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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동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휴대폰은 어

느덧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래에는 단순한 통화나 SMS(Short Message Service) 정
도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인터넷 접속은 물론 video st-
reaming이나 MBMS(Multimedia 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 서비스를 통하여 방송신호까지도 수신할 수 있
게 되었다. 최근에는 휴대폰과 NFC(Near Field Commu-

nications)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서비스에 이르
기까지 그 응용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5
세대 이동통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먼저 ITU-R[1]에 따르면 언제, 어디에서나 gigabit 서비

스가 가능하고, 혼잡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이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저지연과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Ericsson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METIS(Mobile and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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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Enablers for the Twenty-twenty Information 
Society)의 보고서[2]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은 D2D(De-
vice-to-Device) 통신, 대용량 사물통신(MMC: Massive Ma-
chine Communications), 초밀집망(UDN: Ultra-Dense Net-
work), 이동망(Moving Network), 그리고 고신뢰통신(URC: 
Ultra-Reliable Communication)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NTT DOCOMO는 5G 이동통
신서비스를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everything co-
nnected by wireless”, “extension/enrichment of wireless ser-
vices”, 그리고 상기 두 가지 서비스를 위한 “cloud compu-
ting”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세부 서비스를 제시
하고 있다[3]. 그리고 이를 위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NTT 
DOCOMO와 도쿄공업대학이 개발한 연구결과, 즉 11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10 Gbps의 전송속도로 전
송하는 시스템을 시연하였다. 국내에서도 5G 이동통신서
비스를 위하여 5G Forum을 구성하고, 산업체, 학계, 그리
고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는 5G Forum에서 제시한 5G 이동통신서비스의 개
념도로써 미래에는 5G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가 도래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4],[5]. 이와 같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성능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
cator)로써 METIS에서는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트
래픽 용량(traffic capacity), 이동성 및 서비스 영역, 에너지
효율, 장치의 수, 신뢰도, 통신지연시간(latency), 스펙트럼
이용의 유연성, 데이터 전송속도 등 8개의 성능 지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지표를 IMT-Advanced보다 매우 높게
설정하였다[6].

그림 1. 5G 이동통신서비스 개념도
Fig. 1. Conceptual diagram of 5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그림 2. 5G Forum에서 제시한 초연결 사회 개념도
Fig. 2. Conceptual diagram of hyper-connectivity society pro-

posed by 5G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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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KPI
Fig. 3. KPIs for 5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트래픽 용량의 측면

에서는 단위면적당 1,000배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네트워
크에 연결된 장치의 수도 10～100배 정도 늘어나며, 가입
자당 데이터의 전송속도도 10～100배 정도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사물통신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10배 이상 증가해야 하고, 통신지연시간이 5배 정
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5G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를 위한
주파수 정책에 관한 분석은 소수에 불과하다[7]～[10]. 5G 이
동통신은 앞에서 기술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기존에사용하는 3 GHz 이하의 대역은물론 3～6 GHz 
대역, 그리고 밀리미터파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한다. 주파수 정책은 현재의 주파수 이용
현황을 토대로 미래의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 5G 이동통신기술의 서비스 시나리오
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주파수 정책을 분석한 후에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파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론
에 이어 제 II장에서는 5G 이동통신을 위한 전파기술을
분석하고, 제 III장에서는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
파수 정책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제 IV장에서는 주파
수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제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위한 전파기술

2-1 5G 이동통신망 개념도  

METIS에서는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있어
서 시장의 변화나 사회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예상

하지 못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5개의 수평적
인 주제(horizontal topics)와 이를 위한 요소 기술(techno-
logy component)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2]. 4가지 주요
요소 기술은 무선접속 및 다원접속기술, 노드 간 협력통
신 및 다중 안테나, 이종 망 연동, 그리고 스펙트럼 이용
및 공존성 기술이다. 한편, 수평적 주제는 D2D(Device- 
to-Device) 통신, MN(Moving Network), UDN(Ultra Dense 
Network), URC(Ultra Reliable Network), 그리고 MMC 
(Massive Machine Communications)이다. D2D 통신은 핵심
망에 관계없이 단말 간 직접통신을 하는 것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트래픽을 off-load-
ing하는 효과는 물론 E2E(End-to-End) 간에 통신 지연시
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MMC 통신은 인간 중심의 이
동통신을 기계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수백억 개의 장치

를 상황에 맞게 연결할 수 있다. MN은 이동성에 따라 3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동성이 높은 MN-M, 저속
의 이동성을 갖는 MN-N, 그리고 차량형의 MN-V로 분류
된다. 한편, UDN은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수용
하기 위한 기술로써 massive MIMO[11],[12]와 같은 고효율

전송기술 등을 적극 개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
째로 URC 기술은 연결성을 100 % 보장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이다. 비상통신이나 교통, 안전 등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곳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림 4는 5가지 주제와 이들 간상호연계성 등을도시

하고 있다. 경기장이나 집회장소와 같이 좁은 장소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야 하고, 사물인터넷을위한 통신망, 이동 중에도 많은 정
보를 주고받는 방안,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통신 방식, 
그리고 고신뢰 통신망 구축 등이 대표적인 주제이다. 

2-2 5G 이동통신망을 위한 주파수 이용기술 

2-1절에서 언급한 미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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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TIS에서 제시한 5G 이동통신망 개념도
Fig. 4. Conceptual diagram of 5G mobile network by METIS.

그림 5. NTT DOCOMO가 제시한 이동통신 대역별 주파수 이용방안
Fig. 5. Spectrum usage of mobile communication bands by NTT DOCOMO. 

는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전국에 걸쳐
모든 곳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hot-spot 지역의 giga bps급
의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주파수

를 전파특성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MN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 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야 하고, UDN traffic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millimeter wave
를 사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MMC 서비스를 위해서는 커버리지나 QoS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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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넓은 지역에
서 소량의 센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는 3 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적절하다. 한편, 
D2D 서비스는 재난 현장에서는 1 GHz 이하의 낮은 주파
수를 사용하고, hot-spot 지역에서는 3 GHz 이상의 주파수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RC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영역과 통신 지연시간 등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NTT DOCOMO 
사가 제안한 개념도이다[3]. 기본적으로 제어정보(control 
plane)와 이용자 정보(user plane)를 분리하여 3 GHz 이하
의 주파수는 전국을 커버하면서 제어정보와 저속의 데이

터를 처리하고, 3～5 GHz 대역의 주파수는 사용자의 정보
를 고속으로 전송한다는 개념이다. 한편, 3 GHz 이하의 주
파수 대역은 가용한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운 다원접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NTT DO-
COMO는 NOMA(Non-Orthogonal Multiple Access)[13] 방식
을연구하고있고, 중국은 SCMA(Sparse Code Multiple Acce-
ss)[14] 다원접속 방식을, 그리고 유럽에서는 FBMC(Filter 

Bank Multi-Carrier)[15] 방식을 연구하여 sidelobe와 guard 
time을 줄임으로써 전송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0 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massive 
MIMO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5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cognitive radio 기술을 이용하
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를
위하여 LSA(Licensed Shared Access)방식[16]을 활발하게 검

토하고 있다. 그리고 5 GHz 대역에서는 DFS(Dynamic Fre-
quency Selection) 기술을 수립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사용
하고 있고, TVWS(Tele-Vision White Space) 기술기준은 미
국 등 일부 국가에서 규정을 마련하였다. 

2-3 5G 효율적인 이동통신망 구축 방안 

한편 이동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트

래픽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전
국의 모든 곳에서 고속의 데이터까지 전송이 가능하게 구

그림 6.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대역별 주파수 이용방안
Fig. 6. Spectrum usage for nationwid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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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효율적인 망 구축 방안
Fig. 7. A method of efficient infrastructure network. 

 
축하는경우, 망 구축비용은 물론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
어 이동통신사로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
서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hot-spot 지역, 도심지역, 교
외지역, 그리고 시골지역 등의 상황에맞게 통신망을구축
해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17],[18].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심지역은 소출력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전파

의 음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망을 구축함으로써 거의 모

든 곳에서 전파를 잘 수신할 수 있다. 반면에, 시골지역으

로 갈수록 대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의 음영지역이

많아지고, 데이터의 전송속도도 낮아지게 된다. 그림 7은
그림 6의 개념도를 토대로 macro/micro cell과 small cell을
연동하여 효율적인 망을 구축하는 경우의 망의 효율성을

나타낸 그림이다[8].  

Ⅲ.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정책 분석 

3-1 스펙트럼의 이용제도 분석

스펙트럼의 이용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펙트럼
면허를 받고 배타적 또는 공동사용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사용하는 개방형 이

용으로 구분된다. 스펙트럼 면허를 받고 주파수를 공동 사
용하는 방법은 1차 공동사용과 2차 공동사용으로 구분된
다. 최근에 이동통신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LSA는 2차 공동사용 방법이다. 개방형 이용은 1차 사용자
(PU: Primary User)가 있는 환경에서 2차 사용자로서 해당
주파수를 공동사용 방법과 면허불요 1차 공동사용 방법으
로 분류된다. 특히 표 2에 나와 있는 LSA는 아직 개념 정
립단계로 이동통신의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지정 또는 사용승인 주파수를 대상으로 기존 사용자

(incumbent)에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2차 공동사용 면허를 말한다. 개방형 주파수 대

면허 이용권 형태 예제

스펙트럼 면허

(Licensed, individual 
authorization)

배타적 이용(Exclusive) ․이동통신

공동사용

(Spectrum sharing)

1차 공동사용 면허
(Shared primary access)

․WAPECS 
․TV 방송과 PLMR(미국 ch. 14-20)
․Radar의 Exclusion Zone

2차 공동사용 면허
(Shared secondary access)

․LSA 

면허 불요 또는

개방형 이용

(Unlicensed, 
license-exempt)

면허 불요 2차 공동사용
(Horizontal shared secondary access)

․Unlicensed TVBD
․Wi-Fi DFS
․UWB-DAA

면허 불요 1차
공동사용(Horizontal 

shared access)

용도 미지정

(Spectrum commons)
․FACS, ISM 대역

용도 지정

(Application specific)
․RFID, WMTS
․MICS, MBAN

표 1. 스펙트럼 이용형태의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spectrum usag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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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ATG1 및 RATG2 서비스를 위한 2020년의 주파

수 수요

Table 2. Spectrum needs for RATG1 and RAYG2 services 
in the year 2020.

Total 
spectrum 

requirements 
for RATG1

Total spectrum 
requirements 
for RATG2

Total spectrum 
requirements 

for RATG1 & 
RATG2

Lower user 
density settings

440 MHz 900 MHz 1,340 MHz

Higher user 
density settings 540 MHz 1,420 MHz 1,960 MHz

역은 종래에는 면허불요 1차 공동사용에 한정되었으나, 
제 I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정 또는 사용승인 주파수
의 이용률이 낮은 대역에 대하여 면허불요 2차 공동사용
을 허가하거나, UWB(Ultra Wide-Band)와 같이 spectrum 
underlay로 허가하는 대역을 말한다. 앞으로는 면허불요 2
차 공동사용 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파수 부족문제를 해

결하여야 할 것이다. 

3-2 전파지형의 재편에 따른 주파수 정책 방향 

2007년 스마트폰이 출현한 이후 전파의 이용이 이동통
신 중심으로 재편되고있다. 특히 소형 셀과 인지무선기술
이 매우 발달하면서 이동통신에도 2차 면허를 허가하는
등 주파수 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림
8은 ITU에서 예측한 이동통신의 트래픽에 관한 자료이다

그림 8. ITU-R의 이동통신 트래픽 예측
Fig. 8. Traffic estim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by ITU- 

R.

표 3. 주파수 정책방안 및 특징
Table 3. Types and features of spectrum policy for spec-

trum scarcity.

주파수 정책방안 특징

회수 및 재배치
․ 천문학적 비용 필요

․ 중장기적 추진 방안

주파수

공동사용

개방형

전파

․ 창의적 전파이용

․ 단기적 추진 방안

․ 1차 개방형 이용은 동종기기와
공존 기준 필요

․ 2차 개방형 이용은 PU 및
동종기기와 공존 기준 필요

LSA
․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방안

․ 단기적 추진 방안

․ PU와 공존 기준 검증 필요

[1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의 트래픽은 2010년을
기준으로 25배에서 100배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이 중에서 인구 소밀지역(lower user density settings)은
44배를 적용하고, 인구과밀지역(Higher user density sett-
ings)은 80배를 적용하여 2020년도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
를 계산하면 인구 소밀지역은 1,340 MHz의 주파수가필요
하고, 인구과밀지역에서는 1,960 MHz의 주파수가 요구된
다. 표 2에서 RATG1은 IMT 서비스까지의 이동통신을 나
타내고, RATG2는 IMT-Advanced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
한 예측 자료를 토대로 선진 각국에서는 모바일 브로드

밴드 대역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

다. 미국은 NTIA를 중심으로 FCC와 협력하여 NBP(Na-
tional Broadband Plan)를 수립하고, 2020년까지 500 MHz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20],[21].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에 수립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 따라 2020
년까지 680 MHz 이상의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다[22]. 
그러나 주파수 이용은 중장기 이용계획에 따라서 추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주파수대역은 이미 기존 사용자가
있고, 이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하기위해서는 많은시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려
면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용해야 한다. 표 3은 주파수 정책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으로 회수 및 재배치

방법은 기존 사용자의 이전에 따른 비용과 소요기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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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3],[24]. 반면
에, 주파수 공동사용방법은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이가능
하여 미국의 PCAST(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25]. 또한, 소 출력 무선기술이 확대됨에 따라 3 GHz 이상
의 주파수 대역의 활용과 UDN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자
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3-3 5G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을 분석한다. 전국을서비스하기 위한 전
국망구축은 이미 배타적 할당을 통하여 공급한 3 GHz 이
하의 대역을 이용하고, 3-5 GHz 대역과 같이 이미 기존 사
용자가 있는 대역은 LSA 방식으로 주파수 공동사용 방식
을 이용하여 할당한다. 다만 이 대역에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가 가능한 대역은 장기적으로 배타적으로 할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5 GHz 대역은 이미 세계적으
로 Wi-Fi의 이용 대역으로 분배되어 있고, 많은 국가에서
Wi-Fi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Wi-Fi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여 이동통신 트래픽을 off-loading하여야 한다. 최
근 들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5.35～5.47 GHz 대역과
5.85～5.925 GHz 대역도 Wi-Fi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26]. 
한편, connected car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5.85～5.925 
GHz 대역의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대역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대역은 ITS 서비스를 PU로 지정
하고, Wi-Fi 서비스는 ITS에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5.65～

5.925 GHz 대역에 방송중계용 주파수를 설정하여 다른 나
라와조화를 이루지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국제호환성
을 위하여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 1장에서 기술한 UDN을 위한 주파수는 10 GHz 이상

의 대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10.5 GHz 대역을 적극 선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8 
GHz 대역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역은 국제
적인 조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통일된 대역의 기술개발이 시급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형태를 나타낸다[7]. 여

기에서 dedicated licensed spectrum은 배타적으로 할당을
받은 주파수 대역으로 사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

거나 필요에 따라서는사업자 간에 스펙트럼풀을 만들고, 
트래픽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Vertical sharing은 1차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차 사용자를 허
가한 대역에서 가능하다. 이 때 DFS 또는 DCS(Dynamic 
Channel Selection) 등의 센싱 기술을 사용하거나, geo-loca-
tion DB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unlicensed sharing 
bands는 면허불요 1차 사용을 말한다. 

Ⅳ.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 

4-1 모바일 브로드밴드 대역의 확대 

제 III장 2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기술의 눈
부신 발전으로 5 GHz 이하의 대역에서 500 MHz 이상의

그림 9. METIS가 제시한 주파수 공동사용 방법
Fig. 9. Spectrum sharing method proposed by ME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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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정책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680 
MHz의 대역폭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대역의 회수/재배
치가 용이하지 않다. 3.4～3.6 GHz 대역은 정부가 오랫동
안 IMT 대역으로 분배하고, 방송중계 등 그동안 사용해
오던 장비를 타 대역으로 이전한 결과, 회수/재배치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부족한대역폭은 주파수 공
동사용을 통해서 확보하여야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전파의 이용은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UDN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국제적으로 호
환성이있는 대역을 선정하고, 이를 국제 분배에 반영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GHz 이상의 대역에서 5G 이동통
신 주파수를 확보하는것은상대적으로용이하다. 다만 국
제적으로 호환성을 갖는 대역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4-2 주파수 공동사용의 확대 

LSA 정책을 적용할 대상 주파수로는 현재 2.3 GHz 대
역과 3.8 GHz 대역이 유력하다. 2.3 GHz 대역은 유럽에서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일환으
로 LSA 면허로 이동통신과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구체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3.8 GHz 대역은 위성이 사용하고 있
는데, 위성에 간섭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LSA를 허용
하는 방안을 많은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이행을 위해서는 3.6～4.2 GHz, 4.4～5 GHz 
대역에 LSA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의
FCC에서는 5 GHz 대역의 Wi-Fi 이용 대역도 5.35～5.47 
GHz 대역과 5.85～5.925 대역에도 적용하기 위한 NPRM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공표하였다. 이와 같이
이동통신과 관련된 주파수 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정책

을 통하여 이동통신 주파수를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전파법이 개정되어 주파수 공동
사용을할 수 있도록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공동사용
으로 인한 간섭분석을 철저히 수행하고, 공동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3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동사용 대역의 선정과 수직/수평적
공동사용으로인한 공존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기술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4-3 스펙트럼 이용자유화의 확대

전파를 경제적 또는 창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

펙트럼 면허를 받은 자가 용도 및 사용기술을 스스로 결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스펙트럼의 이용자유화(Spec-
trum Liberalization)라고 한다. 용도를 정부가 미리 규정하
면 해당 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므로 해당 주파수를 이용하

여 더 좋은서비스를제공할기회를잃게 된다. 또한, 기술
규격을 미리 정해 놓으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여도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스펙트럼 이용 자유화 제도를 선택하여 경매하

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 GHz 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대역에서만 서비스 중
립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
dical) 대역을 포함하여 용도 미지정대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인접대역이나
인접지역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간섭의 양이 허용된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주파수 이용권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송신 스펙트럼의 mask뿐만 아
니라, 간섭 보호기준도 설정해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서는 정부가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하는 방안

도 필요하다. 

4-4 주파수 관리체계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주파수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로 3원화 되어 있다. 방송주파
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수립 및 관리를 하고, 그 외
의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에 관한 사항
은 국무조정실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요즘과 같이
기술이 매우 빠르게발전하고, 산업간 융합이 많은환경에
서 3원화된 주파수 정책은 산업 및 기술의 변화에 신속하
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까지 발생하는
경우 주파수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파수 관리체계를 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4-5 국제 호환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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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는 자유공간을 이용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항상 인

접국가와의 조정 또는협력이 필요하다. 과거 일본이나 미
국 등은 독자적인 갈라파고스 전파정책을 펼쳤으나, 인접
국가와의 전파간섭이 발생하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고
립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의 국
가가 글로벌 전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ITU-R의
국제 분배를 토대로 인접국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내 분배

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ITU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정
책방향을 결정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국내 이

용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국내
의 주파수 정책을 결정한 후에 WRC 회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700 MHz 대역의국내분배를비롯하여 5 GHz 
Wi-Fi 대역의 국제적 호환성도 필요하다. 현재 5.65～5.925 
GHz 대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방송중계가 우선하는 대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5.8 GHz ISM 대역을 제외하고는

Wi-Fi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조속히 국제적 호환성을 갖
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ITS 대역도 국제화가
시급하다. 미국이나 유럽이 5.85～5.925 대역을 ITS 대역
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connected car 시대를 맞이하여 광
대역 주파수가 더욱 필요한 만큼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10 GHz 이상의 대역에서는 국제적으로 10.5 GHz 

가 5G 이동통신 대역의 후보로 유망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대역도 국제

적인 흐름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주파수 정책을
분석한 후에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미래 이동통신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파수 분배 환경에서 모바일 브

로드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3 
GHz 이하의 주파수는 기존과 같이 배타적 이용을 전제로
할당하고, 3～5 GHz 대역은 기존 사용자가 존재하므로, 

기존사용자가 다른 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주파수 공

동사용 조건으로 할당하되 기존 사용자에게 간섭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0 GHz 이상의 대역은 국제 호환성
을 위하여 글로벌 대역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역을 발굴하

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5 GHz 대역의 주파수 정책을 국제적 호환성을

갖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ITS와 중복되는 대
역에서는 ITS를 PU로 하고, Wi-Fi가 2차로 사용을 허가할
것과 5.65～5.925 GHz 대역의 방송중계를 다른 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주파수 공동사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3～5 GHz 대역은 이미기존사용자가 존재하므로먼저주
파수 공동사용을 통하여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회를 실현

하고, 중장기적으로 회수및 재배치를 통하여 이동통신 대
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5 GHz 대역에서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조정하고, 5.85～5.925 GHz 대역은 ITS를 1차
사용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전파의 경제적 및 창의적 이용을 위하여 주파수

이용자유화를 적극 확대하되, 정부가 충분한 간섭관리 도
구를갖추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파수공동사
용 시에도 충분한 간섭분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간섭관리를 과거의 송신기 관리에서 수신기 관점에서의

간섭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
끝으로 전파정책은 기술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되

어야 한다. 전파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는 전파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국제 흐름에 맞게 전파정

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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