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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White Space 활용을 위한 Geo-location DB 기술

요 약

본고에서는 DTV (Digital Television)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사용 가능한 TV 화이트 스페이스 (TV White Space; TVWS)의 

무선통신 기술규격과 위치정보 기반 TVWS DB (Geo-location 

based TVWS Database)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

다. 위치정보 기반 TVWS DB는 TVWS가 존재하는 VHF (Very 

High Frequency)와 UHF (Ultra High Frequency) 대역에서의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 서비스와 소출력 방송 중계

기, 무선 마이크에 대한 간섭보호를 보증하며, TVWS를 활용하

는 TVBD (TV Band Device)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허용가능 

전송전력 및 TVWS 채널할당과 같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본

고에서는 이와 함께 위치정보 기반 TVWS DB에 대한 국내외 연

구개발 동향 및 시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주파수 자원의 활용 영역은 방송통신 분야에 국

한되지 않으며, 교통 및 의료, 환경 분야와 같은 국민의 일상생

활을 포괄하는 사회 전 분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특히 개

방형 모바일 단말 플랫폼의 대표격인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시

작으로 다양한 신규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및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히 고려되고 있다[1][2].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과 한정된 물리적 주파수 자원의 

부족에 대응하고자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가 주파수 확보

와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공유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3월,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에서 향후 5년 내 

300MHz, 2020년까지 총 500MHz의 주파수를 광대역 무선 서

비스용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4]. 또한 영국은 2020

년까지 750MHz의 대역폭을, 일본은 2015년까지 340MHz분량

의 주파수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전략을 발

표한 상태이다[5][6]. 국내의 경우에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최대 600MHz대역폭 이상의 신규 주파

수 자원 확보를 위한 시행방안이 확정된 상태이다[7].

그림 1. 무선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증가추이[3]

그림 2. 향후 국내 주파수 소요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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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파수 확보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TVWS대역과 같은 여유 주파수 이용방안에 대한 정책추진과 

표준화 활동, 관련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2].

TVWS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생성 가능

하며, 고주파 대역에 비해 전파도달 거리가 우수하고 건물 등 장

애물에 대한 투과율이 높다. 또한 소규모 통신망 구축 시 기존 

Wi-Fi 대비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넓은 서비스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TVWS 무선통신 기술규격 제정과 서비스 준비

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와 유럽 통신

위원회 (Europ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ECC)에서 

규정된 TVWS 기반 TVBD의 전송규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8][9][11][13]. 이와 함께 TVWS 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필수요소로서 위치정보 기반 TVWS DB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외 시범 서비스 현황 소개를 끝으로 본고

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Ⅱ. TVWS 정의 및 기술규격

1. TVWS의 정의

TVWS는 일반적으로 기존 Wi-Fi 대비 10배 이상의 전송 커

버리지를 가지며, TV 방송용으로 할당된 1 GHz 미만의 주

파수 대역에서 지역적(공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주파

수 대역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2012년 12월 DTV 서비스 전환 

후 할당되는 DTV 채널의 14번에서 51번 사이의 주파수 대역 

(470~698MHz)이 TVWS 사용가능 대역에 해당된다.

TVWS는 지역별로 가용할 수 있는 채널이 상이하므로, 특

정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인

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용 

TVWS 채널확보가 용이한 교외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활용도

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15].

2. TVBD 전송규격

2.1 미국 FCC의 TVBD 전송규격

미국 FCC는 2003년 12월 의견수렴 과정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TVWS 주파수를 FCC의 사전 규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 면허 대역으로 지정하였다[8].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0년 9월과 2012년 5월 두 번

에 걸친 TVWS 기술규격 개정본을 발표하였다[9][16]. <표 1>은 

FCC에서 규정한 TVBD의 전송규격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미국 FCC의 TVBD 전송규격

TVBD구분 고정형 모드 Ⅱ 모드 Ⅰ 센싱 단독

전송전력

(PSD)
≤1W ≤100mW ≤100mW ≤50mW

DB 접속
±50m

(위치오차)

±50m

(위치오차)

DB접속

안함

DB접속

안함

스펙트럼

센싱
없음 없음 없음 -114dBm

TVBD 역할 마스터 마스터 슬레이브 해당사항없음

인접채널 제

한치

(6MHz)

인접채널	사

용불가
≤40mW ≤40mW ≤40mW

PSD

제한치

(100KHz)

12.6dBm
-1.4dBm(인접CH.)

2.6dBm(비인접CH.)
-0.4dBm

인접채널

제한치

(100KHz)

-42.8dBm -56.8dBm -52.8dBm -55.8dBm

PSD	:	Power	Spectral	Density

<표 1>에 소개한 TVBD 종류 중 모드 Ⅱ와 모드 Ⅰ 방식은 개

인/휴대용 단말에 해당하며, 모드 Ⅰ 방식의 TVBD는 위치정

보 기반 TVWS DB 접속이 가능한 고정형 또는 모드 Ⅱ 방식

의 TVBD를 우선적으로 경유하여 허용가능 전송전력 및 가용 

TVWS 채널을 할당 받을 수 있다. <그림 5>는 FCC에서 규정한 

인접채널에서의 TVBD 방사 마스크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나 있듯이 6MHz의 대역폭 크기를 갖는 대역 

내(in-band) 총 방사전력 밀도 대비 첫 번째 좌우 인접채널에

서는 100KHz 대역폭 크기를 기준으로 -72.8dBr 만큼 TVBD그림 3. 주파수에 따른 동일 커버리지 대비 필요 기지국 수 비교[14]

그림 4.  지역에 따른 TVWS 가용 채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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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전력을 감쇄시켜야 한다. 이를 6MHz 대역폭 크기로 환

산할 경우, 17.7815dB 값이 합산되어 -55dBr 값으로 변환될 

수 있다.

2.2 영국 Ofcom의 TVBD 전송규격

2007년 12월, 영국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은 DTV 서비스 전환 이후 발생 가능한 ‘Digital dividend’ 주

파수 영역에 대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Digital dividend’ 

주파수 영역은 총 256MHz 대역폭 크기를 갖는 TVWS 대역

(interleaved spectrum)과 총 136MHz 대역폭 크기의 ‘Cleared 

spectrum’으로 구성된다[17]. 

2009년 2월에는 스펙트럼 센싱 방식과 위치정보 기반 TVWS 

DB 기술에 대한 주요 파라미터를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에는 TVWS DB 기반의 TVBD 사용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

한 바 있다[11]. 유럽 TVWS 대역에서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와 

TVBD와의 공존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보호 서비스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 TVWS 주파수 대역 별 보호 서비스 종류

주파수 대역

(MHz)
보호 서비스 종류

470~790

-	DT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	PMSE	(Program	Making	and	Special	Event)

-	본	대역에	인접하는	모바일/고정형	서비스

608~614 RAS	(Radio	Astronomy	Service)

645~790 ARNS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영국 Ofcom을 비롯하여 유럽 ECC (European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정의한 TVBD 종류는 크게 마스터와 슬레

이브 TVBD로 구분할 수 있다. 마스터 TVBD는 FCC에서 정의

한 Mode Ⅱ와 동일한 형태이며, TVWS 대역에서 동작할 수 있

는 무선 라우터로 정의하였다. 또한 슬레이브 형태의 TVBD는 

FCC에서 정의한 Mode Ⅰ과 유사하며, TVWS DB에 직접 접속

을 하지 않는 TVBD로 분류하였다.

Ofcom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TVWS 서비스 실현을 위

한 기술규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다양한 TVWS 기술규격 테스트와 시범 서비스 등을 통

하여 미국에 비해 더욱 복잡한 형태의 기술규격이 마련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2.3 FCC와 ECC의 TVBD 기술규격 비교

현재까지 밝혀진 미국 FCC와 유럽 ECC 간의 TVBD 기술규격

을 토대로 TVBD 허용가능 전송전력 산출 기준 비교는 다음과 

같다[18]. 즉, 미국 FCC의 TVBD 허용가능 전송전력 산출 규격

은 TVBD의 종류에 따라 고정된 허용가능 전송전력을 할당하며, 

DTV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한 최소 이격거리 제한치를 추가

로 부여하였다. 고정형 TVBD의 경우에는 DTV가 점유하고 있

는 채널의 좌우 첫 번째 인접채널에서는 TVWS 채널 사용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림 6>은 미국 FCC에서 제안한 고정형 

TVBD의 허용가능 전송전력 할당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ECC는 TVBD의 서비스 위치에 따라 허용가능 전송전

력 할당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DTV가 점유하고 있는 동일채널 영역을 제외하고는 

DTV 기지국의 위치를 기준으로 TVBD의 허용가능 전송전력이 

다양하게 할당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스펙트럼 브리지에서 개발하여 

TVWS 채널 및 TVBD 전송전력 할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캡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19].

<그림 8>과 <그림 9>의 캡처 화면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TVWS 서비스는 TVBD 서비스 지역에서 허용가능 TVWS 채널

번호 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TVWS 채널번호와 함

그림 5. 미국 FCC의 TVBD 방사 마스크 규격

그림 6. FCC의 고정형 TVBD 전송전력 할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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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양한 값을 가지는 허용가능 TVBD 전송전력 정보가 동시

에 제공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4 국내 TVBD 기술규격 제정현황

국내에서는 2011년 TVWS 서비스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을 시작으로 그 해 말 남양주와 제주도에서 TVWS 실험 서비스

를 실시하였다[20]. 또한 2012년에는 국내 연구기관을 비롯하

여 산업계 및 학계, 방송사가 참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기술검

증위원회를 실시하여 TVWS 기본 기술규격에 대한 실내외 검

증을 시행한 바 있다. <그림 10>은 국내 TVWS 서비스 상용화

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여주고 있다.

Ⅲ. 위치정보 기반 TVWS DB

1. 미국 FCC

FCC OET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는 2010

년 1월 TVWS DB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복수의 산업체로부터 개

발 제안서를 접수 받았으며, 2011년 1월, 우선적으로 9개의 사

업자를 조건부로 선정하였다[21]-[29]. 2011년 중반 마이크로

소프트가 새롭게 TVWS DB 사업자로 선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10개의 공식 사업자가 TVWS DB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TVWS DB 사업자는 FCC OET가 요구하는 기본적

인 TVWS DB의 구동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2011

년 3월 첫 번째 공동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TVWS DB 상용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30].

FCC OET 주관의 1차 TVWS DB 공동 워크숍에서는 TVWS 

DB를 구축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술 및 절차에 대한 주요지침

과 필수 구성요소, 향후 사업자 간 DB 정보공유 방안 및 개발진

행 방향, 최종 사업자 승인조건 등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진행

하였다. 본 워크샵에서 FCC OET는 TVWS DB 개발과 최종 사

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TVWS DB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준칙을 명시하였다.

첫 번째로 TVWS DB 사업자는 TVBD의 간섭으로부터 

다양한 1차 방송 서비스 보호를 위한 기술규격인 MO&O 

(Memorandum Opinion & Order; FCC 10-174) 준수 여부

에 대해 세부적인 처리 과정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두 번째로는 FCC OET 주도의 TVWS DB 워크숍에 반

드시 참가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FCC의 관련 규정준수를 위

한 OET 업무 진행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TVWS DB 사업자는 DB 관리자로서 얻을 수 있는 기술력을 사

그림 7. ECC의 TVBD 허용가능 전송전력 할당 방법

그림 10. 국내 TVWS 서비스 추진계획안

그림 8. 미국 TVWS 채널할당 서비스 시현 예

그림 9. 영국 TVWS 채널할당 서비스 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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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및 독점,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FCC OET 준수사항과 TVWS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TVWS DB 사업자는 향후 5년 동안의 TVWS DB 사

업권과 운영권을 획득할 있도록 규정하였다[31].

현재에는 스펙트럼 브릿지와 텔코디아가 FCC OET로부터 

TVWS DB 사업을 위한 1차 테스트 통과를 승인 받은 상태이다

[32]-[35]. <그림 11>은 FCC OET가 제안한 TVWS DB의 기본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1>에서 소개한 TVWS DB구조는 FCC에서 제공하는 

CDBS (Consolidated Database System)와 ULS (Universal 

Licensing System), EAS (Equipment Authorization 

System) DB 요소블록과 TVWS DB 사업자가 관리하는 DB 정

보처리 블록이 상호 연결되어 구동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CDBS에서 관리되는 방송 서비스 종류는 대출력과 소출력 TV 

기지국, 방송 보조 서비스 등이며,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역에 

존재하는 TV 방송 기지국, 방송보조 서비스 정보는 향후 CDBS

에서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CDBS는 방송 서비스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과정을 수행한다. ULS는 방송 보조 

고정링크의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며, 하루 주기로 관련 정보 업

데이트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EAS는 TVBD 사용자와 기타 

간섭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치 및 설비의 등록, 승인 기능

을 수행한다.

가. FCC TVWS DB 기술규격

미국 TVWS 대역에서의 1차 우선 보호 서비스 대상은 소출력 

및 대출력을 포괄 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와 

TV 중계기, 케이블 헤드앤드(Headend)와 같은 방송 보조 서비

스, PLMRS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s)와 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와 같은 공공 및 상업용 

로컬 방송 서비스, 면허/비 면허 무선 마이크 등이다. TVWS 

DB는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에 대한 간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처리과정 및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정형 및 모드 Ⅱ 방식의 개인/휴대형 TVBD는 TVWS 

DB와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경로를 통하여 가용 TVWS채널

정보와 1차 우선 방송 서비스의 보호규격, 서비스 정보 등을 공

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드 Ⅰ 방식의 TVBD는 고정형 또

는 모드 Ⅱ 방식의 TVBD를 경유하여 가용 TVWS채널 정보를 

획득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때 가용 TVWS 채널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TVBD의 현재 위치 정보를 TVWS DB에 보고해야 하

며, 이 때 허용가능 위치좌표 오차는 ±50m로 규정하고 있다.

FCC OET는 방송대역을 사용하는 비 면허 무선 마이크에 대

해서도 TVWS DB에 등록과정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TVWS DB 사업자는 FCC OET 규정에 입각하여 비 면허 무선 

마이크의 등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비 면허 

무선 마이크는 ULS 내에 전자신청(출원)을 통해 등록될 수 있

으며, 1년 동안의 사용기간 만료 후 재등록(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VWS DB 사업자간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 체계 마련은 1

차 방송 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향후 TVWS DB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로 명시하였다. 

이는 TVWS 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TVWS 

DB 사업자 간 서비스 사용자 중복 방지, 복수의 TVWS DB 간 

데이터 동기화, FCC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적으로 보

호되어야 하는 무선기기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TVWS DB의 데이터 정보 및 처리 프로세서, 서비스 운용에 

그림 11. FCC OET 제안 TVWS DB 기본구조

그림 12. TVWS DB 상호운용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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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보안규격에 있어서는 TVWS DB에 특화된 신규 보안방

식 개발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신뢰성이 증명된 보편적 보

안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TVWS DB 사

업자는 선택된 보안기술의 적용에 따른 동작 과정 전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FCC OET에서의 검토 과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TVWS DB에서 발생되는 보안관련 문제점, 

즉, 데이터에 대한 복제 및 위장, 데이터의 변질 및 의도적 차

단, 신뢰성 여부 등에 대한 책임은 TVWS DB 사업자가 가짐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영국 Ofcom

영국 Ofcom은 FCC와 동일하게 TVWS 기반 서비스 구현

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로서 스펙트럼 센싱 기술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상태이다. 즉,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에 간섭영향을 주

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스펙트럼 센싱 기준 전력레벨 값이 매

우 낮음과 동시에 이로 인한 상용화의 어려움으로 우선적으로 

TVWS DB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였다[11]. Ofcom 에서 발표한 

TVWS DB 처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할 만한 TVWS DB

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단계는 IEFT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서도 제안한 바 있으며, 나머지 TVWS DB 정보 

처리과정은 FCC에서 제안한 방식과 유사하다. 

또한 CR (cognitive Radio) 기술 및 TVWS 기반 기술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 중에 있는 CEPT ECC SE43을 비롯

하여 유럽 내 다양한 연구그룹 및 산업체와 TVWS DB 기술규

격 마련을 위한 협력적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FCC와

는 다르게 유럽에서의 TVWS DB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들 즉, TVBD 허용가능 전송전력 산출 및 가용 TVWS 채널 선

정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TVWS DB 과부하에 대한 감소방안과 알고리

즘 처리과정의 간단화 방안이 핵심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Ofcom과 CEPT ECC SE43에

서 제안한 TVWS DB의 기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11][36].

유럽에서의 1차 우선 보호 서비스 종류로는 미국 DTV방송 서

비스와 유사한 DT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와 무선 

마이크에 해당하는 PMSE가 있다.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의 품

질유지를 위한 척도로는 다수의 100m×100m 픽셀 내에서 취

득 가능한 위치변화 반영 확률  (location probability)값과 시

변 확률 (time variation probability)값 정보가 고려되고 있다. 

TVWS DB는 1차적으로 위치변화 반영 확률 값과 시변 확률 값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허용 가능한 TVBD 방사전력 

값을 산출하게 된다. 

가. Ofcom TVWS DB 기술규격

Ofcom은 허용가능 TVWS 채널 대역폭 할당 측면에서 사전

에 규정한 고정된 크기의 대역폭을 이용할 경우 TVWS DB 운

용 시 요구되는 처리 정보량을 감소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협대

역을 사용해야 되는 TVBD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므로 상황

에 적합한 대역폭 할당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대 허용가능 

TVBD 방사전력은 할당 가능한 TVWS 채널 각각에 대해 독립

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지역 및 서비스, TVBD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초기에 보고된 TVBD의 서비스 요청 위치를 기준

으로 TVBD 이동에 따른 서비스 커버리지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TVBD가 저속으로 이동 할 

경우에는 ‘small radius' 환경으로 판단하게 되며, 고속으로 이

동할 경우에는 ‘large radius’ 무선통신 서비스 환경으로 예측하

게 된다.

TVWS DB가 TVBD의 허용가능 전송전력 및 가용 TVWS 채

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에 대

한 송신기와 수신기 위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수신

기 위치 추정을 위해서는 전송 파라미터 정보와 서비스 품질 보

장을 위한 최소 요구 C/I 비율(Carrier to Interference ratio), 그림 13. 영국 Ofcom TVWS DB 기본 구조

그림 14. CEPT ECC의 TVWS DB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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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에서 취득 가능한 최소 수신신호 전력레벨, 채널 경로손

실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표 3>은 Ofcom에서 

제안한 DTT와 PMSE의 최소 품질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요구 C/I 비율 값을 나타내고 있다[11].

표 3. 1차 우선 보호 서비스 최소 요구 C/I 비율

구분 DTT PMSE

동일

채널

33dB

1.	6~10dB,	2.	3dB

38dB

(DTT	마진	적용	절차를	고려)

인접

채널

-17dB

1.	6~10dB,	2.	3dB

-55dB

(DTT	마진	적용	절차를	고려)

1.	기타	잡음	및	간섭요인을	고려한	마진

2.	동일	및	인접채널	혼합간섭	효과를	고려한	마진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1차 우선 보호 서비스의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전송 커버리지 영역 정보가 생성되며, 1차 우선 보호 서

비스 수신기에서 취득 가능한 dRSS (desired Received Signal 

Strength)와 iRSS (interfering Received Signal Strength) 

값, 위치변화 반영 확률 및 시변 확률 값을 병행 적용하여 최종

적인 TVBD 최대 허용가능 방사전력 값을 획득하게 된다. 단, 

상기 과정은 TVBD 서비스 지역 내에서 고려되는 모든 픽셀과 

사용 가능한 TVWS 채널, 가용 TVWS 채널(N=0)의 N±9범위

까지 인접하는 모든 채널에 대해 수행 되어야 한다. <그림 15>

는 Ofcom에서 제안한 TVWS DB 처리 시나리오 환경을 보여주

고 있다[18].

현재까지 Ofcom에서 제안된 TVBD 기술규격 중 다중 TVBD

가 존재할 경우에 대한 간섭레벨 결정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ECC와 Ofcom에서 제안한 TVBD

의 허용가능 전송전력 방법을 적용할 경우, 처리 복잡성과 계산

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TVWS DB 사업자인 텔코디아와 

Neul에서 소개한 TVWS DB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

을 나타내고 있다[37][38].

3. TVWS DB 접속 프로토콜

산업체 중심의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그룹인 IETF 는 

2012년 3월 위치정보 기반 TVWS DB와 TVBD와의 운용을 위한 

PAWS (Protocol to Access White Space)를 발표하였다[39]-

[42].  PAWS에서는 TCP/IP를 기반으로 HTTPS방식의 DB 운

용을 위한 응용계층을 정의하였으며, 총 5단계에 걸친 TVBD와 

TVWS DB 사이의 인터페이스 처리과정을 소개하였다.

가. TVWS DB 검색 단계 (1단계)

특정 서비스 위치에 존재하는 TVBD (또는 White Space 

Device; WSD)는 1차적으로 신뢰성 있는 TVWS DB 리스트 정그림 15. Ofcom의 TVWS DB 처리 시나리오 환경

그림 16. 텔코디아 TVWS DB 서비스 프로토타입

그림 17. Neul의 TVWS DB 서비스 프로토타입

그림 18. TVWS DB 검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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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획득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AddrDatabase’는 TVBD로부

터 TVWS 기반 서비스를 위한 신뢰성 있는 TVWS DB 리스트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며,‘AddrDatabase’는 TVBD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접속 가능한 TVWS DB 리스트 정보를 전송하

게 된다.

나. TVBD 등록 단계 (2단계)

고정형 및 모드 Ⅱ 방식의 TVBD는 초기 TVWS 서비스 요청 

시와 서비스 위치변경 시, 사전 등록정보 변경 시 TVWS DB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TVBD는 TVWS DB에 등록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TVWS DB는 서비스 가능여부 판단 

후 등록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다. TVWS 채널 리스트 요청 단계 (3단계)

PAWS의 3번째 단계는 TVBD가 사전에 등록된 서비스 위치에

서의 가용 TVWS 채널 정보를 TVWS DB에 요청하는 것이다.

라. TVWS 채널 업데이트 (4단계)

TVWS 대역에 존재하는 면허 사용자와 우선순위 TVBD에 대

한 간섭보호를 위하여 TVWS채널 업데이트 메커니즘이 추가될 

수 있으며, 다음의 2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TVBD 내에 일정시간 주기로 TVWS 채널 정보를 강제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타이머 장착 방식이며, 다른 한가지 방안

은 TVWS DB 내에 다양한 취득 정보를 기반으로 신규 TVWS 

채널정보 획득 시 이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마. FCC ID 증명요청 단계 (5단계)

Mode Ⅰ 방식의 TVBD가 고정형 또는 AP(Access Point)역

할을 수행하는 Mode Ⅱ 방식 TVBD에게 서비스 요청 메시지

를 전달할 경우, 해당 고정형 또는 Mode Ⅱ 방식의 TVBD는 

TVWS DB에게 FCC ID 확인을 요청하게 된다. 즉, TVWS DB

는 사전에 등록된 Mode Ⅰ 방식 TVBD의 FCC ID와 수신된 

FCC ID 정보와의 비교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비스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고정형 또는 Mode Ⅱ 방식 TVBD에게 결과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Ⅳ. TVWS DB 시범 서비스 현황 

1. 미국 내 대표적 시범 서비스 현황

버지니아주 클라우드빌에서는 미국 최초로 TVWS DB를 이용

한 광대역 인터넷 시범 서비스 실시하였다[43]. 시범 서비스 지

역의 대부분은 구릉지와 울창한 수풀지대로 이루어진 산간 도서

지역으로 인터넷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과 고비용의 문제로 기존 

무선통신 방식을 이용한 인터넷 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TVWS 시범 서비스 종류로는 학교 및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지구 내 카페 등에 설치된 Wi-Fi 핫스팟에 무선 인터넷 공

급을 위한 TVWS 무선 네트워크 망 구축이며, 스펙트럼 브릿지

를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델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였다.

그림 19. TVBD 등록 단계

그림 20. TVWS 채널 요청 단계

그림 21. TVWS 채널 업데이트 방법

(a)	타이머	장착형

(b)TVWS	DB	정보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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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플루마스 카운티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통신망

을 위한 TVWS 기반 스마트 미터링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였

다[44]. 해당 지역은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산간 도서지역으로 

TVWS를 활용한 스마트 그리드 통신 인프라 구축과 무선단말

을 활용한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본 시범 서비스

는 스펙트럼 브릿지와 스마트 미터링 단말 솔루션 제공을 담당

한 구글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 전력회사인 PSREC이 공동 

참여하였다.

2. 유럽 내 대표적 시범 서비스 현황

스코틀랜드 ‘Bute’지역에서는 BT를 중심으로 TVWS를 이용

한 PTMP (Point to Multi Point) 무선통신 시범 서비스를 시

행하였다[45]. 이를 통해 해양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서 

TVWS를 활용한 릴레이 통신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통신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참여기업으로

는 BT를 비롯하여 BBC, University of Strathclyde, Steepest 

Ascent Ltd, Berg Design, NetPropagate이 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는 향후 Ofcom주관의 TVWS 서비스 시

행 시 요구되는 1차 사용자 보호규격에 대한 증명 및 관련 테

스트 데이터 제공, TVWS 기반 응용가능 시범 서비스 정보제

공, TVWS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협력 연구를 위

해 캠브리지 TVWS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시범 서비스를 진

행하고 있다[46]. 해당 시범 서비스의 종류는 도심지역에서

의 이동통신 오프로딩과 도서 산간지역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M2M(Machine-to-Machine), 위치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응

용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참여기업으로는 TVWS DB 공급

을 담당하는 스펙트럼 브리지와 마이크로 소프트를 비롯하여 

장비개발을 담당하는 노키아, 삼성, Neul, Calson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BBC, BSkyB, Arqiva와 같은 방송사와 텔레콤사로

는 BT가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Cambridge Consultants와 

TTP, Adaptrum, Alcatel-Lucent, CRFS, CSR, Digital TV 

Group, Virgin Media가 공동 참여 중에 있다.

3. 국내 대표적 시범 서비스 현황

국내에서는 2011년 4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방송통신

사와 산업체 등 총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TVWS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의 결과로 총 70개의 기

관(기업)에서 9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공모를 통하여 소방 

방재청 컨소시엄(소방 방재청, 중앙 119구조단, 아이디폰)과 제

주 컨소시엄(제주도청, 제주 테크노파크, KT, 브로드웨이브)이 

국내 TVWS 실험 서비스를 위한 지정 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2011년 말 남양주와 제주 지역에서 TVWS 실험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TVWS의 정의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TVBD의 기술규격과 TVWS 서비스를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위치정보 기반 TVWS DB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TVWS DB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시범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TVWS 기반 무선통신 서비스의 도입은 현재의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망의 우회망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망, 해양 IT 

인프라 구축 등 산업간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고부가 산업 

기반의 신규 무선 통신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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