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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목

주파수이용 선행기획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 전파의 이용은 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가전산업, 치안,
행정 등 국민생활 전 분야로 지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즉, 주파수 자원은 언
제, 어디서나 Seamless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수단이며,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파산업은 신산업 창출의 보고이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전파산업
생산은 34조원, GDP 비중이 6.3%로서 96년 대비 500% 증가한 것에서 입증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은 일류 수출산업으로 급성장하였고, 2G, 3G
에 이어 4G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방송분야에서도
DTV, DMB 도입 등으로 Digital화와 다매체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와 더불어 무선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과도
통신이 가능한 Ubiquitous 통신에 대한 개념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주파수의 적기 공급체계 확립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종합적인 주파수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주파수 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정책 Task Force”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미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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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래 스펙트럼 활용 전략”을 수
립 발표하고 있다.
한편 주파수 이용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도 당초 공공안전을 위한 군 등
공공기관 중심의 주파수 이용에서 90년대 중반이후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등 사업용 및 이동통신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섭에 강한 주파수 공
유기술 등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에 따라 허가 없이 유연하게 사용하는 개방
형 주파수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파수 이용 가치를 급속히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경제성 제고가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의 핵심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배치(refarming) 및 새로운 주파
수대역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용한 주파수자원의 지속
적 발굴과 이슈화 되고 있는 주파수대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제시
를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각 세부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 단위 연구과제별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는 별책1 ~ 별책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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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WRC-2000에서 IMT-2000 추가 주파수 후보대역
주파수 밴드플랜 o 으로
권고된 806～960, 1710～2025, 2110～2200,
연구
2,500～2,690MHz 대역의 중장기적인 주파수 밴드
<별책1>
플랜 제시
- 각 대역별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 기술 및 수요
사항 검토
- 국제 현황 파악 (각국의 사례 분석)
- 각 대역별 이슈 분석 및 방안 도출
- 국내 주파수 밴드 플랜의 중장기 계획(안) 제시
주파수 이용동향 o 조사대상 서비스 및 주파수 대역 결정(사업용 주파
조사분석 연구
수)
<별책2>
-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통신,
GMPCS, 가입자회선(NWLL, BWLL), 무선호출
o 조사항목 결정
- 허가 현황
. 허가주파수대역, 용도(역무), 서비스지역(전국/지
역), 허가기술조건(유/무) 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주요서비스내용, 연도별 가입자수 및
매출액 등
- 시스템 및 기술현황
. 통신기술방식, 변조방식, 안테나패턴, FA채널대역
폭, 최대방사전력, FA/Sector(CH)당 최대전송용
량, FA/Sector(CH)당 설계가입자 수용량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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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 기지국 이용현황
. 기지국수, 중계국수, FA수, 시설투자액, 최대 FA
설치기지국 트래픽량, 최대 트래픽 발생시 기지국
의 위치 및 FA 사용수, 이용자당(서비스별) 트래
픽량, 최대방사전력, 최대셀반경, 최소방사전력,
최소셀반경, FA별 최대혼신조사 등
o 이용형태 비교분석
- 대역별 가입자수, 매출액, 시설투자액 등
추이파악
- 대역별 주파수 이용률에 따른 효율성 및
경제성분석
- 서비스별 시스템관련 중요 기술추이
- 대역별 이용자의 트래픽량 분석 및 주파수
수요파악 등
o 활용방안 및 정책자료 도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활용 및 정책자료
도출
대역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요대역
휴대인터넷 및 이동 o 폭2.3GHz
산출
방법론
통신용 주파수 이용 - 사업자당 소요연구
대역폭 예상
방안 연구
- 향후 사업자 수 결정에 필요한 자료 마련
<별책3>
- 기존 대역폭 산출 방법론 고찰
- 각 방식들이 갖는 문제점, 한계 파악, 국내 휴대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 제시
o 사업자간 간섭 및 역무간 간섭 고려한 보호대역폭
산출 위한 스펙트럼 공학적 방법론 도출
- 현재 운용중인 2.3GHz대 도서통신과 향후 도입
예정인 휴대인터넷간 혼신영향 분석 위한 실측
실험 수행
- 필요한 혼신 조정거리 예측
o IMT-2000 이후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 관련 각국 동향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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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
소출력 및 공공기관 가.o 소출력
제외국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주파수대역 및 기술
용 주파수이용제도 기준
검토
개선방안 연구
- 미국/유럽/일본/한국
<별책4>
o EIRP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o 최근 검토되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검토
o 용도통합 및 일반용(용도미지정) 주파수 대역 검
토 및 제안
o 기타 소출력 무선기기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나.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국내의 공공기관용 주파수 사용의 현황 및 개선
방안
- 건설교통부, 기상청, 철도청, 소방서, 해양수산
부, 산림청, 경찰청 등에서 사용중인 주파수 현
황 조사
- 국내 공공기관의 주파수 사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o 외국의 공공기관의 주파수 사용현황
- 미국, 영국, 일본 현황 조사
o 국내 각 기관별 주파수 사용현황 분석 정리
o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법,제도 연구
위성자원 관련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절차 분석
법제도 및 지상망간 -- 위성
허가 절차
조정절차기준 연구 - 무선국
전파사용료
<별책5>
- 타국 위성 이용 지구국 관련 법,제도
o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 국내외 현황 분석
- 간섭량 분석 기법 및 기준 연구
-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 및 기준 (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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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무선망간 연계성 및 가.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Wireless Access o WPAN, WLAN, WMAN 무선망의 주파수 사용
초고속화에 따른 주 형태 및 진화방향 연구
파수이용방안 연구 - 전파이용의 진화 과정 및 망별 특성 역할 비교
<별책 6>
분석
- 망별 이용형태, 사용시스템 등 대한 조사분석
- 향후 발전방향, 주파수 수요의 증가여부 연구
- 향후 새로운 무선망의 출현 가능성과 진화방향
에 따른 주파수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연구
o 유비쿼터스 환경 대두에 따라 인간과 사물, 사물
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통신을 위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축 중요성 연구
o 무선인식기술을 이용한 u-센서 네트워크의 신성
장 동력사업과의 연계 및 연관 산업 파급 효과
분석
- 표준화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서비스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나.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 이용
방안연구
o Wireless Access의 개념과 형태, 시대적 중요성,
필요성 분석
- IEEE802.11의 핵심기능분석 및 기술개발, 표준
화, 산업동향, 발전방향 연구
- Wireless Access 형태별(ad-hoc, access, link)
현재 응용사례 및 미래발전모델 연구
- Broadband Wireless Accessing을 위한 주파수
정책요소별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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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원격검침용 주파수 o 국내외 원격검침용 주파수 사용현황 및 사례 조사
이용방안 연구
- 국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원격검침용 주파수
<별책 7>
대역, 출력, 제도 및 구현사례 조사
o 무선원격검침기술 조사
- 유선 또는 무선 방식 개요 조사
- 원격검침 전파환경, 변복조 및 데이터 전송기술,
셀 설정 계획, 오류제어 및 흐름제어, Refresh
Time 주기 조사 분석
o 사업자별 현황 조사
- 전기 원격검침
. 국내(한국전력) 현황 조사
. 일본(동북전력, 동경전력, 구주전력), 미국 현황
조사
- 수도 원격검침을 위한 국내현황 및 미국, 일본
현황 조사
- 가스 원격검침을 현황 조사
. 국내 원격검침 상용 및 시범설치 현황 파악
. 일본, 미국 상용화 현황 조사
o 국내 전기원격검침을 위한 현장 실험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제안
RFID용 주파수 o RFID 기술, 산업, 표준화 동향 조사분석
이용방안 연구 o 국제 표준 규격 및 국가별 기술 기준 조사
<별책 8>
- 135kHz 대역
- 13.56MHz 대역
- 433MHz 대역
- 860-960MHz 대역
- 2.45GHz 대역
o 주파수 대역별 국내 RFID용 주파수 할당 방안 연
구
o 900MHz 대역에서의 실제 시스템 간섭 시험
- 900MHz 대역(910～914MHz)의 시스템 시험
- 안테나 위치에 따른 간섭 분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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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연구명
연구내용 및 범위
주파수이용정책 및 o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각 국가의 주파수 정책
산업동향 조사분석 동향 조사
연구
o 고정, 이동, 위성, 방송, 소출력 등 분야별 동향 주
<별책 9>
기적 조사 및 분석
o 주파수 이용 및 산업 동향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연
구 분석
o 국내외 동향 자료의 체계적 자료화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메일링 작업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운용
전파응용사례 조사 o 전파통신 업무 및 관련 법제도 연구
분석 연구
- 우리나라 전파법에 따른 업무 및 국종별 분류
<별책 10>
- 업무에 대한 해설
- 전파규칙(RR)에 의한 무선업무 분류 및 관련 국
종 정리
- 주파수 배분정책 관련 주파수분배,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기준 및 절차 연구
o 전파응용설비 및 기기의 개요, 현황, 응용시스템 조
사 분석
- 고정통신(지상 고정통신, 위성 고정통신) 개요 및
현황, 주파수이용대역, 응용시스템 연구
- 이동통신(육상이동통신, 해상이동통신, 항공이동
통신) 서비스의 개요 및 현황, 응용시스템 조사
- 방송업무(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응용사례 조사
- 무선측위업무(해상무선측위, 항공용무선측위) 응
용사례 조사
-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보, 지구탐사 및 우주
운용업무 응용사례 조사
- 다양한 소출력 기기(아마추어무선, 생활무선, 간
이무선국, 미약무선국, 특정소출력무선국등) 응용
사례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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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결과

각 단위 연구별 주요 연구개발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파수 밴드 플랜 연구
전 세계적으로 3GHz 미만 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추세에 따라
이를 반영하되 기존 서비스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였으며, 3
개 주파수 대역의 현황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기존 서비스의 주파수 재배치
가능성 검토 및 중장기 주파수 밴드플랜(안)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주파수 밴드플랜(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을 하였다.
o 초기 (2004년 ～ 2006년)
- 806 ～ 960 MHz 대역
기존 CT-2대역(910~914MHz)과 양방향 페이저 대역(923.5~925.5MHz)
으로 약 6MHz 대역이 현재 미 활용되고 있어, 동 대역을 단기적으로
RFID로 할당하여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 CT-2 대역인 910 ～
914 MHz 4 MHz 대역을 우선 사용하고, 4 MHz 대역폭으로 주파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양방향 페이저 대역인 923.5 ～ 925.5 MHz 대역을 함
께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1,710～2025, 2110～2200 MHz 대역
1,710～2,025MHz 및 2,110～2,220MHz 대역의 중장기 주파수 밴드 플
랜은 duplex gap의 고려에 따라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안 하였으며, 초
기 주파수 계획은 현재 주파수 계획을 유지하는 단계로서, 기 할당된
2GHz 대역의 IMT-2000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2500～2690MHz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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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2690MHz 대역에 대한 최적의 밴드 플랜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
출하였다. 주요고려사항으로는 IMT-2000 총 소요 대역폭, IMT-2000
위성 대역의 활용 여부, Global Harmonization, FDD internal 밴드의
center gap, FDD internal 밴드와 FDD DL only간의 보호 대역, 위성
DMB와 IMT-2000 지상부분과의 보호 대역, TDD 방식 도입 여부 등
이 있다.
o 중기 (2007년 ～ 2009년)
- 806 ～ 960 MHz 대역
동 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공용 주파수와 방송용 주파수의 재배치
를 제안하였다. 공공용 주파수는 현황을 파악하여 이전 비용을 부담하
는 방법으로 점진적인 타 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하며, 방송중계
용의 경우도 이미 FM 중계망으로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으나, 고정업무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3
GHz 이상의 대역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소출력 주파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900 MHz
대역에서 이동통신 등 사업용 서비스와 주파수 공용이 가능한지 장기
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 1,710～2025, 2110～2200 MHz 대역
중기 주파수 계획으로 시나리오 I은 공공통신 주파수를 최소 대역
(5MHz/link)으로 축소하고 IMT-2000 용 주파수로 70 MHz 추가 지정
할 것과 시나리오 II는 공공통신 주파수를 10MHz/link로 축소하고
IMT-2000 용 주파수로 70MHz 추가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2,500 ～ 2690 MHz 대역
초기 밴드 플랜 안과 장기 밴드 플랜 안과의 연관성, IMT-2000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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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소요량, WRC-07 agenda item 1.9 연구 동향 파악 및 타 국가 동향
에 파악에 대한 연구추진을 권고하였다.
o 장기 (2010년 이후)
- 806 ～ 960 MHz 대역
향후 이동업무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894 ～ 960 MHz 대역의 전체적
인 주파수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주파수 활용에 대
한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두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첫 번째로 방송
용 주파수와 공공용 주파수를 비워 1개의 대역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이때는 무선데이터, RFID 및 소출력(Cordless Phone 포함)용 주파수를
894 MHz 대역에서부터 배치하되, RFID를 5～10 MHz 정도 활용하고,
소출력용으로 1～3 MHz 대역폭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5～52
MHz 대역을 한꺼번에 Reserve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894 ～ 960
MHz 대역중에서 기존 공공용과 방송중계용을 FDD 방식의 이동업무
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두개의 대역으로 분할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 1,710～2025, 2110～2200 MHz 대역
장기 주파수 계획에서 시나리오 I은 공공통신 주파수를 타 대역으로
완전 이전하고 IMT-2000 용 주파수를 추가 지정하는 단계로 공공 통
신 주파수의 이전은 IMT-2000 추가 대역 소요량에 따라 공공 통신 주
파수를 중기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고, 시나리오 II는 공공통신 주파수를 타 대역으로 완전 이전하고
IMT-2000 용 주파수를 추가 지정하는 단계로공공 통신 주파수의 이전
은 IMT-2000 추가 대역 소요량에 따라 공공 통신 주파수를 중기와 동
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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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 ～ 2690 MHz 대역
국제적인 할당과의 조화(global harmonization), 4G 주파수 소요량,
WRC-07 agenda item 1.9 결과, 3G, 3.5G 또는 4G 서비스의 시장 전
망을 고려하여 2.5GHz대역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나. 주파수 이용 동향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현재 분배된 사업자용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주파수이
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조사주파수 선정을 통한 조사항목 결정, 자료수집 및 분석, 주파수 이용
율의 실측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얻었다.
1) 조사 대상 주파수의 선정과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Tool을 정립하였다.
국내의 주파수 분배 현황을 검토하였고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800MHz 대 및 1800MHz
대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300MHz 대 및 800MHz 대를 사용하는 TRS,
160MHz 대 및 300MHz 대를 사용하는 무선호출, 900MHz 대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26GHz 대를 사용하는 BWLL,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는 위성통
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서비스들에 대하여 이용 주파수 및 서비스 지역 등을 다
룬 사업자 허가 현황, 사업 내용 및 가입자 수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사
업 개요, 각 사업자의 무선 시스템 및 무선 기술을 나타낸 시스템 및 기술
현황, 마지막으로 각 사업자가 주어진 주파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투자한 금액 및 운영 현황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서비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
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재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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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자에게 설문형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2002년도의 통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서비스별 가입자와 매출액을 파악
하였고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2002년 말 기준 전체 무선통신서비스의 이용
자수는 약 3,300만명에 달하고, 매출액은 1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이동전화서비스가 가입자의 98%, 매출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등 이동전화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파수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주파수 이용율을 할당 주파수 폭에서 실제 사용 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중
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 SK텔레콤의 경우 94.4%, KTF와 LG텔레콤이
57.1%, KT파워텔의 경우 96.4%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편 주파수의 경제적 효율성의 척도로서 단위 주파수가 얼마나 가입자와 매
출액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서비스별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이동전화는 MHz당 33만 4천명의 가입자와 162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무선데이터로서 3만 6천명의
가입자와 90억원대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BWLL이나 위성통신의 경우 MHz당 가입자나 매출액이 미미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과 주파수의 이용관련
트래픽 추세를 분석하였다.
4) 혼신과 같은 주파수 간섭 현상에 대하여 이동전화와 무선데이터를 중심
으로 주파수 간섭에 대한 현황, 대응방안, 자구노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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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을 통해서 주파수정책방향, 주파수 이용측면,
시스템 기술측면,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과 정책방향 관점에서는 주파수 이용의 신축
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접 주파수를 적은 간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과 효율적이고 신뢰 가능한 집행체제를 수립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정부에서 매년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주파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 휴대인터넷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우리나라에서 휴대인터넷 용도로 분배된 주파수(2300~2400MHz)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호대역산출 방법론에 대한 제안과 휴대인터넷 서비스
를 위한 소요 대역폭 산출을 위한 방법론 그리고 현재 도서통신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동대역에 대해 휴대인터넷 서비스와의 혼신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 분석하였으며, 4G 주파수에 대한 국제기구 및 유럽, 미국, 일본의 동향
과 국내 동향 및 4G 서비스를 위한 주요기술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고 4G용
주파수대역 선정 시 고려사항등을 도출하였다.
1) 보호대역폭 산출 방법론 제안
보호대역폭 산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MCL (Minimum Coupling Loss)
방식과 스냅샷(snap-shot) 방식을 고려하였으며, 휴대인터넷 시스템의 특성
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MCL 방식은 거리에 따른 신호 감쇄분을 고려하여 보호대역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가장 큰 간섭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가장 적은 coupling
loss)에서 간섭원이 대상 기지국 혹은 단말기에 얼마만한 간섭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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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수식으로 계산하고, 보호대역은 이러한 간섭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주파수 이격이 필요한 가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진다.
따라서 MCL 방식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섭원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과 최악의 상황
을 고려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스냅샷 방식은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방식 중의 하나로 실제 셀룰러 구조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단말기를 랜덤하
게 분포시킨 후의 간섭양이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구하는 방식이다. 보호대역 산출에 있어서는 실제 간섭이 존재
할 수 있다고 하여 보호대역을 크게 선정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간섭
을 고려하더라도 보호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전체 주파수 사
용 효율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대역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최적의 보호대역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시뮬레
이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대역 산출 결정을 위해 현재 ETRI와 사업자 및 제조
업체에서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HPi 시스템 규격을 기준으로 하
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휴대 인터넷에서의 최적의 보호대역은 350KHz~1MHz
로 나타났다.
수신 필터의 특성까지를 고려했을 때의 보호대역 산출 결과 350~400KHz
의 보호대역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요 대역폭 산출 방법론 제시
소요 대역폭 산출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을 살펴보고, 각 방식들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국내 휴대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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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ITU-R의 IMT-2000에서 적용되었던 방식과 JRG 8A/9B의
무선 LAN에서 적용된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단순하면서도 여러가
지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를 위해 필요한 트래픽 발생률을 휴대폰과 노트북의 두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여 실측치 및 모델 기반의 예상치를 모두 반영하여 적용하였
다.
가입자 규모와 예상 트래픽의 구성에 따라 약 30MHz ~ 70MHz 범위의
소요대역폭이 산출되었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최
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3) 2.3㎓대 도서통신과 휴대인터넷 간 혼신분석
현재 운용중인 2.3GHz대 도서통신과 향후 도입예정인 휴대인터넷 간의
혼신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현재 도서통신 운용 빈도와 대도시
에 인접하여 운용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중 경기 인천지역과 전라 군산과
목포 지역을 대상으로 전파환경을 측정 분석하였다. 측정결과 도서통신 무
선국 인근 주변에서 신호세기 약 -70에서 -90dBm의 도서통신 신호를 확인
하였으며, 실제 운용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무선국 제원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도서 무선국 제원 등을 근거로 휴대인터넷의 단말기 송신 신호에 의
한 도서통신의 모국의 혼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휴대인터넷 단말기가 도
서통신 고정국의 영역내에서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여 운용한다면, 최대
1.2Km에서 최소 300m의 혼신 조정거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도서통신과
휴대인터넷 단말기간은 최대 1.2Km의 거리이격을 통하여 두 역무간 양립이
가능함을 제안하였다
4) 4G 주파수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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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이후의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4G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서
비스 개념, 서비스 전망, 주요 기술, 주파수 특성 등에 대하여 선행 조사하
였으며,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 6GHz이하 대역의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ITU-R에서 국내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4G 주
파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라. 소출력 및 공공기관용 주파수이용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제도개선 방안연구
현재 비허가 소출력 무선국은 기존의 주파수 대역이 포화 상태로 서비스
별로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로 매번 새롭
게 출현하는 무선서비스에 대하여 용도별로 기술기준과 주파수를 할당한다
는 문제점이 있어, 급변하는 무선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무선기기의 경우,
사용하는 공중선전력을 10mW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
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유비쿼터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상황이
다. 이에 따라 현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o 용도에 재분류 안 제시
현재 소출력 무선기기는 용도를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기
술 및 동일 통신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도 용도가 다르게 때문에 보
급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의 용도와 명목상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용
도(대분류 9종 소분류 14종)별로 주파수대역이 할당되어 있는 소출력 무선
국을 유사용도, 유사주파수대역, 유사특성, 전파형식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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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정한 군(group)을 설정하고 군별로, 또는 무선통신의 통신방식(통신기
술)에 따라 주파수와 기술기준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용도의 현행유지는 인명에 관련되어 다른 용도의 무선
설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무선설비나 국제적으로 용도를 분류하
여 사용하고 있는 것, 기존의 용도중 사용하고 있는 공중선전력이 현저히
큰 무선설비는 기존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유
도 신호용, 무선조정용 및 안전 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
용), 무선 마이크용 특정 소출력무선기기, 단거리 전송통신(DSRC)용 특정소
출력 무선기기, 이동체 식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가 있다.
다음으로 기존 용도를 통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재 분류되어 있는 용
도가 유사용도 일 경우, 점유주파수대역이 협대역일 것, 사용 빈도가 적은
무선설비일 것, 인명안전과는 연관관계가 적을 것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현행 데이터 전송용, 무선호출용, 무선조저용 및 안전 시
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은 데이터 전송용으로 용도 통합할 것을 제
안하였다.
o 일반용 주파수대역 지정 제안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무선LAN용, 영상전송용은 일반용 주파수대역
I (ISM 대역 : 기존일반용 수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최근 허가․
신고 면제의 무선설비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RFID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을 일반용 주파수대역 II (새
로운 주파수 대역 설정)으로 지정하여 RFID이외의 새로운 무선설비를 수용
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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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역삭제 제안
현재 국내 소출력 무선설비에서 무선LAN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
수대역은 5.8GHz대역과 17GHz 및 19GHz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무선LAN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은 대부분 2.4GHz나 5GHz대역이
다. 현재 17GHz와 19GHz대역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용
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 주파수대역은 국제적으로 고정위성통
신 주파수대역으로 할당되어 있어 무선LAN의 주파수 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소출력 주파수 대역에서 삭제하여 타 용도로 재배치 할 것을 제안
하였다.
o 10mW 출력규정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공중선전력을 출력으로 지정
할 것을 제안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법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
선설비는 10mW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선랜 등 광
대역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기술기준 고시에는
1MHz의 대역폭에 대하여 10mW(10mW/MHz)의 출력으로 정하여 실질적으
로는 10mW이상의 출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령해석에 일관성이 없
는 상태이다. 예를 들면 무선LAN의 경우 실제 150mW이상의 출력을 사용
하고 있어 10mW의 출력을 상당히 있어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흐름과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10mW 출력에 대한 규제완화를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공중선전력의 측정방법은 무선설비에서 안테나가 제거된 상태에서
전도성출력을 측정하고 있다. 무선설비규칙 제6조 제3항은 송신설비의 전력
에 대하여 EIRP 또는 ERP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
도성출력으로는 실제로 공중에 방사하는 출력인 EIRP 또는 ERP는 거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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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소출력 무선기기의
공중선전력을 10mW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테나의 이득을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0mW에 이상의 방사출력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설비에 설치되
는 안테나의 이득에 대한 측정 및 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공중에 방사되는 전력을 단지 공중선전력을 전도성으로 만 측정한
다는 것은 문제 있다. 따라서 국내의 전파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0mW의
제한치를 삭제하고 각 용도별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서 공중선전력을 규정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 각 부처별 추가 소요 주파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의 경우 한강 홍수통제소는 협대역 4주
파, 낙동강 홍수통제소 협대역 2주파, 섬진강 홍수통제소 협대역 2주파
를 추가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본부는 118 ㎒～136.975 ㎒의 VHF
대역 25주파, 225 ㎒～400 ㎒의 UHF대역 26주파를 요구하고 있다.
- 기상청은 기상레이더용으로 2,700 ㎒～2,900 ㎒, 저층난류경보장치를
위해 447.1 ㎒, 윈드프로파일러용을 1.29 ㎓, 라디오존데 400 ㎒～406
㎒ 그리고 레이더식파고계용으로 5.8 ㎓의 주파수를 추가 요구하고 있
다.
- 철도청은 운행중인 열차와 원활한 교신을 위해 VHF 150 ㎒대역을 요
구하고 있다.
- 소방관서의 경우 화재․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업무용 UHF 54개파
(444 ㎒～450 ㎒), 광역지휘통신을 위한 VHF 36개파(130 ㎒～143 ㎒)
그리고 재난공조용으로 VHF 또는 UHF 36채널 54개파를 추가 요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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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VHF용 주파수, RADAR용 주파수, VHF-DSC용 주파수
마이크로웨이브용, 집약관리용 VHF로 구분하여 추가주파수를 요구하
고 있다.
- 산림청의 경우 항공용 주파수로 5130㎑, 5750㎑를, VHF 주파수로 10
개 채널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 경찰청은 고속도로 디지털 TRS를 위해 84개의 주파수를 요구하며, 서
울경찰청 디지털 TRS용으로 24개의 주파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 및 부처마다 추가 소요주파수의 요구가 다양하고 중복적인 요소
가 발생함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청별로 주
파수 담당 부서를 두어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
후 소요주파수를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복적인 주파수 사용을 피하고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대역을 회수하여 재배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
다.
마. 위성자원 관련 법제도 및 지상망간 조정 절차 기준 연구
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에서 규정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즉 위성망 국제등록, 위성망 할당, 우주국 및 지구국 허가와 운용을 위해
서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으며, 위성통신사업의 분류, 외국 위성의 임차 승
인, 외국위성임대사업자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
법의 적용을 받고 마지막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위, 위성방송사업 참여의
제한, 위성방송 채널의 구성 및 운용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 결과로 관련 법.제도 중에서, 위성망 할당 절차, 무선국 허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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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유럽, 미국, 일본 등 국외의 법,제도
를 상세 분석하였으며, 이들 분석 결과가 국내 관련 법,제도 개정시 직접 참
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무선 통신용 전파는 인접한 국가와의 국경을 넘어가기 때문에 동일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자국 무선국과 인접국 무선국간에 유해 혼신이 발
생할 소지가 있다.
위성망 (우주국 및 지구국)의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위성
망 국제등록 절차에 따라 간섭 가능성이 있는 타 주관청의 위성망과 혼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간 혼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나, 지상 무선국간 조정에 대해서는 전파규칙에 따로 정한 규정이나 절
차가 없으며, 이러한 조정 작업은 당사국 정부간 협의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파통신 수요의 증가는 인접국 무선국과의 혼신 문제가 더욱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및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상국
혼신 조정 발생시 적용할 조정 절차와 유해 혼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사이에서 적용
중에 있는 지상국 혼신 조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국 및 일본 정부와 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상국간
조정 절차 및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바. 무선망간 연계성 및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1)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IMT-2000 및 인터넷 등장이후 전 세계적인 과잉투자에 따른 국내외 IT
산업 환경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 분석과 향후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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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 미래를 전망하였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융합
에 따른 디지털 컨버전스 동향과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홈 제품의 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이것이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
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또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등장에 따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으
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u-센서 네트워크 개념을 정립하였다.
u-센서 네트워크란 모든 사물에 ID와 센싱 기능을 부여하고 유무선 통신
망과 연동하여 태그 정보를 관리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과의 통신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말하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가전기기의
출현으로 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의 욕구충족될 것이며, 디지털 홈 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텔레메틱스를 통해 정보환경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양산되고, 물류 유통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환경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제2의 정보화 혁명 촉진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라이프, 프
로세스 혁신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시장 창출로 새로운 성장 원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RFID,센서를 이용한 국방, 환경, 홈네트워크, 제조업
공정관리, 텔레메틱스, 항만 관리, 공항 관리, 유통 업체 관리 등에 응용 가
능할 것이다.
u-센서 네트워크는 u-센서, 리더/태그,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정보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단방향 및 양방향 통신이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은 소자 및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
저가격화를 실현하고 전자태그가 부착된 주변의 사물로부터 실시간 정보수
집, 저장, 처리, 추적을 구현하여 생활 전분야로 전파이용을 확대하고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는 등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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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은 WPAN의 UWB시장과 RFID 시장을 중심
으로 다양화, 저가격, 저전력, 융합화, 지능화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RFID의 경우 미국은 MIT를 중심으로 국방성 등과 협력 Auto-ID
센터 설립하여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며 일본은 유비퀴터스 ID 센터를 설립
(2003)하여 표준화 주도를 위한 개발 진행하고 잇다. UWB의 경우 미국은
국방성, 인텔 등 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기술
ETRI를 중심으로 UWB 핵심 기반 기술 연구 및 100Mbps급 근거리 통신용
UWB 시스템 개발 추진하며 RFID의 경우 저주파 RFID IC칩 및 리더 모
듈을 상용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이와 더불어 표준화 동향은 UWB 이용에 따른 표준화는 WPAN을 다루
는 IEEE 802.15 내의 400Mbps 이상의 전송 방속을 논의하는 802.15.3a와
위치 기반의 저속 802.15.4a를 연구중에 있으며, RFID의 표준은 ISO/IEC
JTC1은 96년 SC31을 설립하여 2004년 말 완료 예정이다.
u-센서 네트워크에 따른 주파수 이용 동향으로는 RFID는 135kHz,
13.56MHz를 세계적으로 사용하며 860～960MHz 대역은 전세계 공용 주파
수로 표준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무선망의 진화에 따라 향후 비전 및 추진전략
을 제안하였다.
우선 자동화, 융합화, 지능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2010년까지 사물
간의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황인지 및 개체 간 자율적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신 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수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선 유비퀴터스 정보 환경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시장형성, 기술 확보, 다양한 응용 모델 개발, 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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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기술 정보 공유를 통해 실생활에서 사물로부터 정보수집, 유통, 이용
을 실현할 수 있는 u-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추
진 내용으로 전 세계 공용 주파수 860～960MHz 대역을 중심으로 공공 안
전, 물류 인프라 개혁에 필요한 기술부터 개발하며 단계적으로 물품관리, 센
싱 정보 응용, 통합서비스 구현을 2010년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Wireless Access 중 IEEE802.11의 핵심기능분석 및 기술개발, 표준화,
산업동향, 발전방향 연구하였고, Wireless Access 형태별(ad-hoc, access,
link) 현재 응용사례 및 미래발전모델 연구과 주파수정책 요소별 시사점 도
출하였다.
공중 및 사설 무선랜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application으로 Mesh
network, 공중 인터넷 접속 서비스, 무선랜 전화 서비스, 대학․법인사업장
에서의 EV-DO/WLAN 연동서비스, 무선 가입자망 서비스, 홈 네트워킹 서
비스, 지하철/전철 무선인터넷 서비스, 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무선랜 지역
방송 서비스, 무선 링크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
다.
주요 정책제안사항으로 무선랜 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고 그 수요가 일반
사용자부터 작업장, 기업, 통신 사업까지 매우 크므로, 일괄적인 규제는 적
절하지 않다. 따라서 무선랜 관련 기술 기준은 다양한 내용으로 만들 것과,
사업자간 로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 및 철도 제어용이나 ITS용 등의
중요한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할당이나 지역별 허가
제 등의 안전을 위한 보완책 강구를 제안하였다.
사. 원격검침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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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원격검침용 주파수 사용현황, 구축사례
및 기술과 사업자별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원격검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안으로 현재 RFID 주파수로 사용될 900MHz대에 고출력 텔레
미터링용으로 비허가로 사용을 허용하되 RFID 측정 Site를 적절히 차폐하
여 원격 검침에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물론 FHSS 사용
및 Duty Cycle 등을 조정하여 간섭을 최소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0mW급의 전송은 현행 원격 검침용 주파수로 사용하는 안을 도출하
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 제 1안에 언급된 RFID 대역을 16개 혹은 20개의 200
혹은 250Khz대역으로 나누어 RFID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2개
혹은 3개 정도의 대역을 수도와 전기에 각각 할당하여 사용하는 안을 도출
하였다.
세 번째 방안으로 현재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463MHz대의 주파수를
국내 전파법을 개정하여 100mW까지의 비허가 텔레미터링용으로 일반에게
도 허용하여 사용케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아. RFID용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국제적 추세에 대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RFID를 위한 주파수별
제도를 조사 연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격을 제시하
였다. 각 대역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135kHz 대역의 RFID
ISO/IEC 18000-2의 표준에 따른 RFID 주파수는 135 kHz 대역을 사용하
는 매우 낮은 주파수로서 표준에서 측정거리로 제시하는 3m 또는 10m의
- 28 -

거리는 초 근거리장 (λ/2π 》측정거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값은
매우 큰 값으로 측정되나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한 감소특성을 나타내는
주파수이다.
또한, 유럽 기술기준 경우에 자계강도 값은 ISO/IEC18000-2의 표준과 같
고, 미국의 경우에는 10m 및 3m 거리에서 자계강도 환산 값은 유럽보다
-3.5dB정도만 낮다.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3m 거리에서의 이론
적인 환산 값으로는 유럽, 미국, ISO표준은 거의 같은 레벨이고, 이 값은 우
리나라의 기술기준인 전파법 시행령 30조 1호 보다는 53.1dB이나 높은 값인
것이다. 따라서 이 주파수 대역에서 RFID의 국내 산업 활성화나 국내제조
사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게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은 전파법 시행령 30조 1호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든지 별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o 13.56㎒ 대역의 RFID
현재 일본 및 유럽 등은 13.56㎒ 대역의 RFID 사용증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법령개정을 통해 최대 1m 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에 제시된 국내의 전계강도에 관한 기술기준
은 200㎶/m @500m(환산 시 80.0 dB㎶/m @10m 임)이고, 일본은 93.5 dB㎶
/m @10m이며, 유럽은 93.5 dB㎶/m @10m이여서 우리나라보다 13.5dB가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유럽은 최소 1.5m의 거리에서도 본 대
역의 서비스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전계강도의 기준인 93.5 dB㎶
/m @10m 보다 18dB 이상을 상승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13.56㎒ 대역의 RFID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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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 또는 기술기준 등을 제․개정하여 현재 기술기준 보다 최소
13.5dB를 상향하여 현행 일본 및 유럽의 기술기준과 동일한 전계강도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o 433㎒ 대역의 RFID
433.92MHz 대역에 대해서는 18000-7의 표준안만이 문제가 아니라 ISO
TC104(컨테이너) 기술위원회에서 작업 중인 ISO 18185(Electronic seals for
freight containers)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국내의 항구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안전검사(security
check)를 위해 컨테이너 key의 seal로 RFID Tag를 붙여, 불법으로 개봉된
경우, 그 이력이 Tag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ISO 18185 표준안이며, 여기에 포함된
RFID Tag는 모두 UHF 대역(433.92MHz, 915MHz, 862-928MHz,
multi_315/433.92/915MHz)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SO 18185는 심
의과정 중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반대하여 ISO의 DIS 투표단
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ISO 투표는 consensus가 조건이므로 1/4 이상
반대 시 부결됨) TC104내에서도 향후 처리문제가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
다. 또한, 18000-7은 한국과 일본 등 몇 개 국가의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FCD 투표단계를 통과한 상태이며, 마지막 FDIS 투표만 통과되면 ’04년 상
반기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아마추어 무
선국과의 상호 간섭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볼 때, RFID의 433.92MHz 대역
에서 용도는 컨테이너용으로 한정하고, 급전선전력은 ISO 18000-7 기준, 유
럽 및 미국 기준을 고려하여 1mw 이하로 제한한 Active RFID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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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국내에 433.92MHz 대역의 RFID 사용이 허용될 경우, 현재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TPMS 시스템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전력 및 변조방법,
대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TPMS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통보하는 안전 보조 시스템이므로
동대역의 여타 무선기기와의 간섭이 상당히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ctive RFID를 비롯한 433.92MHz 영역
의 다양한 무선기기의 용도 및 전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o 860㎒ ～ 930㎒ 대역의 RFID
이 대역에서의 사용 데이터 율은 40kbps, 변조 방식은 AM 방식이 권장
되며, 적용 대역은 900MHz 대역, 통신 방식은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또는 AFA(Adaptive Frequency Agile)가 요구된다. 또한,
최소 대역폭은 2MHz 이상으로서 2～7MHz의 사용이 권고된다. FHSS가 사
용되는 경우 하나의 호핑 대역은 200kHz～250kHz가 바람직하며, 채널 점유
시간은 400msec 이하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역사용을 위해서는 wave
shaping filter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 인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00kHz 대역폭의 단일 채널도 필요하다.
현재 미사용중인 CT-2용 910-914 MHz 대역을 FHSS 또는 AFA 방식
을 사용하는 RFID용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기술 기준 정의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향후 타 특정 소출력기기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파
수 확보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특정 소출력으로 사용중인 CT-1용 914～
915MHz 대역을 단일 채널 RFID 및 타 특정 소출력과 공유하여 사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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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kHz 기준 출력 4W EIRP(출력: 1W),
- 500kHz 기준 출력: 2W EIRP(출력: 0.5W), duty 10%
o 2.4GHz 대역의 RFID
본문에 제시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주파수 대역은 2400～2483.5MHz,
주파수 허용편차는 +/- 50ppm, 변조방식으로는 주파수 호핑 방식, 점유 주
파수 대역폭은 83.5MHz 이하, 공중선 전력은 10mW/MHz 이하로 총 전력
260mW이하, 공중선 이득은 6dB 이하, 공중선 허용편차는 +20%, -80%,
EIRP 환산치는 30dBm(1W) 정도의 값을 우리나라의 2.4GHz 대역 RFID의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기술기준을
제정하거나 현재 제정되어있는 “데이타 통신시스템 및 무선LAN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의 용도부분에 “RFID”를 포함하고 전파형식도 추가하여 개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주파수 이용정책 및 산업동향 조사분석 연구
각 국가의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동향 분
석을 고정, 이동, 위성, 방송, 소출력 등과 같은 전파업무 별로 분류하여 동
향을 조사하였다.
o 미국
-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신규기술 빠른 적응에 따른 신규서비
스 시장 창출, 빠른 서비스 제공지역의 확대 및 용량확대를 위해 주파
수 임대제 도입
- NSMA는 미국 주파수 관리 협회로서 UWB, SDR 등과 같은 새로운 기
술의 주파수 관리 측면의 다양한 연구와 관련 이슈를 작업반을 통 해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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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 IMT2000을 포함한 AWS 서비스를 위해 1710～1755MHz과 211
0～2155MHz대역에서 총90MHz대역을 분배 함
o 영국
-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ITU-R에서 국가전파관리를 위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법에 대한 권고가 발표됨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전파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이용자간 자발적으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수행하는 주파수 거래
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 주파수 재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전파관리제도를 도입에 노력하고 있음
- 3세대 이동통신 관련 2010～2025MHz대역 및 2500～2690MHz대역에
대한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0～2025MHz대역의 UTRA TDD 비
면허 self provided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과 필요시기에 대한 문제와
이 대역을 광역 다른 라이센스 기반 서비스 사용 가능성 여부,
IMT-2000외의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로 사용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며, 2500～2690MHz대역의 3세대 이동
통신 확장대역으로 2004년 12월까지 최종 CEPT 보고서와 ECC 결정
을 작성하고 2005년 3월 승인 할 예정이며, 관련 대역사용에 대해
ITU-R WP8F에서 7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o 일본
- 2003년 10월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발표 했으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
의 경우 5～6GHz 대역이하에서 2008까지 340MHz대역을 2013년까지
1,060～1,380MHz 대역폭을 확보 할 예정이며, 무선LAN과 같은 N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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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는 480MHz대역을 2013년에는 740MHz대역을
5GHz대역에서 확보 할 계획 임
- 2003년 11월 12일 26GHz대역 무선접속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
로 오피스 및 통신사업자의 교환국의 중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 임
o 호주
-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에 의해 보다
원활하게 제도가 작동 할 수 있도록 이용권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제도
의 개선을 추진 함
- 주파수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를 확대하고, 특히
영구적인 주파수 면허의 도입을 검토
차. 전파응용사례조사분석연구
전파통신 업무 및 관련 법제도 연구를 통해 무선국의 분류 및 전파규칙
(RR)에 의한 무선업무 분류 및 관련 국종에 대해 조사하였고, 전파관리 체
계, 주파수 배분체계, 주파수 배분원칙, 주파수 지정 기준 및 절차, 무선국
운용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정통신은 지상 고정통신과 위성 고정통신의 개요 및 현황과 주파수이
용대역 및 응용시스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동통신은 육상 이동통신, 해상 이동통신, 항공 이동통신의 개요 및 현
황, 응용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방송의 경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및
디지털방송의 개요 및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고, 위성방송은 개요 및 현황
과 주파수 분배관련 사항, 관련 ITU-R 권고서내용 및 응용서비스에 대해서
연구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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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측위업무는 해상무선측위, 항공용무선측위로 구분하여 응용사례를
조사하였다. 한편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보, 지구탐사 및 우주운용업무
의 경우 업무의 개요나 현황과 더불어 업무수행을 위한 전파망원경이나 위
성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다수 수록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구성
하였다.
또한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소출력 기기에 대해서 조사정리하였는데, 아
마추어, 생활무선, 간이무선국과 더불어 전파법에 정의된 미약무선국과 특정
소출력무선국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는 주파수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단위 과제 형태
로 수행되었다. 특히 3GHz 이하 대역에 대한 주파수 밴드플랜연구나 휴대
인터넷주파수 연구결과 및 RFID용 주파수 연구결과 등은 정책수립에 당장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이
용현황 연구결과는 사업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실제 이용률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여 주파수의 재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
이다.
또한 소출력주파수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는 향후 급속히 늘어날 다
양한 소출력 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정부의 주파수이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방
안 제안 및 전파방송 산업체 종사자에게 주파수이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현재 주파수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전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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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 수립시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가
능할 것이고, 산업체에서는 관련 사업의 기획이나 연구개발 계획 수립시 기
초자료로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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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유선통신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한 인터넷의 보급
확산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을 비롯한 전파산업의 성장을 가져
왔다. 한편 정보통신 산업의 최종 목표는 광대역의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가 본격화되어 인터넷 이용의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가전, 자동차 등 생
활 속의 다양한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Mobile, Seamless 네트워크 환
경의 구축에 있다.
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기기(Any Device)로, 미
디어에 구애 받지 않고(Any Media), 경제적이며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이 실
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선기술은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 교통, 의료, 치안, 행정 등 국민생활 전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
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최종단(last mile)에서는 무선(wireless)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중 이동전화나 방송과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산업은 향후 경제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점차 그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통신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산
업으로 부상하여 GDP 비중이 2002년 4.5%에서 2007년 5.8%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는 등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인프라가 바로 주파
수(Radio Frequency)란 자원이다. 즉, 전파는 언제, 어디서나 Seamless한 통
신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략 수
립은 단순한 자원의 관리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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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가용한 주파수자원
의 지속적 발굴과 이슈화 되고 있는 주파수대역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
책 제시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였다.
(1) 주파수 이용 주요 테마별 정책 및 기술 선행기획 연구
o 휴대인터넷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 2.3㎓ 휴대인터넷 주파수 관련 사업자당 소요대역폭, 채널 대역폭, 보
호대역 등 기술적 할당방법 연구
- 통신사업 허가와 연계하여 구체적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
- 이동통신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른 주파수 추가 수요에 대응 필요 주
파수 확보 및 이용방안 연구
- 4세대 이동통신 도입 가능 주파수대역 검토 등 선행 기획연구
o 주파수 Band Plan 연구
- IMT-2000을 포함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대역에 대한 국내 band
plan(안) 연구
- 806～960㎒대역, 1710～2025, 2110～2200㎒대역, 2500～2690㎒대역별
할당 및 이용현황, 활용전망 연구
- 기술 및 정책적 주요 쟁점사항 도출
o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연구
- 주파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tool(조사항목, 조사양식, 조사방법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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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주파수(이동전화, IMT-2000, 무선호출, 개인휴대통신, 주파수
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GMPCS, 가입자회선)
에 대한 이용율등 주요 항목 조사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자료 제공
o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기관별 무선국현황, 통신망, 이용 문제점등 현황파악
- 유휴주파수 및 신규주파수 수요조사를 통한 주파수 이용 효율화추진
o 소출력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
- 현행 소출력주파수를 용도별 재분류(안) 마련
- 소출력주파수에 대해 EIRP 제도 도입타당성 및 출력조정방안 연구
o 원격 검침 주파수 연구
- 전기․가스․수도 원격검침용 주파수에 대한 국내외 사용현황 및 사
례연구
- 무선원격검침기술에 대한 사업자별 현황 및 전망 연구
- 국내 도입 방안 연구
o 위성용 주파수 연구
-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국외 법,제도 연구
- 외국의 위성이용절차,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에 대한 외국 사례
조사, 우리나라 적용 기준(안) 마련, 전파사용료 국가별 현황 조사
o RFID용 주파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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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물류유통 표준화에 따른 아국의 주파수 검토 및 향후 대책
. 135㎑, 13.56㎒, 2.45㎓, 5.8㎓, 860-930㎒, 433㎒(Active)
- 국내용 RFID 주파수 발굴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필요 주파대폭, 채널수, 적정출력, 통신방식 등
(2) 중장기 주파수 이용에 따른 주요 이슈 및 비전 연구
o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 국내외 무선분야의 기술기반, 수요, 서비스등의 진화과정과 망별특성
파악
- 무선분야 신기술 동향파악 및 비전제시
o Wireless Access 초고속화 방안 연구
- Wireless Access의 개념과 형태, 시대적 중요성, 필요성 분석
- IEEE802.11의 핵심기능분석 및 기술개발, 표준화, 산업동향, 발전방
향 연구
- Wireless Access 형태별(ad-hoc, access, link) 현재 응용사례 및 미
래발전모델 연구
- Broadband Wireless Accessing을 위한 정책요소별 시사점 도출
o 전파 응용 사례 조사․분석
-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기기에 대해 각 시스템 또는 기기별 개
요, 구성도, 동작원리, 주파수 관련사항 등을 조사정리
- 전파통신업무 관련 법제도, 고정통신, 이동통신, 무선측위(항행안전),
방송,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보, 지구탐사 및 우주운용, 아마추
어, 생활무선 및 소출력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응용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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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이용 및 정책에 관한 국내외 동향 조사연구
o 주파수이용 및 산업동향 조사제공
- 주요국가(미국(FCC), 영국(RA), 호주(ACA), 일본(MPHPT))의 주파
수이용정책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정기적 조사
- 국내외 무선관련 서비스동향, 시장동향, 기술개발동향, 정책적 시사점
등 정례적 조사
- NTIA 발간 주파수관리 절차에 관한 보고서 분석연구
(4) 주파수 이용동향 정보시스템 관리 운용
상기의 연구 중간 결과 및 현재까지의 주파수이용정책에 대한 각종 보고
서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www.spectrum.or.kr) 구축 및 운
용
주파수 이용 선행기획 연구의 단계별 추진방안

주파수
주파수이용
이용정책
정책및및관련
관련산업정보
산업정보조사분석
조사분석

중장기
중장기주파수
주파수이용
이용이슈
이슈도출
도출및및비전
비전연구
연구

주요
주요이슈별
이슈별정책
정책및및기술
기술선행연구
선행연구
(중장기
이용
전략의
(중장기 이용 전략의세부
세부연구)
연구)

<그림1> 단계별 연구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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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파파
수수
이이
용용
동동
향향
정정
보보
시시
스스
템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산.학.연.관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13개의 연
구반을 운영하였으며,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책방안은 연구분과별 워크숍과
정통부 관계자 및 각 연구반장이 참석하는 전체 워크숍을 통하여 연구내용
의 질적 수준을 높였으며, 아울러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본 총괄보고서는 각 연구반별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하
여 편집하였으며, 각 연구반별 상세한 최종 연구개발 결과물은 별책(총 10
권)으로 편집하여 발간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정책입안 및 사업전략 수
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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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파수 밴드 플랜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3 GHz 이하 주파수 가운데 WRC-2000에서 IMT-2000 추가
주파수 후보대역으로 권고된 806～960, 1710～2025, 2110～2200, 2,500 ～
2,690 MHz 대역의 중장기적인 주파수 밴드 플랜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WRC-2000에서 IMT-2000 추가 주파수 후보대역을 확인하면서 WRC-03
까지 IMT-2000 추가 주파수 후보대역의 채널 계획을 완성하도록 요구하였
고 이의 결과로 WRC-03에서 IMT-2000 주파수 권고안인 ITU-R M.1036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WRC-03 결과를 기본으로 권고된 대역의 중장기적
인 주파수 밴드 플랜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IMT-2000 추가 주파수 후보 대역 권고 내용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주파수 대역 범위만을 정한 상태
에서 가능한 한 글로벌 하모나이제이선(Global Harmonization)을 추구하되
각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파수 이용 계획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기 권고하에서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제
적 규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글로벌한 주파수 계획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로 2003년 ITU-R M.1036을 개정
하였다.
한편 ITU는 WRC-03이후 IMT-2000 추가 주파수 대역 가운데 시나리오
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주파수 플랜을 제시하지 않은 2500～2690 MHz 대
역의 채널링을 2004년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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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
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IMT-2000 주파수 대역의 국내외 주파수 이용 현
황을 분석하고 기존 서비스의 보호 및 향후 변화하는 서비스 환경을 고려하
여 IMT-2000 주파수 대역의 중장기적인 주파수 밴드플랜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각 대역별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 기술 및 수요 사항 검토
o 국제 현황 파악 (각국의 사례 분석)
o 각 대역별 이슈 분석 및 방안 도출
o 국내 주파수 밴드 플랜의 중장기 계획(안) 제시

제3절 연구개발결과
주파수 밴드플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서비스의 보호
를 우선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주파수 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기
존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신규 서비스의 경쟁력 있는 도입 정책을 고려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IMT-2000 주파수 대역의 국제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전세계 주파수 이용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 미국과 점차적으로 영향력
을 높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일본, 중국, 호주 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IMT-2000 주파수 대역의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였
고 또한 주파수 재배치를 고려할 때 논의될 현황 이슈와 밴드플랜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 및 신규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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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활용을 예측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초기( ～ 2006년), 중기(2007～2009년), 장
기(2010년 이후)로 나누어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주파수 플랜(안)을 제시하
였다.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전파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은 기존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
특히 3GHz 미만의 주파수는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
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IMT-2000 주파수로 확인된 806～960, 1710～
2025, 2110～2200, 2500～2690 MHz 대역은 각국의 주파수 재배치가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주파수 이용 현황 분석 및 국내 중장기 주파
수 밴드 플랜안은 기존 서비스를 보호하고 새로운 전파서비스의 원활한 도
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단계적인 주파수 재배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상기 대역에서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파수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제5절 기대 효과
국제 주파수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국제 주파수 계획과 공통성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주파수 분배 및 할당이 가능하다.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존 서비스의 추가 시스템
도입, 이전 및 신규 서비스의 도입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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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주파수 전략에 부합하는 전파자원의 이용으로 전파산업의 국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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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파수 이용동향 조사 분석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무선통신의 폭발적인 수요창출은 IT 및 유관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신규 초고속 무선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해 주파수 자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활용의 관점에서 재고
해야할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파수 대역별로
주파수 이용률에 관한 자료구축 미흡 및 정보 부족으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
성 제고에 따른 정책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사업자들의 전반적인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절실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는 IMT-2000 후속시스템 용으로
5GHz 이하에서 약 1.5 GHz 대역폭의 추가 분배를 고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는 이러한 신규 초고속 무선 서비스 및 IMT-2000 후속시스템을 수용하기
위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로 2015
년까지 1.65 ～ 2.2GHz 대역폭 확보를 위해 기존의 6GHz 이하의 고정 및
이동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대역을 타 대역으로 이전방안을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에서는 2002년 12월에 정보 이용률이 저조한
기존 2.3GHz 대의 전화가입자회선(NWLL) 주파수를 회수하여 이를 초고속
휴대인터넷으로 재배치한 바 있다. 또한 이용률 및 효율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6GHz 이하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주파수를 타 매체로 활용하거나 타 주
파수 대역으로 이전 및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 51 -

추세에 비추어 기 허가한 사업 및 비사업용의 전 주파수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측면의 조사 및 분석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허가한 통신사업용 주파수의 전반적인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주파수
의 효율적 활용, 경제성 제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서비스별 주파수 이용량, 가입자 및 시스템 기술변화, 트래픽 변화량 등의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신규 주파수의 적기공급 및 수요예측에 대한 중․장
기적인 주파수 이용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우리나라 전체 배정된 주파수 중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우선
통신사업용 주파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행 내용과 범위는 다음
과 같다.
ㅇ 조사대상 서비스 및 주파수 대역 결정
-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주파수공용통신
(TRS), 무선데이터통신, GMPCS, 가입자회선(NWLL, BWLL), 무선호출,
ㅇ 조사항목 결정
- 허가 현황
. 허가주파수대역, 용도(역무), 서비스지역(전국/지역), 허가기술조건
(유/무) 등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주요서비스내용, 연도별 가입자수 및 매출액 등
- 시스템 및 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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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기술방식, 변조방식, 안테나패턴, FA채널대역폭, 최대방사전력,
FA/Sector(CH)당 최대전송용량, FA/Sector(CH)당 설계가입자 수
용량 및 기준 등
- 기지국 이용현황
. 기지국수, 중계국수, FA수, 시설투자액, 최대 FA설치기지국 트래픽
량, 최대 트래픽 발생시 기지국의 위치 및 FA 사용수, 이용자당(서
비스별) 트래픽량, 최대방사전력, 최대셀반경, 최소방사전력, 최소셀
반경, FA별 최대혼신조사 등
ㅇ 이용형태 비교분석
- 대역별 가입자수, 매출액, 시설투자액 등 추이파악
- 대역별 주파수 이용률에 따른 효율성 및 경제성분석
- 서비스별 시스템관련 중요 기술추이
- 대역별 이용자의 트래픽량 분석 및 주파수 수요파악 등
ㅇ 활용방안 및 정책자료 도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 경제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활용 및 정책자료 도출

제3절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업자용으로 배정된 주파수 중에서 경제성과 주파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사주파수 선정을 통한 조사항목 결정, 자료수집 및 분
석, 주파수 이용율의 실측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 대상 주파수의 선정과 조사 항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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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의 주파수 분배 현황을 검토하였고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
는 주파수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800MHz 대 및
1800MHz 대를 사용하는 이동전화, 300MHz 대 및 800MHz 대를 사용하는
TRS, 160MHz 대 및 300MHz 대를 사용하는 무선호출, 900MHz 대를 사용
하는 무선데이터, 26GHz 대를 사용하는 BWLL,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는 위
성통신 등이 있으며 이동전화의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의 다섯 업체
에서 세 업체로 줄어들었으며, 서비스 개시 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서 현재 일부 업체는 주파수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다. TRS의 경우는 하나
의 전국 사업자와 세 개의 지역 사업자가 서비스 중이며 TRS와 더불어서
무선데이터 등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무선호출 서비스
는 초기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점차 이용자가 줄어들면서 서비스 자체의
존폐여부를 심각히 고려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CT-2 서비스는 이
미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반면에 BWLL처럼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도 있다.
이처럼 무선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취향이나 기술의 발전 및 정체, 새로운 기
술의 등장에 따라서 같이 발전하고 쇠퇴해 나가므로 이러한 무선서비스들이
사용하던 주파수에도 변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러한 현상을 적기에 파악하여 주파수의 적절한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전
파자원의 관리 및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서비스들에 대하여 이용 주파수 및 서비스 지역 등을 다
룬 사업자 허가 현황, 사업 내용 및 가입자 수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사
업 개요, 각 사업자의 무선 시스템 및 무선 기술을 나타낸 시스템 및 기술
현황, 마지막으로 각 사업자가 주어진 주파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투자한 금액 및 운영 현황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서비스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
로,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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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주파수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2002년도의 통계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서
비스별 가입자와 매출액을 파악하였고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2002년 말 기
준 전체 무선통신서비스의 이용자수는 약 3,300만명에 달하고, 매출액은 15
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동전화서비스가 가입자의
98%, 매출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등 이동전화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파수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주파수 이용율을
할당 주파수 폭에서 실제 사용 주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서울의
경우 SK텔레콤의 경우 94.4%, KTF와 LG텔레콤이 57.1%, KT파워텔의 경
우 96.4%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주파수의 경제적 효
율성의 척도로서 단위 주파수가 얼마나 가입자와 매출액을 가져오는지를 알
아 보고자 하였다. 이는 서비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동전화는
MHz당 33만 4천명의 가입자와 162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무선데이터로서 3만 6천명의 가입자와 90억원대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BWLL이나 위성통신의
경우 MHz당 가입자나 매출액이 미미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
며, 주파수의 이용관련 트래픽 추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혼신과 같
은 주파수 간섭 현상에 대하여 이동전화와 무선데이터를 중심으로 주파수
간섭에 대한 현황, 대응방안, 자구노력 등을 기술하였다.
주파수 이용률 측정, 고찰 및 전파기술 발전 동향에 따른 대응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번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연구반 활동을
통해 주파수 이용률 조사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시범 조사결과 주파수
이용률조사의 필요성 및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합리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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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관리정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량, 전파스펙트럼 점유현황 등 체계적
인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무선
국수 비례에 따른 주파수 지정(허가)보다는 실제 주파수이용률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는 효율적인 허가업무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시
대로의 전환과 SDR(software defined radio) 도입에 따른 주파수 재분배등
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써 주파수 이용률 조사의 가치는 더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일간 휴대통신, DTV 주파수 분쟁에서 보듯이
국가간 주파수 분쟁 사전 예방 및 주파수 협상 시에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
해서 다각적인 전파관리자료 수집 및 관리가 요구된다.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 및 정책방향, 그리고 주파수 이용측면, 시스템 기
술측면, 사업 활성화 측면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째,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먼저 주파수는 일정한 목적에 이용 또는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자원의
성격을 갖는다.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이격시 재반복 사용이 가능하나 무한
히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용기술 수준 등으로 범위가 제한된다는 유한
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파수 자원의 공급은 이용범위가 무
한하기 때문에 전파 스펙트럼은 고갈되지 않지만 전파간섭은 스펙트럼의 사
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은 저하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은 주파수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관한 것으로 크게 7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ㅇ 주파수 이용의 신축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ㅇ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ㅇ 주파수, 영역, 출력, 시간 등 주파수 이용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ㅇ 주파수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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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접 주파수를 적은 간섭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이용하도록 유인한다.
ㅇ 규칙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ㅇ 효율적이고 신뢰 가능한 집행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파수 이용측면, 시스템 및 기술측면, 그리고 사업 활성화 측면에
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ㅇ 주파수 이용측면
- 서비스별로 허가하는 것보다 주파수 중심의 허가제도로 개선검토 필요
-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배분의 공정성, 형평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
- 정부에서 매년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파수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
- 사용율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는 사용율이 높거나 상대적으
로 효율이 떨어지는 주파수의 재할당으로 이용에 어려움(간섭, 혼신
등)을 겪고 있는 주파수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
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를 추구함
ㅇ 시스템 및 기술측면
- 보호대역의 가입자 수용시에는 보호대역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정부
정책이 수립된 후,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
- 분배되는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지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됨(주파수 재사용인자, 주파수사용 효율성,
주파수당 처리용량 등)
- 주파수를 새로 할당할 경우에는 충분히 데이터를 현장에서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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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신이나 기타 할당시 실제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
여야 함
ㅇ 사업 활성화 측면
- 현재 통신기술의 발달로 점차 사업자의 역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통신역무의 경계를 적용시키는 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서비스 원가계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기술적, 서비스별 육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파수 분배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무리한 과투자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적
인 결함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함
- 거대 이동통신사업자의 역무를 넘나드는 사업의 확장은 특정한 역무
에 맞게 시스템이 최적화된 사업자(무선호출, 무선데이터 등)를 보호
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 있음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에 관한 보고서이다. 비록 1차적으로 통신사업용 주파수에 대해 선
시행하였지만 조사․분석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통신사업용 주파수의 전반적인 이용도에 대한 보고서이다. 통신사
업용 주파수의 이용률 파악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서
비스 사업자별로 이용률에 따른 주파수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확보하게
된다.
둘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추가투자
- 58 -

유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향후 신규소요 주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측 및 정책 자료
로써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는 신규사업 기획 및 연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률에 관한 기초 자료는 향후
주파수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즉, 각국 정부는 한정된 자원
인 주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이 저조한 주파수의 용
도 변경, 회수, 재배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률에
관한 통계는 향후 우리나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기대효과

선정된 통신사업용 주파수대의 이용률과 경제성, 그리고 연도별 가입자
및 시설투자 추이, 시스템의 주요기술 변화 등의 정형화된 양식을 통해 체
계적인 조사 및 분석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예측
해 본다.
첫째, 지속적으로 주파수 자원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부각시켜 사업
자별로 주파수의 이용률 제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유
도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별로 주파수 효율성이 저조한 주파수의 대역정비를 위한 기
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시
스템 성능개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유도를 도모할 수 있다.
끝으로 서비스별로 주파수 이용기술의 변화추이 및 수요량 예측을 통해
시장 수요에 따른 주파수의 적기 공급체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활용
으로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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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휴대인터넷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국내에서는 2002년도부터 2.3GHz 대역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기존 시스
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ADSL 수준의 품질과 비용으로 정지 또는 저속 이동
중에도 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로서 '휴대인터넷'이
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념화한 바 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정액제 요금
으로 "Always Connected" 형태로 유선 ADSL과 유사한 수준의 전송률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이동통신 및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화
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는 대역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표준 기술의 확보와 관련 주파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방법론들을 사전에 확립하고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휴대인터넷의 개념은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어 왔
던 Beyond IMT-2000의 향후 연구 목표에 맥락을 같이하는 4세대 이동통신
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ITU-R에
서는 전세계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ITU-R에서 국내의 입
장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4G 주파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2.3GHz 대역의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소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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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과 사업자간 간섭 및 역무간 간섭을 고려한 보
호대역폭 산출을 위한 스펙트럼 공학적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하며, 나아가
향후 주파수 정책 수립을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실제 시
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위
한 소요 대역폭을 산출하여 예측하는 것은 사업자당 소요 대역폭을 예상하
고, 향후 서비스 사업자의 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요 대역폭 산출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
들을 살펴보고, 각 방식들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국내 휴대 인
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운용중인
2.3GHz대 도서통신과 향후 도입예정인 휴대인터넷간의 혼신영향을 분석하
기 위한 실측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필요한 혼신 조정거리 등을 예측하고자
한다. 한편, IMT-2000 이후의 4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연계
하여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동향에 대한 분석과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선행 연구를 수행한다.

제3절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주요 개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개요 및 관련 기술 규격 분석
o 2.3GHz 대역 사업자간 간섭 및 역무간 간섭을 고려한 보호대역폭 산
출을 위한 스펙트럼 공학적 방법론 수립
o 2.3GHz 대역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소요대역폭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
론 수립
o 주파수 정책 수립을 위한 소요대역폭 산출 방법론의 적용 방안 검토
o 현재 운용중인 2.3GHz대 도서통신과 향후 도입예정인 휴대인터넷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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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섭 측정 및 분석
o 4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주파수 대역 할당 동향에 대한 분석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o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이슈를 이해하기 위
한 기술 자료로 활용
o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2.3GHz 휴대인터넷 관련
주파수 정책 수립에 활용
o 휴대인터넷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 기준 수립에 활용
o 이동통신의 발전 방향에 따른 대응 방안 및 주파수 할당 정책 수립에
활용

- 63 -

- 64 -

제5장 소출력 및 공공기관용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연구 목적
- 급속한 전파통신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전파통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효율적인 주파수분배 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
- 유비쿼터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출력 무선설비의 제
도개선 방안 유도
-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여러 용도의
소출력 무선설비가 급속히 출현하고 있으나, 한정된 주파수 자원에서
하나의 용도로 소출력 무선기기의 주파수를 분배하는 현재의 방법은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다용도 주파수대역 및 일반용(용도 미지정)주파수 대역을 지정하여 주
파수 사용효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전파법 체제에서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필요

o 연구의 중요성
- 현재 무선기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소
출력 무선기기의 주파수대역에 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의 통신선진국은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하여 다용도 및
일반용(용도 미지정)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여 한정된 주파수자원의 효율
성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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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출력 무선기기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통신시장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에서 제도화된 하나의 무선기기에 일정한 주파수대역을 지정하는
방법은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소출력 무선기기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
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제도정비가 매우 필요
한 상황
2.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연구목적
- 국내 각 기관별 주파수 사용현황 조사
- 국내 주파수 사용의 문제점
- 국내 주파수 사용의 개선방안
-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 방안 제시
o 연구의 중요성
국내 주파수의 대부분은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에 대해 이미 할당되어, 사
용하지 않은 대역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에 반해 주파
수 부족을 호소하며 많은 기관과 업체들은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
고 있는 실정이다. 현 공공기관 및 산업체에 할당된 주파수는 수 십 년 전
부터 할당되어 거의 회수가 되지 않아 기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체계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하지 못하여 기관들이 요구할 때마다 할당하다보니 중복적인 주파수 할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로간에 간섭과 혼선이 일어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주파수대역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부
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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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의 주파수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 통신망 운용시 문제
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주파수 관
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제외국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주파수대역 및 기술 기준 검토
- 미국/유럽/일본/한국
o EIRP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o 최근 검토되는 소출력 무선기기의 검토
o 용도통합 및 일반용(용도미지정) 주파수 대역 검토 및 제안
o 기타 소출력 무선기기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

2.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국내의 공공기관용 주파수 사용의 현황 및 개선방안
- 국내 공공기관의 주파수 사용현황
- 국내 공공기관의 주파수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외국의 공공기관의 주파수 사용현황
- 미국의 공공기관 주파수 사용현황
- 영국의 공공기관 주파수 사용현황
- 일본의 공공기관 주파수 사용현황
o 공공기관별 주파수 사용현황 분석

제3절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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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o 국내외 비허가 소출력 무선통신기기의 용도별 주파수대역 및 기
술기준 조사 분석
- 미국의 주파수대역 및 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유럽의 주파수대역 및 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일본의 주파수대역 및 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국내 주파수대역 및 기술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o EIRP 도입방안 검토
- 미국의 EIRP 규정
- EIRP 도입의 타당성
- EIRP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출력 비교를 위한 전력, 전계 및 자계 환산관계
o 최근 검토 중인 소출력 무선설비의 검토
- RFID 각국의 기술기준비교
- 원격 검침용 통신시스템의 출력 검토
o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소출력 무선기기의 문제점 검토
. 용도에 대한 세부규정 문제점
. 10mW 출력규정에 대한 문제점
. 출력규정에 대한 문제점
- 소출력 무선설비 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 소출력 무선설비의 정의 및 용어 변경
. 유사용도에 대한 용도통합
. 일반용 주파수대역 지정
. 대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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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선 전력 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 10mW 출력규정삭제
. EIRP 제도 도입 제안
. 기타 제안 사항
- 기술기준 제정시 고려사항 검토
. 용도통합시 고려사항
. 일반용 주파수대역 지정시 고려사항
2. 공공기관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 각 부처별 추가 소요 주파수 현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의 경우 한강 홍수통제소는 협대역 4주
파, 낙동강 홍수통제소 협대역 2주파, 섬진강 홍수통제소 협대역 2주
파를 추가 요구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본부는 118 ㎒～136.975 ㎒의
VHF대역 25주파, 225 ㎒～400 ㎒의 UHF대역 26주파를 요구하고 있
다.
- 기상청은 기상레이더용으로 2,700 ㎒～2,900 ㎒, 저층난류경보장치를
위해 447.1 ㎒, 윈드프로파일러용을 1.29 ㎓, 라디오존데 400 ㎒～406
㎒ 그리고 레이더식파고계용으로 5.8 ㎓의 주파수를 추가 요구하고 있
다.
- 철도청은 운행중인 열차와 원활한 교신을 위해 VHF 150 ㎒대역을 요
구하고 있다.
- 소방관서의 경우 화재․구조․구급을 위한 소방업무용 UHF 54개파
(444 ㎒～450 ㎒), 광역지휘통신을 위한 VHF 36개파(130 ㎒～143 ㎒)
그리고 재난공조용으로 VHF 또는 UHF 36채널 54개파를 추가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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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VHF용 주파수, RADAR용 주파수, VHF-DSC용 주파수
마이크로웨이브용, 집약관리용 VHF로 구분하여 추가주파수를 요구하
고 있다.
- 산림청의 경우 항공용 주파수로 5130㎑, 5750㎑를, VHF 주파수로 10
개 채널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 경찰청은 고속도로 디지털 TRS를 위해 84개의 주파수를 요구하며, 서
울경찰청 디지털 TRS용으로 24개의 주파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 및 부처마다 추가 소요주파수의 요구가 다양하고 중복적인 요소
가 발생함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청별로 주
파수 담당 부서를 두어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
후 소요주파수를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복적인 주파수 사용을 피하고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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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성자원관련 법제도 및 지상망간 조정 절차기준 연구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위성통신 및 방송용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국내외적으로 규정된 법.제도의 적용을 따라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전파
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이 있다.
i) 전파법 :
- 위성망 국제등록 (제39조 및 제40조)
- 위성망 할당 (제41조)
- 우주국 및 지구국 허가와 운용 (제19조 제33조)
ii) 전기통신사업법 :
- 위성통신사업의 분류 (제4조)
- 외국 위성의 임차 승인 (제59조)
- 외국 위성 임대 사업자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 (제59조의 2)
iii) 방송법 :
- 위성 방송사업자의 지위 (제2조 및 제9조)
- 사업 참여의 제한 (제4조, 제8조, 제14조)
- 채널 구성 및운용 (제70조)
또한 국제적으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의 전파규칙 (RR, Radio Regulations) 에 규정된 위성망 국제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대부분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타 주관청의 위성망과 혼신 조정 작업이며, 이를 통해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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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과 관련한 법.제도중에서 위성
망 할당 절차, 무선국 허가 절차 및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국외
법.제도를 분석하여 관련되는 국내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 위성산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상 무선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에서 운
용중인 무선국간 혼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와 이들
정부들과 지상 무선국간 혼신 처리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정립 필요성
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간의 지상국 조정 절차 및 기준과 미
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지상국 조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상세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인접국 정부와의 협의시 초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안)
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목적
o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법,제도 연구
o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연구

제3절 연구 내용 및 범위
o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법,제도 연구
-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할당 절차 분석
- 무선국 허가 절차
- 전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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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 위성 이용 지구국 관련 법,제도
o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 국내외 현황 분석
- 간섭량 분석 기법 및 기준 연구
-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 및 기준 (안) 수립

제4절 연구결과 분석
o 당초 계획한 새로운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여, 국외 법.제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통신 및 방송위성 궤
도 및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되어 국내 위
성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지상국 조정을 위한 조정 절차 및 기준 분석 결과는 인접국인 중
국 및 일본 정부와 지상 무선국간 혼신 조정 절차 및 기준 협의시 직
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문 및 영문으로 표현하였음.

제5절 연구결과 활용 방안 및 파급효과
o 전술한 연구결과중, 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관련 법,제도 연구 결과
는 우리 정부가 향후 통신 및 방송위성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할당
절차,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무선국 허가 절차 등) 개정시 직접 활용
- 73 -

할 수 있을 것이며,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을 위한 절차 및 기준(안)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일본 정부와 지상망 조정 방안 협의시 기초 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지상
무선국 운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함.

제6절 건의 사항
o 통신 및 방송위성사업은 지상 무선통신 및 방송사업과는 사업 초기 투
자 비용 규모가 막대하고, 국제법의 하나인 전파규칙의 규정에 따른 위
성망 국제등록 절차 수행을 위한 타 위성망과의 혼신 조정을 장기간
수행하여야 하는 등 궤도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사업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파수 자원의 할당 절차, 전파사용료 및
무선국 허가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위성망에 비해 지상망의 경우에는 인접국과의 혼신 조정 절차
가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상호간 유해
간섭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 및 일본 정부
와의 지상국간 혼신 조정 절차 및 기준 수립 작업 추진 가능성을 타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함. 더욱이 지상 무선국을 이용하는 전파
통신 수요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인접국과
의 상호 간섭 문제가 날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사전
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접국 지상국간 혼신 조정 절차 및 기준 수립
작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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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선망간 연계성 및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o 무선망간의 연계성과 향후 발전방안을 연구, 무선망 진화방향을 예측
함으로써 주파수이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망의 개념 및 네트워크 구조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정책 방향 수립 지원

2.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o 무선랜을 기반으로 초고속 무선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
었으며 신규 무선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절함.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o 국내외 무선망은 WPAN, WLAN, WMAN 등 출력의 세기에 따라, 주
파수의 재사용 형태 및 사용 셀의 크기에 따라 진화하고 있음
o 전파이용의 진화 과정 및 망별 특성과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망별 이용
형태, 사용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과 주파수 수요
의 증가여부 등을 도출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무선망의 출현 가능성
및 무선망의 진화방향 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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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비쿼터스 환경의 진전에 따라 인간과 사물, 사물간의 정보 수집 및
처리 통신을 위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음
o u-센서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RFID 및 UWB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주도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
o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최적 활용 및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응용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요의 활성화 도모
o 무선인식기술을 이용한 u-센서 네트워크의 신 성장 동력사업과의 연계
및 연관 산업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표준화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서
비스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 대두
2.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o 무선랜 신규 서비스 도출
o 무선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제3절 연구 개발 결과
1. 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 IT 환경의 미래 전망
IMT-2000 및 인터넷 등장이후 전 세계적인 과잉투자에 따른 국내외 IT
산업 환경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 분석과 향후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근
거 및 미래에 대하여 검토
나.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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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유무선 통합, 통방융합에 따른 디지털 컨버전스 동
향과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의 등장과 디지털 홈 제품의 발전 동향을 검토
하고 이것이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는 요인을 검토
다. u-센서 네트워크의 등장과 발전 전략
가) u-센서 네트워크 개념
모든 사물에 ID와 센싱 기능을 부여하고 유무선 통신망과 연동하여 태그
정보를 관리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과의 통신이 가능해져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가능
o 특성 및 효과
- 다양한 디지털 가전기기의 출현으로 생활의 편리성 및 안전의 욕구충족
- 디지털 홈 네트워크, 차세대이동통신, 텔레메틱스를 통해 정보환경인
프라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양산
- 물류 유통 프로세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환경을 가능케 한
다는 측면에서 제2의 정보화 혁명 촉진
- 디지털 라이프, 프로세스 혁신에 의한 효율성 증대, 다양한 시장 창출
로 새로운 성장 원천을 제공
o 응용 분야
- RFID,센서를 이용한 국방, 환경, 홈네트워크, 제조업공정관리, 텔레메
틱스, 항만 관리, 공항 관리, 유통 업체 관리 등에 응용 가능
o u-센서 네트워크 구조
- u-센서, 리더/태그, 미들웨어 및 서비스 플랫폼, 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단방향 및 양방향 통신 구현
o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및 의의
- 소자 및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화, 저가격화를 실현하고 전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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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부착된 주변의 사물로부터 실시간 정보수집, 저장, 처리, 추적을
구현하여 생활 전분야로 전파이용을 확대하고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을 완성하는 의의가 있음
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o 시장 동향 및 전망
-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은 WPAN의 UWB시장과 RFID 시장을 중심으
로 다양화, 저가격, 저전력, 융합화, 지능화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성장
- 세계 시장은 2007년까지 RFID의 경우49.4% 및 UWB의 경우 67.8%
의 CAGR 성장률을 예측
o 기술 개발 동향
- RFID의 경우 미국은 MIT를 중심으로 국방성 등과 협력 Auto-ID 센
터 설립, 유럽은 IST프로젝트 사라지는 컴퓨팅 사업(2001)을 통해 기
술 개발 중이며 일본은 유비퀴터스 ID 센터를 설립(2003)하여 표준화
주도를 위한 개발 진행
- UWB의 경우 미국은 국방성, 인텔 등 을 통해 상용화 기술을 개발
- 국내의 경우 기술 ETRI를 중심으로 UWB 핵심 기반 기술 연구 및
100Mbps급 근거리 통신용 UWB 시스템 개발 추진하며 RFID의 경우
저주파 RFID IC칩 및 리더 모듈을 상용화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단계
o 표준화 동향
- UWB 이용에 따른 표준화는 WPAN을 다루는 IEEE 802.15 내의
400Mbps 이상의 전송 방속을 논의하는 802.15.3a와 위치 기반의 저속
802.15.4a를 연구
- RFID의 표준은 ISO/IEC JTC1은 96년 SC31을 설립하여 200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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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예정이며 국내는 기술 표준원에서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연구
o 주파수 이용 동향
- RFID는 135kHz, 13.56MHz를 세계적으로 사용하며 860～960MHz 대
역은 전세계 공용 주파수로 표준화 진행 중
다) 산업 경쟁력 분석
o 국내 기술 수준 분석
- 응용서비스, 미들웨어, 네트워크 기술의 경우 기술 격차 1년, U
gateway 전송 기술 및 노드 단말 전송기술의 경우 기술 격차 2년
o 산업 경쟁력 분석
- 인프라, 개발 인력 확보, 정부 주도라는 장점
- 부품기술 부족, 물류 이용 기반 낙후, 장기적 투자 부족이라는 단점
- 서비스 욕구 증대, 응용 초기단계로 새로운 표준 기술 확보 가능성이
라 는 기회
- 기술 종속의 위협, 독자 기술 미비라는 위협 요소가 존재
라) 비전 및 추진전략
o u-센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 로드맵
- 자동화, 융합화, 지능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2010년까지 사물간
의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황인지 및 개체 간 자율적 통신 서
비스 제공
o 비전 및 목표
- 신 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수요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선 유비퀴터스 정보 환
경 건설을 비젼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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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전략
- 시장형성, 기술 확보, 다양한 응용 모델 개발, 산업기반 확충, 기술 정
보 공유를 통해 실생활에서 사물로부터 정보수집, 유통, 이용을 실현
할 수 있는 u-센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추진
마) 세부 추진 내용
o 기술개발일정
- 전 세계 공용 주파수 860～960MHz 대역을 중심으로 공공 안전, 물류
인프라 개혁에 필요한 기술부터 개발하며 단계적으로 물품관리, 센싱
정보 응용, 통합서비스 구현을 2010년까지 추진
o 표준화
- IEEE ISO 표준안을 국내 적용 및 국제 표준화 제안 추진, 국제 표준
화의 공동 대응 체제 구축, RFID EPC 코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u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세계시장 선도추진
o 주파수
- UWB의 경우 FCC 1st R&O에서 제시한 UWB 주파수 계획 및 세계
적 기준을 검토하며 04년 9월까지 고속 및 저속 전용 UWB 주파수
이용 계획 안 마련 추진
- RFID의 경우 900MHz 대역에 RFID 용 주파수 분배 및 확보 및 향후
ISO 19000-7, 18885 등을 고려한 433.92MHz 대역의 용도 검토 추진
o 산업기반구축
- u-센서 네트워크 센터를 통한 지원, 유무선 통합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지원 및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u-센서
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 추진
o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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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st, 병력 관리 등 대 국민 서비스 관련 시범 서비스 적용
o 추진체계
- u-센서 네크워크 센터를 중심으로 산, 학, 연 합동의 일관성 있는 기
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2. Wireless Access 초고속화에 따른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o 무선랜을 Ad‐Hoc모드와 Access 모드, Link 모드로 적용 분야를 구분
하여 신규 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법제
도적, 정책적 고려 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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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원격검침용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 국내의 도시가스, 수도, 전기 미터의 검침 비용은 인건비의 상승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1회 방문 시 검침의
완료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검침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 검침 비용을 절감하고, 고
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와 수요
가 증대되고 있다.
원격지에 있는 가스, 전기, 수도의 검침 데이터를 케이블 또는 전파를 이
용한 통신회선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컴퓨터로 집계, 분석하는 기
술인 자동 원격검침 기술은 Meter Reading을 효과적으로 하여 비용절감 목
적과 부하의 분산과, 유수율 등의 운용상의 효율을 개선시킨다는 면에서 이
기술의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과거 10년 간 다양한 무선 기술, 주파
수, RF 출력을 사용하여 무선검침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여 왔으나 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들 간의 특성과 환경이 다르며, 원격검침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여 그 동안 정착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정기적 사용량 검침을 무선으로 시
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의 주파수 할당과 출력 제한 등의 사업자의 요구사
항과 주파수의 효율 및 국가 이용정책과 일관되고 부합되는 최적의 주파수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검침시스템의 많은 인력과 비용 상승, 검침원의 기록오
류, 빈집 및 일부 수용가의 검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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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업이 시급히 채택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검침 비용 절
감 및 신속, 정확성확보, 요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원격검침
기술의 국내 정착을 완료하고, 이를 통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점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주파수 사용현황 분석 및 무선원격검침기
술을 검토해보고 가장 적절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주파수 사용현황 및 사례

현재 무선망을 이용한 미터기 검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규격
및 원격검침용 주파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내 및 원격검침용 주파수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주파수 사용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o 국내
- 현재 검침 전용 주파수가 할당되지 않은 상태
- 무선국 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출력 주파수는 출력이 10 mW 이하로
제한
- 출력의 상향조정, 원격검침 전용주파수 지정 등의 필요성
o 미국
- 원격검침용 무선방식의 대부분은 100mW～1W 출력의 고정(Fixed
Radio) 및 차량이동(Mobile)검침을 사용
- 관련 장비의 다수 생산으로 원격검침 기술 크게 발달
- 무선 방식의 대부분이 ISM Ban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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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
- Short Range Device(SRD)의 규정을 따라 소출력 비허가장비를 이용
- 영국의 경우 원격검침용으로 183.5-184.5MHz, 100mW(ERP)를 사
용하도록 지정(허가 필요)
o 일본
- 미약 무선국에 대한 전계강도 기준값은 국내의 것과 동일
- 특정 소출력 무선국의 주요 규격은 429.81～429.92MHz/449.71～
449.82MHz대, 10mW 국내 특정 소출력제도와 유사하지만 원격검침 용
도로 별도로 지정
2. 무선원격검침기술

원격검침에 이용되는 원격검침기술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에 대한 소개
및 원격검침 전파환경, 변복조 및 데이터 전송기술, 셀 설정 계획, 오류제어
및 흐름제어, Refresh Time 주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o 유선방식
- 전력선방식, 전화선방식, CATV방식, 전용선방식
o 무선방식
- 소출력 무선방식, 이동통신망방식
o 원격검침 전파환경
- 가스 : 노출지역에 설치되어 자체 전파환경은 양호하나 인접 건물에
의해 실제 전파환경은 가변적
- 전기 : 계량기의 대부분이 처마 밑 또는 건물 내부에 위치하여 전파환
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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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 지하 혹은 담장 밑과 같은 후미진 곳에 계량기가 매설되어 있
어 가시거리 확보 불가능 등 전파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장애물과 침수
에 대한 대비책 필요
o 변복조 및 데이터 전송기술
- 가스 : 424.7MHz 및 424.7125～424.9500MHz 대역에서 Narrow Band
FM(PLL) 변복조 방식, FSK 코딩 방식을 이용해 1200bps의 전송속도
로 데이터 전송
- 전기 : 424.7125MHz 대역에서 FM(FSK,FD) 변조방식을 이용해
2400bps의 전송속도로 데이터 전송
- 수도 : 40MHz의 주파수 이격도, 4-level FSK 변조방식을 통해
9600bps의 전송속도로 데이터 전송
o 셀 설정 계획
- 가스 : 10mW RF 통신 시 중계기 1대당 최대 700세대, 평균 500세대
로 셀 설정 계획
- 전기 : 주파수 재사용율에 의거해 7파로 셀 설정 계획
- 수도 : 서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까지만 셀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
태
o 오류제어 및 흐름제어
- 가스 : RF 오류가 발생하면 2회 재시도
- 전기 : BCH 방식을 통해 오류제어, 프레임 번호가 있는 53bytes의 프
레임을 12프레임으로 조합하여 흐름제어
- 수도 : 수신 오류가 발생했을 시 재전송 모드를 13회 수행
o Refresh Time 주기
- 가스 : 매일 1회,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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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1시간을 기본단위
- 수도 : 1시간, 4시간, 12시간, 24시간 등 변경 가능
3. 사업자별 현황

1) 전기
o 국내 현황
- 한전 고압원격검침
2000년부터 이동통신망(011, 019)를 이용한 한전의 고압고객(계약전력
100KWh 이상) 원력검침 시행시작
- 한전 저압가정 원격검침
상용이동통신망으로는 저압가정 원격검침에 대한 경제적 솔루션 제공
불가 100mW 이상의 출력이 보장된 소출력 주파수 적용가능성을 제주
도에서 시행한 결과 평균 96%의 검침 성공률 확보
o 국외 현황
- 일본
. 동북전력 : 부하기기의 부하상황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는 “2002년
배전 부하 감시 제어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실증시험 수행 중
. 동경전력 : 자동검침용 광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설비정보를 일
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검증 수행
. 구주전력 : 2002년 후쿠오카시 수도국, 세이부 가스 주식회사와 공동
으로 공동자동검침 시스템을 개발하여 검증 시험 실시
- 미국
. 고정(Fixed)RF, 차량이동검침(Mobile)을 이용하여 검침 수행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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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
o 국내 현황
- 유지관리비와 15%에 이르는 누수율로 인해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새로운 관리시스템 필요
o 국외 현황
- 미국 수도사업체의 원격검침 시험 또는 운용 증가
- 일본 동경도의 다마뉴타운에서 전화회선을 이용한 원격검침 시스템
사용
3) 가스
o 국내 현황
- 목포, 포항, 구미의 1300여 세대에 원격검침 상용 및 시범 설치
o 국외 현황
- 일본 Tokyo Gas : 2000년 3월 54만여 세대에 AMR 설치되어 있으
며 매년 10만여 세대이상씩 추가 설치. 유선전화망을 이용한 유선통
신 방식
- 미국 Southern Connecticut Gas : 차량이 이동하면서 계량기의 RF
송수신기와 단거리 통신하는 방식으로 2000년 초 전체 수용가에
AMR 설치
- 미국 Missouri Gas Energy : Southern Connecticut Gas와 같은 방
식으로 1999년 초 전체 수용가에 AMR 설치

제3절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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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제주도현장 시험장에 10mW급의 원격검침 장
비를 전력환경에서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해 본 결과 수집기에서 22
m 지점의 계량기 공동수용 함체내에 10mW 소출력 단말을 부착했을 때 성
공률이 100%였으며 함체 안에 부착했을 때, 수집기에서 멀수록 성공률이
더 낮아졌으며,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송 거리는 50m도 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수도의 경우 모의실험 결과 계량기 유리표면에 흠집이 있는 계량기의 경
우 빛의 산란 등으로 전송화면 인식이 불가능하고 검침기 셋팅 작업이 장기
간 소요되는 등 실치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원격검침 도입을 위해
서는 지하와 같은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고, 수신율
향상을 위한 계량기 개발, 원격 검침기 셋팅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가스의 경우 (주)벤처코리아의 출력 10mW 검침기를 서울 금천구와 광명
시에서 실험한 결과 1.7Km의 거리에서 100%의 통신성공률을 보였다는 보
고에 대한 3개 도시가스사 현장 실사 결과, 송수신기 및 운영프로그램에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원격검침의 국내 도입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현재 RFID 주파수로 사용될 900MHz대에 고출력 텔레미터링용으로 비허가
로 사용을 허용하되 RFID 측정 Site를 적절히 차폐하여 원격 검침에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물론 FHSS 사용 및 Duty Cycle 등을
조정하여 간섭을 최소하는 것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0mW급의 전
송은 현행 원격 검침용 주파수로 사용하는 안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방안
으로 제 1안에 언급된 RFID 대역을 16개 혹은 20개의 200 혹은 250Khz대
역으로 나누어 RFID용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2개 혹은 3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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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역을 수도와 전기에 각각 할당하여 사용하는 안이고 세 번째 방안으로
현재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463MHz대의 주파수를 국내 전파법을 개정하
여 100mW까지의 비허가 텔레미터링용으로 일반에게도 허용하여 사용케 하
자는 안이 제안되었다.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외국의 도입사례나 국내 사업자, 기술, 표준 등 의견을 신중하게 취합하
고 정책적인 측면과 산업측면, 이용자측면, 국내 기술 수준이나 향후 선도국
가로서의 세계적인 추세,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원격
검침 주파수 활용을 신중히 접근하여 원격검침의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제5절 기 대 효 과

원격검침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또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Peak Time 제의
실시간 과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각 수용가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시킬 수 있어 에너지 낭비를 도모할 수 있다
원격검침 통하여 기존의 검침시스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검침 자동
화에 따른 인력 및 경비절감 달성할 뿐 아니라 모든 적산계기의 통합검침
및 고지서 발행, 통신시스템의 이용률 향상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술의 세계 선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이 부수적으로 크
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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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RFID 주파수이용방안 연구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의 목적

- ISO/IEC의 JTC1/SC31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됨
에 따라 표준화 동향 분석과 국내 의견 수렴 필요
- 주파수 대역별 RFID 주파수 사용 현황 및 출력 조사
-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FID 주파수 대역 할당과 출력 레벨이 국
내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 연구와 국내 환경에 부적합 할 경우
해결 방안 모색
-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FID 용 주파수 대역에 타 서비스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와 ISM 대역으로서 사용중인 경우 주파수 사용 효율 증
대 방안 모색
- 주파수 대역별 통신 방식 및 출력 레벨에 대한 근거 자료 분석 및 제시

2. 연구 중요성

- 국제적으로 RFID의 이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국제 표준화 기구
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향후 RFID 산업의 규모와 경제 효과 등을 분
석하여 독자적 기술 개발과 표준 규격 개념의 공유 등 선진국들의 기
술 개발 속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국가간 교역 물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12위의 교
역량을 기록하는 수출입 대국으로서 RFID에 대한 표준화 제정 시급
- 국내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RFID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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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내 상황에 적합
한 방식 및 기술기준 제정 필요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o RFID 기술, 산업, 표준화 동향
o 국제 표준 규격 및 국가별 기술 기준 조사
o 주파수별 국내 RFID용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제언
o 900MHz 대역에서의 실제 시스템 간섭 시험

제3절 연구결과

가. RFID 기술, 산업, 표준화 동향
1) RFID 기술 동향
2) RFID 산업 동향
3) RFID 표준화 동향
나. 국제 표준 규격 및 국가별 기술 기준 조사
1) 135kHz 대역
2) 13.56MHz 대역
3) 433MHz 대역
4) 860-960MHz 대역
5) 2.45GHz 대역
다. 주파수별 국내 RFID용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제언
1) 135kHz 대역
- 53.1dBm 정도의 출력 향상 필요
2) 13.56MHz 대역
- 13.5dBm 정도의 출력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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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3MHz 대역
- 아마추어 무선과 TPMS 와의 간섭 분석 필요
4) 860-960MHz 대역
- 통신 방식, 출력 등 기술 기준 의견 수렴 필요
5) 2.45GHz 대역
- ISM 대역으로서 타 서비스와의 공존을 위한 효율적 주파수 배
치 필요
라. 900MHz 대역에서의 실제 시스템 간섭 시험
1) 900MHz 대역의 시스템 시험
-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시도
- 910～914MHz 으로 시험
- 20개 정도의 태그 읽기 가능
2) 안테나 위치에 따른 간섭 분석
- 동일 리더로부터의 2개 안테나(비간섭 형태)
- 동일 리더로부터의 2개 안테나(간섭 형태)
- 서로 다른 리더로부터의 2개 안테나(비간섭 형태)
- 서로 다른 리더로부터의 2개 안테나(간섭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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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주파수 이용정책 및 산업동향 조사분석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의 주파수 이용 및 산업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탄력적 주파수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함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각 국가의 주파수 정책 동향과 고정, 이동,
위성, 방송, 소출력 등의 분야별 동향을 주기적 조사 및 분석
o 주파수 이용 및 산업 동향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연구 분석
o 국내외 동향 자료의 체계적 자료화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메일링 리스트
를 통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제3절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별 동향 분석을 고정, 이동, 위성, 방송, 소출력 등과 같은 전파업무 별로 분
류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미국
-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신규기술 빠른 적응에 따른 신규서비
스 시장 창출, 빠른 서비스 제공지역의 확대 및 용량확대를 위해 주파
수 임대제 도입
- NSMA는 미국 주파수 관리 협회로서 UWB, SDR 등과 같은 새로운 기
술의 주파수 관리 측면의 다양한 연구와 관련 이슈를 작업반을 통 해
연구하고 있음
- 3G, IMT2000을 포함한 AWS 서비스를 위해 1710～1755MHz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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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5MHz대역에서 총90MHz대역을 분배 함
o 영국
-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ITU-R에서 국가전파관리를 위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방법에 대한 권고가 발표됨에 따라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전파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이용자간 자발적으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를 수행하는 주파수 거래
제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 주파수 재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전파관리제도를 도입에 노력하고 있음
- 3세대 이동통신 관련 2010～2025MHz대역 및 2500～2690MHz대역에
대한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0～2025MHz대역의 UTRA TDD 비
면허 self provided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과 필요시기에 대한 문제와
이 대역을 광역 다른 라이센스 기반 서비스 사용 가능성 여부,
IMT-2000외의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응용서비스로 사용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며, 2500～2690MHz대역의 3세대 이동
통신 확장대역으로 2004년 12월까지 최종 CEPT 보고서와 ECC 결정
을 작성하고 2005년 3월 승인 할 예정이며, 관련 대역사용에 대해
ITU-R WP8F에서 7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o 일본
- 2003년 10월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발표 했으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
의 경우 5～6GHz 대역이하에서 2008까지 340MHz대역을 2013년까지
1,060～1,380MHz 대역폭을 확보 할 예정이며, 무선LAN과 같은 NWA
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는 480MHz대역을 2013년에는 740MHz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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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Hz대역에서 확보 할 계획 임
- 2003년 11월 12일 26GHz대역 무선접속망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
로 오피스 및 통신사업자의 교환국의 중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할
예정 임
o 호주
-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에 의해 보다
원활하게 제도가 작동 할 수 있도록 이용권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제도
의 개선을 추진 함
- 주파수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를 확대하고, 특히
영구적인 주파수 면허의 도입을 검토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o 전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미국에서는 주파수 임대제도를 도입하여
통신 시장 환경에 따른 주파수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주파수 거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도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요구를 유연성 있게 적용 할 수
있는 주파수 거래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여 이에 따른 전파관리제도
개선이 요구 됨
o 비면허 대역의 수요와 사용의 증가에 따라 주파수 공유연구에 대한 중요
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위주 서비스 제공을 위한
OFDM과 같은 고효율 전송 방식 및 스마트 안테나 기술 등을 활용한 새
로운 기술을 통해 미국, 일본 등에서 새로운 주파수 분배를 하고 있음으
로 관련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적극 정부 지원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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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재배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 및 무선LAN을 위
한 새로운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음. 국내도 신성장 동력 사업을
통한 IT 선도 국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차세대이동통신 및 홈네트워킹
의 다양한 기술을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탄력적 주파수
재배치 계획이 필요 함

제5절 기대 효과

o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한 선진국가의 전파관리제도는 기존의 관리위주에
서 시장기반을 위한 자율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파수 이용기술도 제
한 된 주파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으로, 본 연구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파수 정책을 대응하기 위한 기초 동
향연구가 되며, 관련 전문가들의 지식공유를 통한 효율적 동향연구가 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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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전파응용사례 조사분석 연구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전파통신업무 및 관련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업무별 전파응용
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전파에 대하여 일반인 및 관
계자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첫째 국내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의 업무 및 RR(Radio Regulation)에
따른 업무분류를 정리한다.
둘째 무선통신 업무분류에 따른 다양한 전파응용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
례별 개요 및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연구한다.

제3절 연구개발결과

연구개발결과로는 전파통신 업무 및 관련 법제도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
파법에 따라 무선국을 업무 및 국종별로 분류를 하였고, 각 업무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또한 전파규칙(RR)에 의한 무선업무 분류 및 관련
국종을 표로 정리하였으며, 주파수 배분정책과 관련하여 주파수분배, 주파수
할당, 주파수지정의 정의와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한편 분류된 각 업무별로 전파응용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고정통신, 이동
통신, 방송, 무선측위(항행안전),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보, 지구탐사 및
우주운용, 아마추어, 생활무선, 비허가무선기기로 나누어 각각의 개요 및 현
황과 응용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분석하였다.
고정통신업무는 지상 고정통신과 위성 고정통신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개
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주파수이용대역이나 응용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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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통신 분야는 육상이동통신, 해상이동통신, 항공이동통신으로 구분하
여 서비스의 개요 및 현황과 응용시스템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방송업무
의 경우는 크게 지상파방송분야와 위성방송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특히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지상파방송업무
에 대해 상세히 조사연구하였다. 무선측위업무는 해상무선측위, 항공용무선
측위로 구분하여 응용사례를 조사하였다. 한편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
보, 지구탐사 및 우주운용업무의 경우 업무의 개요나 현황과 더불어 업무수
행을 위한 전파망원경이나 위성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다수 수록하여 일반
인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구성하였다.
또한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소출력 기기에 대해서 조사정리하였는데, 아
마추어, 생활무선, 간이무선국과 더불어 전파법에 정의된 미약무선국과 특정
소출력무선국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제4절 활용에 대한 건의

전파법과 전파규칙(RR)에 따른 무선국 및 업무의 분류에 관한 연구결과
와 주파수분배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전파종사자들에게 무선국의 종류
및 업무에 관한 기준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파업무별 다양한 응용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는 전파분야 입문자들에게 전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
시킬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를 단순한 보고서 형태보다는 인쇄물로 출판하여 일반
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5절 기 대 효 과

다양한 무선기기의 출현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파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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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높은 근래에 전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응용사례를 조사정리한
본 보고서가 일반인들에게 전파응용기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파관
련입문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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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결론
주파수이용정책에 관한 선행기획연구는 주파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
와 역할에 대한 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는 주파수
자원이 정부나 기업, 개인 등 조직 전반의 활동들이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이동성의 보장이라는 유일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전파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
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파수 자원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파수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부에서 시급
히 추진해야 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및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을 위한 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주요 테마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
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2.3GHz대역 휴대인터넷 주파수 관련 사업자당 소요
대역폭, 채널 대역폭, 보호대역 산출을 위한 방법론 제안과 이동통신서비스
의 고도화에 따른 주파수 추가 수요에 대응한 필요 주파수 확보 및 이용방
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IMT-2000을 포함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대역
에 대한 국내 band plan(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용 주파수(이동전화, IMT-2000, 무선호출, 개인휴대통신, 주파
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GMPCS, 가입자회선)에 대
한 이용율을 조사하기 위한 tool을 마련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자료를 도출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 홍수통제소 및 항공안전본부와 기상청, 철도청, 소방관
서 및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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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향후 소요주파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용 주파수 이용 효
율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소출력 주파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용도별 재분류
(안)과 소출력주파수에 대해 EIRP 제도 도입타당성 및 출력조정방안을 도
출하였으며, 전기․가스․수도 원격검침용 주파수에 대한 국내외 사용현황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내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위성이용절차, 인접국간 지상망 조정 절차에 대한 외국 사례조사,
우리나라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RFID용 주파수
에 대해서 각 대역별(135㎑, 13.56㎒, 2.45㎓, 860-930㎒, 433㎒) 이용 방안
및 국내 도입 가능 주파수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한편 중장기 주파수 이용에 따른 주요 이슈 및 비전 연구를 위해 국내외
무선분야의 기술기반, 수요, 서비스의 진화과정과 망별 특성을 파악하여
u-센서 네트워크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IEEE802.11을 비롯한 Wireless
Access 형태별(ad-hoc, access, link) 응용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전파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기기에 대해 각 시스템 또는 기기별 개요,
구성도, 동작원리, 주파수 관련사항 등을 조사 정리하여 전파통신업무 관련
법제도, 고정통신, 이동통신, 무선측위(항행안전), 방송, 전파천문, 기상원조,
표준시보, 지구탐사 및 우주운용, 아마추어, 생활무선 및 소출력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응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요국가(미국(FCC), 영국(RA), 호주(ACA), 일본(MPHPT))의 주파
수이용정책 및 산업동향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정책 이슈사
항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정부의 중장기 주파수이용계획의 수립과 산업체의 신규사
업 기획 및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국내 전파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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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플랜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A그룹

B그룹

C그룹

정부
협회

성명
정우기
김희규
유재호
박창호
서필원
윤창헌
이우영
하태숙
이종원
이병철
임재우
유흥렬
이광천
임은택
정종태
김동석
강상선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및직위
청강대학교
이동통신과/교수
SKT
기술협력팀/과장
LG전자
이동통신사업부/부장
KT파워텔
엔지니어링팀/부장
에어미디어
기술본부/과장
국방부
지휘통신참모부/중령
KBS
기술본부/팀장
KTF
기술전략팀/부장
LGT
기술전략팀/과장
FRTek
기술연구소/이사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연구사
KT
서비스개발연구소/실장
ETRI 이동통신연구소/책임연구원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책임연구원
이노와이어리스
사장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RAPA
사업지원실/실장
RAPA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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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서경환
김종호
류충상
이상권
윤명호
윤재범
박창호
박우철
오태건
김용규
정병락
김종선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강남대학교
ETRI
전파연구소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파워텔
에어미디어
중앙전파관리소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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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직위
전파공학과/교수
전파자원연구팀/선임
전파자원연구과/연구관
정책협력실/과장
정책협력실/차장
기술협력팀/차장
엔지니어링팀/박창호
기술본부/본부장
사무관
디지털경제학부/교수
주파수과/사무관
주파수과/주사
사업지원실/실장
조사연구부/대리

휴대인터넷 이동통신 주파수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사업자

학계
정부

연구소
협회

성 명

김용범
김학환
이종원
곽벽렬
황상우
맹성옥
박우철
최용원
강충구
(연구반장)
홍인기
(2팀장)
정우기
(3팀장)
정병락
김종선
석재호
임재우
권동승
(1팀장)
이광천
최용석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KT
SK Telecom
LG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통신
두루넷
에어미디어
KTF
고려대
경희대
청강대학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전파연구소
ETRI
ETRI
ETRI
RAPA
R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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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직위

사업협력실/부장
무선인터넷사업추진단/
팀장
전략개발실/과장
연구소/팀장
신기술사업실/차장
기술연구소/선임연구원
기술본부/본부장
신사업전략팀/과장
전파과/교수
전자정보학부/조교수
이동통신과/교수
주파수과/사무관
주파수과/주사
전파자원연구과/연구사
전파자원연구과/연구사
이동통신연구소/팀장
이동통신연구소/책임연구원
무선방송연구소/책임연구원
사업지원실/실장
조사연구부/대리(간사)

소출력 주파수이용제도개선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박덕규
류충상
배석희
박정규
최창식
박승근
김동석
제갈현
현창헌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 및 직위
목원대학교
정보통신 전파학부/교수
전파연구소
전파연구1담당/연구관
전파연구소
전파연구1담당/연구사
전파연구소
이천분소/연구사
무선관리단
경영기획실/팀장
ETRI
기술기준팀/선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정보통신부
감리과/사무관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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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파수이용제도개선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김 남
윤창헌
임경호
임성국
허균도
최영동
최수봉
왕붕흡
허형재
서원효
박점복
백남국
정영훈
김용학
안태욱
정일성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교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중령
행정자치부
소방국/사무관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건설교통부
항행안전본부/사무관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계장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경찰청
정보통신기획계/경위
기상청
정보통신과/사무관
산림청
산불방지과/사무관
철도청
정보통신과/사무관
삼성전자
신규사업기획그룹/부장
모토로라코리아 무선솔루션사어부/부장
유니모테크놀로지 무선통신부문/부장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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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용 주파수 이용정책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성 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ART

전무

성향숙

전파연구소

전파자원연구과/공업연구관

신흥균

항공대학교

법학과/교수

안도섭

ETRI

위성연구팀/선임연구원

오대섭

ETRI

광대역무선연구팀/연구원

이홍재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이승훈

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연구원

권영모

KT

위성운용단/부장

박기한

SKT

RMSB전략팀/부장

조정아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손진철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연구반장 박세경

연구위원

간사

정신교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안준오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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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망간 연계성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반 위원 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박석지
조규조
한기철
고종석
이충섭
하성호
손성찬
이 헌
임덕빈
조세제
이재령
김영수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정보통신산업전략
ETRI
연구부/책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주파수과/과장
ETRI
이동통신연구소/소장
KT
차세대무선팀/팀장
KTF
정책협력팀/상무
차세대무선
SK텔레콤
인터넷사업추진단/상무
하나로통신
무선사업단/상무
서두인칩
부사장
텔슨정보통신
부사장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상무
LG전자
이동통신사업부/상무
경희대학교
전파공학과/교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 113 -

Wireless Access 초고속화 연구반 위원 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오종택
김진홍
유충렬
맹성옥
김형수
김찬식
이치만
전창은
김찬원
이태진
임창목
김동석
강상선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한성대학교
SK텔레콤
KT
두루넷
뮤텔테크놀로지
MCS로직
데이콤
토네즈
하나로통신
웨이브인컴
한빛아이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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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직위
정보통신학과/교수
WLAN사업본부/부장
통신망기획팀/부장
연구소/선임연구원
대표이사
이사
무선망팀/과장
대표이사
무선사업팀/차장
팀장
통신사업팀/과장
주파수과/사무관
주파수과/주사
사업지원실/실장
조사연구부/대리

원격검침용 주파수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박승권
김종호
김명수
정강식
주영천
윤준병
정경진
김흥원
박대영
최원용
김동석
제갈현
강상선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한양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력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주)EWT
블루맥스커뮤니케이션
(주)엠텍코리아
(주)벤처코리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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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직위
전자전기공학부/교수
전파자원연구팀/선임
정보통신연구그룹/선임
통신기술팀/과장
안전관리팀/팀장
경영부/부장
대표이사
연구소/소장
대표이사
대표이사
주파수과/사무관
감리과/사무관
주파수과/주사
사업지원실/실장
조사연구부/대리

RFID용 주파수이용방안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강병권
김복기
정민화
김재민
정종원
박종만
김지태
심우섭
최상훈
김영윤
김성진
표철식
이근호
이용석
김동석
강상선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교수
광운대학교
전자공학부/교수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자기술표준부/연구관
한세텔레콤
상무
한세텔레콤
기술연구소/이사
키스컴
상무
크레디페스
상무
이씨오
이사
현대오토넷
연구소/책임연구원
전파연구소
무선기준팀/주사
안테나기술연구팀
ETRI
/선임연구원
ETRI
안테나기술연구팀/팀장
전기전자공학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교수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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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정책 및 산업동향 조사분석 위원명부
구분

성 명

연구반장

이태진

웨이브인컴

연구팀장

연구위원

홍선기

SKT

정책협력실 과장

김신재

KTF

과장

이윤섭

두루넷

과장

최용석

ETRI

무선방송 책임연구원

변영배

비엔텍

대표이사

김동현

RPA네트워크

부장

배석희

전파연구소

공업연구사

김동석

정보통신부

주파수과 사무관

현창헌

정보통신부

주파수과 주사

안준오

RAPA

조사연구부 대리

장창익

RAPA

조사연구부

간사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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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직위

전파 응용 사례 조사․분석 연구반 위원명부
구분
연구반장
연구위원

간사

성 명
김기문
이일근
정덕섭
박주선
이영완
이효근
정현수
김동석
현창헌
정신교
안준오

기관명
부서 및 직위
해양대학교
전파공학과/교수
한남대학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
KT
사업협력실/부장
SK텔레콤
과장
유니모씨엔티
사장
대한항공
차장
대덕전파천문대
책임연구원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사무관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주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지원실/실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조사연구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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