
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o 2018년에 이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o 연구개발(R&D) 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o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화
* 기초연구 사업 확대 : (2018년) 1조 4,243억원 (2019년) 1조 7,107억원
o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의 표준화 통합
o 범부처 R&D 관리규정 일원화
o 20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이슈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
o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과 거버넌스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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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시행계획 주요내용

o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의 고도화 및 기존산업 서비스와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
* 주요 융합분야 : 의료, 도시 농어촌, 교통 자율차, 재난안전,
콘텐츠 미디어 등
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o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 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
신산업 일자리 창출
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과 다중활용 기술에 대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
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초 시도
o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4. 과학기술로 모두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행복한 삶 구현
창출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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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주파수 확보 추진 현황
□ 美, 5G 주파수 확보 위해 C 밴드 이용 활성화 추진…2차 시장 거래 고려
o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5G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C 밴드(C-Band) 주파수의 2차 시장 거래(secondary market
transactions)에 대한 주요 위성통신사업자들의 제안을 고려중임

- 동 제안은 2차 시장 거래를 통해 중간 대역(mid-band spectrum) 인
C 밴드의 주파수 중 최대 200 MHz 대역폭을 5G 통신에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
o C 밴드는 3.7~4.2 GHz 대역 중 500 MHz 대역폭을 의미하며 현재
주로 위성통신사업자들이 고정 위성 다운링크(downlink) 서비스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

※ 고정 위성 다운링크(downlink) 서비스 예: 방송 사업자 또는 케이블 사업자들에게
프로그래밍 콘텐츠를 전송하여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o C 밴드 주파수는 탁월한 전파성(propagation) 및 데이터 용량을 구현
가능하므로 고정 위성 다운링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무선 네트
워크 용도로 주목받고 있는 스몰셀(small-cell) 고밀도 네트워크 모델에
적합함
- 일부 국가들은 C 밴드 대역에서 이미 5G 네트워크를 실험 중임
- 美 FCC는 2018년 255 MHz 대역폭의 차세대 네트워크용 주파수를
확보하라는 美 의회의 지시에 따라, C 밴드 대역 주파수 일부를
이동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제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음
o 이에 C 밴드 연합(CBA, C-Band Alliance)은 2차 시장을 통해 C 밴드
주파수가 5G 용도로 거래되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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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밴드 연합(CBA, C-Band Alliance) : C 밴드 주파수를 보유한 4개 대형 위성사업자들
(Intelsat, SES, Eutelsat, Telesat)로 구성된 컨소시엄

- 이 제안은 FCC가 C 밴드 주파수의 1차 용도로 기존의 고정 위성
다운링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이 제안에 따르면 FCC가 상기와 같이 허용할 경우, C 밴드 주파수
기존 보유자들은 주파수 유휴화 및 채널 재편성을 위한 2차 시장
거래 조건에 대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협상하게 됨
- FCC가 사업자들의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C 밴드 주파수의 이동
통신용 신규 면허를 승인하면, 주파수 판매자는 지금까지 이용해
온 주파수에 대하여 유휴화 및 채널 재편성을 실시하고, 주파수
구매자는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됨
o 주파수 2차 시장 거래의 장점은 신규 주파수를 매우 신속하게 효율
적인 양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임
- C 밴드 연합에 따르면 2차 시장 거래 방식을 적용할 경우, 18개월~
36개월 이내에 200 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5G 용도로 확보 가능
하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에 비해 소요기간이 훨씬 짧음
- 주파수 구매자와 판매자가 기존 주파수의 이용권 이전이 최고․
최선의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신규 주파수 확보량을 효율적으로 조율 가능함
o 하지만 美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중 하나인 T-Mobile은 2차 시장
거래가 아니라, FCC가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인센티브 경매 : 기 보유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경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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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일각에서는 C-밴드 주파수 2차 시장 거래의 이득을 차지하게
될 주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반대 의견은 인센티브 경매는 국고 증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2차 시장 거래는 기존 위성통신사업자들의 이익만 불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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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G 주파수 경매 추진 현황
□ 독일, 5G 주파수 경매 실시…2 GHz 대역 및 3.6 GHz 대역
o 독일 통신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청(BNetzA, Bundesnetzagentur)이 3월 19일
2 GHz 대역 및 3.6 GHz 대역의 총 41개 주파수 블록(block)에 대한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함
- 입찰자는 독일의 3대 주요 이통사인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
독일 텔레포니카(Telefonica Deutschland), 보다폰(Vodafone),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가상이동통신사업자(virtual mobile operator)인 1&1 드릴
리시(1&1 Drillisch)임
- 이번 경매는 3주 이상 소요되고 약 57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임
·앞서 2015년 실시된 4G 주파수 경매는 도이치 텔레콤, 독일 텔레
포니카, 보다폰이 입찰하였으며 수익은 51억 유로임
o 경매 대상 중 3.6 GHz 대역의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도달 거리가 짧고
데이터 전송 성능이 뛰어나 IoT 기반의 커넥티드 팩토리(connected
factories) 운영에 이용하기 적합함

※ 커넥티드 팩토리(connected factories) : 공장의 모든 제조 프로세스가 IoT 기반으로 연결된
가운데 기계와 직원 간에 신속한 통신 및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제조 공정의 진행
상황 및 성과, 업무량, 인프라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이 가능
o 이번 경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는데, 그
이유는 상기 3대 주요 이통사들이 경매 조건에 대하여 독일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규정 때문임
- 3대 주요 이통사들은 2022년 말까지 독일 전체 가구의 98% 이상에게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독일 정부의 요구가 너무 과중
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독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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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독일 규제기관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
(Huawei)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했음
·결국 독일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 벤더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o 한편, 유럽 각국의 5G 경매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그다지
높은 수익을 거두지 못했음
- 이탈리아는 2018년 65억 유로의 비교적 높은 5G 경매 수익을 기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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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G 투자 및 시범운영 추진 현황
□ 중국, 향후 약 5년간 5G 네트워크에 대규모 투자설(說)
o 중국이 2020년~2025년 5G 네트워크 구축에 1,340억 달러~2,23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IT 전문 일간지 DigiTimes가 중국 정보통신기술학회(CAICT,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로부터의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른 것임
- CAICT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중국 시장에서 5G 네트워크 상용
운영을 통하여 직접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1조 6,000억 달러,
간접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3조 7,000억 달러, 중국 이통사들에
의해 발생하는 5G 관련 매출액은 2,8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 中 3대 주요 이통사, 5G 시범사업 활발
o 한편, 중국 이통사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과 차이나 텔레콤
(China Telecom),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은 현재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다수의 5G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앞서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2018년 12월 상기 3대 이통사들에게 전국 범위의

5G 시범면허를 발급한 바 있음

허 승인사항

<표> 중국 3대 주요 이통사의 5G 시범면

구분
차이나 모바일
(China Mobile)
차이나 텔레콤
(China Telecom),
차이나 유니콤
(China Unicom)

5G 시범면허 승인사항
중국 전역에서 2.515 GHz～2.675 GHz 대역, 4.8 GHz～4.9 GHz 대역
주파수를 5G 시범운영에 이용
o 중국 본토에서 3.4 GHz～3.5 GHz 대역 주파수를 5G 시범운영에 이용
- 단, 기 보유한 2.635 GHz～2.655 GHz 대역 주파수를 반납
o 중국 전역에서 3.5 GHz～3.6 GHz 대역 주파수를 2020년 6월까지 5G
시범운영에 이용
- 기존 5G 시범운영에 이용해 왔던 대역 주파수는 이용을 점차 중단
하고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에 점차 반납
o

(출처: R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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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부, 종속형 5G 시범운영 제3단계 완료…3.5 GHz 및 4.9 GHz
대역 이용
o 중국 정부 역시 자체적인 5G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2018년 10월 중국 IMT-2020(5G) 진흥 그룹(IMT-2020(5G) Promotion
Group)은 종속형 시범운영(non-standalone(NSA) trials)의 제3단계를 완료

했다고 발표함

※ 중국 IMT-2020(5G) 진흥 그룹(IMT-2020(5G) Promotion Group) : 2013년 2월 중국 공업신식화부
(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중국 내 5G 기술 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공동
으로 설립한 5G 전문 연구팀. 통신사업자, 대학, 연구기관들로 구성됨. 이 중 통신사업자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일본 NTT 도코모(NTT DoCoMo)임
※ 종속형 시범운영(non-standalone(NSA) trials) : 기존 LTE 망에 새로운 5G 무선 접속 기술을 시범
운영하는 것

o 중국 정부의 종속형 5G 시범운영 제3단계는 실내‧실외 시범운영,
핵심 네트워크 시범운영, 기지국 시범운영으로 구성됨
- 화웨이, ZTE, 중국 정보통신기술 그룹(Chin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Group)은 3.5 GHz 및 4.9 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시범운영을 완료함
- 에릭슨(Ericsson), 노키아 상하이 벨(Nokia Shanghai Bell), 삼성,
퀄컴(Qualcomm), 인텔(Intel), 로데슈바르츠(Rohde & Schwarz) 등
20여개 업체가 제3단계 시범운영에 참여함
o 5G 시범운영 다음 단계는 시스템 호환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임
o 한편, 중국은 2016년 5G 연구개발(R&D) 테스트를 개시하였으며 이
테스트는 주요 기술 테스트, 기술 검증, 솔루션 및 5G 시스템 검증임

2) RCR Wireless News, “China to invest $134-223 billion in 5G networks during 2020-2025: Report”,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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