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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추진 성과

전파산업 육성 지원

미래 전파방송 인프라 산업 육성 전략 로드맵 설정미래 전파방송 인프라 산업 육성 전략 로드맵 설정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03.9월)전파산업진흥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 수립수립 ((’’03.903.9월월))

공공안전 및 재난구조

Beyond IMT-2000

차세대 방송

U-wireless Sensor

Telematics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 2G 셀룰러/Navigation 서비스 • 휴대인터넷/DMB 기반 멀티미디어

• TRS 기반 재난 구조 서비스 • 위성기반 재난 구조 서비스

• 사람ㆍ사물간 통신 서비스 (RFID)   • 사물ㆍ사물간 통신 서비스 (UWB)

• DMB 서비스 • 지상파 양방향 서비스 • 양방향 DMB

•무선랜(54Mbps) • 휴대인터넷(50Mbps),3G(10Mbps) 

• 광대역 재난구조

• 지능형/실감방송

• 위성 통합 서비스

• seamless

• Mobile Office

중소기업 IT제품 설계인력에 대한 EMC 기술교육 실시 (2회, 25개업체 45명)

전파교육특성화대학에 실험실습 장비, 장학금 지원 (15개교)

중소기업 IT제품 설계인력에 대한 EMC 기술교육 실시 (2회, 25개업체 45명)

전파교육특성화대학에 실험실습 장비, 장학금 지원 (15개교)

전파 산업체 지원전파전파 산업체산업체 지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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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추진 성과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

WRC-2003에서 위성DMB용 주파수 추가 확보 (2,605 ~ 2,630MHz)

초고속 무선 LAN용 5GHz 대역 국제 분배

한-중 및 한-일 위성망 조정회의 성공적 개최 (‘03. 10월)

WRC-2003에서 위성DMB용 주파수 추가 확보 (2,605 ~ 2,630MHz)

초고속 무선 LAN용 5GHz 대역 국제 분배

한-중 및 한-일 위성망 조정회의 성공적 개최 (‘03. 10월)

새로운 주파수 확보새로운새로운 주파수주파수 확보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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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추진 성과

디지털방송망 구축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서비스 지역을 광역시로 확대

※2003. 11월말 현재 170만대의 디지털 TV 보급

도청소재지 디지털 지상파TV 방송국 허가 (’03. 6월)

위성TV를 통해서 전국에 24시간 HDTV 방송 실시 (’03. 9월)

디지털 지상파TV 방송서비스 지역을 광역시로 확대

※2003. 11월말 현재 170만대의 디지털 TV 보급

도청소재지 디지털 지상파TV 방송국 허가 (’03. 6월)

위성TV를 통해서 전국에 24시간 HDTV 방송 실시 (’03. 9월)

HDTV 방송 수신권 확대HDTV HDTV 방송방송 수신권수신권 확대확대

디지털 유선방송 기술기준 및 인증 체계 수립 (’03. 9월)

유선방송국 검사 세부절차 고시 (’03. 11월)

디지털 CATV 방송 개시 (’03. 11월)

디지털 유선방송 기술기준 및 인증 체계 수립 (’03. 9월)

유선방송국 검사 세부절차 고시 (’03. 11월)

디지털 CATV 방송 개시 (’03. 11월)

CATV 디지털화CATV CATV 디지털화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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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추진 성과

디지털방송망 구축

실험방송 실시(’03년중)

VHF 채널 7~13번(174~216MHz)분배(’03. 4월)

양방향 휴대 서비스 기술개발 계획 수립(‘03. 10월)

오디오 송ㆍ수신 정합표준 공고(’03. 11월)

실험방송 실시(’03년중)

VHF 채널 7~13번(174~216MHz)분배(’03. 4월)

양방향 휴대 서비스 기술개발 계획 수립(‘03. 10월)

오디오 송ㆍ수신 정합표준 공고(’03. 11월)

지상파DMB 서비스 준비지상파지상파DMB DMB 서비스서비스 준비준비

방송 표준을 시스템E 방식으로 결정(’03. 4월)

비디오 해상도 320X240 이상으로 위성DMB 기술기준 제정ㆍ고시(’03. 12월)

방송 표준을 시스템E 방식으로 결정(’03. 4월)

비디오 해상도 320X240 이상으로 위성DMB 기술기준 제정ㆍ고시(’03. 12월)

위성DMB 서비스 준비위성위성DMB DMB 서비스서비스 준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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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추진 성과

전파 이용환경 개선

기지국 공용화 및 환경친화형 기지국 관련고시 개정(’03. 6월)

무인가 감청설비 유통방지를 위한 사법 경찰권 확보(’03. 7월)

휴대폰 전자파흡수율을 제조업체 홈페이지에 공개(’03. 9월)

부산ㆍ경남권과 제주지역 전파감시망 고도화를 위한 시설확충

- 부산분소(’03. 11월), 제주분소(’03. 12월)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03. 12월)

기지국기지국 공용화공용화 및및 환경친화형환경친화형 기지국기지국 관련고시관련고시 개정개정((’’03. 603. 6월월))

무인가무인가 감청설비감청설비 유통방지를유통방지를 위한위한 사법사법 경찰권경찰권 확보확보((’’03. 703. 7월월))

휴대폰휴대폰 전자파흡수율을전자파흡수율을 제조업체제조업체 홈페이지홈페이지에에 공개공개((’’03. 903. 9월월))

부산ㆍ경남권과부산ㆍ경남권과 제주지역제주지역 전파감시망전파감시망 고도화를고도화를 위한위한 시설확충시설확충

-- 부산분소부산분소((’’03. 1103. 11월월), ), 제주분소제주분소((’’03. 1203. 12월월))

불법불법 감청설비감청설비 탐지업탐지업 등록제등록제 도입을도입을 위한위한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개정

((’’03. 1203. 12월월))



II. 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II. 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

1. 무선통신 시장 변화

2. 방송의 디지털ㆍ양방양화

3. 전파관리의 중점 변화

4. 정책방향 설정

1. 무선통신 시장 변화

2. 방송의 디지털ㆍ양방양화

3. 전파관리의 중점 변화

4.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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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시장 변화무선통신 시장 변화

UWB 기술 기반의 Wireless PAN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 진입

RFID등 u-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통신 활성화 전망

무선LAN 이용장소가 사무실, 가정뿐만아니라 도서관 등

공공장소로 확대

UWB 기술 기반의 Wireless PAN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 진입

RFID등 u-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통신 활성화 전망

무선LAN 이용장소가 사무실, 가정뿐만아니라 도서관 등

공공장소로 확대

다양한 소출력 무선기기의 이용 증가와 유비퀴터스화의 진전다양한다양한 소출력소출력 무선기기의무선기기의 이용이용 증가와증가와 유비퀴터스화의유비퀴터스화의 진전진전

다양한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보편화

- 휴대폰 동영상 전송 서비스(EV-DO) 보급 : 390만대(’03. 10월)

- W-CDMA 상용 서비스 개시(’03. 12월)

다양한 멀티미디어 이동통신 보편화

- 휴대폰 동영상 전송 서비스(EV-DO) 보급 : 390만대(’03. 10월)

- W-CDMA 상용 서비스 개시(’03. 12월)

이동통신의 광대역ㆍ멀티미디어화이동통신의이동통신의 광대역ㆍ멀티미디어화광대역ㆍ멀티미디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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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ㆍ양방향화방송의 디지털ㆍ양방향화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의 지속적인 디지털화지상파지상파, , 위성위성, , 케이블케이블 TVTV의의 지속적인지속적인 디지털화디지털화

< 주요국가의 TV 디지털화 추진 >

1994 1996 1998 20032000 2002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지상파 TV

위성 TV

케이블 TV

지상파 TV

위성 TV

케이블 TV

국내 위성방송에서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 제공(2003. 5월)

미국(2001), 영국(1999) 등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양방향 방송 서비스 중

전세계적으로 T-Commerce, T-Gov 등 다양한 양방향 TV 서비스 활성화 전망

국내 위성방송에서 양방향 데이터방송 서비스 제공(2003. 5월)

미국(2001), 영국(1999) 등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양방향 방송 서비스 중

전세계적으로 T-Commerce, T-Gov 등 다양한 양방향 TV 서비스 활성화 전망

양방향 TV 서비스 도입양방향양방향 TV TV 서비스서비스 도입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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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의 중점 변화전파관리의 중점 변화

전파이용 관련 산업의 발달로 전파에 대한 수요 증가

기존 주파수 정비 및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발굴의 중요성 증대

전파행정업무 패러다임 변화 (계획ㆍ통제 -> 산업 활성화)

전파이용 관련 산업의 발달로 전파에 대한 수요 증가

기존 주파수 정비 및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발굴의 중요성 증대

전파행정업무 패러다임 변화 (계획ㆍ통제 -> 산업 활성화)

전파 자원의 산업적ㆍ경제적 중요성 부각전파전파 자원의자원의 산업적ㆍ경제적산업적ㆍ경제적 중요성중요성 부각부각

< 전파 행정의 중심 이동 >< 전파 행정의 중심 이동 >

2000년대90년대80년대 이전

적극적 육성 위주

무선LAN,RFID 등 다양한

소출력 무선기기

소극적 통제 위주

행정기관, 방송국 등 공공용

무선국

전파 행정

삐삐, 휴대폰 등

이동통신
대표적 이용형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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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의 중점 변화전파관리의 중점 변화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주파수 용도 및 적용기술 등을 결정하는

주파수 경매제 등 시장적 요소 도입

※ 호주(1991년), 미국(1993년), 영국(1998년) 등

주요 선진국은 주파수 이용권을 확대한 주파수 재산권 개념 및 2차 시장 개념 도입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주파수 용도 및 적용기술 등을 결정하는

주파수 경매제 등 시장적 요소 도입

※ 호주(1991년), 미국(1993년), 영국(1998년) 등

주요 선진국은 주파수 이용권을 확대한 주파수 재산권 개념 및 2차 시장 개념 도입

전파관리에 시장 요소의 도입전파관리에전파관리에 시장시장 요소의요소의 도입도입

전파관련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전자파관련 규제 및 전파이용권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는 강화하는 추세

전파관련 사전규제는 완화하고, 전자파관련 규제 및 전파이용권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는 강화하는 추세

전파환경 보호 요구 증대전파환경전파환경 보호보호 요구요구 증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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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의 설정정책방향의 설정

전파관리의 중점 변화

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방송의

디지털ㆍ양방양화
무선통신 시장 변화

무선통신의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환경변화

정책방향

전파 이용산업 육성으로 Wireless Broadband IT Korea전파 이용산업 육성으로 Wireless Broadband IT Korea

전파ㆍ방송 발전기반 조성



III. 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III. 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

1. 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2. 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3. 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4. 전파ㆍ방송 발전 기반 조성

1. 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2. 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3. 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4. 전파ㆍ방송 발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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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2004년도 정책 추진 과제

구      분 추     진      과     제

 u-센서 네트워크(USN) 산업 성장기반 조성

 무선 인터넷 고속화 지원

 신성장 산업 주파수 지원 및 제도 개선

 지상파DTV 방송 확대

 DMB 서비스 기반 구축

 디지털CATV 및 양방향TV 활성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허가·인증) 개선

 전파 역기능 방지 및 전파환경 보호

 수요자 중심의 전파·방송 제도 정립

 전파·방송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무선통신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전파·방송 발전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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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1. u-센서 네트워크(USN) 산업 성장기반 조성1. u-센서 네트워크(USN) 산업 성장기반 조성

전자태그(RFID)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내 추진체계 구축

USN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전자태그(RFID)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국내 추진체계 구축

USN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DMB

DTV

DMB

DTV
WLAN
type

WLAN
type

Service and application

BCN
(IP based core network)

IMT 2000

4G

IMT-2000

4G

Wire-line
xDSL

Wire-line
xDSL

New radio
interface

New radio
interface

PD A

사람간 통신 영역

사물간/사물과
사람간 통신 영역 Ubiquitous Sensor NetworkUbiquitous Sensor Network

Celluar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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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전자태그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 선도 및 국내표준(안) 수립

수동형 전자태그로 파급효과가 큰 응용분야에 대해 시범서비스 실시

전자태그용 주파수(910~914MHz, 433MHz) 추가 공급 및 소출력 제한 완화

전자태그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 선도 및 국내표준(안) 수립

수동형 전자태그로 파급효과가 큰 응용분야에 대해 시범서비스 실시

전자태그용 주파수(910~914MHz, 433MHz) 추가 공급 및 소출력 제한 완화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연구개발 : 70억 대학IT 연구센터 : 8억(ITRC 예산활용)                      

시범사업 : 50억(정보화촉진기금 예비비 활용 예정)            연구기반조성 : 10억

연구개발 : 70억 대학IT 연구센터 : 8억(ITRC 예산활용)                       

시범사업 : 50억(정보화촉진기금 예비비 활용 예정)            연구기반조성 : 10억

관련예산 : 138억원 (2004년)관련예산관련예산 : 138: 138억원억원 (2004(2004년년))

 

주요 체크 사항

전자태그용 주파수 분배

10

4/4

11 127

3/4

8 9

2/41/4

시범서비스, 세부 보급계획 수립

USN 구축 기본계획(안) 확정

21 543 6

MilestoneMilestoneMil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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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2. 무선 인터넷 고속화 지원2. 무선 인터넷 고속화 지원

무선인터넷의 고속화를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ㆍ공급무선인터넷의 고속화를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ㆍ공급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위성체

건물내

피코셀

마이크로셀

매크로셀

메가셀

도심지역

IP 백본망

무선LAN
(2.4, 5, 60GHz)

지상이동통신망
(New Mobile Access,

IMT-2000 Enhancement,
IMT-2000)

도외지역

휴대인터넷망
(New Mobile Access)

위성IMT-2000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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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2.3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

- 사업자당 대역폭, 주파수 할당대가, 이용기간 등 공고의 주요내용 결정

5GHz 무선 LAN 주파수 국내 분배

- 무선LAN용 주파수(5,150~5,350MHz, 5,470~5,725MHz) 국내 분배방안 수립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

- IMT-2000 추가 대역(1,710~1,885MHz, 2,500~2,690MHz) 정비계획 수립

2.3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

- 사업자당 대역폭, 주파수 할당대가, 이용기간 등 공고의 주요내용 결정

5GHz 무선 LAN 주파수 국내 분배

- 무선LAN용 주파수(5,150~5,350MHz, 5,470~5,725MHz) 국내 분배방안 수립

이동통신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자원 확보

- IMT-2000 추가 대역(1,710~1,885MHz, 2,500~2,690MHz) 정비계획 수립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MilestoneMilestoneMilestone

5GHz 무선LAN 주파수 국내 분배

2.3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할당

IMT-2000 추가 주파수 정비방안 마련

10

4/4

11 127

3/4

8 9

2/41/4

21
주요 체크 사항

5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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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무선통신 고도화와 유비퀴터스화 촉진

3. 신성장 산업 주파수 지원 및 제도 개선3. 신성장 산업 주파수 지원 및 제도 개선

3.5MHz폭 주파수를 분배하여 주파수이용 효율성 제고 및 전파 신산업 창출 촉진

비허가 무선기기가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전력선통신 활성화

3.5MHz폭 주파수를 분배하여 주파수이용 효율성 제고 및 전파 신산업 창출 촉진

비허가 무선기기가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전력선통신 활성화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300MHz대(3.5MHz폭) 주파수 분배

- 전파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용도로 분배

비허가 무선기기 관련 제도 개선

- 다양하고 새로운 용도의 비허가 무선기기 관련 규제 완화

- 비허가 무선기기의 용도 통합ㆍ조정

전력선 통신 관련 제도 개선

- 전력선통신설비를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 개정

- 전력선통신 허용ㆍ금지대역 결정 및 전파방사기준, 인증시험방법 마련

300MHz대(3.5MHz폭) 주파수 분배

- 전파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용도로 분배

비허가 무선기기 관련 제도 개선

- 다양하고 새로운 용도의 비허가 무선기기 관련 규제 완화

- 비허가 무선기기의 용도 통합ㆍ조정

전력선 통신 관련 제도 개선

- 전력선통신설비를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 개정

- 전력선통신 허용ㆍ금지대역 결정 및 전파방사기준, 인증시험방법 마련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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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1. 지상파 DTV 방송 확대1. 지상파 DTV 방송 확대

지상파 TV의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

DTV 산업 육성 및 고품질 방송 제공

지상파 TV의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

DTV 산업 육성 및 고품질 방송 제공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HDTV

『대화와 토론』에 의한 논란 해소 우선 추진

- 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노조, 방송사, 방송위 등 과의 대화와 협력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 실시

- MBC 비교시험 및 해외 실태 조사 결과 정리, 필드 테스트 실시

디지털전환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방송사, 제조업체 공동으로 DTV 수신환경 개선 추진

- 광역시 지역 SO를 통한 HD 서비스 제공

『대화와 토론』에 의한 논란 해소 우선 추진

- 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노조, 방송사, 방송위 등 과의 대화와 협력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 실시

- MBC 비교시험 및 해외 실태 조사 결과 정리, 필드 테스트 실시

디지털전환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 방송사, 제조업체 공동으로 DTV 수신환경 개선 추진

- 광역시 지역 SO를 통한 HD 서비스 제공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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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2. DMB 서비스 기반 구축2. DMB 서비스 기반 구축

휴대 및 이동 전용 방송인 DMB 서비스 기반 완성

지상파DMB는 수도권, 위성DMB는 전국 서비스 예정

휴대 및 이동 전용 방송인 DMB 서비스 기반 완성

지상파DMB는 수도권, 위성DMB는 전국 서비스 예정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Terrestrial 
DMB

Cell phone

PDA

Audio PC

Satellite 
DMB

Mobile

Portable

Fixed

Broadcasting Centers

CAR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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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지상파 DMB 서비스 기반 구축

-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방송위원회와 협의

- CH12번 이외에 추가 주파수 확보 및 송ㆍ수신시스템 기술개발

- 서울지역 시내버스 100대를 대상으로 본방송 이전에 시범서비스 추진

- 방송국 허가

위성DMB 서비스 기반 구축

- 주파수 할당 및 방송국 허가

- 데이터방송 표준 제정

지상파 DMB 서비스 기반 구축

-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방송위원회와 협의

- CH12번 이외에 추가 주파수 확보 및 송ㆍ수신시스템 기술개발

- 서울지역 시내버스 100대를 대상으로 본방송 이전에 시범서비스 추진

- 방송국 허가

위성DMB 서비스 기반 구축

- 주파수 할당 및 방송국 허가

- 데이터방송 표준 제정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MilestoneMilestoneMilestone

주파수 추가 확보지상파
DMB

위성
DMB

방송국 허가

주파수 할당 및 방송국 허가

데이터방송 표준 제정

10

4/4

11 127

3/4

8 9

2/41/4

21
주요 체크 사항

54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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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방송 디지털화의 지속 추진

3. 디지털CATV 및 양방향TV 활성화 추진3. 디지털CATV 및 양방향TV 활성화 추진

전국 77개 케이블TV방송구역중 20개이상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실시

3대 방송매체(지상파, 케이블, 위성)에서 디지털 양방향TV 서비스 개시

전국 77개 케이블TV방송구역중 20개이상에서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실시

3대 방송매체(지상파, 케이블, 위성)에서 디지털 양방향TV 서비스 개시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양방향TV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기반 조성, 법적ㆍ제도적 지원

등 분야별 전략 수립

민관 공동으로 T-Government 시범 서비스 실시

- 전자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

TV에 케이블 셋탑박스를 내장한 Cable-ready DTV 표준 제정 및 권고

양방향TV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시장기반 조성, 법적ㆍ제도적 지원

등 분야별 전략 수립

민관 공동으로 T-Government 시범 서비스 실시

- 전자정부사업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실시

TV에 케이블 셋탑박스를 내장한 Cable-ready DTV 표준 제정 및 권고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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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1.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허가•인증) 개선1. 이용자 중심의 전파이용 제도(허가•인증) 개선

간이무선국 등의 편리한 운용을 위해 허가절차 개선

정보기기에 대하여 정부인증에서 제조자 자율인증 체제로 전환

환경친화형 기지국 구축 촉진

간이무선국 등의 편리한 운용을 위해 허가절차 개선

정보기기에 대하여 정부인증에서 제조자 자율인증 체제로 전환

환경친화형 기지국 구축 촉진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간이무선국(무전기)의 허가를 주파수에서 대역별로 전환하여 이용편의 도모

산업 • 과학 •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ISM)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허가절차 간소화 및

준공검사 면제

정보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 정부인증 폐지 및 제조자 자율 적합 확인제 도입

환경친화형 기지국 구축 촉진

- 도심형, 공원형 등 지형별 특성에 맞는 표준 철탑 및 안테나 모델 개발 •보급

간이무선국(무전기)의 허가를 주파수에서 대역별로 전환하여 이용편의 도모

산업 • 과학 •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ISM)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허가절차 간소화 및

준공검사 면제

정보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적합 정부인증 폐지 및 제조자 자율 적합 확인제 도입

환경친화형 기지국 구축 촉진

- 도심형, 공원형 등 지형별 특성에 맞는 표준 철탑 및 안테나 모델 개발 •보급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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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전파이용 제도 및 환경 개선

2. 전파 역기능 방지 및 전파환경 보호2. 전파 역기능 방지 및 전파환경 보호

2단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기본계획(2005—2009) 수립

국제규격에 적합한 EMC실내시험장 구축 및 EMC기술지원센터 설치 • 운영

불법설비 유통방지 활동 강화 및 선진 전파감시기반 구축

2단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기본계획(2005—2009) 수립

국제규격에 적합한 EMC실내시험장 구축 및 EMC기술지원센터 설치 • 운영

불법설비 유통방지 활동 강화 및 선진 전파감시기반 구축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1단계 (2000—2004)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결과 평가 및 2단계 계획 수립

- 전자파 저감 및 차폐기술개발 등 전자파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EMC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 IT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무선통신의 광대역 디지털화에 대응한 전파감시 시스템 개발 • 구축

불법감청탐지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등록요건 등에 관한 기준 마련

1단계 (2000—2004)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결과 평가 및 2단계 계획 수립

- 전자파 저감 및 차폐기술개발 등 전자파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EMC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 IT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무선통신의 광대역 디지털화에 대응한 전파감시 시스템 개발 • 구축

불법감청탐지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 등록요건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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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 발전 기반 조성전파•방송 발전 기반 조성

1. 수요자 중심의 전파•방송 제도 정립1. 수요자 중심의 전파•방송 제도 정립

시장지향적 전파•방송 관리제도의 법제화시장지향적 전파•방송 관리제도의 법제화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디지털방송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규제 완화

-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 통방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유효경쟁 기반 조성, 투자와 기술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 틀 마련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파관리제도 마련

- 전력선통신, 소출력 등 전파관리 규제의 완화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전파사용료 부과제도 마련

- 전파사용료의 중장기, 단기 개선계획 마련

- 위성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부과 규제완화 추진

디지털방송 및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규제 완화

- 디지털 방송환경에 적합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 통방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유효경쟁 기반 조성, 투자와 기술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한 규제 틀 마련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파관리제도 마련

- 전력선통신, 소출력 등 전파관리 규제의 완화 추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전파사용료 부과제도 마련

- 전파사용료의 중장기, 단기 개선계획 마련

- 위성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파사용료 부과 규제완화 추진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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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송 발전 기반 조성전파•방송 발전 기반 조성

2. 전파•방송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2. 전파•방송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추진

지능형방송 시스템개발 1단계(2002-2004) 사업 완료

전파 • 방송분야 국내 • 외 인력 40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지능형방송 시스템개발 1단계(2002-2004) 사업 완료

전파 • 방송분야 국내 • 외 인력 40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정책목표정책목표정책목표

10대 신성장 품목인 디지털 방송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맞춤형 방송서비스 기술

등 차세대 지능형 방송기술(SmarTV) 개발 추진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통신시스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기술, 광대역 적응형

위성통신•방송 융합기술 등 전파 • 방송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

전국 전파공학특성화대학(15개)에 실습장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공

인력 교육, 개도국 공무원 초청교육 등 실시

10대 신성장 품목인 디지털 방송분야 집중 육성을 위해 맞춤형 방송서비스 기술

등 차세대 지능형 방송기술(SmarTV) 개발 추진

통신해양기상위성의 통신시스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기술, 광대역 적응형

위성통신•방송 융합기술 등 전파 • 방송분야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

전국 전파공학특성화대학(15개)에 실습장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공

인력 교육, 개도국 공무원 초청교육 등 실시

추진내용추진내용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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