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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그간의 성과(1) : DMB서비스 개시

위성위성 DMBDMB

’05. 5월 본방송 개시

33만 가입자 확보

APEC2005 참가단 체험

지상파지상파 DMBDMB

’05.10월 지하중계망 구축합의

’05.12월 본 방송 개시

APEC2005 시연회

신성장신성장 동력동력 창출창출,  ,  통방통방 융합융합 선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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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그간의 성과(2)

2005 한국경제의 쾌거 DMB상용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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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그간의 성과 : 국내 DMB기술 세계 표준화

World DABWorld DAB
지상파 DMB 

세계 DAB 협회
표준 채택

(2004.12)

ITUITU
지상파 DMB

ITU-R 
표준화 착수
(2004. 11)

ETSIETSI
지상파 DMB

유럽전기통신 표준협회
표준 채택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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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그간의 성과 : DMB 해외시장 진출

중국
(’04.11~)

브라질
상파울로
(’04.11)

독일
뮌헨, 베를린, 

하노버

(’04. 10 ~)

영국

런던

(’04.12)

프랑스

파리, 캐넌
(’04.12, 

’05.04)

네덜란드
IBC2004

(9.10~14)

미국

NAB2005

(‘05. 04)

터키

이스탄불
(‘05. 04)

페루
APEC TELMINE  

(’05.06)

멕시코

멕시코시티
(‘05. 06)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05.12)

11개국 22회 시연회·기술세미나 개최, 독일·멕시코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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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그간의 성과 : 디지털 방송 활성화

대화와 타협으로

DTV 논란 종식

(’04. 7월)

디지털방송 실시 확대
방송국 허가 완료
(’05.10월)

방송국수(154개)

디지털방송실시(103개)

추진율(%)

15

15

100

30

30

100

39

39

100

시군소재지

70

29

42

구 분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새로운 먹거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먹거리 창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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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M, TV
(410MHz)
(’90. 이전)

800

400

0

1600

대역폭
(MHz)

위성방송
(486MHz)

(’02)

위성DMB
(25MHz)

(’04)

셀룰라
(20MHz)

(’94)

PCS
(60MHz)

(’97)

IMT-2000
(120MHz)

(’03)

무선조정,
음향신호전송

(633MHz)
(’94)

1200

이동통신: 330MHz
방송: 975MHz

소출력: 2,039MHz

RFID/USN
(6MHz)
(’04)

DTV임시
(54MHz)

(’01) WiBro
(100MHz)

(’05)

무선LAN
(380MHz)

(’04)

셀룰라
(30MHz)

(’90. 이전)

차량레이더용등
(1,020MHz)

(’01)

I-5. 그간의 성과 : 새로운 주파수 적기 공급I-5. 그간의 성과 : 새로운 주파수 적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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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 그간의 성과 – 전파관리제도 개선I-6. 그간의 성과 – 전파관리제도 개선

총액
4조61억원

전파사용료 제도 도입

(1991)

대가/심사 할당 제도 도입

(2000)

심사할당 ▶ 대가할당
전환 근거마련(2005)

총액
2조원

전파사용료 할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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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정책 환경 변화II-1. 정책 환경 변화

-

세계 각 국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적극 추진

미국

2009. 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확정

저소득층 대상 가구당 $80 STB 구입비 지원

DTV 전환 후 여유 주파수 경매로 지원금 충당

영국
DTV 보급율 66%(세계 1위)

’08년 ~ ’12년 아날로그 방송 단계적 종료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11

II-2. 정책환경 변화

국가별 디지털 방송 전환 현황

영국영국

미국미국

일본일본

프랑스프랑스

독일독일

한국한국

66%66%

56.9%56.9%

36.6%36.6%

29.4%29.4%

20.0%20.0%

18.9%18.9%

9.8%9.8%중국중국

DTV보급율 아날로그 방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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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정책환경 변화II-3. 정책환경 변화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간 경쟁 치열

세계시장
WorldDAB

국내 제조업체

TT--DMBDMB

퀄컴

MediaFLOMediaFLO

Nokia

Vodafone 등

유럽 이통사

DV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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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정책환경 변화

수요

공급

주파수 수요급증

유비쿼터스 시대공공용 수요 중심 상업용 수요 확대

90년대 이전 90~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동통신 및 소출력 전파수요 급격히 증가

주파수 공유 확대, 회수 재배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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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정책환경 변화II-5. 정책환경 변화

전자파 장해,인체영향 전파 역기능역기능 사회적사회적 이슈이슈 대두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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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전 및 정책목표III. 비전 및 정책목표

보다보다 쉽고쉽고, , 신속하고신속하고, , 안전한안전한 전파전파 지원지원 체제체제 구축구축

방송산업
해외진출 추진

신산업 창출 전파서비스
고도화

국제협력강화

• DMB 세계 표준화
및 해외 진출

디지털방송
활성화

전파지원의
경제성·투명성
제고

무선국 규제완화

전파역기능 방지

한·중·일 공조
체계구축

국제 전파회의
(WRC-10) 유치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공동이용대역
(FACS)지정 추진

전파자유이용지역
(FTR)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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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DAB 표준 채택(’04.12월) World DAB 표준 채택(’04.12월) 

※ DAB :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 Digital Audio Broadcasting

IV-1. DMB 세계 표준화 및 해외 진출 가속화
: 추진경과

IV-1. DMB 세계 표준화 및 해외 진출 가속화
: 추진경과

세계 표준화 추진세계 표준화 추진

유럽전기통신 표준화기구(’05.7, ETSI) 표준채택유럽전기통신 표준화기구(’05.7, ETSI) 표준채택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2005년 독일,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1개국에서 DMB 시연회,

기술 세미나 개최

2005년 독일,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1개국에서 DMB 시연회,

기술 세미나 개최

해외 진출 추진해외 진출 추진

독일, 멕시코와 지상파DMB 협력 양해 각서(MOU) 체결독일, 멕시코와 지상파DMB 협력 양해 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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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DMB 세계표준화 및 해외진출 가속화

: ’06년 계획

IV-1. DMB 세계표준화 및 해외진출 가속화

: ’06년 계획

독일월드컵 시범방송 실시독일월드컵 시범방송 실시

월드컵 기간 중 DMB 시범방송을

실시하여 세계시장 수요 촉발

월드컵 기간 중 DMB 시범방송을

실시하여 세계시장 수요 촉발

ITU 표준 채택 추진ITU 표준 채택 추진

ITU-R 표준화 그룹 적극 참여ITU-R 표준화 그룹 적극 참여

해외 실험방송 지원해외 실험방송 지원

영국, 멕시코, 중국 등 10개국

실험방송 지원, 협력

영국, 멕시코, 중국 등 10개국

실험방송 지원, 협력

해외로드쇼 개최해외로드쇼 개최

CeBIT, NAB 등 방송전시회 참가

미국, 유럽에서 시연회 개최

CeBIT, NAB 등 방송전시회 참가

미국, 유럽에서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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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추진 경과(1)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추진 경과(1)

대화와 타협으로 DTV 논란 종식(’04.7월) 

광역시 30개, 도청소재지 39개 등 디지털방송국 허가완료(’05.10월)

대화와 타협으로 DTV 논란 종식(’04.7월) 

광역시 30개, 도청소재지 39개 등 디지털방송국 허가완료(’05.10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국 확대지상파 디지털 방송 전국 확대

단위 : 백만 달러단위 : 백만 달러디지털TV 세계시장 전망디지털TV 세계시장 전망

22%64,10858,88947,67635,468매 출

CAGR2008200720062005구 분

단위 : 천대단위 : 천대디지털TV 수상기 보급 전망디지털TV 수상기 보급 전망

470,148122,795106,77992,85270,96647,09829,658세 계

2,845

2009

2,601

2008

13,3773,2681,9521,6411,070국 내

합 계2010200720062005구 분

출처 : Cahners In-Stat(2004. 2)출처 : Cahners In-Stat(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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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추진 경과(2)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추진 경과(2)

지역 지상파DMB 주파수 확보(’05.10월)지역 지상파DMB 주파수 확보(’05.10월)

지상파 DMB 활성화지상파 DMB 활성화

’06.’1월 기준’06.’1월 기준지상파 DMB 수신기 보급 현황지상파 DMB 수신기 보급 현황

- 방송위의 지역 지상파 DMB 방송구역 결정 사업자 선정이 필요- 방송위의 지역 지상파 DMB 방송구역 결정 사업자 선정이 필요

6,800

기타
(PDA, 디카 등)

101,00014,20017,20013,80049,000

합 계PC(USB)용차량용노트북휴대폰

위성 DMB 수신기 보급 현황(’06. 1월 기준)

- 가입자 현황 : 42만 명

위성 DMB 수신기 보급 현황(’06. 1월 기준)

- 가입자 현황 : 4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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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송용 주파수 현황

현 황
구 분

AM방송

단파방송

대역폭
(MHz)
1.080

7.19

대 역

526~1606㎑

5.980~13.170㎒

TV방송 354
54~72, 76~88. 174~216, 

470~806㎒

FM방송 2088~108㎒

위성방송 48612~14㎒

위성DMB 252605~2655㎒

DTV 임시 547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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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06년 계획(1)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06년 계획(1)

디지털 방송산업
활성화

디지털 방송산업
활성화

디지털 방송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ㆍ추진

- HD프로그램 확대, 수신기 보급 확산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ㆍ추진

- HD프로그램 확대, 수신기 보급 확산 등

범정부적
디지털 방송 추진

범정부적
디지털 방송 추진

디지털 방송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구성

- 관계부처, 방송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

디지털 방송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구성

- 관계부처, 방송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

특별법 제정특별법 제정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아날로그 방송 중단일시 명시

-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 등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아날로그 방송 중단일시 명시

- 디지털 튜너내장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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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06년 계획(2)IV-2. 디지털 방송 활성화 : ’06년 계획(2)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국 실시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국 실시

충주 등 17개 시·군(41개 방송국)

디지털방송 실시

충주 등 17개 시·군(41개 방송국)

디지털방송 실시

방송시청환경 개선
및 DTV 보급 촉진

방송시청환경 개선
및 DTV 보급 촉진

방송보조국 허가, 방송 수신환경 개선방송보조국 허가, 방송 수신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방송, 제조사와 홍보 추진
※ 디지털 방송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30억(’06년)

전문인력 양성 및 방송, 제조사와 홍보 추진
※ 디지털 방송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30억(’06년)

지역 DMB
전국 확대

지역 DMB
전국 확대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

※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이용주파수를 변경하여

지역 지상파 DMB용 주파수 확보

지역 지상파DMB 방송국 허가

※ 44개 지상파TV 방송보조국의 이용주파수를 변경하여

지역 지상파 DMB용 주파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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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셀룰러(50㎒), PCS(60㎒), IMT-2000(170㎒) 등이 서비스 중이며, 

음성위주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진화함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현재 셀룰러(50㎒), PCS(60㎒), IMT-2000(170㎒) 등이 서비스 중이며, 

음성위주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진화함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IV-3. 차세대 이동통신주파수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추진경과

IV-3. 차세대 이동통신주파수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추진경과

추진 배경추진 배경

- WRC-07에서 IMT-Advanced 서비스의 세계 공용대역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모색

- WRC-07에서 IMT-Advanced 서비스의 세계 공용대역을 선정하기로 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 모색

ITU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 분배방안 논의 중ITU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이동통신 주파수 국제 분배방안 논의 중

추진 현황추진 현황

- 410-430㎒, 450-470㎒, 470-806/862㎒, 3400-4200㎒, 4400-5000㎒

및 IMT-2000 주파수를 후보대역으로 선정, 중점 검토하기로 합의

- AWF(’06. 1월), APG(’06. 2월) 등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간 협의 중

- 410-430㎒, 450-470㎒, 470-806/862㎒, 3400-4200㎒, 4400-5000㎒

및 IMT-2000 주파수를 후보대역으로 선정, 중점 검토하기로 합의

- AWF(’06. 1월), APG(’06. 2월) 등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간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간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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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소요량 예측 및

분배방안 마련

주파수

소요량 예측 및

분배방안 마련

- 19차 WP-8F            - AWF 회의 - WRC-07회의

(’06. 5월, 프랑스)     (’07. 1월, 태국)   (’07.10월, 스위스) 

- 20차 WP-8F            - AWF 회의

(’06. 8월, 미국)         (’07. 5월, 한국)

- ITU SC(’06.12월, 태국) 

※ 후보대역 : 400MHz, 700MHz, 3GHz-5GHz 

ITU-R

주파수 분배

방안 논의

(2006)

AWF

아태지역

분배안 마련

(2007)

WRC-07

국제 분배

방안 확정

(2007)

※ AWF : APT Wireless Forum

IV-3. 차세대 이동통신주파수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06년 계획

IV-3. 차세대 이동통신주파수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
: ’06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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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 DTV 전환이 완료되면 여유 주파수 발생이 전망되어

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두

2010년 전후 DTV 전환이 완료되면 여유 주파수 발생이 전망되어

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두

IV- 4.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추진
: 추진경과

IV- 4.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추진
: 추진경과

추진 배경추진 배경

세계 각 국 이용 동향세계 각 국 이용 동향

추진 실적추진 실적

- 미국은 ’09. 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이며, DTV 전환대역을 공공통신

및 통신용으로 활용

- 일본은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이며, 차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

- 미국은 ’09. 2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이며, DTV 전환대역을 공공통신

및 통신용으로 활용

- 일본은 2011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예정이며, 차세대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

DTV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 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전파특성이

우수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제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DTV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 이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전파특성이

우수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국제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방송, 공공용으로 활용방안 검토 중우리나라는 이동통신, 방송, 공공용으로 활용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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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추진
: ’06년 계획

IV-4.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추진
: ’06년 계획

54                88  174             216   470                 54                88  174             216   470                 752         806 [MHz]752         806 [MHz]

2                 6    7                  13  14                60  61          69  채널

현재

재배치

아날로그TV
아날로그TV

/지상파DMB
아날로그 TV/DTV

DTV

임시대역

재분배 지상파DMB DTV 재분배

이동통신, 방송, 소출력 등… ? 이동통신, 방송, 소출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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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 공동이용 대역(FACS) 및
소출력 주파수 공급 : ’06년 계획

IV-5. 공동이용 대역(FACS) 및
소출력 주파수 공급 : ’06년 계획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소출력 통신기기들이

서로 공유하며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파수 이용 대역 마련이 필요

추진 배경추진 배경

무선분야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유연한 주파수 관리체계 도입

FACS
도입 추진

FACS
도입 추진

소출력 주파수
확 보

소출력 주파수
확 보

다양한 무선기기간 주파수 공유다양한 무선기기간 주파수 공유

CR 등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CR 등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유비쿼터스 핵심주파수 신속공급유비쿼터스 핵심주파수 신속공급

UWB : 3~10GHz 통신용 분배

RFID/USN : 2.4GHz 검토

UWB : 3~10GHz 통신용 분배

RFID/USN : 2.4GHz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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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6.  전파자유이용지역(FTR) 도입 추진IV- 6.  전파자유이용지역(FTR) 도입 추진

전파산업 육성과 무선통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R&D 기반 및

무선 R&D센터 유치 여건 조성

추진 배경추진 배경

무선통신제품의 조기 출시지원을 통한 시장선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유로운

시험환경 제공

FTR Zone
시범사업 추진
FTR Zone

시범사업 추진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주파수 대역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Free Test Radio Zone)

※ 삼성전자가 GSM 등 수출용 단말기 시험환경

구축 추진 중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주파수 대역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Free Test Radio Zone)

※ 삼성전자가 GSM 등 수출용 단말기 시험환경

구축 추진 중

FTR Zone
종합계획 마련
FTR Zone

종합계획 마련

전파 간섭 영향이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및 주파수 대역 선정

전파 간섭 영향이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및 주파수 대역 선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ㆍ 운영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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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설정

및 대가할당 전환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설정

및 대가할당 전환

이용기간이 없던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5년)을 설정

이용기간이 없던 심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5년)을 설정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외에 주파수 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회수ㆍ재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외에 주파수 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회수ㆍ재배치할 수 있도록 함

주파수 할당대가 또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주파수 할당대가 또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 : ’05년 전파법 개정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 : ’05년 전파법 개정

이용기간 만료시 대가할당으로 전환 근거 마련이용기간 만료시 대가할당으로 전환 근거 마련

주파수 회수ㆍ

재배치 제도 개선

주파수 회수ㆍ

재배치 제도 개선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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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

: ’06년 계획(1)
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

: ’06년 계획(1)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 개선주파수 할당대가 제도 개선

심사할당 주파수의 대가할당 전환 대상은 사업자 부담,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셀룰러, PCS로 함

할당대가 =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의 x% 

× 전파특성계수× 할당 주파수대역폭/총 주파수대역폭 }
+ 실제매출액의 y% (x+y=3)

※ x%, y%, 전파특성계수는 고시에 위임

심사할당 주파수의 대가할당 전환 대상은 사업자 부담,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셀룰러, PCS로 함

할당대가 = {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의 x% 

× 전파특성계수× 할당 주파수대역폭/총 주파수대역폭 }
+ 실제매출액의 y% (x+y=3)

※ x%, y%, 전파특성계수는 고시에 위임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면제 및 감면대상은 법에 규정하고 감면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면제 : 국가, 지자체, 비영리방송국,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등

감면 : 1.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

2.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면제 및 감면대상은 법에 규정하고 감면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면제 : 국가, 지자체, 비영리방송국,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등

감면 : 1.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

2.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Broadband IT KoreaBroadband IT Korea33

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

: ’06년 계획(2)
IV- 7. 전파관리제도 개선(전파법 시행령 등 개정)

: ’06년 계획(2)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절차 정비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절차 정비

무선국 규제 완화무선국 규제 완화

건설현장, 건설현장, 가스 석유배달업 등 간이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총 27만4천국)가 신고제로 전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항공기지구국의 개설절차 간소화

- 다수의 무선국 개설시 하나의 무선국 개설과 동일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설현장, 건설현장, 가스 석유배달업 등 간이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총 27만4천국)가 신고제로 전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항공기지구국의 개설절차 간소화

- 다수의 무선국 개설시 하나의 무선국 개설과 동일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청문 및 심의 손실보상금 청구
회수 재배치

정책 수립
회수 재배치

공고

손실보상금
결정 및 지급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

- 회 수 :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 철거비용 + 부대비용

- 재배치 :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 장비의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
+ 철거비용 + 부대비용+이전비용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

- 회 수 :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 철거비용 + 부대비용

- 재배치 : 기존 시설의 잔존가액 + 장비의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
+ 철거비용 + 부대비용+이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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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8. 전자파 역기능 방지 : 추진경과IV- 8. 전자파 역기능 방지 : 추진경과

최근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파 노출에 의한 인체영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부각

추진 배경추진 배경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전파이용환경 조성

‘00. 3월 수립한 1단계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기본계획」에 따라

6년간(’00~’05년)  연구 수행

추진 배경추진 배경

- 동물.세포실험연구, 역학연구 및 자원자연구 수행

-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WHO 산하
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권고기준 채택

- 일반 국민들이 전자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 발간.배포

‘05. 12월 2단계 「전자파 영향 및 예방대책」 수립·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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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8. 전자파 역기능 방지 : ’06년 계획IV- 8. 전자파 역기능 방지 : ’06년 계획

전자파의
인체영향연구

전자파의
인체영향연구

세포/동물실험, 역학 연구, 자원자 대상 연구 등
추진

세포/동물실험, 역학 연구, 자원자 대상 연구 등
추진

휴대폰에서 기지국 및 방송국으로 연구대상 확대휴대폰에서 기지국 및 방송국으로 연구대상 확대

전자파 장해방지
기술개발

전자파 장해방지
기술개발

EMC 저감 설계기술 개발EMC 저감 설계기술 개발

중소기업 EMC 애로기술 지원, 시험시설 지원중소기업 EMC 애로기술 지원, 시험시설 지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한 동영상 CD 및

책자 발간 배포

안전한 이용방법에 대한 동영상 CD 및

책자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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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9.  국제협력 강화IV- 9.  국제협력 강화

제2차 한·중
전파국장 회의 개최

제2차 한·중
전파국장 회의 개최

WRC-07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WRC-07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

제3차 한·중·일
실무협력회의 개최

제3차 한·중·일
실무협력회의 개최

디지털방송, DMB 분야의 협력방안 논의디지털방송, DMB 분야의 협력방안 논의

협력 대상을 방송에서 전파방송 전분야로 확대협력 대상을 방송에서 전파방송 전분야로 확대

APG-07 
국내유치 추진

APG-07 
국내유치 추진

WRC-07에 대비 아태 국가간 공동제안 추진WRC-07에 대비 아태 국가간 공동제안 추진

※ APG :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 APG :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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