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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속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세의 대처 방안 중 새로

운 주파수 발굴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및 미국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주파수 공동 사용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특정 주파수를 공동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 시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주파수 대

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은 2.3 GHz 대역, 미국은 3.5 

GHz 대역을 스몰 셀로 주파수 공동 활용하기 위해 제도 정비 

및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활용 동향은 향후 

해당 대역의 국내 활용 방안 정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Ⅰ. 서 론

스마트 폰 도입이 확산되고, LTE(Long Term Evolution) 도

입 국가가 증가하며 무선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파수 확

보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무선 광대역 서비스 제

공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의 네트

워크 수용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고민 거리가 되고 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 관련하여, 시스코는 전세계적으로 2013

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1% 증가하여, 약 10 배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이와 유사하게 에릭슨에서도 전세

계적으로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 배의 무선 데이터 트래

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 관련하여 국내에서, 미

래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무선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약 2.9 배의 트

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3]

증가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이

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신규 IMT-Advanced(4G) 네트워크 

구축, 추가 WiFi 구축 등 각국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대처를 하

고 있지만 스마트 기기 증가에 의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이미 가입자당 Gbps의 전송

속도 제공을 목표로 하는 5G에 대한 주파수 발굴 논의가 시작

되고 있으나 상용화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

고 있다.

한편 무선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신규 무선 네

트워크를 도입함에 있어 네트워크 투자비 외에도 이용할 수 있

는 주파수 부족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 지역(Region), 국가들도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퀄컴은 유럽에서 신규 

주파수 발굴에 적어도 6년이 소요되고,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

음도 제시하고 있다[4]. 

유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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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코 및 에릭슨의 글로벌 무선 데이터 트래픽 전망

(a) 시스코의 전망 

(b) 에릭슨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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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파수 활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Plum 보고서는 유럽의 경우 현재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3 GHz대역을 이동통신으로 사용하면 65억 유로 – 220억 유

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5].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통신정보관리청(NTIA) 보고서에서는 95 MHz를 신규 

발굴하기 위해 10년이 필요하고, 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 

이와 같이 새로운 주파수를 발굴하여 사용하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필요한 시기에 주파수를 공급하지 못

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 주파수 공동 

사용이다. 주파수 공동 사용의 대표적인 국외 사례로는 TV 유

휴대역(White Space)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예를 들면, 3.5 

GHz 대역은 고정, 이동, 무선 탐지 등으로 분배되어 민간용 무

선탐지, 아마추어, UWB 등으로 할당되어 있는 등 이미 주파수

를 공동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주파수 공동 사용 

이슈가 무선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해 제기된 것에 부합하도

록, 주파수 공동 사용을 이동통신(IMT)에서의 활용으로 제한하

여 기술하도록 한다.

Ⅱ. 글로벌 이동통신 주파수 동향

’14.8월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 폰 보급율은 이동통신 가입자

의 70%에 이르며, 이동통신 가입자의 60%가 LTE를 이용하고 

있다. LTE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는 ITU의 세계 무선 주

관청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

서 결정된다. LTE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

통신(IMT) 주파수는 크게 3차례의 WRC 회의에서 지정되었으

며, 이를 요약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7].

이와 같이 WRC에서 이동통신으로 사용이 지정된 주파수 대

역에 대해 ITU-R의 작업반(ITU-R WP5D)에서는 각국에서 

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배치를 결정하고, 3GPP

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규격 작업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이 이동

통신 기기를 통해 이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게 된다. 3GPP에서 

정의한 FDD, TDD LTE 용 주파수 대역 수(operating band)는 

총42개에 이르며, 현재에도 여러 운용 대역을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그림 3>은 이동통신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만을 표시

한 것이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으

나,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TV, 공공(군, 국가 공공기관 등), WiFi 

외에 매우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파수 발

굴, 특히 이동통신 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3 GHz 이하 대역에

서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무선 광대역 서비스 외에 사물인터넷

(IoT), 고신뢰 저지연 통신(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 제기 되고 있으나, 

저 대역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넓은 폭의 주파수 발굴이 어려

움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 발굴에 대한 논의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8].

Ⅲ. 주파수 공동 사용

3.1 개념

“주파수 공동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

가 특정 주파수를 공동 사용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

여, 1장 서론에서 예시한 국내 3.5 GHz 대역도 해당되나, 본 고

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이동통신에서의 주파수 공동

사용으로 제한하여 논하므로 LSA(Licensed Shared Access) 

또는 ASA(Authorized Shared Access)를 의미한다

LSA는 면허 방식 및 비면허 방식에 이은 제3의 주파수 관리 

방식이다. 이동통신에서 주파수 공동사용(LSA)은 1장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무선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

통신 주파수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일반

그림 2. 유럽에서 주파수 대역별 활용 가능 소요 예상 시간

그림 3. IMT 지정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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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갖는다. 

면허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QoS(Quality of Service)가 보장

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하루 24시간 1년 365

일 사용할 수 있다. 

WiFi로 대표되는 비면허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출력이 낮아 

커버리지가 작으며, QoS가 보장되지 않는다

LSA는 면허 주파수와 동일하게 QoS는 지원할 수 있지만, 1

차 우선 사용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

축할 수 없으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용할 수 없다. 

LSA 도입에 있어 기본 전제 조건은 해당 주파수 대역의 1

차 우선 사용자(incumbent)를 보호하는 것이다. LSA 면허권

자(licensee)는 기존 1차 우선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으면, 

LSA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규제 기관의 

제어 하에 특정 공간/시간에서 가용한 LSA 주파수를 동적 접속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 구성 및 동작원리

LSA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의 각 구성 요소에 대

해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 예는 <그림 5>와 같다[9]. <그림 5>에 나타

난 각각의 구성 요소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2.1 1차 우선 사용자(incumbent)

텔레메트리, 군용 레이더 등 LSA 후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

고 있는 기존 사용자

3.2.2 LSA 저장소(repository)

LSA 저장소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라고 할 

수 있으며, 1차 우선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한 정보(시

간, 공간)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민감한 내용

이므로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각국 규제 기관이 관리

한다. 국가별로 데이터베이스는 1개 또는 그 이상을 운용할 수 

있으며, LSA 대역, 기존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주관청, 규제 기관, 기존 사용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위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3.2.3 LSA 제어기(controller)

LSA 제어기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1차 우선 사용자 정보

와 LSA 허용 규정을 기반으로 LSA 면허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주파수를 공간/주파수/시간 영역에서 계산한다. LSA 제어

기는 신뢰성 있는 링크를 통해 저장소와 연결되며, 국가별로 하

나 또는 복수 개를 둘 수 있다. LSA 제어기는 하나 또는 복수 개

의 LSA 네트워크와 접속될 수 있고, 하나 또는 복수 개의 저장

소와 연결될 수 있다. LSA 제어기는 주관청, 규제 기관, 기존 사

용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위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3.2.4 OA&M

OA&M(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은 

광대역 이동통신망 네트워크를 운용 및 관리한다. LSA 네트워

크에서 OA&M은 LSA 주파수를 관리한다. 실제적으로 OA&M

은 LSA 제어기로부터 제공받은 가용 주파수 정보를 무선자원

관리(Radio Resource Management) 명령어로 변환하며, LSA 

네트워크 내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단말기가 LSA 대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LSA 1차 우선 사용자가 사용

하는 지역에서는 주파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구축되어 있

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위에 LSA 사업자가 주파수가 필요한 지

역에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므로 지역적으로 overlay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나 있다. 사업자의 OA&M은 LSA 제어기와 접속하

여 적절한 기지국만이 LSA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LSA 주파수 대역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단말

기 1은 LSA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기존 이동통신 대역을 

사용할 수 있고, 주파수 집성 기술(Carrier Aggregation) 기능

이 지원 가능하면 두 대역을 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 

그림 4. LSA 개념

그림 5. LSA 개념 실현을 위한 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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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LSA 네트워크를 벗어난 지역에 있으므로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다.

Ⅳ. 국외 동향

4.1 유럽

4.1.1 표준화 동향

LSA 표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

럽에서는 1차로 2.3 GHz 대역에 대해 LSA를 도입하기 위한 표

준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유럽의 표준화 기구인 CEPT, ETSI 및 EU 레벨에서 진행 중

인 LSA에 대한 규제와 표준화 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LSA는 당초 퀄컴, 노키아 주도로 ASA(Authorized Shared 

Access)라고 제안되었으나 2011년 RSPG(무선주파수정책그룹)

에서 “Licensed Shared Access(LSA)”라고 변경하여 현재는 

LSA라 부르고 있다[10]. 

’12.11월, EC는 RSPG에 대해 LSA에 관한 의견 제시와 유럽 

및 국가 수준에서의 LSA 실행 요건을 더 개발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에 RSPG는 정책자문을 거쳐 ’13.11월에 LSA에 관한 

의견서(Opinion)를 발표하였다.

나. 유럽 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

’12.10월, CEPT ECC WG FM(Working Group Frequency 

Management)는 LSA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규제 개발

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개의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인 PT52, PT53을 만들었다.

1) ECC WGFM Project Team 52(FM52)

’12.2월 만들어진 FM52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3-2.4 GHz 대역을 LSA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한 ECC 

결정(Decision) 초안 개발

•  2.3-2.4 GHz 대역에서 국경간 조정을 위한 ECC 권고 초

안 개발

• 일정: 초안 작성은 ’14.2월, 공표는 ‘14.6월-7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M52는 작업을 시작하여 그 

ECC 결정 초안에 대해 ’14.2월 공공자문을 시작하였다. 이후 자

문 결과를 반영하여 ‘14.7월 목표인 ECC 결정을 완료하였다[11]. 

또한 국경간 조정에 대해서도 ‘14.6월 ECC 권고를 완료하였

다[12]. 

2) ECC WGFM Project Team 53(FM53)

FM53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EU 프레임워크에 따라 LSA 사용자 각각의 권한을 할당하

기 위한 절차 분석

•  LSA 구현을 위한 일반 조건 및 주파수 대역별 조건에 대한 

ECC 보고서 작성

• ETSI와의 연락체계 수립

•  네트워크 투자를 위해 사업자가 요구하는 스펙트럼 접근 

권한 “보장 수준”을 연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M53는 작업을 계속하여 ’14.2

월 LSA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과 대역에 특성화된 조건을 제시

하고 있는 ECC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3].

다.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ETSI TC RRS(Technical Committee Reconfigurable 

Radio Systems)는 ETSI 내에서 스펙트럼 공유 관련 표준화

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ETSI TC RRS는 4개

의 WG(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LSA는 

WG1(System Aspects and Cognitive Functionalities)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C RRS에서의 표준화 절차는 <

그림 6>와 같으며, 현재는 2 단계가 진행 중이다.

ETSI 표준화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3.7월 TC RRS는 시스템 참조 문서인 SRdoc(System 

Reference Document)을 개발하였다. 

이후 ’13.5월 TC RRS에서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인 “System 

requirements for operation of Mobile Broadband Systems 

in the 2300 MHz - 2400 MHz band under Licensed 

Shared Access (LSA) regime”에 대한 work item이 승인 되

었고, ’14.6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는 ’14.1월부터 시스템 구조 및 상위 

레벨 절차에 대한 문서인 “System Architecture and High 

Level Procedures for operation of Licensed Shared Access 

(LSA) in the 2300 MHz-2400 MHz band”을 개발 중이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림 6. ETSI 표준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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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구조

• 다른 실체, 참조 점 식별 및 실체로의 기능 매핑

• 표준화되어야 할 인터페이스 식별

•  1차 우선 사용자와 사업권자 사이에 주파수 자원 이용을 

조정하게 하는 상위 레벨 절차 및 정보 흐름

4.1.2 연구개발 및 데모

유럽에서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한 연구는 METIS, CORE+, 

WISE2, ADEL 프로젝트 등 여러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 있다. 

METIS(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Enablers 

for the Twenty-twenty Information Society) 프로젝트는 

5G의 개념 및 주요 성능 목표 값을 제시하고 5G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이루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5G에서 사용할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확보 방안으로 주파수 공동 사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CORE+(Cognitive Radio Trial Environment +) 프로젝트

는 인지의사결정(cognitive decision making)과 LSA 개념 개

발을 수행한다. CORE+는 또한 LSA의 사업적인 측면도 커버

하는 데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LS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업적

인 이득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WISE2(White Space Test Environment for Broadcast 

Frequencies 2) 프로젝트는 TV 유휴대역 서비스 파일롯을 구

축하는 것 외에 LSA 1차 우선 사용자를 관리 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WISE2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 1

차 우선 사용자 관리자는 1차 우선 주파수 사용을 관리하는 것

으로 LSA 저장소에 주파수 요구 정보를 보내고, LSA 제어기는 

LSA 저장소로부터 주파수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 받은 주파수

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이외에도 ADEL(Advanced Dynamic Spectrum 5G mobile 

networks Employing Licensed shared access) 프로젝트 등

도 협력 센싱, 데이터베이스 지원 센싱 등 좀 더 동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주파수 공동 사용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LSA는 구현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LSA

를 지원하기 위한 저장소, 제어기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

그널링 등이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SA를 구현하여 시

험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3.4월 핀란드는 NSN과 CORE+ 및 WISE2 프로젝트와 협력

하여 세계 최초로 LSA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에는 NSN의 

LTE TDD기지국 및 OA&M 장비 등 기존 장비와 LSA 저장소, 

제어기 등 신규 개발한 장비들이 사용되었으며, LSA의 구현 가

능성, 상용 시스템과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노키아, 퀄컴은 ’14.2월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2.3 GHz 대역과 NSN의 LTE TDD 기지국, 퀄컴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LSA를 시연하였다.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

연은 2개 사업자가 각각의 LSA 제어기를 보유하고 공통 LSA 

저장소를 이용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였다.

4.2 미국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주파수 공동 사용은 그 동

안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3.5 GHz 대역을 상용 시스템

과 공동 사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즉, 3.5 GHz 대역 상용 사

용 허용을 통한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와 스몰셀 기술 

및 주파수 공동 사용 시스템을 활용한 상용화 주파수 공동 사

용의 확대가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10.3월 

FCC가 발표한 “국가광대역통신망계획(National Broadband 

Plan, NBP)”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NBP에서는 3년내 

300 MHz, 10년내 500 MHz 를 추가로 발굴하여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10년

내 500 MHz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 대역 중 3550-3650 MHz

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대역(fast track)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2010년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NBP에 따른 광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공공용으로 이용 중인 

3500-3650 MHz 대역의 상용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

그림 7. 핀란드 LSA 데모 시스템 구성

그림 8. MWC’14 노키아&퀄컴 LSA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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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사용 중인 3.5 GHz 

대역의 공공용 무선국과 향후 이용할 이동통신 시스템 무선국 

간의 간섭 분석 결과, 이동통신 시스템 무선국 이용에 이용금

지 구역(Exclusive Zone)을 설정하면 기존 공공용 무선국 보호

를 보호하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

대로 NTIA는 해안 및 레이더 무선국 주변을 이용금지 구역으

로 설정하고 그 이외 지역을 무선 광대역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 GHz 대역을 재배치하도록 FCC에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2.7월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는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회수 및 재배치 방법 보

다는 공공용 주파수의 공동 사용을 추진하고, 공공용 주파수 중 

1000 MHz의 주파수를 상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

도록 권고하였다[6]. 이를 위해 새로운 연방 주파수 접속 시스

템(Federal Spectrum Access System)은 3 단계(3-Tier)를 기

반으로 접근 권한과 보호 수준에 따라 ‘연방 1차 접속’(Federal 

Primary Access), ‘2차 접속’(Secondary Access), ‘일반 허가 접

속’(General Authorized Access)으로 각 면허를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PCAST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FCC는’12.12월 NPRM 

및 Order(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d Order)에 이

어  ’14.4월 FNPRM(Further NPRM)을 발표하였다[20][21]. 

이 FCC 문서에서는 PCAST 보고서에서의 3-tier 모델 명칭

이 각각 1차 우선 사용 접속의 IA(Incumbent Access), 우선 접

속의 PA(Priority Access), 일반 허가 접속의 GAA(General 

Authorized Access)로 변경되었으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FCC는 이러한 허가 체계를 통해 이용되는 서비스 중 PA 

서비스와 GAA 서비스를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로 분류하고, FCC Rule part 96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CC에서 검토 중인 면허 체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IA 권한을 갖는 이용자에는 기존 연방 무선국 및 일

부 고정 위성 시스템(FSS) 지상국이 포함되며, 이들은 PA 및 

GAA 이용자에 의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PA 권한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보장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PA 

이용자는 IA 이용자들에게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IA 이용자

들에게서 받는 간섭을 용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AA 권한은 

IA 및 PA 이용자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해야 하며, 이들에게 유

해한 간섭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각 단계의 면허가 지역 기반의 공유를 하기 위하여 주파수 접

속 시스템(Spectrum Access System, SAS)이 구축되어야 하

며, FCC는 SAS가 TV 유휴대역을 이용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지형 정보, 시간, 주파수, 기타 간섭조정 기술들을 활용하여 

3.5 GHz 대역에서 각 계층별 이용자가 다른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FCC에서 검토하고 있는 3 단계의 주파수 공동 사용 면

허 체계는 유럽의 2단계 면허 체계와 차이가 있으며, 퀄컴 등은 

유럽과 같이 1차 우선 접속 사용자와 LSA/ASA 사용자 2단계

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TU에서도 스펙트럼 관리 작업반에서 스펙트럼 관리 방법과 

경제적인 전략을 다루는 ITU-R WP1B에서는 혁신적인 규제 

툴 개발 보고서 개발을 시작하였다[22]. 

이 보고서는 가능한 규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며, 이 솔루션

은 스펙트럼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별로 구현될 수 있

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보고서는 

스펙트럼 관리 솔루션 관점에서 구현되어 왔고 우수 사례로 알

려진 규제 메커니즘을 포함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규제 체계, 방법에 대해 내용이 일부 내용

이 작성된 상태이고, LSA 개념에 대한 설명이 첨부로 포함되어 

있다. 

4.4 3GPP

노키아에서는 ’14.9월 RAN(Radio Access Network) 총회

(Plenary) 회의에 LSA의 요구사항에 대해 LTE 네트워크가 

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

로 LSA Study Item을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

나 유럽에서 2.3 GHz 대역에 LSA를 적용하여 LTE TDD 모

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LSA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제안하여 3GPP 표준에 반영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그림 9. SA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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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내 동향

국내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무선 인지(Cognitive Radio, CR)

을 포함한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자

파학회, 스펙트럼포럼, CR/SDR 포럼 등이 주파수 공유에 대한 

개념,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후보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기

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

해 그 결과들을 공유해 왔다.

또한 최근 지속된 스마트 폰의 확산, 모바일 광대역 트래픽의 

증가 외에 최근 사물인터넷 등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요가 높은 3 GHz 이하 대역에서 신규 주파수 확보가 

용이 하지 않음에 따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주파수 정책 방안과 제도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

다. 이에 ’14.4월 정부를 중심으로 법제도 전문가 그룹과 주파

수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가 그룹으로 “주파

수 공동사용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용 중이다. 

이 연구반은 면허 또는 비면허 등 시장 진입 장벽, 주파수 이

용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다른 서

비스에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파수를 공동 사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슈별 개선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대해 ‘14.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ⅤI. 맺음말

최근 5G에 대한 논의가 폭 넓게 진행되고 있고 2020년 경 상

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5G 시대에도 6 GHz 

이하 대역의 효율적 활용은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스마트 폰 

및 무선 광대역 서비스 확산에 의한 트래픽의 증가 외에 사물인

터넷 보급 증가 등으로 인한 주파수 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선호되고 있는 3 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규 주

파수 대역 발굴에 많은 시간과 비용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신규 주파수 발굴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외에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

하여 주파수를 발굴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주파수 공동 사용에 대해 유럽과 미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  2.3 GHz, 3.5 GHz 대역을 우선 목표 대역으로 

하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들의 공통점은 공공용 주파수이며, 

시간,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해 기존 공공용 주파수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체계와 기술 개발이 

유럽과 미국의 규제 기관(CEPT, FCC) 및 표준화 기구에서 추

진되어 왔다. 그 결과 유럽은 2단계, 미국은 3단계의 면허 체계

를 정립하였으며, 스몰 셀 기술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공동 사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동 사용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회수 및 재배치를 통해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

당을 추진해 왔던 국내 환경을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주파수 공

동 사용 후보 대역으로 추진하고 주파수 대역을 국내에서 주파

수 공동 사용을 통한 이동통신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또한 그 동안의 할당 이력을 보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에서 제시하고 있는 타 할당 후보 대역들에도 적용 가능성은 낮

아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할당 후보 대역에서 회

수 및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참조

하여 IMT 주파수 할당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통신에 있어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글로벌 동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외국에서의 활용 방안이 국내 활용 방안 정립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유럽에서 2.3 GHz 대역의 

LTE TDD 활용, 미국의 3.5 GHz 대역 스몰 셀 이용 기술 기준

이 각각 국내 2.3 GHz 3.5 GHz 대역 활용 및 기술 기준 정립

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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