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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호주 통신미디어청이 매년 발표하는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중 최근 발표되었던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5개년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과 2021년에 발표된 이용계획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파수 이용계획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Ⅰ. 서 론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매년 5개년 동안의 주파수 이용과 관리에

대한중장기 계획인 Five-year Spectrum 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 2020

년 9월에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업무계획(Work Program)을 다룬

FYSO 2020-2024를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FYSO 2021-2026에 대한의

견수렴(Consultation)을 진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FYSO

2020-2024을 통해호주의중장기주파수 이용정책에대한주요내용과 발

표 이후 6개월 간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통한 연차 업무계획에 대한 업데

이트내용을 간략히살펴봄으로써우라나라의중장기 주파수이용계획제

도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호주의 주파수 중장기 이용계획(2020-2024)

1. 기본 구성

호주의 중장기이용계획은 주파수 수요, 기술개발, 정부기관의 주파수 이

용 우선순위, 사용 가능한 자원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 주파수관리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중장기 이

용계획은 이용계획(Planning), 할당계획(Forward Allocation Work

Plan), 면허체계(Licensing and Licensing system), 주파수대가(Pricing),

제도운영(Compliance and enforcement), 국제협력(International

engagement) 등의 부분으로 나뉜다. 이용계획 측면에서주파수 이용효율

과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할당, 면허체계의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규제를 실시하여장기간안정적인이용을 보장하는것을목표로

하고 있다.

2. 모니터링(Monitoring) 및 재배치 사전준비(Preliminary replanning)

모니터링계획에 따르면 3100-3400㎒ 대역은 무선측위서비스로 이용되

었으나, ITU-R M.1036 권고에 따라 IMT 서비스로의 이용이 검토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연구 진행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4.8㎓(공공안전근거리망), 13㎓(위성), 40

㎓(이동통신) 대역의신규수요에대응한 모니터링을실시할예정이다. 한

편, 주파수 재배치와 관련하여 2㎓(1980-2021㎒ / 2170-2200㎒) 대역은

단기애플리케이션및 TV전송용으로 사용중이나, 모바일위성, IMT, 직접

공대지(Direct Air to Ground) 통신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와 관련된

재배치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의 3700-4200㎒ 5G 주파수 이

용정책에 영향을 받아, 동 대역의 IMT 이용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1]

3. 진행상황 보고서(6-month progress report)

ACMA는 중장기 이용계획 발표 이후 6개월 간의 진행상황을 일반에 공

개하여, 연차별 계획의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최근 공개된 보

고서에 따르면, 600㎒, 3.3㎓, 4.5㎓ 등 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

중이며, 2㎓ 및 3700-4200㎒ 대역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2020년 4분기에

완료되어 2021년 1분기와 3분기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본 보고서에는 FYSO에서 다루었던 각 주파수 대역별 프로젝트 우

선순위(Project Priorities), 일정(Timeframe), 진행상황 또는 변동사항

(Progress / update)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제공된다.[2]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주파수 관리기관이 공표하는 중장기 주파수 이용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부 정책의 공개와 지속적 모니터

링, 사후관리는 국민의 주파수 이용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의 제

고라는 순기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5개년 주파수 이용

계획은국내주파수이용정책에주는시사점이크다고할수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수립되는 정기적 이용계획인 공공용 주

파수수급계획도주파수 관리제도의기능을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매

년 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파수 공급결과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및 분석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거

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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