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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GHz 대역 주파수 정책동향 및 시사점

오 성 만*
1)

2007년 WRC-07 이후, 실질적으로 3.4~3.6GHz 대역이 IMT 대역으로 분배됨에 따라 3.5GHz
대역의 모바일 광대역 이용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주파수
확보가 용이한 1GHz 이상 대역의 IMT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고주파 대역 활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3.5GHz 대역 정책동
향 및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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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Hz의 표준대역폭을 지원하지만 대역폭에 비례하여 전송속도가 증가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망 구축 등의 투자비용을 고려할 경우 가급적 넓은 대역을 이용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대역폭에 따른 LTE 최대전송속도 비교(FDD 기준)

[

자료: Nokia Siemens Networks 홈페이지

과거에는 전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800MHz 대역 등이 이동통신용으로 활
발하게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선기술 발달로 인해 1.8/2.1/2.3/2.6GHz 등 고대
역의 이동통신용 활용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주파수 수요로 인하여 저주파 대역에서는 손실보상 등을 통한 회수 · 재배
치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으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 ·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교적 주파수 확보가 용이한 고주파 대역을 IMT 용도로 활용하
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2G, 3G, LTE, WiBro용으로 800/900MHz 1.8/2.1/2.3/2.6GHz
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DTV 전환대역인 700MHz 대역의 경우에도 이동통신 용도
로의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 등 많은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기술발달 및 그에 따른 트래픽 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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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까지 최대 1,000MHz폭의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국
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국
제전기통신연합(ITU)은 WRC-07에서 실질적으로 3.4~3.6GHz 대역을 IMT 대역으
2)

로 분배하였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3.5GHz 대역의 모바일 광대역
이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3.5GHz 대역 활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증가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MT 용도로의 활용이 논의되는 대역 중에서, 특
히 3.5GHz 대역에 대한 주요국의 주파수 정책동향과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
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 해외 주요 IMT 이용 대역

[

Ⅱ. 해외 3.5GHz 대역 주파수 정책동향
1. 미 국
(1) 현황

현재 미국의 3500~3650MHz 대역은 1순위 연방용 무선측위(Radiolocation)와 항공무
선항행(Aeronautical Radionavigation) 서비스, 2순위 비연방용 무선측위(Radiolocation)
1) 홍인기 외(2011)
2) 문소영 · 허영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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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용도로 이용 중이다. 또한 3600~3650MHz 대역은 비연방용 고정형 위성서비
스(Fixed Satellite Service, FSS) 용도로 이용 중이나 FSS 다운링크는 대륙 간 통신서
3)

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미국 3.5~3.6GHz 대역 현황

[

자료: FCC(2012), 재구성

(2) 공공용 주파수의 상업용 전환 및 스몰셀

미국 3.5GHz 대역 이슈는 공공용 주파수의 상업용 전환을 통한 광대역 주파수 확
4)

보와 스몰셀(Small-Cell) 방식의 도입을 통한 주파수 공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2010
5)

년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국가광대역계획(The National Broadband Plan, NBP)

에 따른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현재 공공용으로 이용 중인 3500~3650MHz 대역
6)

의 상업용 전환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운용 중인 3.5GHz 대역의 공공용 무선국과 WiMAX
TDD 및 LTE FDD 등 향후 이용 가능한 무선 광대역 시스템 간의 간섭영향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한 WiMAX 및 LTE 무선국에 대한 이
3) FCC(2012)
4) 스몰셀(Small Cell)은 가정, 사무실 등 옥내 혹은 도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트래픽 분산효과를 위해 주로 설치 · 운용하는 소형기지국으로서 기존 기지국에 비해 비교적 소출
력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타 무선국과 주파수 공유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
5) FCC(2010)
6) NTI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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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금지 구역(Exclusive Zone) 설정을 전제로 상업용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NTIA는 해안 및 레이더 기지국 주변을 이용금지 구역(Exclusion
zone)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 지역을 무선 광대역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GHz 대역을 재배치하도록 FCC에 제안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미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데는 예산 등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
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회수 · 재배치를 추진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주파수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주파수 이용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7)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PCAST는 좁은 커버리지를 갖는 3.5GHz 대역의 전파특성, 관련 시장 및 SmallCell 기술 발전 동향을 고려할 경우 3.5GHz 대역에서는 Small-Cell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Macro-cell 보다 간섭영향이 작아 보다 넓은 지역을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현재 FCC는 NTIA 및 PCAST의 의견을 수렴하여 3.5GHz 대역에서 Small-Cell
및 Database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회수 · 재배치를 수반하지 않
고 신규 무선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3단계로 구분된 면
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3) 생활광대역 무선서비스

FCC의 3.5GHz 면허체계는 다층구조(Multi-Tier Framework)를 기반으로 접근
권한과 보호 수준에 따라 ‘기사용 접속’(Incumbent Access, IA), ‘우선접속’(Priority
Access, PA), ‘일반적 허가접속’(General Authorized Access, GAA)으로 각 면허를
구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허가체계를 통해 이용되는 서비스를 생활 무선 광대역
서비스(Citizens Broadband Service)로 분류하고 FCC Rule part 95 이하에서 규제하
7) PCAST(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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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CC에서 논의 중인 면허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사용 접속(IA) 권한을 갖는
이용자에는 기존 연방 무선국 및 일부 FSS 무선국이 포함되며, 이들은 하위 계층 이
용자에 의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우선접속(PA) 권한은 특
정 지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보장이 필요한 이용자에 대하여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접속(PA) 운영지역은 기사용 접속(IA) 이용자에게 간섭을 일으
키지 않는 지역임과 동시에 기사용 접속 이용자들에게서도 간섭을 받지 않는 지역으
로 한정된다. 또한 가능성은 낮으나 우선접속(PA) 이용자들은 기사용 접속(IA) 이용
자들에게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기사용 접속(IA) 이용자들에게서 받는 간섭을 용
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허가접속(GAA) 권한은 기사용 접속 및 우선접속 이
용자에 대한 간섭을 용인해야하며, 이들에 대한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표 1> 3.5GHz 대역 생활무선 광대역 서비스 이용방안
계층
1차

2차

3차

명칭
기사용 접속
(Incumbent Access)
우선 접속
(Priority Access)
일반허가접속
(General Authorized Access)

대상
허가된 연방 이용자,
우선권이 있는 고정
위성서비스 면허권자

특징
대역 내 모든 타
이용으로부터 보호받음

주요시설(병원,

지정된 지역 내에서 대역

전기/가스/수도, 종부,

일부에 한해 품질이

공공안전 등)

보장되는 접속
1차, 2차 사용자를

그 밖의 모든 이용자

보호하면서 대역에서
운용이 가능

자료: KCA(2012)

8) Part 95는 Part 15 이하 비면허 기기에서와 같이 면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Small cell 시스템을 배
치하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다층 구조 면허체계 도입에 따라 비면허 기기와
는 달리 간섭보호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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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면허가 지역적 기반의 공유를 하기 위하여 주파수 접속 시스템(Spectrum
Access System, SAS)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FCC는 SAS가 TV 유휴대역을 이용
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지형정보, 시간, 주파수, 기타 간섭조정 기술들을 활용하여
3.5GHz 대역에서 각 계층별 이용자가 다른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영 국
(1) 현황

현재 영국의 3.5GHz 대역은 국방부(MOD)가 관리하고 있는 대역에서 방송 및 행
사용 주파수인 PMSE(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와 응급서비스용으로
약 160MHz폭을 이용하고 있으며, 3480~3500/3580~3600MHz 대역에서는 Ofcom
의 관리 하에 면허권을 부여하여 광대역 무선 서비스 용도로 40MHz폭을 이용 중
이다. 그리고 3400~3475MHz 대역에서 2순위 용도로 아마추어 주파수를 이용 중
이다.
원래 3.5GHz 대역은 고정무선접속용(Fixed Wireless Access, FWA)으로 분배되어
있었으나, Ofcom은 2007년 경 고정형 서비스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LTE 등
무선 광대역 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UK
Broadband社는 3.5GHz 대역 40MHz폭과 3.6~4.2GHz 대역의 84MHz폭을 이용하
여 2012년 2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3.5GHz 대역 LTE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UK Broadband社는 2003년 경매를 통한 40MHz폭의 면허권 획득과 2010년 주파
수 면허 거래를 통한 84MHz폭의 면허권을 확보하여 현재 총 124MHz폭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TD-LTE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국 Huawei社와 기술제휴
중에 있다. 참고로, 3.4~3.6GHz 대역의 경매대가는 약 6.3백만 파운드(108억원)로
2018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84MHz폭에 대한 거래대가는 약 12.5백만 파운드(215
억원)였다.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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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3.4~3.6GHz 대역 현황

[

자료: OFCOM(2013)

(2) 유럽지역 서비스 단일화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공동체의 결정에 따라 3.5GHz 대역에
서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유럽지역의 3.5GHz 대역
주파수 정책은 ‘3400~3800MHz 대역 전기통신 서비스 단일화’에 관한 유럽공동체
9)

결정 에 의해 이동 및 고정 무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지역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3.4~3.8GHz 대역을 고정무선접속(FWA)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으
나, 고속 접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스트리밍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광
대역 무선 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BWA)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추진
10)

되었다.

이 연구를 기초로 유럽 공통으로 3.4~3.8GHz 대역을 BWA 용도로 활용하

는 ECC Decision이 발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국 정부는 3400~3600MHz 대역
(’08. 11월까지) 및 3600~3800MHz 대역(’12. 1월까지)에서 육상 전기통신 네트워크
(Terrestrial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11)

을 개정하였다.

한편, 영국의 3.5GHz 대역 주파수 정책은 정부의 재정확보 요구와도 긴밀한 관련
이 있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매를 통해 일
12)

부 공공용 주파수를 상업용 주파수로 전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문화미디

9) EC(2008), 3400~3800MHz 대역에서 이동 및 고정형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럽
공동체 회원국에 관련 규정의 개정 의무를 부여.
10) ECC(2006) 및 ECC(2007) 참조
11) OFCOM(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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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육부(DCMS)는 2020년까지 500MHz의 신규 주파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주파수의 상업용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2310~2390MHz 대역과 3400~
3600MHz 대역에서 2016년까지 16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2020년까지 추가
13)

로 4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물론, 유럽지역의 3.5G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향에 관한 ECC Decision에 따라
3400~3800MHz 대역을 BWA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수 대역을 정비해야 했
으나, 3.5GHz 대역이 비교적 회수 · 재배치가 용이하다는 점, 유럽지역의 3.5GHz 대
역 주파수 및 서비스 표준화와 그로 인한 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이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영
국 정부는 국방부(MOD)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 대역의 상업용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MOD는 2012년 12월, 3410~3600MHz 대역의 주파수를 2015~
2016년 경 민간에 개방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3) 회수․재배치 및 주파수 거래

현재 Ofcom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한 간섭분석
및 공동사용 가능성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가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한 주파수(3410~3600MHz) 중 일부 대역(3400~3475MHz)
14)

은 2순위

15)

아마추어 무선국이 운용 중에 있으나,

해당 대역은 ECC Decision 및

Ofcom의 후속조치에 따라 향후 4G LTE 또는 LTE-A 기술의 적용이 예상된다. 그러
나 2008년 ECC Decision이 기존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서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HM Treasury(2010)
13) DCMS(2011)
14) 2순위 용도 이용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국은 다른 이용자에게 간섭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1순
위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
15) 아마추어 TV(디지털 및 아날로그), TV Reapeater, Data Links, Narrow Band communications,
Earth-Moon-Earth(Moonbounce), Propagation Beaco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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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Ofcom은 기존 아마추어 무선국 이용을 유지하거나 또는 타 대역으
로 이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마추어 무선국과 4G 이동통
신 간에 공존이 어려울 경우 아마추어 무선국을 타 대역으로 이전시킬 것으로 예상된
다. 참고로 Ofcom은 4G 단말 및 기지국과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간섭영향을 검토
하였으며, 상호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 65~90km 이상의 무선국간 이격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 LTE와 아마추어 무선국은 동일 대역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fcom은 현재 3.5G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국 수나 종류에
대해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해당기기들이 다른 아마추어용 대역으로 이전하여도 충분
16)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Ofcom과 MOD는 3400~3480/3500~3580MHz 대역을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거래 등을 위한 사용승인(Recognised Spectrum Access, RSA) 정
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에 따르면 MOD
등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정부기관은 Ofcom의 면허 발급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권한
을 가지나 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시장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Ofcom의 면허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Ofcom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17)

를 진행하였으며, 기술기준 수립 및 면허발급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3. 일 본
(1) 현황

현재 일본의 3.4~3.6GHz 대역은 방송감시제어, 음성 FPU, 음성 STL/TTL/TSL 용
도와 일부 지역에서 위성다운링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3456~3600MHz 대역에서
이용 중이었던 방송용 영상(STL/TTL/TSL) 주파수는 타 방송용 대역으로 이전을 완
료한 상태이다.
16) OFCOM(2013)
17) OFCO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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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 3.4~3.6GHz 대역 현황

[

자료: 총무성(2012)

(2)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재배치 추진

일본 역시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및 고속 데이터 통신 이용
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일본은 LTE 활용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확
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WRC-07에서 3.4~3.6GHz 대역이 IMT 용도로 분
배된 것을 계기로 해당 대역을 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으로 지정 · 활용하는 내
18)

용을 담은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방송 및 위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3.4~3.6GHz을 2015년 이후 4세대 이동통신용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역정비를 추진하고, LTE 도입에 따른 간섭영향 검토를 진행하
19)

고 있다.

음성 FPU 및 음성 STL/TTL/TSL 무선국의 이용기간은 최대 2022년 11월 30일까
지이나 일본 총무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4세대 이동통신과의 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무선국을 타 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후보대역으로는
음성 FPU용 무선국은 5850~5925MHz 또는 6870~7125MHz 대역, 음성 STL/TTL/TSL
용 무선국은 6570~6870MHz 또는 7425~7750MHz 대역을 고려하고 있다.
18) 총무성(2013)
19) 3.4~3.6GHz 대역에서 200MHz폭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WRC-15에서 IMT 추가분
배를 목표로 위성업무용으로 이용 중인 3.6~4.2GHz 대역에서 600MHz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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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방송중계망 구성

[
구분
FPU(Field Pick-up
Unit)
STL(Studio to
Transmitter Link)

설명

구성도

300m 이내에서 케이블이 없이
자유롭게 중계차와 연결하여 중
계방송 할 수 있는 소형 무선기기
연주소와 송신소를 연결하는 방
송중계회선

TTL(Transmitter to 송신소간을 연결하는 방송중계
Transmitter Link)
TSL(Transmitter to
Studio Link)

회선
STL의 역방향 회선

자료: 총무성(2012), 재구성

한편, 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작업반을 구성하여 LTE
TDD · FDD 방식 도입에 따른 기존 방송용 무선국과 위성용 무선국과의 간섭영향 검
토 및 기술기준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무선국 간 간섭영향은 동일채널 및 인접채널
간섭영향에 따른 공유조건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음성 FPU, 음성 STL/TTL/TSL, 위성업무용 무선국과 LTE 무선국은 일정한
이격거리 확보, 필터삽입, 안테나 조정, 무선국 설치지역 조정 등을 통한 주파수 공유
20)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향후 기존 방송용 무선국의 이용기간

만료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타 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전체를 LTE FDD 또는
TDD 용도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LTE용 주파수 할당(안)은 [그림 7]
과 같다.

20) 총무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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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유 검토 결과를 고려한 일본 3.4~3.6GHz 대역 LTE용 주파수 할당(안)

[

자료: 총무성(2012)

총무성은 간섭영향으로 인해 a블록은 기존 무선국과 공유가 어려우며, b블록 3461MHz
이하 대역 및 c블록 3466MHz 이하 대역에서도 공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
다. 또한 인접 위성 무선국과의 간섭으로 인해 d블록 중 3591MHz 이상 대역에서는
기지국간 600m~2.1km의 이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중 국
중국은 3.4~3.6GHz 대역을 Small-Cell을 활용한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용 활용시기와 기존에 이용 중인 위성용 주파수와의 간
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3.4~4.2GHz 대역은 고정무선접속(Fixed Wireless Access), 고정위성
(Fixed Satellite Service) 및 위성용 Downlink 주파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3400~
21)

3600MHz 대역을 TDD 방식의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1) APT(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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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3.4~4.2GHz 대역 현황

[

자료: Huawei(2012)

이와 관련, 중국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Huawei社는 3.5GHz 대역의 좁은 커버
리지, 낮은 건물투과성 등과 같은 주파수 특성과 최근 트래픽의 70~80% 이상이 실내
(Indoor)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Small-Cell 설치로 인한 공간 절약, 비용절감 효과
를 고려할 경우 3.5GHz 대역의 기지국은 Small-Cell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22)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Datang Telecom社은 현재 TD-LTE 방식에서 진화한 고대

역 · 광대역을 활용하는 핫스팟 · 실내 광대역 기술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LTE-Hi Project
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역시 LTE-Hi와 위성서비스(FSS) 간 공존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
23)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5. 독 일
독일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BNetzA)은 2006년 및 2008년 경매를 통해
3410~3594MHz 대역 중 총 168MHz폭을 5개 사업자에 FDD/TDD용 광대역 무선 접
속(Broadband Wireless Access) 용도로 할당하였다. 2006년 경매에서는 2×21MHz
폭(A~D)을 기본 할당 주파수로 하여 2개 전국 면허 및 28개 지역면허에 대한 할당이
완료되었고, 경매대가는 약 5천6백만£(812억원)를 기록하였다. 이 중 낙찰되지 않은
일부 지역면허는 이후 2008년 모두 경매 · 할당되었다.
22) Huawei(2012)
23) MIIT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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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독일 3.4~3.6GHz 대역 FDD/TDD 이용(안)

[

<표 2> 3.5GHz 대역 면허 현황
상향 또는

하향 또는

TDD

TDD

WiMee-

3410~3431

3510~3531

Connect

MHz

MHz

WiMee-

3431~3452

3531~3552

Plus

MHz

MHz

Deutsche

3452~3473

3552~3573

WiMAX

Breitband

MHz

MHz

(FDD/TDD)

Deutsche

3473~3494

3573~3594

WiMAX

Breitband

MHz

MHz

(FDD)

사업자

기술방식

면허기간

면허지역

2021. 12. 31

전국

2021. 12. 31

전국

2021. 12. 31

전국

-

지역

2022. 12. 31

지역

2022. 12. 31

지역

WiMAX
(FDD/TDD)/
LTE (TDD)
WiMAX
(FDD/TDD)/
LTE (TDD)

DBD

Dienste
DBD

Dienste
다수

3480~3500MHz

다수

3580-3600MHz

WiMAX
(TDD)
WiMAX
(TDD)

자료: EC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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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5GHz 대역은 주로 WiMAX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에서 제
24)

안되었던 주파수 용도유연화 정책 의 영향으로 유연한 스펙트럼 사용 권한에 대한
25)

상공회의소 결정 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3.5GHz 대역은 기술 및 용도 중립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
히 기존 BWA 면허권에 대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LTE-Advanced 및
IMT 용도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의 3.5GHz 대역에 대한 ECC 결정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현재 이용 중인
BWA 및 3600~3800MHz 대역의 고정위성 면허를 고려할 때 FDD 방식보다는
TDD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

연방통신청이 ECC에 제출한 의견 에 의하면, 기존 BWA 및 FSS 서비스와의 공존,
다지점(Point to Multi Point) 서비스 방식, 향후 해당 대역이 고용량 데이터 커버리
지 확보를 위해 핫스팟(hotspot)에서 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3400~3600MHz 대역은 TDD 방식의 밴드플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은 GSM용도로 이용 중인 900MHz 및 1.8GHz 대역의 면허권 만료에
27)

따른 해당 대역 활용방안을 위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 공급 시나리오 에서
3.5GHz 대역의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이후, 3.5GHz 대역 또한 모바일 브로드
밴드용 후보대역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된다. 참고로, 본 시나리오에서 검토되
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후보대역으로 900MHz 및 1.8GHz, GSM 대역, 2GHz UMTS
대역, 3.5GHz BWA 대역, 그 외 800MHz. 2.6GHz, 700MHz 대역 등이다.

24) WAPECS, Europa 홈페이지 참조
25) BNetzA(2009)
26) ECC(2013)
27) BNetzA(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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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3.5GHz 대역 현황
국내 3.4~3.6GHz 대역은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무선탐지, 아마추어 용도로
분배되어 있으며, 비면허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간 무선
국으로 TV 방송을 위한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이 이용 중이며, 일
부 대역에서 공공용 무선국이 이용 중이다.
현재 3400~3600MHz 대역은 TV 방송을 위한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이 이용 중
이다. 그러나 동 대역에서 무선국의 신규허가는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기사용 중인
28)

시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용 무선국인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 수는 향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추어 무선국은 3450MHz를 지정주파수로 3400~3500MHz 대역에서 운용 중
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용도는 2차 업무로서 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 제1순위 업무
29)

를 보호하여야 하며,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국내 3.5GHz 대역은 사무실이나 가정 등 실내 및 근거리 고용량 무선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UWB(Ultra Wide Band) 비면허 기기 용도로 2006년 신규 분
배되었다. UWB는 3.1~10.6GHz 대역에서 100Mbps이상 속도로, 기존 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넓은 대역에 걸쳐 낮은 전력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30)

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선 반송파를 사용하지 않고 기저대역에서 수 나노 혹

은 피코 초의 매우 좁은 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잡음 수준의
31)

전력을 이용하여 상호 간섭 없이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간섭예방을 위하여 3.1~4.8GHz 대역은 UWB 통신용으로 이용시 다른 무선국
28)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통위고시 제2012-100호), K151
29) 전파법 제7조 제1항 3호
30) 윤두영 · 전수연(2006)
31) 안춘모 · 김태한 · 장재혁 · 성기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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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섭회피기술(Detection And Avoid, DAA)를 적용해
32)

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회피기술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3.4~3.6GHz

대역을 이용하는 UWB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3.4~3.6GHz 대역 주파수 이용현황

[

참고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타 무선통신과의 간섭억제를 위해 2002년 이후부
터 UWB 운영 대역 및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UWB는 3~10GHz에서 주로
이용되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는 3.4~4.8GHz 대역에서 간섭회피 기준을 강화
추세이다.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유럽, 일본은 대역별로 상이한 전력기준을 두고
있으며, 저대역으로 갈수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표 3> 해외 UWB 기술기준
구분

주파수

평균전력(첨두전력)

주요 내용
－ 실외 이용시 고정기기에 부착금지
－ 항공기, 선박 등에서의 이용 금지
－ 10 sec handshake rule 적용

미국

3.1~10.6GHz

－ 41.3dBm/MHz

일본

3.4~10.25GHz

3.4GHz대역 기준*
－ 41.3dBm/MHz

－ 실외 이용 금지
－ 3.4~4.8GHz 대역의 간섭회피기술 적용

3.1~10.6GHz

3.4GHz대역 기준*
－ 41.3dBm/MHz
(－ 80.3dBm/MHz)

－ 3.4~4.8GHz 대역의 low duty cycle 제한 마련
－ 항공기, 선박 등에서의 이용 금지

유럽

자료: RSPPG(2008)
32)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통위고시 제2012-100호), K1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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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3.1~4.8GHz, 7.2~10.2GHz 대역을 UWB 용도로 분배하였으며 3.1~
4.8GHz 대역은 기존 이용 주파수 및 차세대 이동통신(IMT)와의 간섭을 고려해 간섭
회피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기술기준에 의할 경우 UWB기기는 항공기, 선박,
위성 등의 기기에 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역폭은 450MHz 이상으로, 평균전력
제한은 －41.3dBm/MHz으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표준과 동일하다. 참고로, 3.1~
4.8GHz 주파수 대역에서 간섭회피기술 적용시 평균전력은 -70dBm/MHz 이하로 제
한되며, 운용 중 타 무선국 신호 감지시 해당 기준 이하로 저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4> 3.1~4.8GHz 대역 국내 기술기준
평균전력

첨두전력

불요발사

-41.3dBm/MHz

0dDm/50MHz

-51.3dBm/MHz 이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UWB 기술기준은 미국 FCC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기준과 유사하나, 3.1~4.8GHz 대역의 경우 유럽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간섭회피
기술 적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타 시스템에 대한 간섭예방 수준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UWB와 IMT 서비스 간 동일대역 내에서 주파수를 공동사
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시사점
최근의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논
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3.5GHz 대역 주파수 정책은 광대역 주파
수 확보, 공공용 주파수의 상업용 전환, 주파수 공유 확대 및 간섭을 고려한 회수 · 재배
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송속도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 증가는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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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으며, WRC-07 이후 200MHz폭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으로 인해 3.5GHz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
다. 특히, 다운링크에서 전송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유럽, 중국 등에서
3.5GHz 대역의 광대역 통신방식으로 TDD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국내 3.5GHz
대역 활용과 관련된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상업용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공공용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이용되고 있는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전체
주파수 대역 중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대역의 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컨대, 향후에는 공공용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주파수를 보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영
국에서는 공공용 및 민간용 주파수 관리기관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NTIA와 FCC,
MOD와 Ofcom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공용 주파수 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
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3.5GHz 대역은 현재 위성, 고정무선접속, 방송
중계, 공공 서비스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 활용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대역 혹은 인접대역에서의 기존 이용자와 신
규 이용자 사이의 대한 공존가능성, 주파수 회수 ·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주파수 공유를 위한 국내 관련 제도
의 보완과 이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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