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電磁波學會誌 【電磁波技術】 第24卷 第5號 2013年 9月

3

미래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
강규민․황성현․정병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Ⅰ. 서  론

최근 무선․이동통신 트래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외 사용자 대비 실내 사용자 비
율과 hotspot에서 요구되는 트래픽 비율이 계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가 2010년 720만 명에서 2012년 8월 2,997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이동통신망을 통한
M2M(Machine-to-Machine) 단말의 접속 건수가 2009
년 5,700만 건에서 2015년에는 2억만 건 이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국내 이동 통신사들의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3년간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전세계적으로향후 5년내 10배, 10년내 100배
이상급증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 현재활용되고있
는 주파수로는 통신 블랙아웃 발생이 우려된다[2].
이와 같은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여 전 세

계적으로 현재 약 300 MHz 대역폭에서 향후 5년 이
내에 500 MHz, 10년 내에 1 GHz 이상의 주파수 대
역폭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효율적 주파수 자원
활용을 위한 기술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

형 셀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3],[4]. 또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대용량 데이터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원활한모바일트래픽망및초고속 hotspot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광대역화 기술, 주파수 공유
기술 및 전파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및 기술 개

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미이용 주파수 활용, 
시․공간적 주파수 공유 등의 스펙트럼 이용 고효율

화 및 대용량화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도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광대역 주파수 자원의 확보
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추진, 유연한

주파수 이용 및 공유를 위한 기술기준, 간섭 분석․
관리 등 스펙트럼 이용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

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파수 이용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 
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중 현재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

어 있는 주파수 대역인 TVWS(TV White Space: TV 
유휴대역)를 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2004년 공고하였고, 이어
서 2nd R&O(Report & Order, ’08.11), 2nd MO&O(Me- 
morandum Opinion & Order, ’10.09), 3rd MO&O(’12.04) 
등에걸쳐 TVWS 이용개정안을발표하였다[5]~[8]. 2012
년 7월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 
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 
logy)에서는 회수 재배치에 의한 주파수의 배타적 이
용은 필연적으로 주파수 자원의 고갈을 야기하기 때

문에 회수재배치에의한주파수이용방안은지속가
능하지않으며, 주파수공유를위한기술기준, 이용정
책, 핵심기술 마련이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9]. 최근
FCC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incentive auction 
제도 도입, TV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 효율 개선, 
3.55∼3.65 GHz 대역(100 MHz 대역폭)을 소형 셀 공
유 용도 사용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준안을 지속적으

로마련중이다. EU(European Union) 의회는 RSPP(Ra- 
dio Spectrum Policy Program) 주파수 공유 촉진 프로
그램 승인(Decision no. 243) 및 TVWS 기기 기술기준
을 마련 중이다[10],[11]. 또한, 국내에서도 TVWS를 중
심으로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 마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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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12],[13].
서론에 이어서, 제 Ⅱ장에서는 각국의 주파수 공

유 정책 동향에 관해 기술한다. 제 Ⅲ장에서 각국의
주파수 공유 기술 기준 동향을 TVWS를 중심으로
살펴 본후, 제Ⅳ장에서는미래주파수공유정책및
기술 기준을 예측하고, 제 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주파수 공유 정책 동향 

2-1 미국

미국의 주파수 공유 정책은 FCC와 PCAST를 중
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CR(Cognitive Radio: 
인지 무선) 기술에 바탕을 둔 미국의 스펙트럼 공유
정책은 TVWS부터 검토가 시작되었다. FCC는 2002
년 12월 발표한 NOI(Notice of Inquiry)와 2004년 5월
발표한 NPRM에서 TVWS의 비면허 기기 사용을 검
토하기 시작하여[5],[14], 2006년 10월에 1차 R&O를 거
쳐 2008년 11월에 2차 R&O를발표하고, 동시에 TVWS 
사용 규칙인 MO&O를 채택하였다[6]. 비로소 2010년
9월에 2차 MO&O를 통해 TVWS 사용 규칙을 최종
확정하고 Super Wi-Fi라는 용어가 이 문서에서 처음
등장하기시작한다[7]. 2011년 1월에는 TVBD(TV Band 
Device)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로 9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한편, 2012년 10월에는 TV 대역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incentive auction 도입
을위한 NPRM을 발표하였으며[15], 2012년 12월에 군/ 
위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3.5 GHz 대역의 연방 주
파수를 소형 셀 및 스펙트럼 공유 주파수로의 전환

을 고려하는 NPRM을 발표하였고[16], 2013년 2월에
는 5 GHz 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 
structure) 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NPRM을 연속 발
표하면서 주파수 공유 이용 도입․확대를 위한 정책

기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17].
2009년 4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

된 PCAST는 대통령에게 과학 및 기술 정책과 관련

된 자문을 제공하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

회이다. 2010년 6월에 발표한 대통령 교서에서 오바
마 대통령은 미상무부, NTIA(National Telecommuni- 
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FCC에무선브
로드밴드를 위한 500 MHz 주파수를 10년 이내에 확
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그 일련의 조치로 2012년
7월에 PCAST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공
유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

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9]. 이 보고서는 미국 연방
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용이 저조한 대역에서 1,000 
MHz를 새롭게 발굴하여 공유할 것을 권고하면서 미
국의 광대역 스펙트럼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스펙

트럼 슈퍼 하이웨이(Spectrum Super-highway)라는 용
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1,000 MHz 주파수를 확보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 2,700∼3,700 MHz 대역을 고려
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소형 셀 주파수 수요의 증

가, 공유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
운 척도의 개발 필요성, 연방 주파수로의 계층적 접
속 구조,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검증하기 위한 도시
선정과서비스고안등에대해권고하고있다. PCAST 
보고서가 작성되고, 약 1년이 지난 2013년 6월에 오
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 교서를 발표하고, 주
파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18]. 이
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주파수 공유 기술의 상용

화를 앞당기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스펙트럼

정책팀(Spectrum Policy Team)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
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이 되는 시기별로 구
체적인 보고서(관련기술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연방
장비 목록과 설명을 담은 보고서, 관련 기술개발의
표준화정책/모범사례/견본들의 개발 계획을 담은 보
고서, NTIA/FCC와 협력방법을 기술한 보고서, 등)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2-2 유럽

영국의 주파수 정책을 주관하는 Ofcom(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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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문서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유휴 주파수(Digital 
Dividend)를인지무선기반비면허용도로사용할것
을 처음 제안하였다. 2009년 2월에 발표한 문서에서
는 유휴 주파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스펙트럼 센싱(Spectrum Sensing), 그리고
비콘(Beacon)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5개월간 여러 의
견을 검토한 후 2009년 7월에 발표한 문서에서 비콘
은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당분간 필수 방법으로

검토하되, 스펙트럼 센싱은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을
보완하는선택적인 방법으로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19]. 2009년 11월에발표한문서에서데이터베이스구
현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20], 
2010년 11월에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동작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하였다[21]. 2012년 11월에는 기술 중립적
인 입장에서 TVWS 장치와 데이터베이스의 동작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22].
유럽의 경우, CEPT(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유럽우편전기
통신주관청회의) 산하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 전자통신위원회)에서 2011년 1월에 인지
무선 시스템(CRS: Cognitive Radio Systems)의 기술
및 동작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23]. 유휴 채널을 결
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채택

하고, 센싱은 신뢰성 부족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거
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로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한 TVWS 장치의 동작을 위한 요
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EC(European Commi- 
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스펙트럼 정책을주관
하고 있는 RSPG(Radio Spectrum Policy Group: 무선
스펙트럼 정책그룹)에서 2009년 9월에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유휴 주파수의 활용에 대해 검

토하는문서에서인지무선기술의도입가능성에대

해 검토하였고, 2011년 2월에 발표한 문서에서 인지
무선기술도입에서고려해야하는기능들과각계의

견들을 바탕으로 주파수 공유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

고 있다[24].

2-3 한국

국내의 경우,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 
ion: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2011년 12월에 TVWS 
활용기본계획을마련하였다. TVWS 활용기본계획
은 2012년에 TVWS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2013년과
2014년에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범서비스와상용서비
스를 각각 실시하고, 2015년에 센싱 기반 실험서비
스를 실시한다는 목표이다. 그 일환으로 2012년 7월
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기준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년 7∼9월에는 TVWS 기술
기준안 실내외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에는 주파수 분배표와 무선설비 규칙에 대한 관련

고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
부 주관으로 TVWS 시범서비스를 2013년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Ⅲ. 주파수 공유 기술 기준 동향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은 현재 TVWS를 활
용하여 마련되고 있으며, 다른 공유 주파수 대역으
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TV 대역 내 현재 지역적
으로 사용하지않고 비어 있는주파수 대역인 TVWS
의 효율적인 공유와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기술기준

등이 미국, 영국, EU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국의 주파수
공유기술 기준 동향을 TVW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3-1 미국

주파수 공유 대역에서 공유대역 무선 설비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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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 주파수 대역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1차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차 사용자서비스를보호해야하며, 2차 
사용자 간의효율적인주파수사용을위한기술적요
구사항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TV 대역
무선설비(TVBD)가 TV 대역 내 기존서비스인 DTV, 
허가받은무선마이크등을충분히보호하고, 동시에 
TVWS를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 TVBD의종류, 
동작 채널, 출력 전력, 대역 외 방사 등과 같은 세부
기술적 요구사항과 기존 서비스(DTV, 무선마이크, 
CATV 등)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요구사항 마
련이 필요하다. 미국 FCC에서 2004년도 비면허 방식
으로 TVWS 이용 제안을 한 후, 2006년에 1st R&O를
통해 고정형 TVBD 사용을 제안하였고, 2008년 2nd 
R&O를 통해 고정형 및 휴대형 기기의 사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
의및연구, 분석을통해기술기준수정및 보완작업
을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 2012년 4월에 3rd MO&O
를 통해 TVBD 출력 및 안테나 설치 조건에 대한 수
정안을 마련하였다 [5]~[8]. [그림 1]은 미국의 TVWS 
이용 기술기준 추진 현황을 보여 준다.

2007년과 2008년 Adaptrum, Motorola사 등에서 제
출한 TVBD 프로토 타입을 활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내외 테스트를 통해 DTV 보호비, TOV 
(Threshold of Visibility) 등을 측정하였으며, 스펙트
럼 센싱 필드테스트 결과, 센싱만으로는 가용 채널

[그림 1] 미국 TVWS 이용 기술 기준 추진 현황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08년 2nd R&O
에서는가용채널획득방법으로위치측위및 DB 접
속방식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센싱방식을필수적으
로 요구하였으나, 2010년 2nd MO&O에서 위치 기반
DB 접속 방식만 사용하고, 스펙트럼 센싱 전용기기
는 추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7]. FCC에서
는 비면허 무선마이크 사용을 위해 무선마이크 전용

2개 채널을 할당하여운용지역을 TVWS 데이터베이
스에 등록함으로써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ComSearch, Google, 
Spectrum Bridge 등 9개 업체를 TVWS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후 1개 업체를 추가로 선
정하였다.
최근 2012년 4월에는 TVWS 고정형 기기의 HAAT 

(Height Above Average Terrain) 기준, TVBD 출력기
준 및 보호 이격거리 등을 관계 기관들과의 의견 수

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다. 여기서 HAAT
는 평균 지상고로부터 높이를 의미하며, 평균 지상
고는 기기의 안테나를 중심으로 3∼16 km 반경 내
의 평균 고도를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3rd MO&O 주
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76 m 
HAAT 제한으로는 고정형 TVBD를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 등의 의견을 반영하

여 안테나까지 포함한 높이 제한을 250 m까지 완화
하였다. 송신신호 전력밀도의 경우 roll-off(양쪽 각각
250 kHz 대역폭)를 감안하여실제 TVBD 신호대역을
5.5 MHz로가정하고, 이 때최대전력을 사용할경우
100 kHz당 송신신호 전력 세기를 기존 대비 0.4 dB 
증가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또
한, 대역외방사전력기준을상대적인값(－72.8 dB, 
동작 채널은 6 MHz RBW(Resolution Band Width), 인
접 채널은 100 kHz RBW로 측정)에서 절대적인 값으
로 고정하여 작은 송신 전력을 이용하는 TVBD의 경
우 제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FCC에서는 안테나 
HAAT의 기준에따른 보호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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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 기술 기준보다 세분화하여 [그림 2]와 같이

보호 이격거리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다.
TVWS에서 운용될 기기의 설치 형태에 따라 고정

형 TVBD와 개인/휴대형 TVBD로 구분한다. 고정형
TVBD란 특정 고정 장소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전파
를 송수신하는기기를말하며, 자기위치를측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후 가용 채널을 획득하여 운용

된다. 고정형 TVBD의경우, TV채널 2번, 5∼13번, 14
∼36번, 38∼51번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
을 활용해서 동작한다. 반면, 개인/휴대형 TVBD는
안테나가 기기에 고정되어 있으며, 휴대가 가능한기
기를 말한다. 위치 측위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능이있는모드Ⅱ기기와데이터베이스접속없이

고정형 TVBD 또는 개인/휴대형 모드 Ⅱ TVBD에 접
속한후동작가능한 모드 Ⅰ기기가있다. 개인/휴대
형 TVBD는 채널 21∼51번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TVBD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안테나에
전달되는 고정형 TVBD 최대 출력 전력은 6 MHz 대
역폭당 1 watt(30 dBm)이며, 안테나 이득은 6 dBi 이
하로최대 방사 출력은 4 watts EIRP(Equivalent Isotro- 
phically Radiated Power)로제한되고, 개인/휴대형 TVBD

[그림 2] TVBD 안테나 HAAT에 따른 보호 이격거리
기준(FCC 3rd MO&O)

의 최대 허용 출력은 100 mW(20 dBm) EIRP로 제한
된다. 스펙트럼센싱으로만가용 채널을 획득해서 사
용하는 TVBD의 경우 최대 허용 출력은 50 mW(17 
dBm) EIRP이다. TVBD로부터 안테나에 전달되는 송
신 신호는 100 kHz RBW로 측정했을 때 <표 1>에서

제시한 값 이하로 송신전력 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TV 대역에서 가용 채널 확보 방안으로 주로 데이

터베이스 이용 방식과 스펙트럼 센싱 방식이 고려되

고 있으며, 스펙트럼 센싱 기술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가용

채널을 획득하는 TVBD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시
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
식은 간섭 회피 관점에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기

존 보호 서비스의 간섭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

나, TVBD가 항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가능해야 하
며, 별도의데이터베이스 구축 및운영이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스펙트럼 센싱 방식은 위치 측
위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필요 없으며, 주변 환경
에 따라 가용 채널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센싱 기술 구현의 어려움과 기기의 제
조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FCC에서는 TVWS 
데이터베이스 이용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고정형 TVBD의 경우, TVWS 데이터베
이스에기기정보를등록하여운용하며, 최소하루한
번 이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한다. 실제 TVBD 
위치와의 오차 범위는 +/－50 m 이내로 보장되어야

<표 1> TVBD별 송신 전력밀도 제한 기준(FCC)

TVBD 종류 최대송신전력

(BW : 6 MHz)
전력밀도제한

(RBW : 100 kHz)

고정형 30 dBm 12.6 dBm

개인/휴대형 20 dBm 2.6 dBm

개인/휴대형
(인접채널사용) 16 dBm －1.4 dBm

센싱 전용 17 dBm －0.4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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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인/휴대형 TVBD(모드 Ⅱ)가 동작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며, 최소 60초
마다 위치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100 m 이상 위치
변경 시 DB에 재접속하여 가용 채널 목록을 재 확보
해야 하며, 실제 TVBD 위치와의 오차 범위는 +/－
50 m 이내로 보장되어야 한다.

3-2 유럽

EU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WSI(Wireless Strategic 
Initiative), WWRF(Wireless World Research Forum) 등
학교, 연구소 및 기업체로 구성된 기술 협의체에서
주파수 공유 기술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방송 주파수 및 국방 주파수 등을 대상으로 spectrum 
sharing, spectrum co-farming 방안을 검토하였다. EU
에서는 주로 FP6(Framework Programme 6)/FP7을통해
CR 기술및 TVWS 활용을위한프로젝트를산․학․
연 합동으로 추진하고있다. EU CEPT 산하 ECC에서
는 2011년 1월 ECC Report 159를 발표하여 TVWS 이
용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의하고, ECC SE43 표준화
기구에서 추가적인 기술 기준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

다[23]. 또한, EU FP7 프로젝트 COGEU에서는 2011년
Geo-location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TVWS 대
역에서의 1차 사용자 보호 특성을 연구 분석 중이다.
영국 Ofcom은 2007년에 TVWS의 비면허 사용을

제안한 이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 7월
TV 대역에서 동작하는 WSD(White Space Device)에
대한 기술 기준을 발표하였다. 2007년 12월 디지털
방송 전환 후 활용 방안으로서, 인지 무선 기술을 사
용하여 방송사업자와 같은 면허권자에게 유해한 간

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비면허 기기 허용을 검토

하고, 2009년 7월 스펙트럼 센싱 기준 제정을 위해
영국의 도심 밀집 지역, 도심, 부도심, 시골 지역별
은닉노드 감쇄를 측정하였다[19]. 2009년 7월 가용 채
널 획득방법으로 스펙트럼 데이터베이스접속 방식, 
센싱 방식, 비콘 신호 방식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

기준을제안한후세가지방식에대한검토결과, 데
이터베이스 접속 방식과 스펙트럼 센싱 방식을 사용

하여 관련 기술 기준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재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식을 적

용가능한방식으로 판단하고, 데이터베이스접속방
식과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20]. 2010년 11
월데이터베이스접속방식을이용한기술기준을제

안하고, 이에대한자문을접수하여정리한후, 2011년 
9월에 발표하고, 이를 다시 보완하여 2012년 7월에
TV 대역에서 동작하는 WSD에 대한 기술 기준을 발
표하였다[25].

[그림 3]은 영국 Ofcom에서 제시한 TVWS 데이터
베이스 접속을 통한 가용 채널 획득 방법을 나타낸

다. 먼저, 마스터 WSD가 Ofcom 데이터베이스에 접
속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할 TVWS 데이터베이스 리
스트 정보를 가져온다. 이어서, TVWS 데이터베이스
에 WSD의 해당 위치 정보 및 장치 정보를 전송하면
TVW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WSD가 사용 가능
한 가용 채널 및 송신 전력 세기 정보를 전송하고, 
마스터 WSD는 슬레이브 WSD에 가용 채널 및 송신
전력 정보를 제공한 후 WSD가 TVWS에 동작하게
된다. 현재 영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Ofcom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민간 기업 주도의 TVWS 활용
시범서비스를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그림 3] 영국의 TVWS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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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국

국내에서도 TVWS 도입은 우선적으로 DB 접속
기반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TV 대역에서 이용될
무선기기의 이용기술기준안은 전문가회의, 실내외
검증등을통해 <표 2> 및 <표 3>과같이마련되었다.

TV 대역 이용 무선 설비는 470∼698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며,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통해 결정
된 채널에서만 동작해야 한다. 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불가능한 무선 설비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접

속 무선 설비로 부터 채널 정보를 받아서 동작이 가

능하다. 국내 TVWS 기술기준안에서 제시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3-4 기타 국가

일본 총무성은 2012년 1월 TVWS 이용 시스템 공

<표 2> 국내 고정용/이동용 무선설비의 공중선 전력 및
공중선 복사전력 기준안

무선설비 종류 고정용 이동용

6 MHz
대역폭 당 최대

출력 전력

1 W 이하
(인접채널 점유시
사용불가)

100 mW 이하
(인접채널 점유시

40 mW 이하)
공중선 절대 이득 6 dBi 0 dBi

6 MHz
대역폭 당

최대 송신

실효 복사 전력

4 W EIRP
(인접채널 점유시
사용불가)

100 mW EIRP
(인접채널 점유시

40mW EIRP 
이하)

<표 3> 국내 고정용/이동용 무선설비의 100 kHz 분해
대역폭 당 대역 내․외 발사 조건

무선설비 종류 고정용

이동용

－
인접채널

점유시

송신전력 12.2 dBm 2.2 dBm －1.8 dBm

인접 채널

방사 전력
－42.8 dBm －52.8 dBm －56.8 dBm

유 방침을 공표하였고, White Space 특구를 지정하여
area-oneseg 중심의 방송형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
며, 주파수 공유를 위한 CR 기반 차세대 통신 기술
은 NICT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중이다.
싱가폴 SWSPG(Singapore White Spaces Pilot Group)

는 2012년 9월에 세 개의 상업적인 모델을 가지고
TVWS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Microsoft, Neul, SICC 등이참여하여나무와언
덕등으로Wi-Fi 서비스가어려운골프장에서 TVWS를
이용하여 Wi-Fi 서비스를 실시하였다(Through the 
Trees). 두 번째 모델은 StarHub, I2R, Microsoft, Neul, 
Adaptrum 등이 참여하여 싱가폴 해안 선박들에게

Wi-Fi 서비스를 제공하였다(Over the Water). 세 번째
모델은 A*STAR’s, Power Automation 등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또는 스마트 그리드에 TVWS를 활용하
였다(Into Homes).
브라질에서는 TVWS를 이용한 저렴한 비용의 무

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이며,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스텔른보쉬

대학에 3개의 BS(Base Station)를 설치하여 반경 10 
km 이내의 10개 학교(6,400명 이상의 학생)에 인터
넷 서비스(2.5 Mbps)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케냐에
서는 TVWS를 이용하여 케냐 전역을 커버하는 저비
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전력이 없는 곳에서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윙구(Mawingu)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탄자니아에서 TVWS 활용
을위한준비를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도 웨이
브텍크라는 회사에서 TVWS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Ⅳ. 미래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 예측

4-1 미래 주파수 공유 정책 예측

폭발하는 미래 무선 트래픽의 지속적 수용을 위

해서는 광대역 폭 확보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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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대역 확보 방안으로는 현재 활용도가 높지 않
아 광대역 확보가 용이한 밀리미터파 대역 등을 이

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무선․이동 통
신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는 6 GHz 이하 대역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광대역 확보가 불가능하며, 회수
/재배치에의한대역확보는지속적으로추진하기 어
렵다. 6 GHz 이하 대역에서 광대역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배타적 주파수 이용 방식을 탈피하여 공유

중심의 주파수 이용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주파수 공유 이용을 위해서는 CR 기술 등의 신규

기술 개발과더불어주파수공유이용을위한기준․
규정이마련되어야 한다. 이는기존의배타적주파수 
이용에서 공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파수 이

용 방안이므로, 주파수 이용 규정과 기술 개발이 입
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CR 기술 연구는 면허사용자

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 주파수(White Space)를 시/공
간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면허사용자의 서비스 보호를 위해 엄격한 간섭

기준을 만족하는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고, 그 주파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반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데이
터베이스 접속 기반 방식은 신뢰성이 높고 무선기기

의 구현 복잡도․가격 상승 요인이 작아 주파수 공

유의 일차적인 단계로 적합한 방식이긴 하나, 주파
수 공유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보된 기술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궁극
적으로 주파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

허사용자와 CR 사용자 사이에서 간섭이 상호 용인
되는(interference-tolerant) 조건에서 공존하는 방향으
로 주파수 공유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기존의 White 
Space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Gray Space에서 동작하
는 CR 기술의도입이 필요할것이다[26]. 기존에 UWB 
(Ultra Wide Band)나 Bluetooth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진정한 Gray Space CR 기술은 면허사용

자와 CR 사용자 사이에 정교한 협력(Coopera- tion) 
또는 공존(Coexistence)을가능하게하는프로토콜및
장치가요구된다. 또한 Gray Space CR 기술이 동작하
기 위해서는 White Space CR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주파수 공유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hite Space를 결정하는 방법도 데이터베이스 접
속 방식뿐만 아니라, 스펙트럼센싱이나 비콘방식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근접성 기반의 D2D(Proximity-based Device-to-Device) 
통신에 CR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능이 우수하면서
구현이 용이한 스펙트럼 센싱 기술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R 사용자의 스펙트럼 접속 권한도 현재의 단편

적인 비면허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주
파수용도를고려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고,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CAST
에서 정의한 이차 접속(Secondary Access)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다[9]. 면허사용자(여기서는 연방 우선
접속, Federal Primary Access)와 CR 사용자(여기서는
일반 허가 접속, General Authorized Access) 사이에서
요금이나 스펙트럼 이용 목적에 따라 QoS를 CR 사
용자보다 보장해 주는 접속 권한이다. Qualcomm과
Nokia에서 제안한 ASA(Authorized Shared Access)도
주파수 용도에 맞게 변형한 CR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7]. 지역적 또는 시간적으로 많은 모바일 트래픽이
예상되는 소형 셀에 ASA 면허를 허가하여 기존 면
허주파수와 같이 이용하여 효과적인 트래픽 오프로

딩을 수행할 수 있다.
주파수는 유한한 자원인 반면, 트래픽은 더욱 가

파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

국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CR 주파수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비면허
또는 면허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동등한 지위를 갖
는 CR 사용자 사이에서 White Space CR 방식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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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나아가서 Gray Space CR 방식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도 진화해야 할 것이다.

4-2 미래 주파수 공유 기술 기준 예측

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CC에서는 TV 대
역에서 이미 운용 중인 1차 사용자 서비스를 충분히
보호하고, TVWS 내에서 TVBD 네트워크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TVBD와 DTV간의 보호 이격 거
리, TVBD 기기 형태별 가용 채널, 허용 출력, 데이
터베이스 접속을 통한 가용 채널 획득 방법 등 다양

한기술 기준을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을 한 
번에 완료하기 보다는 1차 사용자인 방송사, 통신사
업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무선기기 제조업자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 수정 보

완함으로써 주파수 공유 대역의 운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R 기술은
DTV 전환 시기를 맞이하여 TV 대역에서 중점적인
검토가 먼저 진행되었으나, 모든 주파수 대역에 적
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무선 트래픽 폭증에 의한 주
파수 고갈 문제 해소를 위해 6 GHz 이하 많은 대역
에서 CR 기술에 의한 주파수 공유 이용이 추진될 것
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공유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

역 형태 및 전파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환

경 맞춤형 1차 사용자 보호 요구 사항 및 기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주파수 공유 대역 기기의 형태별
분류에서는 고정형, 개인 휴대형뿐만 아니라, 고속
이동형 기기에 관한 기술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
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소형 셀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력 레벨이 낮은 공유 대역 기기 운

용에 대한 기술 기준이 요구된다. 현재 가용 채널 획
득 방법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

후에 스펙트럼 센싱 기술이 개선되어 가용 채널 획

득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접

속하지 않고도 가용 채널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출현할 공유 대역기기의 세부 
기술적 요구사항은 TVWS 기술 기준마련 시경험했
던 많은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폭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요구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파수 공유 정책 및 기술 기준에 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새롭게 출현할 주
파수 공유 대역의 정책 흐름과 기술 기준 제정 방향

에 대해 기술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TV 대역에
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인 TVWS
를 활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 소형 셀 네트워크, 
무선 백홀 등 다양한 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주파수 공유 정책, 기술 기준, 핵심 기술
개발, 시범서비스 등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VWS 공유를 위해 추진된 기술 개발
및 스펙트럼 이용 기준안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확대될 미래 주파수 공유 이용 기준안 및 기술 개발

의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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