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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일본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5G의 전국 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일본 총무성
에서는 지역서비스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유연하게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Local 5G 서비
스에 대한 기본 개념, 주파수 분배, 면허의 기본적인 허가 방향 및 기술적 조건 등을 검토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도 산업체 요구에 대응하는 Local 5G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일본과 독일의 주파수 할당현황 및 Local 5G 정책 방향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mobile communication providers have begun to rollout nationwide 5G services in Japan. In addition to these services, the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Japan has reviewed and introduced the basic concepts of a local 5G service,
frequency allocation, basic policy direction, and technical regulations for licensing, which can be flexibly constructed and used by
various entities, according to the needs of local services and various industries. At present, the introduction of a local 5G system is
under review in Korea, in response to industry demand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persuasive policy for planning the
introduction of a 5G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the local 5G policy directions in Japan and Germany.
Key words: Japan, Local 5G Service, Frequency Allocation, Policy Direction, Technical Regulation

Ⅰ. 서

론

최근 일본에서는 안정적인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이하 "5G"라 한다.)을 자가망용
무선으로 활용하는「Local 5G」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주파수 분배 및 이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배
경으로는 5G는 제4세대까지 기존 모바일 서비스와 비교할
때,「초고속 대용량화」를 실현함과 동시에「초지연」,「다
수동시 접속」등과 같은 기술혁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
양한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무선통신시스템의 이용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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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5G 무선 환경을 이용하여
자동차, 의료, 건설업, 산업기계, 스마트 미터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자가망용으로 5G 활용을 진행함으로써 새
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한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지방에서는 산업의 쇠퇴와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통신 요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 총
무성 산하「Local 5G 검토 작업반」에서는 2019년 3월
Local 5G 관련 주파수 분배 정책방안 및 기술적 요구
(안) 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성에서
는 2019년 8월까지 일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추가검토 대역에 대하여는 2020년 6월에 제도
정비를 수행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동 작
업반에서 현재 지역 BWA(Broadband Wireless Access)로
사용되고 있는 LTE 기반의 주파수를 자가망용 BWA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4G와의 호환성을 유지
하려는 제도 정비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Local 5G와
자가망용 BWA의 주파수 분배 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
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1)

Ⅱ. 개인 LTE와 Local 5G

일본에서 제도도입 예정인 Local 5G는 개인 LTE(private
LTE)로 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LTE 서비스는 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부설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통신사업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인 LTE는 자가망용 무선으로 사용되
는 경우, 제한된 영역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계는 있
지만, 통신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나 이용자가 기지국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통신설비와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을 업체로부터 조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LTE는「LTE를 이용한 무선 LAN」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1)

자가망용 무선은 일반적으로 비면허무선기기인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산업계와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사용하는 무
선 LAN 주파수 대역은 대부분이 비면허무선기기를 이용
한 주파수 공동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배타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LTE와 비교하면 보안 측면에
문제가 있거나,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통신상태가 불안정
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션크리티컬(mission critical)한 사
용자는 무선 LAN의 전반적인 이용에 불안을 갖게 된다.
개인 LTE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무선 LAN의 Wi-Fi
와 동일하게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인증에 SIM을 이용하여 높은 보안을 유지
하면서 공중망을 거치지 않고 전용으로 사용하여 핸드오
버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 고신
뢰, 낮은 지연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역에 따
라 통신사업자가 면허 대역을 임대하여 개인 LTE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개인 LTE는 Wi-Fi와 LTE
두 개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개인 LTE는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
으로 시작되어 광업과 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자동운전차, 로봇, 드론 등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산업체
요구가 대두되어 개인 LTE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 그러
나 공장의 규모와 생산 공정의 복잡한 정도 등에 따라 4G
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LTE가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발
생하였으며, 개인 LTE가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5G로 대치되는 Local 5G의 요구가 대두되었으며,
일본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Local 5G의 주파수 분배
를 시작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LAN

[3]

Ⅲ. 일본의 Local 5G 검토 배경 및 개념

[4]

3-1 Local 5G 개념 및 추진 경과

의 보급은 다양한 새로운 통신요구에 유연하게 대
응함으로써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이 가
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
5G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대역별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주파수 분배라고 정의하였으며,
주파수 대역별 이용주체에 대한 내용은 주파수 할당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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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총무성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5G
의 전국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IoT의 보급으로 통신
요구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요구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별 요구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유연
하게 구축/사용 가능한 새로운 분배제도인「Local 5G」의
검토를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지역 및 산업 분야의 개별
적 요구는 공장, 도로, 개인 사업장, 단위 건축물 등과 같
은 작은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개념으로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3가지 전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을 이용할 것
⦁지역적인 local 요구에 따른 비교적 소규모 통신환경
을 구축할 것(그림1 참조)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타인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 총무성은 정보통
신심의회 신세대모바일통신위원회 산하에「Local 5G 검
토 작업반」을 설치하여 Local 5G의 기본 개념, 면허인가
방법 및 기술적 조건 등의 검토를 실시했다. 본 작업반
은 2018년 1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 후, 2019년 3월
14일까지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기 실행이 가능한
28.2～28.3 GHz 대역에 대한 “Local 5G 기술적 조건 (안)”
제시하였으며, 2019년 5월 23일까지 제시된 안에 대한 의
견모집을 수행하고 있다 .
2)

[6]

스마트 팩토리

(a)
(a) Smart factory

중기계원격조작

(b)
(b) Heavy machinery remote control

이용 이미지

그림 1. Local 5G
Fig. 1. Image of Local 5G.
2)

「
」
3-2-1「Local 5G 검토 작업반」검토 진행 방향
「Local 5G 검토 작업반」에서는 Local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4.6～4.8 GHz 및 28.1～29.1 GHz)에 대
한 분배에 따른 할당방법과 기술적 조건을 제정함과 동
시에, 4G의 통신방식과 호환이 가능한 2.5 GHz 대역에 분
배된 “지역 BWA” 용도를 “자가망용 BWA”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확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Local 5G에 대하
여는 그림 2에서 제시한 주파수 대역별로 검토기한을 정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8월까지 추진범위
- Local 5G는 4.6～4.8 GHz 및 28.2～29.1 GHz의 주파
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작업반에서는 다른 대역에 비해 고려사항이 적다
고 생각되는 28.2～28.3 GHz의 100 MHz 대역폭에
대해 먼저 Local 5G의 기술적 조건 등을 확정한다.
-「지역BWA 용도」로 분배된 2.5 GHz 대역을「자가
망용 BWA 용도」로 추가사용은 실내 또는 건축부
지 내부 또는 옥외로 이용범위를 한정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건 등을 확정한다.
⦁2019년 12월까지 추진범위
- 4.6～4.8 GHz 및 28.3～29.1 GHz 주파수에 대한 기
술적 조건은 1년 정도 검토를 추진하여, 공동사용
조건 등이 결정된 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수
3-2 Local 5G 검토 작업반 의 주요 검토 내용

[5]

후보대역 상황

[1]
그림 2. Local 5G
Fig. 2. Candidate frequency band of Local 5G.

국내에서는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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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
대역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추가
검토를 수행한다(예를 들면, 비동기 운용과「타인
토지」이용 방법 확대 등).

.
- 28.2 28.3 GHz

3-2-2 주요 검토 내용

할당 대상/할당 단위 검토
사용자 범위의 명확화(자가망용/전기통신사업이용)
할당 대상(자가망용/전기통신사업이용)과 할당 단
위[옥내/구내/옥외(공동사용의 경우)] 검토
⦁Local 5G 기술적 조건 제정
- 사용자 범위에 따른 할당 대상 및 할당 단위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적 조건(출력, 동기, 전기적 특
성 등)의 검토
- 인접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공동
사용 검토(상/하향 timing 동기를 포함)
- 동일 주파수에서 다른 Local 5G와 공동사용 검토
- 동일/인접 주파수의 다른 시스템 면허인과 공동사
용 검토
⦁지역BWA로 분배된 용도를 자가망용 BWA으로 도
입 확대: 28 GHz 대역만으로는 일정 면적을 서비스
하는 자가망용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BWA 대
역으로 분배된 용도를 자가망용 BWA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할당 대상[지역BWA 사업자와의 제도적 공동사용
(1차/2차 업무)] 검토
- 할당 단위[옥내/구내/옥외(공동 사용의 경우)] 검토
- 동일 주파수의 다른 사업자(지역BWA 사업자 및
다른 자가망용 사업자)와의 공동사용 검토(이격 거
리 및 상/하향 timing 동기: 기본적으로 지역BWA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검토)
3-3「Local 5G 검토 작업반」검토 결과
⦁Local 5G
-

3-3-1 할당방향과 전파유효이용 확보

～

를 이용하는 Local 5G는「소유자 이

28.2 28.3 GHz
3)
4)

용」및「타인토지 이용」으로 분리하여 할당 방법을 정리
하고, 당분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향후 추가검토 예정
인 4.6～4.8 GHz 및 28.3～29.1 GHz 대역에 대해서는 반
드시 아래 내용에 따르지 않고 향후 추가 검토를 수행하
기로 하고, 28.2～28.3 GHz에 대해서도 추가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 참조).
⦁기본할당 정책 (소유자 이용 등)
-「자기건물 내」또는「자기토지 영역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한다.
-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을
의뢰받은 자도 의뢰 범위 내에서 면허취득이 가능
하다.
⦁「타인토지」이용 범위 (타인토지 이용)
- 당분간은「기본할당 정책」이외의 이용에 대해서
는 고정통신(기지국도 단말도 원칙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사용)으로 이용을 제한한다(이동사용 금지, 기
지국에 의한 광역면적 서비스 방지를 목적).
-「타인토지」 이용은해당토지소유자등이 Local 5G
대역을이용하지않는경우에만고정통신이가능하다.
- 단, 향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Local 5G를 이용하
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이용하는 Local 5G 무
선국에 혼신이 없도록 협의를 한 후, 안테나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전파유효이용 확보
-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대역의 이용도가 낮고(면
허인이 적고 지리적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 등), 이
유 없이 비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 이용방법의 재검토 등 전파유효 이용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3)

4)

3-3-2 이통통신 사업자와 주파수 분배 대역과의 관계

휴대무선통신용 및 광대역 이동무선액세스시스템을 위
한 주파수(2,575～2,595 MHz 제외) 대역 (이하「전국캐리
어」를 위한 대역이라 한다.)과 28.2～28.3 GHz 대역(이하
「Local 5G 대역」)의 관계는 당분간 다음과 같다. 향후 추

소유권 외에 임차권 또는 토지임대 등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면허를 희망하는 자가 소유자 등이 아니거나, 소유자 등의 의뢰를 받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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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모델

～

그림 3. Local 5G
(28.2 28.3 GHz)[1]
Fig. 3. Usage model of Local 5G (28.2 28.3 GHz)[1].

～

가 검토예정인 4.6～4.8 GHz 및 28.3～29.1 GHz 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추가검토를
수행하기로 하고, 28.2～28.3 GHz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캐리어(전국캐리어를 위한 대역폭을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Local 5G 대역을 이용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Local 5G 대역과 전국캐리어 대역을 CA
(carrier aggregation)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Wi-Fi
설치를 위한 전송로 이용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없다.
⦁Local 5G의 서비스 보완을 목적으로 전국캐리어 대
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Local 5G 이용자가 부지 외로 단말을 이동했을 때
사업자 망(4G/5G 불문)의 사용 등을 가정할 수 있다.
⦁전국캐리어는 당분간 Local 5G 대역 면허취득 불가
- 전기통신사업자는 할당받은 전국 서비스를 위한

대역의 이용을 우선해서 서비스해야 한다. 또
한 전국 캐리어를 위한 대역에서 기본적으로
Local 5G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면허취득을 할 수 없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Local 5G 면허 자체를 받지 않
고, 타인의 Local 5G시스템 구축은 지원 가능하다.
- 일정 기간 경과 후 Local 5G 대역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5G

3-3-3 기술적 조건 및 공동사용 검토 결과

의 기술적 조건 및 공동사용 검토 결과는 5G
의 기술적 조건을 정리한「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위원회
보고 (2018년 7월)」(이하「5G위원회보고」라 한다)를 따
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당분간 다음과 같다.
⦁기술적 조건(기술기준)
- 5G 위원회보고에서 전국 캐리어 주파수 할당을 가
정하여 정리한 기술적 조건을 준용한다.
- 동 기술적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기지국의 최대 공
중선 전력 및 공중선 절대 이득 등에 대해서는 5G
위원회보고에서 위성통신과의 간섭검토에 이용한
Local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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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을 상한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위성통신 시스템과의 공동사용 검토
위원회보고의 간섭검토 결과를 근거로 기지국
설치상황 관리 및 지구국 근처에서의 간섭조정을
적절하게 실시하여 공동사용을 할 수 있다 .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공동사용 검토
- 당분간은 인접 주파수를 이용하는 전국캐리어 5G
시스템 및 네트워크 동기화(각 시스템을 이용하는
하향/상향 링크의 시간 비율을 같은 비율로 설정하
고 그 송수신 타이밍을 시간적으로 동기화)를 수
행하고, 가드밴드 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
⦁Local 5G 시스템 간에 공동사용 검토
- 상하송신 타이밍을 동기화하는 경우에는 가시거리
외 조건에서 100 m 정도의 지리적 이격이 필요하
지만, 안테나 위치 및 방향 조정 등을 통해 공동사
용을 할 수 있다.
⦁
- 5G

5)

6)

3-4 독일의 Local/특정 지역 이용 5G 분배 및 할당

에 대한 도입은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홍콩 중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4월 독일
의 전기전자공업연맹(ZVEI)은「5G Alliance for Connected
Industries and Automation(5G ACIA)」을 발족하여 통신업
계와 함께 Local 5G를 자동차업체 중심으로 제조업에 적
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3.7 GHz 대역과 26 GHz 대
역을 Local 5G 대역으로 분배하였으며, 여기에서는 3.7
GHz에 대한 제도 도입 내용과 주파수 분배현황을 나타내
고 있다 .
Local 5G
,

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동통신사업자 이외에 다른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
는 자도, 소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완전하게 이용하
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역적인 실내이용/ 지역적인 옥외이용/ 특정 지역
이용의 3종류 할당 방식으로 분류한다.
⦁

3-4-2 할당방법

지역적인 실내이용 제 우선)
～
이용
면허신청자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임차인 등)
실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출력을 제한한다.
지역적인 옥외이용
～
이용
면허 신청자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지상권 소
지자 등
지역적 실내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의무
특정 지역 이용 일본의 지역BWA와 유사한 서비스
형태로 일정한 범위의 면적에서 이용한다.
- 3,700～3,780 MHz 이용
- 지역적 실내이용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의무
- 10 MHz 단위로 필요 대역만 할당
- 기지국 정비계획의 제출 의무 부과

⦁
( 1
- 3,700 3,800 MHz
:
⦁
- 3,780 3,800 MHz
:
)
⦁
:

[7]

3-4-1 기본개념

면허 신청자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유연하게 스
펙트럼을 할당한다.
→ 특히, 공장 등의 실내에서 Industry 4.0 이용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
⦁

독일의 ～
～

대역 분배

[5]
그림 4.
3.7 3.8 GHz
Fig. 4. 3.7 3.8 GHz frequency band allocation in Germany[5].

제도제정 초기에는 총무성에 의한 기지국 수 파악을 통해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후 Local 5G 무선국의 면허
상황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6) 28.2～28.3 GHz 이외 지역 5G 대역에서 비동기 작업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검토. 또한 28.2～28.3 GHz에서도 향후 특정 조건에서 비동기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비동기 작업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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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BWA 대역의 자가망용 BWA 이용 검토

4-2-1 할당 정책

4-1 자가망용 BWA 도입 배경과 역할

⦁

를 자가망용 등으로 사용하여 자체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대역이 비교적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
에 넓은 면적을 서비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다. 일본 총무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적 넓은 면적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4G와 호환성이
있는 자가망용 통신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Local 5G와 함
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Local 5G 검토 작업반」에서는 Local 5G와 4G를 이용
한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여 자가망용 등의 자체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BWA의 대역을 이용한 4G 자
가망용 통신시스템(자가망용 BWA)의 도입을 검토하였
으며, 일정한 조건에서 도입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 등을
발표하였다. 이 작업반에서 검토한 자가망용 BWA 주파
수 대역은 2,575～2,595 MHz이며, 이 주파수 대역은 TDLTE와 호환되는 통신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가망용 BWA
의 목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지역BWA 용도로 분배된 2.5 GHz 대역을 자가
망용 BWA 용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밀착하여
유연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Local
5G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② 지역BWA는 전기통신사업으로 시가지(주택단지, 역,
상업지역)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한다.
③ 자가망용 BWA는 공업지역과 농업지역 등에서 지
역BWA가 이용되지 않는 지역/가까운 시기에 이용
가능성이적은지역에서「소유자 건물 내」또는「소
유자 토지영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Local 5G

지역BWA 이용을 1차 업무로 하고, 자가망용 BWA
이용을 2차 업무로 한다 .
⦁「소유자 건물 내」또는「소유자 토지의 영역 내」에
서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 면허취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해당 소유자 등으로부터 시스
템 구축을 의뢰 받은 자도 의뢰를 받은 범위 내에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등에 의뢰를 받아 자가망용
BWA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지역BWA와 동일
하다(전국 캐리어 및 그 자회사 법인 등은 면허를 취
득 불가).
7)

8)

4-2-2 기술적 조건 및 공동사용 조건

지역 BWA의기술적조건및공동사용조건과동일하다.

⦁

4-2-3 전파유효이용 확보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대역의 이용도가 낮고 (면허
인이 적고 지리적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 등), 이유 없
이 비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는 그 이용방법의 재검토 등 전파유효 이용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

4-2 자가망용 BWA 이용 검토 내용

지역BWA 대역에서 자가망용 BWA으로 사용하는 무
선국은 2차 업무로 분배하고 기술적 조건 등은 지역BWA
와 동일하게 한다.
7)

지역 와 자가망용

의 이용

그림 5.
BWA
BWA
Image[1]
Fig. 5. Usage image of regional BWA and private BWA[1].

단 이미 자가망용 BWA를 이용하는 영역에서 지역BWA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일정한 자가망용
이용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차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역BWA가 이용하지 않고/가까운 장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범위에서 개설.

,
BWA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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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국내에서는자가망용주파수로 380 MHz 대역에서 TETRA
등의 통신방식을 이용한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
수공용통신)용 주파수가 2004년 분배고시되었다 . 그러
나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가망용 TRS 시스템은 음성중심
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동영상을 포함한 고속, 고신뢰, 낮
은 지연을 보장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TRS 시스템은 서비스영역이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택시조합에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도시의 전 지역을 서비스 영역으로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Local 5G에서 생각하는 자가망과는 개념
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Local 5G에 대한 요구가 대
두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Local 5G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제도도입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Local 5G 도입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내용
을 분석하였다.
[8]

5-1 Local 5G 주파수 분배 대역

를 위한 주파수 분배는 단말기 칩셋의 제조단
가를 고려하여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
수 대역의 인접 주파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5G
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최소한 100
MHz 이상의 대역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
파수 확보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토대상
주파수 대역은 3.42～3.50 GHz, 3.7～4.2 GHz, 700 MHz,
2.3 GHz, 2.5 GHz 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Local 5G의 서비스 범위(regional/private)를 고려한 후보
주파수 대역을 검토할 때, clean band보다는 기존의 서비
스와 주파수 공동 사용이 가능한 대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Clean band의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한 사
업자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의 가치를 도출하여
이용대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Local 5G의 후보
대역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하고 100 MHz 이상의 대
Local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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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폭 확보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3.7 GHz～4.2 GHz
대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역은 고정
위성과 일부 무선국이 사용하고 있는 대역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하여 regional/private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Local 5G의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2018년 주파수 경매에서 초기에 26.5～29.5 GHz
의 3 GHz 대역폭을 5G 주파수 대역으로 고려하였으나,
이동통신 3사에 26.5～28.9 GHz에 800 MHz씩 2.4 GHz의
대역폭을 할당하였다. 일본과 독인 등의 경우를 고려할 때,
비록 이 대역에서 5G 서비스는 시작되었으나, Local 5G
도입을 통해 이 대역의 서비스 활성화와 조기도입을 촉
진한다는 측면에서 28.9～29.5 GHz 대역의 일부 대역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2 기존 망과의 연동허용

의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Local 5G 이용자
가 서비스영역 이외로 단말을 이동했을 때, 이동통신사업
자의 Core망과 연동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Local 5G

5-3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의

독일의 경우는 일부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일본의 지
역BWA(4G를 이용)와 유사하게 넓은 지역을 Local 5G의
서비스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ocal 5G는
기존의 5G의 무선 설비 기술기준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TRS 시스템과 같이 매우 넓은 지역을 서비스할 수는 없
지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없는 지역에도 서비스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5-4 이동통신사업자 무선국허가 범위

일본에서는 Local 5G 도입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이동
통신사업자가 직접 무선국 허가를 받아 Local 5G를 구축
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
는 Local 5G 대역의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Local 5G 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
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Local
5G 대역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
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Local 5G 참여에 대한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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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 놓았다. 국내에서도 5G 조기도입에 따른 서비스 활
성화와 산업촉진을 위하여 일본의 무선국허가 범위와 조
건을 참고하여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5-5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간섭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Local 5G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파수 대역은 단말기의
칩셋 제조단가를 고려하여 기존의 5G 주파수 대역의 인
접 주파수 대역을 검토 대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위성통신 등과 같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므로 기존 용도와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동일 주파수 간섭문제를 검토하
여야 하며, 또한 검토 대상 주파수 대역과 인접 주파수 간
의 간섭문제도 수행하여 기존 무선국과의 이격거리 및
송신전력에 대한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Local 5G 제도 도입을 위해 필
요한 요구상황을 일본과 독일의 제도 도입 내용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5G망을 이용하여 Local 5G의 기능과 유사하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갖는 단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network slicing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것은 사물인터
넷(IoT),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등 산업체의 다양한 서
비스별로 network slice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네
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품질측정, 분석기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5G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Local 5G의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기
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일본과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
는 Local 5G의 도입내용을 분석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
였으며, 국내에 Local 5G 도입을 위한 검토내용 등을 분
석하였다.
Local 5G의 도입은 기업의 규모, 보안, 미션크리티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산업체에서는 선별적으로 매우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망구축 및 운용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network slice 개념과 도입
시기 등을 이용한 기존 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장단
점을 비교하고, 기업의 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5G의 조기구축 촉진, 산업체에 특화된 킬
러서비스 개발과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한 새로
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Local 5G
의 조기 도입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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