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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정부의 전파방송 정책기조1.1  1.1  참여정부참여정부의의 전파방송전파방송 정책기조정책기조

참여정부
참여정부 이전이전 (~(~’’02)02) 참여정부

참여정부 이후이후 ((’’03~)03~)

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자원고갈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융합융합융합융합융합융합융합융합

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기술발전

시장원리에시장원리에시장원리에시장원리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할당할당할당할당
- IMT-2000, WiBro, LBS 등

디지털디지털디지털디지털 방송방송방송방송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 전송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산업·서비스 발전의 전기를 마련

이용활성화이용활성화이용활성화이용활성화 위주의위주의위주의위주의 전파정책전파정책전파정책전파정책

- 용도 자율화 대역(FACS), 비면허

대역 확대 및 허가제의 신고전환

정책정책정책정책 목적에목적에목적에목적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할당할당할당할당
- 셀룰러, PCS 등

아날로그아날로그아날로그아날로그 방송방송방송방송

- 전송방식 논란에 매몰되어

디지털 전환정책이 표류

규제규제규제규제 위주의위주의위주의위주의 전파정책전파정책전파정책전파정책

- 혼신·간섭 회피를 위한

감시 ·단속 위주의 전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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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파방송 분야 참여정부 4년의 개관1.2  1.2  전파방송전파방송 분야분야 참여정부참여정부 44년의년의 개관개관

주파수 분배 대역폭 (단위 : MHz) 허가허가··신고신고 무선국무선국 수수 ((단위단위 : : 만국만국))

DTV DTV 수출수출 현황현황 ((단위단위 : : 백만불백만불)) DMB DMB 보급률보급률 ((단위단위 : : 만명만명 / / 만대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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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05.9 '05.12 '06.3 '06.6 '06.9 '06.12

위성DMB 지상파DMB

283만대만대만대만대

102만명만명만명만명

4,0364,036

7,8857,885

2002 2003 2004 2005 2006

9,6869,686 9,6949,694
11,727  11,727  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공공용

4,1364,136 4,1364,1364,0364,036

12,389  12,389  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

475.4475.4
595.4595.4

698.4698.4 808.4  808.4  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사업용

682.8682.8 682.9682.9

296.8296.8
296.8296.8

808.4808.4

7,159  7,159  위성용위성용위성용위성용위성용위성용위성용위성용

11,38511,385

6,78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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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3  1.3  주요주요주요주요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1.3  1.3  1.3  1.3  1.3  1.3  1.3  1.3  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이용현황

200620052004200320022001199719941990 이전이전이전이전

400MHz

800MHz

1200MHz

1600MHz

대역폭대역폭대역폭대역폭

셀룰러
(30MHz)

셀룰러
(20MHz)

PCS
(60MHz)

IMT-2000
(120MHz)

WiBro
(100MHz)

LBS
(3MHz)

AM,FM,TV
(410MHz)

DMB
(42MHz)

위성DMB
(25MHz)

DTV 임시
(54MHz)

위성방송
(486MHz)

무선조정
음향신호전송

(633MHz)

차량레이더용 등
(1,020MHz)

FACS
(7GHz)

UWB
(4.7GHz)

DCP
(5.2MHz)

TPMS
(250kHz)

무선LAN
(380MHz)

RFID/USN
(6MHz)이동통신이동통신이동통신이동통신 : 333MHz

방방방방 송송송송 : 1,017MHz

소출력소출력소출력소출력 : 13,745MHz

※ 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DCP: Digital Cordless Phone,  TPMS: Tire Pressure Management System,  UWB: Ultra 

Wide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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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이용자 편의성편의성 제고제고경제가치를경제가치를 반영한반영한 이용제도이용제도 개선개선

주파수주파수 할당할당

방식방식 변경변경

이용대가이용대가

체계체계 개선개선

회수회수··재배치재배치

제도제도 정비정비

주파수주파수 임대임대

제도제도 도입도입

심사할당 주파수 이용기간 :

무제한 � 10년

셀룰러·PCS 주파수 : 

’11년 대가할당으로 전환

주파수할당대가 산정방식, 

전파사용료 감면기준을

전파법시행령에 규정

요건, 절차, 이용실적 판단기준

및 손실보상 기준 마련

대가할당 주파수는 3년 경과 후

주파수이용권 임대 허용

이동통신이동통신

단말기단말기

허가허가 의제의제

셀룰러·PCS 등 서비스별 허가의제

�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

배달업 등에 사용하는 생활밀접형

휴대용 간이무선국 31만국을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

이동체 식별장치, GPS 등 수신

전용 무선기기,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를 비신고대상으로 전환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의

무선국 : 신고대상 전환,

준공검사 전 운용 허용

(전파법개정안 국회제출)

생활생활 밀접형밀접형

무선국무선국

신고제신고제 전환전환

비신고비신고

무선기기무선기기

확대확대

이동통신이동통신

기지국기지국

신고제신고제 전환전환

2.1 전파이용제도 정비2.2.1 1 전파이용제도전파이용제도 정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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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파수 발굴2.2  2.2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창출을창출을 위한위한 주파수주파수 발굴발굴

신규서비스용신규서비스용 주파수주파수 발굴발굴 소출력소출력 / / 비허가용비허가용 주파수주파수 공급공급

디지털디지털 방송방송 전환전환 지원지원 공공공공 주파수주파수 정비정비

• 저효율 대역 회수

� 신규서비스용 재배치

- WiBro (’05.5 월월월월)

- RFID/USN (’04.7월월월월)

- LBS (’05.5월월월월) 

• UWB (Ultra WideBand) : 
- 3.1~4.8㎓, 7.2~10.2㎓

• DCP (Digital Cordless Phone) :  
- 1786.75~1791.95㎒, 
- 2400~2483.5㎒

• 용도자율화 대역 (FACS) : 
- 57 ~ 64㎓

• 아날로그TV 디지털전환용

주파수 분배 : 752~806MHz

• DTV/DMB 방송국 ·

방송 보조국 허가

및 주파수 지정

• 공공기관용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 : 10년

• TRS대역 정비 �

재난통신망 용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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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파방송 산업활성화 지원2.3  2.3  전파방송전파방송 산업활성화산업활성화 지원지원

기업체기업체 제품개발제품개발 및및 시험용시험용 주파수주파수 지원지원

정보통신기기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상호인정협정 (MRA)(MRA)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지원기술지원

우주우주 통신자원통신자원 확보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위한 실험국 주파수 허가

- GSM 단말기(삼성전자)

- WiBro 단말기(포스데이터)

- HSDPA 단말기(LG전자) 22222222회회회회180180180180건건건건86868686건건건건
EMCEMCEMCEMC기술기술기술기술
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
(((( ’03~03~03~03~’06)06)06)06)

1,1481,1481,1481,148명명명명210210210210건건건건1,1431,1431,1431,143건건건건
안테나안테나안테나안테나

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지원센터
(((( ’06)06)06)06)

인력
교육

기술
지원

시험/
측정

구 분

캐나다 (’97.1)

미국 (’05.5)

베트남 (’06.1)

칠레 (협의 중)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위성체 제작, 위성제어 및

통신중계 기술개발

위성궤도 및 운용주파수 확보

- 별위성(’04.3), 아리랑2호(’06.7) 

무궁화5호(’06.8) 발사․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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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2.4  TV 2.4  TV 방송의방송의 디지털디지털 전환전환

해외수출 67억불 달성
(DTV 수출 세계 1위)

전국 154개 DTV 방송국 허가,
가시청 권역 92% 확보

전송방식 합의
(미국방식 수용, DMB도입)

언론계 DTV 전송방식 논란 제기

SAMSUNG, 15.2%

SONY
10.3%

PANASONIC
9.2%

LG, 8.5%PHILIPS
7.7%

SHARP
5.9%`

TOSHIBA
4.0%

기타기타기타기타
39.2%

업체별 세계 DTV 시장 점유율
(디스플레이서치, ‘07.1월, 

매출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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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월드컵 등 18개국 35회 해외홍보 실시

- 독일, 중국은 본 방송을 개시하고, 

영국, 프랑스, 남아공 등 7개국은 실험 방송을 실시

해외시장 개척

DMB서비스 활성화

구 분

위성DMB

지상파DMB

상용서비스 개시

’05년 5월

’05년 12월

보급률 (’06.12)

가입자 102만명

단말기 283만대

※ ’05.7월 유럽 정보통신 표준화기구(ETSI)가 우리나라 DMB 표준을 유럽표준으로 채택

※ ’06.10월 ‘World DAB Forum’의 명칭을 ‘World DMB Forum’으로 변경

2.5  DMB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2.5  DMB 2.5  DMB 활성화활성화 및및 해외시장해외시장 개척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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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파이용제도 개선3.1 3.1 전파이용제도전파이용제도 개선개선

이동통신 기지국 허가제도 개선이동통신 기지국 허가제도 개선

•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사업자의 무선국의 개설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준공검사전 운용을 허용 (’07년 전파법 개정)

- 다만, 서비스 지역이 한정되어 출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허가제 유지

전자파강도 측정·보고 의무화전자파강도 측정·보고 의무화

•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전자파 관련 민원 증가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의무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07년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출력, 설치장소 등 보고대상 무선국의 요건을 전파법시행령에 규정



13전파방송기획단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3.2 차세대 전파자원 확보3.23.2 차세대차세대 전파자원전파자원 확보확보

- 우리나라가 가용한 대역에서 국제 공통대역이 정해지도록, 중국·일본 등 아태

국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WRC-07 등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우리나라는 700㎒㎒㎒㎒, 4.4~5.0㎓㎓㎓㎓, 3.4~4.2㎓㎓㎓㎓, 2.3~2.4㎓㎓㎓㎓을을을을 4G 이동통신이동통신이동통신이동통신 대역으로대역으로대역으로대역으로 제안제안제안제안 중중중중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4G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분배에 적극 대응

주파수주파수주파수주파수

대역대역대역대역

제안국가제안국가제안국가제안국가

국제동향국제동향국제동향국제동향

1 GHz 1 GHz 1 GHz 1 GHz 이하이하이하이하 1~5 GHz 1~5 GHz 1~5 GHz 1~5 GHz 대역대역대역대역
(410~430MHz, 450~470MHz

470~806/862MHz)
(2300~2400MHz, 2700~2900MHz

3400~4200MHz, 4400-4990MHz)

중국,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프리카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

주파수 대역폭(20MHz)이 좁아 고속

통신용으로 미흡

전파특성이 좋아 개발도상국에서

IMT-2000 도입을 고려

위성 이용빈도가 높은 룩셈브르크, 브라질

베트남 등 3.4-4.99GHz를 반대

미국은 레이더 이용 대역 2.7-2.9, 3.4-

3.7GHz를 반대

4G 주파수 후보대역에 대한 각국의 입장4G 4G 주파수주파수 후보대역에후보대역에 대한대한 각국의각국의 입장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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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출력 무선기기 이용활성화3.33.3 소출력소출력 무선기기무선기기 이용활성화이용활성화

Ubiquitous 의 진전으로 사람-사람간 통신이 사람-사물, 사물-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여, 소출력 통신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대두할 전망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 추진

- UWB, ZigBee, RFID/USN 등 소출력 무선기기용 추가 주파수 확보

-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표준 등 이용제도 마련

- 소출력 기기간 주파수 공유기술, 간섭 회피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 ISM 기기의 출력 및 불요파 기준 정립

-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통계 시스템 구축

Ubiquitous 의 진전으로 사람-사람간 통신이 사람-사물, 사물-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여, 소출력 통신이 가장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대두할 전망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조성 추진

- UWB, ZigBee, RFID/USN 등 소출력 무선기기용 추가 주파수 확보

-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 표준 등 이용제도 마련

- 소출력 기기간 주파수 공유기술, 간섭 회피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 ISM 기기의 출력 및 불요파 기준 정립

-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통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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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파수 회수·재배치3.43.4 주파수주파수 회수회수··재배치재배치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

- 회수 · 재배치의 절차와 기준, 대상 주파수, 이해관계자 조정 및 손실보상 기준 마련

3GHz이상 중계용 M/W주파수의 재배치

---- ITU가 3~ 5GHz 대역에 차세대 이통서비스의 도입을 추진중이므로,  동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M/W 중계주파수의 상향 재배치 필요

※ 5㎓이하 장거리 중계주파수는 6~8.5㎓ 대역, 근거리 중계용 주파수는 10㎓이상으로 이전

M/W

중계

17.7 19.710.5 11.7

M/W 중계
(고 정)

M/W 중계
(고정 )

M/W 중계
(고 정)

M/W 중계
(고 정 )

M/W 중계
( 고 정)

M/W중계
(이동) 무선랜

3.6 5.04.2 4.43.4 8.55.65

※ 전파특성으로 인하여 장거리M/W중계의 경우 10GHz 이상으로 재배치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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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 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3.5   3.5   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전파이용 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효율화 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기술개발

- 40GHz 이상의 전파자원 이용기술

- 광대역 검색이 가능한 지능형 전파감시기술

- 통해기, 갈릴레오 위성을 이용한

위성시스템 및 위성항법 기술

신규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신규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개발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개발

- CR 등 주파수 공유기술 및 간섭회피 기술

- 스펙트럼 센싱, 무선 자원 관리 알고리즘

- 커버리지 가변 지능형 안테나 기술

- Downloadable 제한수신 모듈 및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 OFDM 전송방식에서의 동일채널

RF중계기술 개발

디지털TV 방송기술 개발디지털TV 방송기술 개발

- 전자파 저감소재 및 부품기술

- 개인용 무선기기의 전자파 차단기술

- 전자파를 이용한 암진단 기술

전자파 응용기술 개발전자파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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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  3.6  3.6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3.6  3.6  3.6  3.6  3.6  3.6  3.6  3.6  디지털방송서비스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활성화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 제정

디지털방송활성화 정책 수립 · 추진

방송사의` 투자유인 제고, DTVDTVDTVDTV 수요촉진 및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기구 구성·운영 등

DTV 수신환경 개선

난시청, 전파장해 등 수신환경을 조사하고, 방송보조국 허가 및 공시청 설비 확충을

통하여 향후 3~4년내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한 95~96% 수준의 가시청 권역 확보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로고 부착,

저소득층 보호방안 규정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를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DTV 활성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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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B Station

VHF Channel : 7~13

지상파 DMB 전국확대 및 사업여건 개선

- 비 수도권 지역 지상파 DMB 방송국을 허가하고, 

혼신이 없는 범위내에서 송신출력을 증강

- 교통정보, 프로그램 연동 쇼핑 등 부가서비스 개발

DMB 해외 주요국 실험방송 추진

- 시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 중에서 전략 진출국가를

선정하여 DMB 실험방송 지원

- 중국 등과 협력하여 지재권 사용료 협상 추진

- NAB, IBC 등 주요 국제전시회 참가, 

해외 로드쇼 개최 및 국제 심포지엄 유치

3.7   DMB 3.7   DMB 3.7   DMB 3.7   DMB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및및및및 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 지원지원지원지원3.7   DMB 3.7   DMB 3.7   DMB 3.7   DMB 3.7   DMB 3.7   DMB 3.7   DMB 3.7   DMB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활성화 및및및및및및및및 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해외진출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88 1212

1111

1313

1212

88
7

99

99

77

1212

8 / 13

남산남산
용문산용문산

관악산관악산

무등산무등산

노고단노고단

양을산양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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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3.83.8 스펙트럼 관리과학화 추진3.83.83.83.83.83.83.83.8 스펙트럼스펙트럼 관리과학화관리과학화 추진추진

- 전국의 지도, 건물, 도로 등 지형정보와, 현재 운용중인 무선국의 종류, 

출력, 안테나 조건 등을 이용한 간섭분석 시스템 구축

- 우리나라의 지형 및 도시환경에 적합한 간섭분석 알고리즘 연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파간섭 분석시스템 구축우리나라에 적합한 전파간섭 분석시스템 구축

- 주파수 분배, 할당 및 지정시 기존 무선국과의 혼신회피를 위한 간섭분석 실시

- 실제 전파환경을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오차를 보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성능개선

간섭분석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간섭분석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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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파 감시시스템 고도화

- 첨단 신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 무선기기에 대한 감시장비 도입

- 이동감시 차량을 ’06년 11대에서 ’11년 19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 혼신 등 전파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9개 CS 기동팀을 24시간 운용

전파 이용환경 조사활동 강화

- 주파수 신규할당, 방송국 허가 및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전파환경 조사

- 한·일간 전파간섭 현황 및 외국 위성으로부터의 간섭전파 유입현황 조사

3.9  3.9  3.9  3.9  전파 이용질서 확립3.9  3.9  3.9  3.9  3.9  3.9  3.9  3.9  전파전파 이용질서이용질서 확립확립

[고정감시] [이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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