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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 지상파 UHD 방송 주파수 배치 방안 연구

이 상 운
a)‡

A study on the Frequency Allocation of Terrestrial UHDTV 
Broadcasting in 700MHz Band

Sang Woon Le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방송, 통신, 공공분야에서 각각

UHD 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및 통합공공 등의 용도로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의 분배방안을 연구하였다. 연
구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수요에 대해 관련 자료들의 조사를 통하여 방송 및 통신 수요에 대한 타당성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UHD 방송용 주파수 분배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론으로는 700MHz 대역 내에 기 분배된 공공재난통신용 주파수 10MHz 
2개 대역을 고려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9개 채널과 보호 대역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frequency allocation plan for the terrestrial UHDTV in 700MHz frequency band. 
Currently 700MHz frequency band is being requested by broadcasting, communication, and public safety sites for the use of 
UHDTV, LTE/LTE-A and PPD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by each site. Validity and proper timing of each request 
is examined by references, and the frequency allocation plan is proposed. As results 9 channels and guard bands are allocated for 
the UHDTV service, under the consideration of two 10MHz frequency bands of the PPDR in700MHz band.

Keyword : UHD, Frequency Allocation, 700MHz, PPDR, LTE,  LTE-A

Ⅰ. 서 론
 
국내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실험방송이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는 월드컵 경기와 아시

안게임 등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지상파 UHD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 졌으며, 방송시스템 및 수신기

제작에 필요한 송수신 정합표준이 TTA 잠정표준으로 제정

되었다[1]. 향후 지상파 UHD 방송의 상용서비스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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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준의 확정이 필요하며, 이보다 우선하여 방송에 필요

한 주파수 분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상파 UHD 방

송을 위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텔레비전 전송방식을 디지

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여유주파수 대역인 698~ 
806MHz의 700MHz 대역과 HDTV 방송용으로 이용 중인

주파수 중에서 일부가 소요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이 700 

MHz 대역에 대해서 방송뿐 아니라 통신, 통합공공서비스

등을 위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폭

108MHz로는 모든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MHz 대역폭이 확정된 통합공공을

제외한 방송과 통신의 수요 및 이용 시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상파 UHD 주파수의 분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폭 및 채널 수

1930년대에 개발된 전자식 텔레비전은 1941년에 NTSC 
방식 표준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되었으

며, 1953년 컬러방송이 구현된 이래, 2000년대 디지털방송

기술의 개발 이후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어 이제 UHD 방송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UHD 방송은 HD 대비 4배 혹은 16
배의 화질을 제공하며, 시청각은 기존 HD의 30도 보다 넓

은 60도 혹은 100도를 지원하여 인간의 시야각에 근접해지

며, 오디오 역시 기존 5.1채널 대비 월등히 향상된 22.2채널

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임장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4]. 

따라서 UHD 방송은 기존 HD 방송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4K UHD의 경우 (3840x2160) 해상도를 제

공하며, 8K UHD는 (7680x4320) 해상도를 제공한다. 또한

UHD 방송은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에 120p, 60p, 30p 등의

주사율이 지원되나, 30p 또는 60p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UHD 방송의 컬러 컴포넌트 당 깊이(color depth)
는 10비트 또는 12비트가, 크로마(chroma) 부샘플링(sub- 
sampling)은 4:2:2 또는 4:2:0이 고려되고 있다. UHD 방송

을 위한 데이터 전송률을 구하기 위해 영상압축 기술이 적

용되기 전 단계의 원 데이터의 전송률 Rraw을 계산하면

식(1)과 같다.

Rraw = Np × Rframe × Qc × Rchroma (1)

여기서 Np는 해상도에 따른 픽셀의 수, Rframe은 주사

율, Qc는컬러의깊이를 나타내는 화소 당비트 수, Rchroma
는 샘플링 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4K 화소수 (3840x2160), 
주사율 30fps, 화소 당 비트 수 10bit, 샘플링 형식 4:2:2 인
경우 Rraw = 4.98 Gbps이다

[5]. 
최근 영상압축효율이 대폭 개선된 HEVC 방식은 H.264 

대비 약 2배 가량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여기에 ATSC 보다

전송 성능이 우수한 DVB-T2 전송방식을 적용할 경우, 표
1과 같이 6MHz 채널에서도 41Mbps까지의 전송이 가능하

다
[6].

CNR @  
AWGN 채널 DVB-T2 DVB-T ISDB-T ATSC

20dB 35Mbps 21.6Mbps 18.8Mbps 19.39Mb
ps22dB 41Mbps 23Mbps 23Mbps

표 1. HEVC를 적용한 DTV 전송방식 별 전송율[6]

Table 1. DTV Transmission rate when HEVC is applied

KBS의 지상파 UHDTV 실험방송dms 화소수 4K (3840x 
2160), 주사율 30fps, 화소당 비트수 10, 샘플링 형식 4:2:2
와 4:2:0 등의 파라미터들과 DVB-T2 전송방식에 HEVC를
조합하여 6MHz 채널 대역폭에서 전송하였다. 현재 지상파

HDTV 방송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압축 방식인 MPEG-2와
H.264 대비 HEVC를 적용한 경우, 주요 샘플링 형식 별 데

이터 전송률은 표 2와 같다
[7]. 

Video Codec 4:4:4 4:2:2 4:2:0

MPEG-2 20HD
(260Mbps)

16HD
(195Mbps)

10HD
(130Mbps)

H.264
(MPEG4 AVC)

10HD
(130Mbps)

7.5HD
(98Mbps)

5HD
(65Mbps)

HEVC 5HD
(65Mbps)

3.75HD
(49Mbps)

2.5HD
(32.5Mbps)

표 2. 주요 코덱방식 별 전송율[6]

Table 2. Transmission rate according to Video Codec and Sampling 
Format

따라서 HEVC를 채택하고 4:2:0의 샘플링 형식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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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주파수 플랜
Fig. 1. UHD Frequency Plan propos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1) (2) (3)

그림 2. 지상파 UHD 권역별 주파수 배치도
Fig. 2. UHD frequency allocation per local coverage

경우 현재 국내 TV 채널 대역폭으로 채택되어 있는 6MHz 
대역폭의 채널을 이용해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한 것

이 실험방송을 통해 확인되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방송 채널이 필요한 KBS1, MBC(계열포함), SBS(민
방포함) 3개 방송에 각각 3채널, 그리고 지역 방송을 고려

하지 않고 전국을 동일한 하나의 채널을 사용한 KBS2와
EBS 방송을 위해 각각 1개 채널씩 총 11개의 채널을 필요

로 하고 있다. 700MHz 대역에서 11개 채널 모두를 공급받

는 1안과 700MHz 대역 내에서 9개 채널을 공급받고 2개

채널은 기존의 HD 방송 채널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공급한

다는 2개의 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8].

이 플랜은 KBS1, MBC(계열포함), SBS(민방포함)에 각

각 3개씩 배정된 채널들을 그림 2(2), 그림 2(3)과 같이 전

국 방송 권역을 3개로 구분하여 서로 간섭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 공간적인 재사용을 하며, KBS2와 EBS에 배정된

하나씩의 채널은 전국을 하나의 시청권으로 운용하는 것으

로 SFN (단일주파수망)기술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재난용의 주파수가 통합공공망이라는

명칭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 내에 20MHz 폭으로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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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광개토플랜 1.0 의 700MHz 대역 주파수 배치도
Fig. 3. 700 MHz band frequency allocation of Mobile KwangGaeTo Plan 1.0

어 그림 1의 1, 2 안 적용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다
[9].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배정된 공공재난 주파수를 고려

한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배치방안을 제시한다.

2. 700MHz 주파수에 대한 공공재난 및 이동통신 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역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들은 UHD 방송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였으며, 행
정안전부 및 철도청 등은 재난, 철도 및 ITS 등의 공공서비

스 용도를 위한 수요를 제기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소

방, 경찰 등 기관 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난통신망

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 등

으로 재난상황 및 복구에 신속 대응하는 등의 용도로 12 
MHz 대역폭의 700MHz 대역 주파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들 공공 수요를 통합하여 주파수를 할당 및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10][11], 최근 세월호를 포함한

대형재난이빈번히 발생하면서 이런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4년 11월에는 공공재난용으로 700 MHz 
대역 내에 20MHz 대역 주파수가 통합공공용으로 분배가

결정된 바 있다
[9].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APT Plan에 근거하여 “700MHz 
대역을 국제 공통 로밍주파수로 이용해야한다”는 국제적

조화목적과의 부합,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 증대 등의 이

유를 앞세워 700MHz 대역을 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 사용

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12]. 이동통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 주무부처의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그림 3과 같

이 “700㎒ 대역의 108㎒ 폭 중 4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다“ 정부 계획이 발표된 바 있었다
[13].

이 계획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700MHz 대역 용도 관

련 공청회’에서 “통합공공용으로 배정된 20MHz 폭의 주파

수를 제외하고 기존에 배정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40MHz
를 포함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해 방송, 통신 용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한다“는 결정에 따라 전면 재검토될예정

이다
[14].

 
3. 700MHz 주파수에 수요에 대한 검토

분배가 확정된 공공재난(통합공공)용 주파수 20MHz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 각각

의 수요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요에 대한 타당성과 수요

시기 등을 판단해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1 방송 수요에 대한 검토
UHD 방송은 기존의 HD 방송과 비교하여 단순히 화소수

만이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장감을극대화시켜줄수 있

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평가되어
[4], 향후 DTV 단말기 시

장을 주도하며,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국제적 시장조사기관인 Futuresource 
Consulting은 4K UHD TV 시장의 연간 성장률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200%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15], 다른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 역시 UHD 

TV 시장의 빠른 성장을 예견하고 있다
[16].

그림 4. 4K UHD TV 시장 전망 (단위 : 만대)
Fig. 4. Market Forecast for 4K UHD TV (Unit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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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Fig. 5. Export trend of Korean Broadcast Contents (Unit : 1000 $)

IT 기술 및 서비스 수용이빠른 국내는 각 유료 방송매체

들이 경쟁적으로 UHD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

며, 2013년 시험방송에 이어 2014년에는 케이블, 위성 및

IPTV 등이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 그러나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 부족및 낮은 직수율 등을 이유로 주파수를

분배받지못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부 채널에서 실험방송

을 하고 있으며, ‘UHD 방송은 보편성이 없는 프리미움방

송 서비스이므로 지상파에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 유료

매체에서만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 그간의 미래부 입장이

었다. 그러나 미래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 UHD용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하여 UHD 방송서비

스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8]. 그리고 UHD 방송을 지상파 방송에서도 제공할 수 있

어야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 격차 및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여, 소외계층이 없

는 차세대 방송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19].  

한국 방송콘텐츠의 수출은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2000
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32.94%의 성장을 거듭해 왔으

며, 규모측면에서도 2001년 1,882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1억 8,703만 달러로 893.78%의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은 한국 상품의 수출에도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판단된다. 베트남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의 한국 방송콘텐츠수출추이와 한국산

스마트폰 수출 추이를 비교한 바로는 그림 6, 그림 7과 같

이 동일한 증가 추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1].

그림 6. 대 베트남 한국 방송콘텐츠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Fig. 6. Export trend of Korean Broadcast Contents to Vietnam (Unit 
: 1000 $)

그림 7. 대 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Fig. 7. Export trend of Korean Cosmetics to Vietnam (Unit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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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미 주요 이동통신사 별 주파수 활용현황 (1MHz 당 이용자수)
Fig. 8. Frequency usage status of Major Mobile Operators, Korea vs US  (Number of Subscribers per 1MHz)

최근 700㎒ 대역을 지상파 UHDTV 방송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22].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방송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4조4000
억원, 방송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3조6000억
원 정도로평가되었으며, 약 21만여 명의 일자리를만들 것

으로예측됐다. 또한 UHD 이용자 가치는 최소 1100억원에

서 최대 1600억원이며, UHD 콘텐츠파급효과는 한류콘텐

츠의 수출과 관광산업으로 인한 가치로 최소 1조8000억원

에서 최대 2조900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서 제시한 방송콘텐츠수출이창출하는 경제효과에 기여

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파수를 분배받지 못해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가 불가해지고, 시청자들이 유료

매체들을 통해 시청해야한다면, 시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더구나 시청자들이 통신사들이

운용하는 유료 매체를 통해 UHD 방송을 시청해야한다면

유료방송 시청요금의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 이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국민들의 시

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이 UHD 방송을 해야 하

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주파수 수요를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3.2 통신 수요에 대한 검토
이동통신에서 700MHz 주파수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

는 주요 이유들로는, 첫째 무선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주파수 부족, 둘째 APT Plan에 따른 700MHz 주파수의 국

제적 조화, 셋째방송 대비 이동통신이창출하는 우월한 경

제적 효과 등이다
[12].

미국의 양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존과 AT&T와 우리나

라양대 이동통신사인 KT, SKT가 보유한 주파수와 사용자

수를 근거로 1MHz 대역폭 대비 이용자수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사는 동일 한 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

의 이동통신사 대비 최대 7.5배 많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3][24].

한편국내 3G 이동통신서비스의 상위 1% 이용자들이 전

체 트래픽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 4G의 경우 상위 0.1%
의 이용자들이 전체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런소수 이용자에 의한 주파수점유편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동통신용 주파수 이용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

고 있다
[25].  

국제적 조화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 국제 공용 주파수로 이용이 되어야하기에 필요

하다”라고 한다. 700MHz 대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권역

3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송용으로 지정되어 있던것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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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TE FDD 용 주파수 이용 현황
Fig. 9. Spectrum used in LTE FDD deployments

년도에 우리나라 등의 요청에 의해 이동통신용으로도 사용

할 수 있게 용도 지정이추가되었으며, 이후 “700MHz 주파

수를 국제 공용 이동통신주파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APT 
Plan 역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09년 채택된 바 있다
[12][26]. 그러나 “700MHz 대역을 전 세계 공용 이동통신주파

수로 이용하겠다”라는 구상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거대 통

신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 핵심기술을 보유한 미국에

서는 APT Plan이 발표되기 이전에 700MHz 대역에 APT 
Plan과는 다른 독자적인 주파수 플랜에 따라 주파수가 분

배되었으며, 700MHz 대역에 대한 미국 내의 이동통신사들

간에도 단말기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으

로 APT Plan과의 연동은 불가하다
[27]. 

 또한 중국은 APT Plan에 FDD와 다른 TDD방식을 제안

하여 채택시킨바 있으며, TDD 방식을 제안한 바 있어 동

일한 주파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방식간의 호환이 불가한

상황이다
[27]. 아울러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LTE FDD용 주파수는 1.8GHz와 2.6GHz로 각각

74%, 50% 에달하며, 700MHz는 21% 정도이나 이마저도

APT Plan과 연동되지 않는 미국 플랜 등의 이용이 대부분

인 상황이다
[28]. (그림 9 참조)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으로 할당되었을 경우 방송보

다큰경제적 효과를창출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익성을 표

방하는 지상파방송과 이동통신은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만

비교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이 콘

텐츠수출과 그 후방효과로서 한국산 상품의 수출 및 관광

객유치에 기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은 국

내 가입자들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국내 영업만을 주로

해오고 있으며, 해외 수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29]. 

4.700MHz 대역의 UHD 주파수 할당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통합공공서비스를 위한 20 
MHz 대역폭의 주파수가 그림 10과 같이 700MHz 대역 내

에 분배되었다.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의 700MHz 대역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달라질 수 있겠지

만, 지상파방송에 우선 분배하는 것이 공익성 측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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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통합공공 주파수 배치
Fig. 10. Frequency allocation for Public Protection and Disaster Relief

그림 11. 지상파 UHD 주파수 배치 방안 (MHz) 
Fig. 11. Frequency allocation plan for Terrestrial UHD TV

경제성 측면 모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지상파 방송

사들은 700MHz 대역을 UHD 용으로 우선 배정해 주면, 타
방송 주파수 대역을 정비하여 700MHz 주파수를 반납할 것

이며, 그 시기를 2020년대로 예상하고 있다[30].
그러나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사

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APT Plan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

을 추진해온 정부 주무부처는 해당 주파수가 국내에서 공

공재난용과 방송용으로만사용될 경우, 국제적인 공신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FDD 방식의 APT Plan이 미국이나 중국 등거대 시장과

는 연동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다른 국가

들이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APT Plan을 따

르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

필요할 수도 있으나, 단지 명분만을 위해 실제 필요한 용도

에 대한 배분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유럽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APT Plan을 적용

할 것이 예상되며, 그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유럽방송연맹은 그 시기가 2022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가능한 한늦추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
의회는 이동통신용 추파수로 800MHz 대역을 이미 분배했

기에 700MHz 대역에 대한 추가분배는 그리 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30].

이런국내외 상황들을종합해볼때, 700MHz 대역 주파

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APT Plan을 유

지하되, 유럽을 비롯한 국외 여러 나라의 APT Plan 적용

시점 이전까지는 UHD 방송용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필자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공

공재난용 주파수가 APT Plan에 기반한 기존 모바일광개토

플랜에서 제시한 통신용 상향 및 하향 주파수 각각의 좌측

에 배치하는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 그대로 재난통신

용(통합공공) 주파수가 분배되었다. 아울러 국회에서 700 
MHz 대역에 포함되었던 40MHz의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공공재난(통합공공) 서비스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지상

파 UHD 방송용 주파수를 배치해보면 그림 11과 같이 총

9개 채널의 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나머지 2개 채널의

주파수는 기존 HD 방송 대역에서 공급받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이 주파수 배치 방안에서는 방송과 통합공공 주파수 사

이의 이격주파수 폭이 최대 8MHz부터 최소 5MHz까지 배

치되었으며, 통합공공 하향 주파수와의 보호대역용으로

5MHz폭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하향주파수대역의 출력이

상향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방송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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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의 주파수 배치 방안을 통합공공주파수 및 APT Plan을 고

려하여 제안하였다. 총 9개의 6MHz 대역폭의 채널이 배치

되었으며, 통합공공 주파수와의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최대 8MHz, 최소 5MHz 대역폭의 보호대역을 배치하

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배

치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추후 통합공공주파수와 UHD 
방송과의 간섭 분석 및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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