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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파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전파자원은 특정인들

만을 위한 것은 또한 아니다.  따라서 전파를 이용하

는 경우(특히 송출)에는 국제적인 규칙을 책정하고 이

에 근거하여 전파자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칙제정을 하고 있는 곳은 국제연합의 하부 조직 가

운데 하나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이다. 그리고 각

각의나라에서는 ITU가작성한권고에기초하여주관

부서에서 자국의 운용규칙을 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ITU는 넓은 범위의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몇 개의 연구그룹을 따로 두고 있으며(SG), 연구그룹

에서는 다양한 연구과제에 대한 회답을 하고 또 기술

면·운용면·규제면의 검토를 하여 권고안을 작성한

다. 이러한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은 업무에 적합한 주

파수, 향을 주는 간섭 레벨값, 다른 업무와의 공동

사용조건, 송출 레벨의 상한 값과 같은 것이다. 그리

고 이들 권고안은 WRC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심

의·채택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 연구그

룹의 구성원들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주를 이루지만,

WRC는 행정관이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SG의 토

의결과가 그대로 권고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WRC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

야말로 국제정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일이며, 각 나

라의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와 마주치

게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을 주관하면서 전 세계

의 전파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곳이 곧 국

제전기통신연합으로서, 1992년스위스제네바에서개

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추가전권위원회에서는 ITU의

조직을 크게 전파통신(Radiocommunication), 표준

화(Standardization) 및 개발(Develo-pment) 등 3

개 부문으로 나누는 등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

면서 기존의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WARC)를 세계

전파통신회의(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존 주관

청 중심의 회의를 민간부문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된

회의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WRC

2003 세계전파통신회의
(WRC-2003)
준비회의(CPM)

강상선 / 정보통신부주파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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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대비하기위하여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 1999

년부터 국내 WRC준비반을 조직하여 필요한 활동에

적극대처하고있다.

한편 WRC는 국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주파수대와

위성궤도의 분배 및 이용방법, 무선국의 운용, 기술기

준 등과 관련한 규제/절차를 규정한 전파규칙(RR)을

제·개정하는 ITU 전파통신부문 회의로 전파통신부

문의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ITU에등록된회원국의

주관청과 사업자, 국제·지역기구 및 단체 등의 대표

가 참가하며, 통상 2∼3년마다 개최한다.  그리고

WRC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통상 각국의 전파통

신·방송 관련 법·제도 규정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며, 관련 기술과 산업에도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위해

서는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연구는 국제전기통

신연합의 전파통신 분과(ITU-R)에서 담당하고, 연구

결과를 최종 확정짓기 위해서는 WRC회의 개최직전

에 WRC준비회의(CPM;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를 개최하게 된다.  따라서 CPM회의에서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WRC 의제

에 대한 각 국가 및 ITU-R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사

전조율하여 WRC의 기본 검토문서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CPM회의에 대해서도 상기 정보통신부 산하의 WRC

준비반에서 우리나라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

익을선양하고있다.

2. CPM-02 회의 개요

상기의 WRC-2003회의의 기술문서를 작성하기 위

한 준비회의 CPM-02는 2002년 11월 18일 ∼ 11월

29일까지 12일 동안,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본부가 있

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가 가지는

중요한 성격 때문에, 189개국의 ITU 회원국 및 회원

사들, 국제기구 대표 등에서 약 1,200여 명이 참가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 등을 비롯한 15개

기관에서32명의대표가참석하 다.

CPM-02회의는 전체 총회와 7개 Working Party

및 30여 개의 Drafting Group으로 구성하여 진행되

었으며, 작업반별 의장과 담당 역할은 별첨 1에 첨부

되어 있으며, WRC-03회의의 의제에 대한 CPM보고

서의분류내용은별첨2에첨부되어있다.

금번의 CPM-02회의의 주요의제로는 WRC-2000

회의 이후 진행되어 온 ITU-R 연구그룹과 주관청 등

의 WRC-2003회의용 50개 의제별 연구결과 검토 및

사전 의견조율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WRC-2003의기본검토문서가되는CPM 최종보고

서를작성하는것이었다.

3. WRC-2003 주요 쟁점 의제

WRC-2003에서는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전파통신·방송 관련 현안 사항으로 모두 50개의 의

제가 상정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간, 지역간 의견이

상충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다음

과같은의제들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IMT-2000 이후이동통신시스템검토

5GHz대역무선LAN용주파수분배

공공안전용전세계공통시스템도입및주파수분배

통신·방송 융합 및 유·무선 통합 서비 (TWIMS

: 지상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도입검토

방송위성수신용안테나크기표준화

성층권 통신시스템(HAPS)의 IMT-2000 기지국

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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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주요 활동내용

이번 CPM 회의에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부 등 15개

기관에서 32명의 대표가 참석하고, 이미 아·태지역

공동 제안서에 반 하여 제출한 부분과 별도로 제출

한 15개 의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반 시키기 위

해 노력하여 특히 5GHz대 RLAN 주파수 확보,

45cm 방송위성 수신용 안테나 보호, 공공안정 시스

템용 주파수 수요량 산출 모델, 정지궤도 DAB 제한

규정 확대적용 억제 등 주요 전략 의제에 대한 제안

을모두반 시키는데성공하 다. 

이와 함께 주요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Coordinator(8명)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본, 이란,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과 아·태지역 차원

의 협력을 위한 개별 협력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한편

미국과 45cm 방송위성 수신용 안테나 보호, 정지궤

도 DAB 제한규정 확대적용 억제 등 주로 방송위성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공조하고, 유럽과는 5GHz대

RLAN 주파수 확보, IMT-2000 이후 이동통신 시스

템 등 방송위성 관련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 사안을

공조하기위한협력회의를수시개최하 다.

5. 주요 의제별 회의결과

회의결과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는 50개 의제별로

ITU와 주요 국가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WRC

에서 검토할 의제별 방안들을 기술적, 규제적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는 한편, 각 방안별로 장점과 단점도

제시함으로서 주관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있는바본고에서는WRC-2003에서주요쟁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할 의제들에 대한 회의결과와 우리나라의 활

동상황을소개한다.

□ IMT-2000 이후 이동통신 시스템 검토

WRC-2000에서는 IMT-2000 이후 제4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의 도입과 주파수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ITU-R과 주관청이 연구토록 결정하 으며, 이번 회

의에서는 동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아야 하

고, 이에 따라 신규 주파수 분배가 필요하다는 ITU-

R 연구결과를 반 하여 차기 WRC에서 분배되도록

의제로 상정할 것을 결정하 는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적정 주파수 대역과 소요

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차기

WRC까지는 동 시스템의 도입과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

다.

□ 5GHz 대역 무선랜(RLAN)용 주파수 분배

현재 고정위성, 무선항행, 우주연구, 지구탐사용 등

으로 사용되고 있는 5150∼5350, 5470∼5725MHz

대역을 무선LAN이 사용가능한 이동업무에 분배를

검토하는 의제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무선표정업무 사용확대와 지구탐사 위성업무 보호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특히 5470~5725

MHz 대역의 경우 차기 WRC(2007년 예정)에서 검

토할 것을 제안하는 등 국가간 및 지역간 의견이 크

게 상충되고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선LAN 이

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와

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미국 등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단점을 보고서에 강력히 반 함으로써 WRC-

2003에서의 분배 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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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안전 및 재난구호(PPDR)용 주파수 분배

인명안전 및 재난구호 활동분야의 국제적 공조를 위

한 시스템 도입 및 공동사용 주파수 수요량과 대역을

검토하는 의제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동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확산되면서 주

요의제로 대두되고, 현재 14개의 후보 주파수대역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WRC-2003에서의

신규 주파수 분배완료를 목표로 후보대역별 검토후

각 대역별로 장·단점을 표시하여 각 국가가 검토 후

WRC에 그 결과를 제시토록 하 는데 지금까지의 검

토결과를 보면 380-470(음성), 806-870(데이터),

746-770(데이터), 4940-4990(초광대역) 등이 유력

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APT 공동안으

로 68-88MHz, 138-144MHz, 148-174MHz, 380-

399.9MHz, 406.1-430MHz, 440-502MHz, 746-

806MHz, 806-824MHz와 851-869MHz을 후보대

역으로 반 시키고, 관련 ITU-R 연구반을 통해 제시

한 소요량 산출모델 및 지역별 소요량 등을 모든 국가

의동의를얻어반 시키는데성공하 다.

□ 지상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TWIMS) 도입

최근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등장

과 이에 따른 기술적·제도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을 고려하여 지상에서의 고정, 방송 및 이동업

무를 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인 TWIMS(지상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 : Terrestrial Wireless

Interactive Multimedia Service)의 도입을 검토하

는 의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TWIMS 개념, 기술적

특성, 신규 주파수 분배 및 관련 제도 등의 WRC-

2003 결정과 전파규칙 반 에 따른 장·단점 등을 비

교하여 제시하 으며, 우리나라는 고정·이동·방송

업무 구분에 따른 관리가 비효율적인 응용서비스들이

폭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시스템의 도입

에 관심을 표명하고, 신규 주파수 분배를 위한 업무간

스펙트럼 조화문제 등이 ITU-R을 중심으로 계속 연

구되어야함을제안하여반 시켰다.

□ 제3지역 방송위성 수신용 안테나 크기 표준화

방송위성과 타업무간 주파수 공유를 위해 위성에서

의 출력완화 방안이 대두되면서 일부 유럽국가를 중

심으로제3지역방송위성수신안테나크기를60cm로

표준화할 것을 제기한 의제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

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60cm 적용 주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45cm 적용 주장에 대하

여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두 가지 방안 모두를

WRC-2003 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 다. 우리나라

는 현재 스카이라이프에서 사용중인 수신안테나를 고

려하여45cm 적용방안이WRC-2003 회의에서논의

될 수 있도록 CPM 보고서에 명시할 것을 적극 주장

하여반 시키는데성공하 다.

□ 일반 고정위성 업무용 주파수 확보

WRC-2000에서는 위성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간 공유기준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의 연구를 ITU-R과 주관청에 요구하 다. 우리

나라는 장기적으로 국내 위성주파수의 확보를 위해

현재 무궁화 2호 위성의 방송 피더링크용 주파수대역

으로 사용중인 14.5-14.8GHz를 일반 고정위성업무

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동 제안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 미국 등 대부분 국가

의 동의를 얻어 CPM 보고서에 최종 반 함으로써 무

궁화 2호 위성의 주파수 자원 활용도를 크게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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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는기반을마련하 다.

□ DAB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절차 및 기술기준

표준화

WRC-2000에서 비정지궤도를 이용하는 방송위성

(음성)시스템(DAB)과 지상업무간의 주파수 공유를

위한 절차 및 기술기준 표준화 연구를 요구한 의제

로,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비정지

궤도를 이용하는 방송위성(음성)시스템에 적용될 절

차 및 기준을 정지궤도 방송위성(음성)시스템에도 확

대 적용할 것을 주장하 다. 이러한 주장을 반 하는

안은 작업반(WP)회의 문서에 포함되어 마지막 총회

까지 상정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상기 안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제기하여 성공적으로 해당 문안

을 삭제시킴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정지궤도 DAB 시

스템을도입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 다.

□ 13.75-14.0GHz대역에서 고정위성 통신업무

이용제한 완화

동 대역에서 무선측위업무(특히 레이다) 보호를 위

해 고정위성 통신용 지구국 안테나를 4.5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전파규칙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의제로, 현재 동 주파수를 군 레이다망 등

에 이용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의 적극적인 반대의

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완화를 지지하

는 입장이었으며, 안테나 크기를 1.2m까지 완화하

고, 선박용 레이다 보호를 위해 해안선 근방에서는

지구국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가와 같이 안테나 크기 완화를

지지하면서 향후 고정위성 통신업무의 활성화를 위

하여 현행 규제를 완전 삭제하고, 각 주관청이 역무

간 혼신문제를 조정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

시켰다.

□ 성층권 통신시스템(HAPS)의 IMT-2000 기

지국 활용

WRC-2000에서는 HAPS의 IMT-2000 기지국

활용을 허용하고, 관련 기술 및 제도의 연구수행을

ITU-R과 주관청에 촉구하고 있는바 현재 지상시스

템간의 간섭문제는 국가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다는

유럽 주장과 국제적 조정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회의에서는 성층권 중계기 도입

시 통고 절차와 간섭분석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ITU-R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다는 내용

을 관련 결의에 포함키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하 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IMT-2000 기지국 HAPS 활용

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등에 대한 향을 고려하여

HAPS 기지국과인접국가의지상시스템간간섭기준

과 조정절차에 대한 ITU-R의 추가 연구와 국제적

규정마련이필요함을적극주장하 다.

□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주요 의제

검토

WRC-2003회의 이후 WRC-2007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는 우선 GMDSS의 도입 이후와 모

든 선박 등급에 의무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한 운 절

차의 검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전파천문업무의 원

활한 수행을 위해 275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재분

배 검토 및 연구에 대한 의제가 제출되어 있으며, 위

성망 운 및 조정절차 관련의 결의 86(마라케쉬, 전

권위원회)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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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의제가있다.

한편, 470MHz-86MHz 대역에서 1GHz 이하의서비

스 링크용 비정지 이동위성업무(non-GSO MSS) 주

파수 분배를 검토하는 의제와 중단파 대역에 주파수

적응형 시스템(Frequency adaptive system) 도입

을 검토하는 의제 및 14.5GHz-14.8GHz 대역의 3지

역(아·태 지역)에 대한 고정위성업무(지구 대 우주)

용 주파수 분배 검토의제, 그리고 156∼174MHz 대

역 해상이동업무에 새로운 디지털 변조기술의 사용

및 그 결과에 의거한 전파규칙 부록 18의 개정 검토의

제등을주요의제로들수있다.

그 밖에도 지상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TWIM) 관련 규

제적사항과세계적조화가가능한스펙트럼할당검토

의제및 IMT-2000과 System beyond의향후개발을

위한스펙트럼요구조건검토등을들수가있다. 

□ 향후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채택을 위한 원

칙제시

마지막으로 금번의 CPM-02회의에서는 2002년 전

권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과 같은 WRC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포함시켰다.

가. WRC-2003에서는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차차

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필요한 준비, 행정절차, 적

정예산 등을 결정해야 한다.

나. WRC-2003회의에서는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 초안과 차차기 회의의 예비의제를 제안하고,

각 지역기구의 WRC 공동의견 및 제안을 촉진함과

동시에, WRC 준비기간 동안 각 의제에 대한 지역

기구간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을 촉진하기로 한다.

한편 ITU 헌장 및 협약의 원칙과 ITU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RAG, WRC, PP가다음과같은원칙을결정

할수있도록권고하는내용을보고서에포함시켰다.

가. WRC 의제는 가능한 한 전파통신국과 주관청이 다

룰 수 있는 범위내로 한정한다.

나. 전파통신국(ITU-R)에서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

제의 경우에는 차기 의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차차

기 예비 의제로 유지한다.

다.  가능한 한, 차기 및 차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는 그 다음의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에서

제외한다.

라. 각 WRC의제에 대해 지역 준비회의에서 공동의견

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6. CPM-02 회의결과 후기

2002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CPM-

02회의에서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현재 및 향후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능동업무 및 수동

업무의 주파수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CPM-

02회의 직전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

전파통신협의체(APT)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APT의 공동의견을 창출하고, CPM-02회

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안서와 APT의 공동

제안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제안의견을 관철시키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IT강

국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WRC-2003회의에서는이러한결과를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이익에 기여하는 최종적인 좋은 결과

를 얻게 되기를 정보통신부의 관계자 여러분과 WRC

준비반모두에게기대해보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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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E. Davison 
(USA)

Mr. K. Kosaka 
(Japan)

L. Casado

해상이동, 아마추어, 아
마추어위성 및 방송위
성업무(MF, HF 대역)
(의제 1.2, 1.7, 1.9,
1.10, 1.14, 1.2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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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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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의제 1.21, 1.22, 7.2)

V. Rawat (Canada) D. Schuster 

Chairman, SCRPM F. Rancy (France)
Secretary, SCRPM P. Lundborg (ITU B)

Chapter

WG 1

WG 2

WG 3

WG 4

WG 5

WG 6

WG 7



243[제85호] TTA저널

20
0
3 세

계
전
파
통
신
회
의
(W

R
C
-
20

0
3)

준
비
회
의
(C

P
M
)

별첨 2. WRG-03 의제별 CPM-02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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