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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디지털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연구, 유선방
송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마련, 방송국허가를 위한 방송주파
수 간섭분석,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등에 대한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연구는 디지털라디오 방송의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DAB, DAB+, DMB-Audio, HD Radio 및 DRM+ 등
5개 방송방식별 무선설비 기술기준 초안 마련하였다.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은 유선방송 기자재에 대하여는 공식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제조사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장비성능 시험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마련

(2012.10.8.) 하였다.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방송국 허가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아날로그TV
종료와 DTV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이 급증하였다. 금년도 방송
주파수 간섭분석은 DTV 367국, DMB 34국, FM 52국, AM 1국 등 총 454에
대해 간섭분석 하였다.
인접국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국내 주파수 보호를 위해 일본 AM 방송국
송신제원 변경등록에 따라 간섭분석하여 결과를 ITU에 통보하였다.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은 인접국과 전파간섭 발생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지상파 방송국 187국(SBS동두천FM 등 32국, KBS계양산등 155국)을
ITU에 국제등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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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paper contains the previous study of regu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errestrial digital radio broadcasting service, the
revised regulation of test method for cable broadcasting equipments.
frequency

interference

analysis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broadcasting

frequency

assignment,

our broadcasting frequency protection at

the border of a country. The main issues is showed as the following.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RRA) performed the previous study of
regulation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errestrial digital radio
broadcasting
technical

service,

regulations

and
for

proposed
each

preliminary

broadcasting

draft

systems,

broadcasting
DAB,

DAB+,

DMB-Audio, HD Radio and DRM+.

For test method for cable broadcasting equipments, there was no the
public test method for equipment certification, and it was difficult to test
in the designated test agencies and the manufacturers. So we revised the
test regulation for the test equipment, October 8, 2012.

We analyzed frequency interference of 454 broadcasting stations(DTV
367, DMB 34, FM 52, AM 1) before KCC's frequency assignment and 1
AM broadcasting stations before registration to ITU in Japan.

Also, we noticed and registered 187 frequencies of DTV broadcasting
station to ITU BR in oder to receive priority protection for broadcasting
frequenc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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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디지털라디오 방송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 연구는 아날로그FM 라디오
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방식 선정이나 실험방송 추진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 초안을 제시하고 정책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은 현행 라디오 기술기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DAB, DAB+,
DMB-Audio, HD Radio 및 DRM+ 등 5개 디지털 라디오 방식을 대상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서비스 현황, 기술기준 체계 및 규제항목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체계 및 규정내용에 맞게 5개 방송방식별
기술기준 초안 도출이 필요하다.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연구는 그동안 유선방송 기자재에
대하여는 공식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제조사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장비성능 시험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방송국 허가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아날로그TV
종료와 DTV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년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DTV 방송국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며, DMB, FM
방송국에 대해 간섭분석이 필요하다.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인접국 간 방송주파수 보호를
위해 AM 방송국 송신제원 변경등록에 따라 간섭분석하고, 그 결과를 ITU
통보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된다.

11

제2장 디지털라디오 방송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 연구

제1절 개 요
방송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통신 매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과 더불어 핵심적인 방송 매체이며, 이동통신과 달리 요금 부담없이
전파가 도달하는 방송구역내에서 누구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로서
다양한 정보수신 및 여가 생활에 애용되고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 매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과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되어 서비스 고도화를 이루어 온 지 오래이나,
라디오는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사실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과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디지털 텔레비전 방식이 고화질고정수신 기술로 결정되고
이동 텔레비전 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된 DMB가 도입되면서 지연된 이유도
있다. 또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영상매체인 텔레비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라디오의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디지털방송은 CD수준의 고음질 및 다채널의 사운드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수용자들은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용자들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라디오의 디지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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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경보수단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특히 라디오를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해당 주파수 이용 효율이 아날로그에
비해 증가한다. 최근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날로그FM 라디오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
방식 선정이나 실험방송 추진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 초안을 제시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은 현행 라디오 기술기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DAB, DAB+, DMB-Audio, HD Radio 및 DRM+ 등
5개 디지털 라디오 방식을 대상으로 미국, 영국, 호주의 서비스 현황, 기술
기준 체계 및 규제항목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체계 및
규정내용에 맞게 5개 방송방식별 기술기준 초안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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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지털라디오 기술 및 국외동향
1. 디지털라디오 기술
가. 개요
디지털라디오 방송이란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전송 및 수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방송으로 이동 중에도 CD수준의 고품질 음질 청취가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디지털라디오 방송은
주파수이용 측면, 방송품질 측면,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아날로그신호로
전송할 때 보다 다음과 같이 장점이 있다.
주파수이용 측면에서 방송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으로 기존
아날로그 FM 대비 2배 이상의 채널 확보가 가능하다. 방송품질 측면에서
CD 수준의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하고 고정 및 이동 수신 성능이 우수하다.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양방향 데이터, 교통정보, 음악 가사 제공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 구현하며 단일주파수망(SFN)에 의한 채널탐색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와 결합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경우 라디오 단말기 내수 및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다음 그림은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개념도를 표시하였다.

ⵝ㋕ạ㜄㉐
⬀☘㛨㫸 㠄㢀

24213ˎ

㙸⇔⦐Ἤ 㤸㋕

1011001010001
♈㫴䉬㤸㋕

그림 1 디지털라디오 방송서비스 개념

14

⸩㠄═ 㢀䑀

제장 디지털라디오 방송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 연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FM위주로 디지털화하는 추세이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제작, 송신설비 및 단말기의 교체가 필요하다. 방송
방식은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DAB+/DMB-Audio) 계열과
HD-Radio, DRM+ 방식으로 표준으로 채택하거나 논의 중에 있다. 최근
DRM+ 방식은 최근 국제표준화로 제정되었다. 디지털라디오 시장은 아직
활성화지 못하고 있으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방송중이며 영국은 2017년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 표는 미국, 영국, 호주의 디지털
방식 도입 사례를 정리하였다.
표 1 주요국의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현황
구 분

미국

영국

호주

방식

HD Radio

DAB

DAB+

방송 개시

2003

1995(BBC)
2001(Digital One)

2009

커버리지

85%(인구커버)

85%(인구커버)

90%(인구커버)주1

수신기 보급

140만대(‘09년)

900만대(‘09년)

80만대(‘12년)

주요 사업자

iBiquity Digital,
Navteq

Digital One,
Arqiva

Digital radio
broadcasting
Sydney, TXA

Clear Channel

BBC
Global Radio

ABC
SBS
Austreo

주요 방송사

※ 주1) 호주의 5대 도시(Adelaide, Brisbane, Melbourne, Perth, Sydney)에 대한 인구커버
※ 출처 : DAB 월드 컨소시엄(Iwww.worldd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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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방식별 기술특징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은1) DAB 계열(DABㆍDAB+ㆍDMB Audio), HD
Radio 및 DRM+ 등 5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술특징은 다음 표과 같다.
표 2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별 기술특징
Out of Band 방식
구

사용
주파수

주파수
측면

전파전달
측면

분

In-Band 방식

DAB/DAB+/T-DMB Audio

HD Radio

DRM+

주파수
대역

Band-I, II, III, IV, L-Band
(국내 DMB대역 : 174~216㎒)

88~108㎒
(FM대역 : 88~108㎒)

30~174㎒
(FM대역 : 88~108㎒)

디지털
대역폭

1.536㎒

140~192㎑ (Hybrid)
400㎑ (All Digital)

100㎑

유효
데이터 율

1.152Mbps

96~120kbps(hybrid)
276kbps(All Digital)

35 ~ 190kbps

신규
주파수

할당필요

기존FM대역

기존FM대역
+
신규할당 가능

오디오
채널수

9

1(2~3개 확장가능)

1(3개 확장 가능)

~ 24

다중경로
영향

우수

양호

우수

방송망
구축

신규구축

기존설비
공유가능

신규구축

SFN
(보호구간)

가능
(246Ɇsec)

일부 제한
(69Ɇsec)

ㆍ기존대역 : 일부 제한
ㆍ신규대역 : 가능
(270Ɇsec(QPSK),
182Ɇsec(16QAM))

기존
방송과의
혼신

T-DMB와 혼신 고려
(FM과 혼신 없음)

DAB

DAB+

T-DMB
Audio

MUSICAM
(128kbps)

AAC+
(48kbps)

BSAC
(64kbps)

1995

2007

오디오방식

표준화 시기

기존 FM과 혼신가능 기존 FM과 혼신가능

HDC
(48kbps)

AAC+
(48kbps)

2005

2002

2011

선택국가

영국,
호주,
덴마크 등 독일 등

-

미국, 필리핀 등

없음
(독일, 브라질 등 테스트)

비 고

영국
호주
기술기준 기술기준

-

미국 기술기준

ITU, ETSI 표준

※ 출처 : ITU-R 권고 BS.1116-4에서 주요 규정항목 발췌
1) ITU-R 권고 BS.1114 : 30 ~ 3000㎒ 대역에서 사용하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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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시스템은 '95년 유럽표준으로 채택되어 아날로그FM 대역(88~108㎒)이 아닌
DMB 대역내(174~216㎒)에서 방송주파수 채널할당이 가능하다. 특히 DAB+
시스템은 기존 DAB 시스템에서 고효율의 음성 코덱을 추가한 시스템이며,
우리나라 기술인 T-DMB 시스템은 기존 DAB 시스템에서 고효율의 영상ㆍ
음성 코덱을 추가한 기술로 T-DMB Audio(가칭)는 T-DMB에서 영상을 포함하지
않는 오디오신호만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DAB 방식은 1개 Block 당 다수의 오디오 및 데이터 프로그램을 다중화 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오디오 코덱으로 MUSICAM을 사용하며 1개 Block 당
9개 채널(128kbs 기준)을 전송할 수 있다. 또한 DAB는 VHF 대역을 사용하고
6 ~ 8㎒ 대역폭을 3 ~ 4개 Block으로 구분하며, 1개 Block(1.536㎒) 당 다수의
오디오 및 데이터 프로그램을 다중화하여 전송할 수 있다.
DAB+ 방식은 DAB 시스템에서 음성코덱(AAC+)과 채널코딩을 추가한
표준으로 기존 DAB 시스템과 대비해 약 2배 이상의 압축효율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술인 T-DMB 방식은 DAB 시스템에서 영상ㆍ음성코덱(영상 :
MPEG4, 음성 : BSAC)과 채널코딩을 추가한 기술이며 DMB Block 할당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국내 DMB Block 할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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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adio 시스템은 ‘02년 미국 표준방식으로 채택되어 미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현행 FM 대역내에서 방송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다. 특히 HD-Radio
시스템은 디지털방송과 아날로그 FM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는 Hybrid 방식을
지원한다. HD Radio 방송방식은 현행 FM라디오 주파수대역의 좌우 70~96㎑를
사용하는 Hybrid 방식과 400㎑ 대역을 사용하는 All Digital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HD-Radio 방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행 FM라디오 채널의 좌우 70~96㎑를
사용하는 Hybrid 방식과 400㎑ 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하는 All Digital 방식이
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방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아날로그신호
대비 디지털신호 출력을 최대 -20㏈에서 -10㏈까지 허용하였다.

그림 3 HD Radio 방식의 RF신호 스펙트럼

DRM+ 시스템은 ‘09년 유럽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11.12월 ITU 표준으로
채택된 시스템으로 FM 대역내에서 방송주파수 할당이 가능하다. 특히
DRM+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1채널당 100㎑ 대역폭 할당이 가능하므로
현행 아날로그FM 대역에서 아날로그 FM 방송과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고,
VHF Low (CH2~CH6) 대역의 별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11.5월 DRM+는 ITU-R 권고 BS.1114에서 DRM Mode E (DRM+, 시스템 G)를
추가하여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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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RM+ 방식의 RF신호 스펙트럼

DRM+ 수신을 위한 최소 전계강도 예측을 위한 고려사항은 희망 신호의
전계강도 예측 알고리즘으로 ITU-R 권고 P.1546-4을 사용(지상 10m)하고,
전계강도 산정을 위한 주요 팩터인 기준 주파수대역 및 수신안테나이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수신안테나 이득
VHF 대역
(주파수 범위)

단위

I
(47-68㎒)

II
(87.5-108㎒)

III
(174-230㎒)

기준주파수

[㎒]

65

100

200

[㏈d]

0

0

0

[㏈d]

–2.2

–2.2

–2.2

[㏈d]

–22.76

–19.02

–13.00

고정수신(FX)

수신안테나
이득

휴대 및 이동수신
(PO, PI, MO)

휴대 handheld 수신
(PO-H, P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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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라디오 국외동향
가. 주요국 기술기준
디지털라디오 방식별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기술기준 체계 및 주요 규제항목을 조사하였다.
미국(HD Radio 방식), 영국(DAB 방식), 호주(DAB+ 방식)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술
기준 체계 및 주요 규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디지털라디오를 규제하고 있으며 주요 규제항목은 기술기준과 표준에
규정하고 있었다.
표 4 주요국 디지털라디오 규제기관 및 기술기준G
주요국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방송방식

DMB

HD Radio

DAB

DAB+

도입시기

1995

2003

1995

2009

Ofcom
(통신국)

ACMA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무선전신법

방송서비스법,
전파법

Ofcom site
engineering code

방송서비스
가이드라인

규제기관

FCC
KCC
(방송통신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규제법령

전파법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

연방통신법
연방기술기준
*

(CFR §73.404 )

또한, 미국, 영국, 호주의 세부 규제내용은 NRSC(미국), ETSI(영국, 호주)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은 NRSC(국가디지털라디오위원회)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호주는 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의
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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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미국의 방송통신 관련 규제는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디지털라디오 기술 기준은 FCC내의
CFR Title 47 Part 73에서 정하고 있다. 상기 규제 중 세부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CFR Title 47(통신) Part 73 (라디오방송업무) Subpart C (디지털
라디오방송) 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법령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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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체계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FCC(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CFR Title 47 Part 73에서 규정하고
있다.「CFR(연방기준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FCC에서 방송뿐만
아니라 항공, 해상 등 유·무선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라디오 기술
기준은 CFR Title 47 Part 73(라디오방송업무) Subpart C(디지털라디오방송)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FCC 47CFR §73.403(디지털
라디오 서비스 요구조건), FCC §73.404(잠정 하이브리드 IBOC DAB 운용)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디지털라디오 방송은 아날로그신호와
동시방송을 송출하며,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잠정적으로 “the First
Report and Order in MM Docket No. 99–325“을 따르고 있다.
표 5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체계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Part 73.404(잠정 하이브리드 IBOC DAB 운용)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잠정적으로 “the First Report and Order in MM
Docket No. 99–325“을 따름
잠정기준 “the First Report and Order in MM Docket No. 99–325“
잠정 기술기준은 iBiquity 사가 개발한 "FM IBOC 규격(붙임2)“을 따르고,
NRSC 표준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해야 함
IBOC FM 전송 규격
(iBiquity 사 규격, ‘01.8월)
iBiquity 사가 개발한 IBOC FM 송신
규격을 정하고 있음

디지털라디오 방송표준
(NRSC-5-C 표준, ‘11.8월)
송신시스템 특성, 전송/다중화 특성,
오디오 인코더 특성 등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음

※ NRSC(국가 라디오시스템 위원회, National Radio Systems Committee) :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와 CES(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지원을 받아
결성된 비영리 국가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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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관련, 주요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CC, 47CFR §73 Subpart C(디지털라디오 방송) ＞
§ 73.401 Scope.
§ 73.402 Definitions.
(a) DAB, (b) In Band On Channel DAB System, (c) Hybrid DAB System, (d)
Extended hybrid operation, (e) Primary AM DAB Sidebands, (f) Multicasting,
(g) Datacasting.
§ 73.403 Digital audio broadcasting service requirements.
(a) Broadcast radio stations using IBOC must transmit at least one
over-the-air digital audio programming stream at no direct charge to
listeners. In addition, a broadcast radio station must simulcast its analog
audio programming on one of its digital audio programming streams.
The DAB audio programming stream that is provid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must be at least comparable in sound quality to the analog
programming service currently provided to listeners.
(b) Emergency information. The emergency information requirements
found in §73.1250 shall apply to all free DAB programming streams.
§ 73.404 Interim hybrid IBOC DAB operation.
(a) The licensee of an AM or FM station, or the permittee of a new AM
or FM station which has commenced program test operation pursuant to
§ 73.1620, may commence interim hybrid IBOC DAB operation with
digital facilities which conform to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pecified for
hybrid DAB operation in the First Report and Order in MM Docket No.
99–325. AM and FM stations may transmit IBOC signals during all
hours for which the station is licensed to broadcast.
(b ~ (e) : 생 략 (기타 DAB 운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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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
다음 그림은 미국 디지털라디오 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NRSC에서 서비스
다중화, RF/전송시스템 규격을 표준화로 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오디오압축은
perceptual

"MM
audio

Docket

No. 99–325"
TM

coding(PAC

)

제18호에서 MPEG-2

오디오코딩을

규정하고

ATTC(Advanced Television Technology Center)에서 검증하고 있다.

그림 6 미국(NRSC)에서 정의하는 디지털라디오 방송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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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라디오에 대한 주요 규제항목은 표준문서인 NRSC에서 대역외
발사강도, 주파수 허용편차, 그룹지연 등을 규정하고 있다. FCC 주요 기술
기준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CFR §73.403 (2011): Digital Radio Service Requirement
- CFR §73.404 (2011-10-01): Interim hybrid IBOC DAB operation
- MM Docket No.99-325: Media Bureau - Digital Radio Broadcasting
(Digital audio broadcasting systems and their impact on the terrestrial
radio broadcast service)
- FCC 02-286 (2002. 10. 11) First report and order
- FCC 07-33 (2007. 5. 31) Second report and order

FCC 기술기준에서 인용된 표준문서는 다음과 같다.
- NRSC 5C: In-band/on-channel Digital Radio Broadcasting Standard,
September, 2011
- ITU-R Rec. BS.1114-7 System C: Systems for terrestrial digital sound
broadcasting to vehicular,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in the frequency
range 30-3000㎒
- ETSI TR 103 21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Matters (ERM); System Reference Document; Technical Characteristics
for HD Radio In-Band On Channel Digital Broadcast Systems for Band
II Broadcasting Service, within the frequency range 76 ㎒ to 108 ㎒
- ECC report 141: Future possibilities for the digitalisation of band II
(87.5-108㎒), May 2010
- 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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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지털라디오 표준문서(NRSC 5C (In-band/on-channel Digital
Radio Broadcasting Standard)에서 실제적인 주요 규제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NRSC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와 CES(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지원을 받아 결성된 비영리 국가 기관이며, NRSC
5C에서 인용된 기술문서(normative references)는 다음과 같다.

[1] Doc. No. SY_IDD_1011s rev. G,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Layer 1 FM,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2] Doc. No. SY_IDD_1012s rev. F,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ayer 1 AM,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3] Doc. No. SY_IDD_1014s rev. I,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ayer 2 Channel Multiplex Protocol,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4] Doc. No. SY_IDD_1017s rev. G.,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udio Transport,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5] Doc. No. SY_IDD_1020s rev. I,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tation Information Service Protocol,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6] 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4/11
[7] Doc. No. SY_IDD_1028s rev. D,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ain Program Service Data,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11/7/07
[8] Doc. No. SY_SSS_1082s rev. F, HD Radio A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4/11
[9] Doc. No. SY_IDD_1085s rev. C,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rogram Service Data Transport,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2/7/05
[10] Doc. No. SY_IDD_1019s rev. G, HD Radio Air Interface Design Description
–dvanced Application Services Transport,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3/11
[11] Doc. No. SY_IDD_2646s rev. 02, Transmission Signal Quality Metrics for FM
IBOC Signals, iBiquity Digital Corporation, 8/24/11
[12] Doc. No. SY REF 2690s rev. 01, Reference Documents for the NRSC
In-Band/On-Channel Digital Radio Broadcasting Standard, 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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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은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2) 이며,
영국의 기술기준은 WT법과 방송법 등 2개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WT법
(Wireless Telegraphy Act)은 송신기 및 방사신호 관련 규제이며, 방송법
(Broadcasting Act)은 방송구역 관리 및 멀티플렉스 관리(전송스트림, 용량
사용 등) 관련 전송분야 대부분의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Ofcom의

“디지털 기술기준(digital

technical code)”3)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 내용은 디지털라디오 표준
ETSI 300 401에서 정하는 규정내용을 선택ㆍ지정하거나 추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서 생략된 사항은 ETSI 표준(ETSI 300 401)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다. 디지털라디오 멀티플렉스 허가 관련, 기술기준은 “Technical
Policy Guidance for DAB Multiplex Licensees”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다.

가) 멀티플렉스의 기술관리 (Multiplex Technical Management)
멀티플렉스 사업자의 서비스 처리․기준은 ETSI 300 401 표준을 따라야 한다.
기술적 품질(채널 용량) 관련, 멀티플렉스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채널
용량은 최신 표준에 의해 제공 및 유지해야 하며, 세부 적용방법은 “DAB
멀티플렉스 사업자를 위한 기술정책 가이드(Technical Policy Guidance for
DAB Multiplex Licensees)”를 준용한다. 멀티플렉스 기술관리는 다음과 같이
2개를 제공한다.
① 멀티플렉스 기술관리 방법-1
전송율은

보조서비스(가변

길이의

X-PAD4))

또는

부채널을

포함한다.

F-PAD5)(고정 프로그램 조합데이터)에서 0.667kbps(24kbps 샘플주파수에서
YPG aVVUUU
ZPG vG kG {G jOYWXW⎚P
[PG TwhkOG G G PG aG 䢫㧻G 䝚⪲⁎⧾G 㫆䞿◆㧊䎆
\PG mTwhkOG G G PG aG ἶ㩫G 䝚⪲⁎⧾G 㫆䞿◆㧊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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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 kbps)를 포함하고, short F-PAD에서 1.333kbps(24kbps 샘플주파수에서
0.667 kbps)을 포함한다. 다음 표는 음악 서비스에 따른 코딩율을 나타낸다.

표 6 멀티플렉스 기술관리 방법-1 (최소 비트율 적용)
서비스 구분

full-rate 코딩율

half-rate 코딩율 6)

음악 서비스, 스테레오

128 kbit/s

96 kbit/s

음악 서비스, 모노

64 kbit/s

64 kbit/s

음성 서비스, 스테레오

128 kbit/s

96 kbit/s

음성 서비스, 모노

64 kbit/s

48 kbit/s

② 멀티플렉스 기술관리 방법-2
면허 사업자는 위에서 언급된 멀티플렉스 기술관리 방법-1 보다 낮은 전송율이
가능하다. 이 경우 Ofcom에 향상된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멀티플렉스 동기기술 관련, 멀티플렉스 서비스 중지는 프로그램 제공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MCI 구성 정보는 최소 10번/sec 이상을 전송하여야 한다.
FIC 내에 전송되는 서비스정보(SI)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데이터
서비스가 FIDC에서 전송된다면 FIC의 초과분(overflow)을 예비 정보채널을
사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나) 멀티플렉스 및 서비스 구성 (Multiplex and Service Features)
다음 표는 ETS 300 401에서 정의되고 Ofcom에 의해 적용된 조건․요구
사항을 정리하였다.

]PG IIG G ˈIG 㥾G 䆪❿㦖G 㡺❪㡺㔶䢎㦮G ㌮䝢ⰗG 㭒䕢㑮㠦G ➆⯎┺UG TG 䆪❿㦖G 㞚⋶⪲⁎G 㡺❪㡺㔶䢎⯒G 㺚⍦╏G
XXUY\G ₢㰖G ㌮⯒ⰗG 㭒䕢㑮⪲G 䞚䎆Ⱇ䞲G 㔶䢎㧊┺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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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멀티플렉스 서비스 관련 Ofcom의 요구사항 요약
㟈ẠG ㇠䚡
㚍ㇵ⽈G pk

㵬G 㦤
⮨䛼

OlG pP
㚍ㇵ⽈G ⢰ⷜ

⇨G 㟝
|G G G UG hG  G
vG G G aG OoPG ˈjG OWTmPG

⮨䛼G

OlG sP

O_TmPG OWTmPˉG
|G G G UG wG  G
G SG G G G  G

ạᴴG 䂈☐

vG
jG j G jG G |rG G OoPG ˈjˉG

Oj G jP
㢰㣄G ⵃG 㐐ᴸ

lG j G jG G OoPG ˈlG XˉG
jG uG  SG G G G G G

O{G G kP
㫴㜡㥉㢌G ⵃG ⢰ⷜ

⮨䛼G

G
pG SG G G G  G G SG

OyG kG G

G G G G  G vSG

sP

G G G G  G G
G G G G

{ppG 䂈☐O㨰G pkG ⵃG ⺴G pkP

⮨䛼G

G G G
uG SG G G SG G G

O㨰G pkG aG WWT[\G oSG

G O G PG  G G SG

⺴G pkG aG WXTX^G oP

G G  G vG sG G
G G G G G zpG G
G G G TG  SG
G UG G G G
G G G UG vG  G
 G G G G G zpG
G G G G T G

䇴㢨ⵁG 㝘䘸㉿

⮨䛼G

G
{G G G  G G G G

O{G vG P
㝘♈㝘G ㉐⽸㏘G pk

⮨䛼G

SG G G SG G vG
|G G G G SG G

OzG pG OhPP

G UG hG  G vG G
G G G G G G ykzG wpG
jSG aG OoPG ˈjG OWTmPG O_TmPG OWTmPˉG
{G G ykzG wpG jG G G
G G G G O_TiPG G G G
G G G G G G G zG
G G SG G OjTmP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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㟈ẠG ㇠䚡

㵬G 㦤

⇨G 㟝
UG ~SG SG G G G
G G G }omG G khiSG G G
TSG G G wpG jG  G G
G G G zpG UG h G
G G G G G G
G G G G ˊUUG

⒤㢨䉤G ㉐⽸㏘G pk

⮨䛼G

OzG pG OkPP

G
|G G G G SG G
G G aG OoPG ˈlG XG jG OWTmPG
OWTmPG OWTmPG O_TmPG OWTmPˉG pG  G G
G G G G G G G O G
G PG G G G G  G G

㉐⽸㏘G ⢰ⷜ

⮨䛼G

OzG sP
㜤䚝G Ạ㉥G ⶼ䝬

 UG
zG G ykzG wzG uUG |G G
G UG wG  G G SG

⮨䛼G

OsG zG uG P

G G G  G vG
{G G G G G G G OoPG
ˈOXTmPG O_TmPG OWTmPˉG vG szuG  G  G
G G G G G
G G  G G G
 G SG G G G G
G G  G vG G SG G

w{

SG G G iijG
jG uG G G SG G G

OzG w{ SG k G w{ SG

G G G G G G

G wP

SG SG G
T SG G G G G
SG G G G G
V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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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멀티플렉스 및 서비스 구성 (Multiplex and Service Features)
오디오 코딩은 ETSI 300 401 표준에 따라 ISO/IEC 11172-3 (layer II) 또는
13818-3 (layer II) - LSF format을 적용한다. 샘플링 주파수는 48 또는 24 ㎑으로
오디오신호에 적용하며, 고역필터를 사용하여 오디오신호의 2~10 Hz 주파수
성분을 제거한 후 오디오신호를 코딩할 것을 권고한다.
라) 최소 전계강도 기준7)
지상고 10m 높이의 수신안테나로 측정하여 이동 청취 환경인 경우(1층
높이의 실내수신, 일반적 휴대 수신기)에서 58 dB(ɆV/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 수신 환경인 경우(대부분의 건물안) 65 dB(ɆV/m) 이상이어야 한다.

^PG vG VG {G w G nG G khiG tG sG OYWW]UX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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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관련 법률은 다음 표와 같이 “방송 서비스 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과 “무선통신 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Radcoms Act" 이라 칭함)”이 있으며, 이 법률에서 관련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기관은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며, 디지털라디오 관련
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한다.
표 8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체계
방송서비스법
제33조 (기술적 계획 가이드 가이드라인 개발)

방송서비스(기술적계획) 가이드라인 2007
o (Part8) 디지털라디오 송신사이트 위치, 방사전력,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최소레벨,
최소 전계강도 등 규정
o (붙임6) 디지털라디오(DAB) 주파수 Block 규정

< 방송 서비스 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
"BSA"라 불리며, 디지털라디오 관련 면허와 콘텐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의 33조 “Development of technical planning guidelines"에서는 규제
기관인 ACMA가 디지털라디오 관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30AA조 ”Technical standards for digital transmission - radio etc."에서는
ACMA가 디지털라디오 관련 기술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무선통신 법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
"Radiocoms Act"라 불리며, 방송 및 통신에 관련된 스펙트럼 (비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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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률에서 방송사에 할당될 스펙트럼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의 상업 라디오 (AM, FM) 방송국은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전용 오디오 서비스를 동시 방송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국에 서비스 면허 당 128 kbps 또는 전체 멀티플렉스의 1/9 이하를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라
디오 멀티플렉스 송신 사업자를 방송 사업자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 방송 서비스 가이드라인 (Broadcasting Services (Technical Planning)
Guidelines 2007) >
“BSA" 33조에 따라 ACMA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방송 관련 최소
전계 강도, 방송 서비스 시작 절차, 송신기 사이트 변경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part 8에서 디지털라디오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 체계 >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관련 기술표준은 다음 표와 같이 “BSA" 130AA조에
따라 ACMA에서 제정하였으며, 호주 기술 표준(Australian Standard AS
4943.1-2009)으로 제정되었다.
표 9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관련 기술표준 체계
방송서비스법
제130AA조 (라디오 등 디지털전송을 위한 기술표준)

기술표준
Australian Standard AS4943.1
(2009 Digital Radio – Terrestrial broadcasting Part 1 : Characteristics of
terrestrial digital audio broadcasting (T-DAB+) trans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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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주의 주요 기술기준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은 사용 주파수대역 (174 ~ 230 ㎒)과 대역외
발사(ETSI EN 300 401)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디지털라디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디지털라디오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은 호주의 “방송 서비스 법”에 의하여 제정된 기술표준에서 다루고 있다.
호주의 방송서비스 가이드라인8)은 “방송서비스 법” 제33조에 따라 호주

방송통신위원회(ACMA9))가 제정한 기술기준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Introduction
“정의” 부분에서 디지털라디오 구역에 대한 최소 전계강도를 63 ㏈Ɇ/m로
규정하고 있다.
② Part 1 Start up procedure
Part 1에서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시작 시, 즉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기
설치나 송신기의 기술적인 운영 스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③ Part 2 Change of transmitter site procedure
Part 2에서 송신기 사이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④ Part 8 Digital radio
Part 8에서 디지털라디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_PG ㏷㍲゚㓺G Ṗ㧊✲⧒㧎G aG iG zG O{G wPG nG YWW^
`PG 䢎㭒G ㏷䐋㔶㥚㤦䣢G aG hjthSG hG jG G t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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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기준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 적용 대상: DRMT licensee, authorized person

1

Application of Part 8

2

Location of transmitter
site

- 송신기 사이트는 BSA 지정 라디오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함

3

Effective radiated power

- 특수 지역을 위한 송신기의 ERP는 DRCP 내의
계획된 송신기 위치에 대한 규정 값을 초과할
수 없음

4

- DRMT licensee는 BSA에 명시된 라디오 지역을
위한 최소 레벨의 서비스 요구조건을
Minimum level of service
만족시켜야 함
requirements
- 송신 ERP는 DRCP에 명시된 최대 ERP보다
5㏈ 낮은 값

5

Maximum field strength
within designated BSA
radio area

6

Maximum field strength
beyond designated BSA
radio area boundary

- 주파수: 174-230㎒

- 서비스 지역 내에서 110 ㏈uV/m 이상의 신호
세기를 수신하는 인구가 1%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서비스 지역 내에서 120 ㏈uV/m 이상의 신호
세기를 수신하는 인구가 0.1% 그리고 10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송신기가 계획된 위치 외에 있을 경우 최대
신호 세기는 70 ㏈uV/m 와 계획된 위치에
있을 경우의 신호 세기 중 더 큰 값을
초과해서는 안됨
- 디지털라디오가 타 서비스에 미치는 간섭에
대한 보호비 표 명시

7

Interference to other
services

8

- ACMA는 주파수 Block, nominal 송신기
Single frequency networks
사이트, 방사 패턴 envelope 스펙만 책임짐
and additional co-channel
- SFN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현은 licensee의
transmitters
책임

9

Radiated signal
characteristics

- 디지털라디오에 의한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불만 사항은 디지털라디오
licensee가 해결해야 함

- 스펙트럼 마스크는 ETSI EN 300 401 V1.4.1의
15.4절을 따름

주) DRMT: Digital Radio Multiplex Transmitter
DRCP: Digital Radio Channe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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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ppendix 6: Digital radio (DAB) frequency blocks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주파수(174 ㎒ ~ 230 ㎒) Block을 다음 표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표 11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주파수 Block

36

DAB
Block
5A

호주
TV채널
6

중심
주파수(㎒)
174.928

주파수 범위
(㎒)
174.160-175.696

하위
보호대역(㎑)
–

상위
보호대역(㎑)
176

5B

6

176.640

175.872-177.408

176

176

5C

6

178.352

177.584-179.120

176

176

5D

6

180.064

179.296-180.832

176

336

6A

7

181.936

181.168-182.704

336

176

6B

7

183.648

182.880-184.416

176

176

6C

7

185.360

184.592-186.128

176

176

6D

7

187.072

186.304-187.840

176

320

7A
7B
7C
7D
8A
8B
8C
8D
9A

8
8
8
8
9
9
9
9
9A

188.928
190.640
192.352
194.064
195.936
197.648
199.360
201.072
202.928

188.160-189.696
189.872-191.408
191.584-193.120
193.296-194.832
195.168-196.704
196.880-198.416
198.592-200.128
200.304-201.840
202.160-203.696

320
176
176
176
336
176
176
176
320

176
176
176
336
176
176
176
320
176

9B

9A

204.640

203.872-205.408

176

176

9C

9A

206.352

205.584-207.120

176

176

9D
10A
10B
10C
10D
11A
11B
11C
11D
12A
12B
12C
12D

9A
10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208.064
209.936
211.648
213.360
215.072
216.928
218.640
220.352
222.064
223.936
225.648
227.360
229.072

207.296-208.832
209.168-210.704
210.880-212.416
212.592-214.128
214.304-215.840
216.160-217.696
217.872-219.408
219.584-221.120
221.296-222.832
223.168-224.704
224.880-226.416
226.592-228.128
228.304-229.840

176
336
176
176
176
320
176
176
176
336
176
176
176

336
176
176
176
320
176
176
176
336
176
176
176
–

비고

호주
DAB+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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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주의 기술표준 (Australian Standard AS 4943.1-2009)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은 유럽에서 제정된 ETSI 표준의 DAB+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오디오 코덱은 MPEG-4 HE AAC v2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 시스템 관련 내용은 DAB 방식과 동일하다. HE AAC v2 오디오
코딩에서는 최대 표본화 주파수를 48 ㎑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디오 비트율은
최소 8 ㎑에서 최대 192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부 인코더와 인터리버로
리드-솔로몬(Reed-Solomon) 부호와 가상 인터리버(Virtual interleaver) 부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보조 데이터 신호, 데이터 신호 형식, 다중화 조건,
제한수신, 오류 정정 및 분산, 변조 및 송신 조건 등은 ETSI의 DAB 방식과
동일하다.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은 “방송서비스 법” 제130AA조에 따라
ACMA가 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대신 대부분의 준용 표준들을 명기하고 있으며, 참조하는 표준
문서는 AS/NZS, ISO, ISO/TS, ISO/IEC, ETSI 표준들이다.
표 12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기술표준 내용
제목
1 범위

내용
- 호주의 T-DAB+ 요구 조건: audio/data 코딩,
TS의 특징, 채널 코딩, 변조 시스템
- 참조 국제 표준들을 명시

2 문서 구조

- 호주의 디지털라디오는 ETSI의 T-DAB
표준을 기반으로 함
- MPEG-4 HE AAC v2(T-DAB+)만 사용
- VHF Band III(174-240㎒),
L-Band(1452-1492㎒)
- 주파수 Block은 Band III의 7㎒ 채널 내에
할당, TV 서비스와 공유

3 호주의 implementation

- 최대 ±80 ㎑ 까지의 주파수 오프셋 사용
가능
- 전송 모드: I, III, III, IV
- MOT Slide Show: ETSI TS 101 499의
enhanced profile만 사용
- EPG: ETSI TS 102 371의 advance profile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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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 시간: UTC + LTO(Local Time Offset)
- 표준에서 참조하는 문서: AS/NZS, ISO,
ISO/TS, ISO/IEC, ETSI
- ETSI TS 102 536: MPEG-4 HE AAC v2
(DAB+)

4 참조 문서

- Sampling rate: 48 ㎑, 32 ㎑, 23 ㎑, 16 ㎑
- Sub-channel size: 144 CUs
- Max bit rate: 192 kbps for EEP-3A
5.1 Introduction

- Audio frame: 20 ms, 30 ms, 40 ms, 60 ms
- Audio super frame: 120 ms

5 오디오 코딩

- Error control: Reed Solomon coding,
Virtual interleaving
- 1 ㎑ sine 코딩의 전송 레벨: SMPTE RP
155
5.2 Transport of
AAC
5.3 DAB signal levels

6.1 General

6.2 Radio
broadcasting
system

6 Transmission
signal
6.3 System outline

- ETSI TS 102 563
- ITU-R BS.645
- ITU-R BS.1726
- ETSI EN 300 401, TR 101 496-1, TR 101
496-2, TR 101 496-3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 호주의 요구조건 만족을 위하여 일부 내용
변경
- ETSI EN 300 401: Clause 7은 제외
- ETSI TS 102 563의 MPEG-4 HE AAC v2
(DAB+) 만 사용
- ETSI TR 101 496-1: MPEG Audio Layer II
관련 내용 제외

6.4 System features

- ETSI TR 101 496-2: MPEG Audio Layer II
관련 내용 제외

6.5 Broadcast
network

- ETSI TR 101 496-3: MPEG Audio Layer II
관련 내용 제외

6.6 Registered tables - ETSI TS 101 756
7 Transport
interface

7.1 ETI

- ETSI ETS 300 799

8 EMC

8.1 ERM

- ETSI EN 302 077-1

9.1 MOT protocol

- ETSI EN 301 234

9.2 IP datagram
tunneling

- ETSI EN 201 735

9.3 TDC

- ETSI EN 101 759

9.4 DAB java

- ETSI TS 101 993

9 Data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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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specification
9.5 DAB-TMC

- ETSI TS 102 368

10.1 BWS part 1

- ETSI TS 101 498-1

10.2 BWS part 2

- ETSI TS 101 498-2

10.3 BWS part 3

- ETSI TS 101 498-3

10.4 MOT slide show - ETSI TS 101 499: enhanced profile만 사용
10.5 DRM; EPG

10 Data
application

- ETSI TS 102 371: 시간 UTC+LTO
- advanced profile만 사용

10.6 Intellitext

- ETSI TS 102 652

10.7 DRM; XML

- ETSI TS 102 818

10.8 TTI part 1

- ISO/TS 18234-1

10.9 TTI part 2

- ISO/TS 18234-2

10.10 TTI part 3

- ISO/TS 18234-3

10.11 TTI part 4

- ISO/TS 18234-4

10.12 TTI part 5

- ISO/TS 18234-5

10.13 TTI part 6

- ISO/TS 18234-6

11 Radio data
system

10.14 Guidelines for - B/TPEG Plenary Group 00/113
TPEG in DAB
(2000-08-24)
11.1 Cross-referencing
to simulcast
- ETSI EN 301 700
DAB

12 CA

12.1 CA

13 Interactive
services

13.1 NIP for
interactive
- ETSI ES 201 736
protocol
13.2 Interaction
channel through
- ETSI ES 201 737
GSM, PSTN,
ISDN, DECT

- ETSI TS 10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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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 서비스 현황
1) 미국
HD Radio는 미국 iBiquity Digital Corporation사에서 개발된 디지털라디오
전송

방식으로,

IBOC(In-Band-On-Channel)이라고도

한다.

1990년,

NRSC(National Radio System Committee)를 중심으로 디지털라디오 방송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여, 기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보호하며 지상파
방송방식을 지지하는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와 위성
방송방식을 지지하는 EIA(Electronic Industry Association)의 두 그룹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6년, 필드테스트에 Eureka-147 DAB, Eureka-147 DAB(SFN), AT&T
IBAC(In-Band, Adjacent-Channel), VOA/JPL 시스템이 참가, 모든 면에서
Eureka-147 DAB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으나, 기존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반
발로 기존의 AM, FM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독자적 기술 개발을 진
행하였다. 1998년, NRSC DAB Committee가 재구성되면서 IBOC 방식을 디
지털 라디오 방송 방식으로 한정하였다.
2000년, 방송방식 iDAB를 보유하고 있는 USADR과 오디오 압축 기술인
PAC (Perceptual Audio Cod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DR이 합병하여
iBiquity사로 탄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IBOC 시스템 개발은 단일화 되었다.
2001년, 시스템의 필드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그 해 9월 NAB Radio에서
IBOC FM에 대한 일반인의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결과를 NRSC와
FCC에 제출하여 2002년 중반, IBOC AM/FM에 대한 승인을 얻었고 2003
년부터 송출을 시작하였다.
가)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송출 현황
2007년 10월, 미국의 1,516개 방송사가 2,264개 채널로 방송 송출을 하였으며,
246개 채널이 방송되었고, 2011년 6월, 2,000여개 이상의 방송국들은 HD
Radio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 중이고 3,400개 이상의 채널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디지털라디오를 송출하는 방송국의 연도별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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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D Radio 서비스 방송국 년도 별 현황

HD Radio는 아날로그 FM과 동일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메인 방송인
HD1외에 추가적인 방송인 HD2, 3, 4 등의 제공이 가능하며 현재 약 1,300개
이상의 방송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연도별 추가 방송의
증가량을 보여준다.

그림 8 HD Radio 멀티캐스트 채널 년도 별 현황

현재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방송 커버리지는 전체영역의 87%를 커버하고
있어 인구의 90%이상이 디지털라디오 청취가 가능하다. 다음 그림 과 표는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커버리지 및 송출 현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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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 내 HD Radio 방송 커버리지
표 13 미국의 HD Radio 방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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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n

New York, NY
Los Angeles, CA
Chicago, IL
San Francisco, CA
Dallas, TX
Houston, TX
Philadelphia, PA
Atlanta, GA
Washington, DC
Boston, MA
Detroit, MI
Miami, FL
Seattle, WA
Phoenix, AZ
Minneapolis, MN
San Diego, CA
Tampa, FL
St. Louis, MO
Baltimore, MD
Denver, CO
Portland, OR
Pittsburgh, PA
Charlotte, NC
Riverside, CA
Sacramento, CA

43
45
44
37
33
30
38
29
33
35
32
30
33
24
19
27
25
23
38
34
21
18
36
40
24

% Listeners
12 &Older
75 %
80 %
86 %
68 %
72 %
77 %
89 %
86 %
79 %
73 %
81 %
88 %
77 %
66 %
72 %
53 %
80 %
84 %
72 %
80 %
59 %
64 %
72 %
65 %
62 %

HD2,3,4
Channels
31
32
31
23
18
21
22
22
29
26
20
18
28
15
17
18
20
20
33
19
14
19
26
28
13

Total Digital
Channels
66
70
69
59
49
43
57
47
53
57
49
45
54
36
32
41
42
39
61
48
33
29
56
6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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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미국의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현황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 기준 450만대 이상의 수신기가 판매되었다.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표준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사는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를 포함한 세계 여러 업체와
수신기 제작을 협력을 맺고 있으며 차량용 수신기 및 Hand-held 수신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신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HD Radio 수신기
판매 추세 및 다양한 HD Radio 수신기를 보여준다.

그림 10 미국의 디지털라디오 판매 현황

그림 11 HD Radio 수신기 형태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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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 디지털라디오 사업자는 전국사업자(BBC), 전국 상업방송 사업자
(Digital one), 그리고 지역 상업방송 사업자와 BBC지역방송 등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영국에는 BBC, Digital One 등 2개의 전국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있으며 각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2개의 DAB Block(12B, 11D)을 사용하여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표는 영국의 DAB와 아날로그FM 커버리지를 표시하였고, 아날로그
FM보다 DAB 커버리지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현재 DAB와 FM 커버리지
구 분

지역 MUX사업자 합계

BBC 전국

전국상업방송

주택기준

66.2%

92.2%

84.6%

도로기준

42.9%

73.4%

63.5%

주택기준

92.6%

94.9%

90.9%

도로기준

91.5%

93.1%

86.8%

DAB

FM

가) 영국의 디지털라디오 송출 현황
전체 송신사이트 201개소를 통해 전국/지역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공유하고
있다. 즉, 전국 사업자인 BBC가 201개, Digital One이 137개 송신사이트에서
DA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송 용량은 DAB Block의 최대 전송율이 2.3
Mbps이나 에러정정코드를 제외하면 유효 전송율은 약 1.5Mbps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2개 전국 DAB 멀티플렉스 사업자에 대한 개별 방송의 전송
용량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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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전국 DAB Block과 서비스별 전송용량
BBC national

Digital One

12B(중심주파수 225.648㎒)

11D(중심주파수 222.064㎒)

BBC Radio 1 128kbit/s

Smooth Radio 112kbit/s

BBC Radio 2 128kbit/s

Talk Sport 64kbit/s

BBC Radio 3 160kbit/s

Classic FM 160kbit/s

BBC Radio 4 128kbit/s

Planet Rock 112kbit/s

BBC Radio 5 64kbit/s

BFBS Radio 80kbit/s

BBC Radio 5 Live Extra 64kbit/s

Amazing Radio 64kbit/s

BBC 6 Music 128kbit/s

Premier 64kbit/s

BBC 4 Extra 80kbit/s

UCB UK 64kbit/s

Radio 1Xtra 128kbit/s

Jazz FM 96kbit/s

BBC Asian Network 64kbit/s

Absolute Radio 112kbit/s

BBC World Service 64kbit/s

Absolute Radio 80s 112kbit/s
Absolute Radio 90s 64kbit/s
Absolute Radio 00s 128kbit/s
Absolute Radio extra 112kbit//s

; 12개 프로그램, 총 1,136 kbps

; 15개 프로그램, 총 1,344 kbps

※ 출처 : Ofcom / UK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Report 2011

그림 12 BBC 라디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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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DAB 서비스는 217.8 ~ 230.0 ㎒(DAB Block : 10B ~ 12D)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210.8 ~ 215.8 ㎒(DAB Block : 10B ~ 10D) 구축할
예정이며 DAB Block 5A(174.1 ~ 175.7 ㎒)를 지역 DAB 전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멀티플렉스 Digital One는 잉글랜드/웨일즈에서 DAB Block 11D를
사용하고 스코틀랜드에서 Block 12A를 사용한다. 다음 표와 같이 전국 멀티
플렉스 BBC는 Block 12B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DAB Block 11A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16 DAB Block(7개)의 사용 현황
DAB
Block

11B

11C

11D

12A

12B

12C

12D

사용 현황
국제적 제한

비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
아일랜드

지역

지역

-

지역

지역

-

Digital
One

지역

-

지역

Digital
One

-

DAB (벨기에)

BBC

BBC

BBC

군사 (프랑스)

전국

전국

전국

지역

지역

-

남쪽 해안
없음

지역

지역

지역

남쪽 해안
없음

TV (프랑스, 프랑스, 아일랜드)
DAB (벨기에)
TV (프랑스 & 아일랜드)

TV (프랑스 and 아일랜드)
DAB (네덜란드)
DAB (벨기에, 아일랜드)
단거리 장비 (프랑스)

DAB (아일랜드)
군사 (프랑스)
군사 (프랑스)

서쪽
웨일즈
없음

※ 출처 : Ofcom / Preparing for the Future, Appendix D: Options for DAB r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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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영국의 지역별 DAB Block 할당(안)을 표시하였다.

그림 13 영국의 지역 DAB 주파수 Block 할당(안)
※ 출처 : Ofcom / An approach to DAB coverage plann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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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Block 번호(VHF 대역 III) 관련, T-DAB Block의 중심주파수는 16 ㎑
주파수의 배수로 할당하고 있으며, T-DAB Block간 보호를 위해 176 ㎑ 보호
대역을 확보하였으며, 7 ㎒ 대역폭을 갖는 아날로그TV 시스템인 경우 인접
TV채널 DAB Block간 보호를 위해 320 ㎑ 또는 336 ㎑의 보호대역을 두고
있다. 다음 그림과 표는 유럽의 TV채널내 T-DAB Block 주파수를 표시하였다.

그림 14 TV CH12번에서 T-DAB Block 위치G

표 17 T-DAB Block의 주파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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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B
Block 번호

중심
주파수(㎒)

주파수 범위
(㎒)

하위
보호대역(㎑)

상위
보호대역(㎑)

5A

174.928

174.160-175.696

–

176

5B

176.640

175.872-177.408

176

176

5C

178.352

177.584-179.120

176

176

5D

180.064

179.296-180.832

176

336

6A

181.936

181.168-182.704

336

176

6B

183.648

182.880-184.416

176

176

6C

185.360

184.592-186.128

176

176

6D

187.072

186.304-187.840

176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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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188.928

188.160-189.696

320

176

7B

190.640

189.872-191.408

176

176

7C

192.352

191.584-193.120

176

176

7D

194.064

193.296-194.832

176

336

8A

195.936

195.168-196.704

336

176

8B

197.648

196.880-198.416

176

176

8C

199.360

198.592-200.128

176

176

8D

201.072

200.304-201.840

176

320

9A

202.928

202.160-203.696

320

176

9B

204.640

203.872-205.408

176

176

9C

206.352

205.584-207.120

176

176

9D

208.064

207.296-208.832

176

336

10A

209.936

209.168-210.704

336

176

10B

211.648

210.880-212.416

176

176

10C

213.360

212.592-214.128

176

176

10D

215.072

214.304-215.840

176

320

11A

216.928

216.160-217.696

320

176

11B

218.640

217.872-219.408

176

176

11C

220.352

219.584-221.120

176

176

11D

222.064

221.296-222.832

176

336

12A

223.936

223.168-224.704

336

176

12B

225.648

224.880-226.416

176

176

12C

227.360

226.592-228.128

176

176

12D

229.072

228.304-229.840

176

–

※ 출처 : ITU-R Rec. BS.1660-6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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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의 디지털 라디오 수신기
영국은 지상파(DAB), 위성 그리고 케이블 디지털 텔레비전의 모든 플랫폼에서
디지털라디오 콘텐츠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으며 플랫폼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라디오 청취자의 디지털라디오 플랫폼 비율

영국의 라디오 청취행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전체 라디오 청취의 63%가
가정에서, 18%가 차량에서 청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50%가 자동차내에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6 라디오 청취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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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DAB수신기 누적 판매대수는 다음 그림과 같이 약 1,300만대이며
가구수 기준 약40%가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1분기 기준 아날로그
FM수신기는 660만대, DAB 수신기는 190만대가 판매되었다.

그림 17 라디오 수신기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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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수신기 가격은 약 20 ~ 184 파운드(한화 약 4만원 ~ 40만원)에 판매
중이며 판매 평균가는 약 14만원이다.

그림 18 DAB수신기 평균 판매가격

DAB 수신기 동향 관련, DAB 수신기는 키친 라디오 및 HI-FI 오디오 타입
그리고 clock 라디오 타입 등으로 나누어지며, 포터블 타입의 키친 라디오가
주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기존 타입의 수신기, WIFI를 이용한
인터넷 라디오 그리고 ipod 도킹 시스템 겸용의 라디오 수신기들이 출시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DAB 수신기를 보여준다.

그림 19 다양한 형태의 DAB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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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수신기 의무 장착 관련, 강제적인 법 조항은 없으며, Ofcom에서
의무탑재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 중이다. 수신기 제조사들은 2013년말까지는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DAB 수신기를 장착키로 합의 하였다. 기존차량에는
50~800유로의 차량용 수신기 장착, 신규 차량은 매립형 수신기 장착하였고,
2011년 상반기 현재 총 17개 자동차 브랜드에서 DAB수신기를 장착하여 출시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0 디지털라디오 수신기 장착 중인 자동차 메이커 및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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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호주는 5개의 대도시 지역에서 '09.4월 DAB+ 방식으로 디지털라디오 시험
방송을 시작하여, ‘09.8월 6일 공식적인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
서비스법”에 따라 대도시 면허 지역(metropolitan licence areas)과 지방 면허
지역(regional licence areas)을 구분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방 면허 지역에 대하여 디지털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는 오디오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편성에는 제약이 없으나,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라디오 방송국의
비디오 방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공영 방송사는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과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가 있으며, 상업 방송사들은 CRA (Commercial
Radio Broadcasters Australia)를 중심으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은 방송사 별로 하고 있으며, 방송을 허가받은 후에는
방송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다음 그림은 호주의 DAB+ 방송
채널을 보여준다.

hG{}
{khi

]

kG{}

^

_

`

`

`

`

i~GaG]t¡

XW

XX

XY

i~GaG^t¡

그림 21 호주의 디지털라디오(DAB+) 방송용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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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도시 면허 지역
다음 그림과 같이 호주는 전체 인구의 약 60 %가 5개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델라이드, 브리스본, 멜버른, 퍼스, 시드니 등 5개 대도시에서 DAB
Block 9A, 9B, 9C를 통하여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라디오 신호 송출은 각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며, 멀티플렉스
사업자인 BA(Broadcast Australia)와 TXA가 송출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2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5개 대도시 면허 지역

대도시 면허 지역에 할당된 DAB Block, 송신사이트, 송신출력 등 주요
송신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8 호주 DAB+의 주요 송신제원
면허 지역

DAB Block

아델라이드

9B

(Adelaide)

9C

사이트 명
Channel 7/10 Site 115 Summit Road
CRAFERS
Channel 7/10 Site 115 Summit Road
CRAFERS

출력
50 kW
5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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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본

9A

Channel 10 Site MOUNT COOT-THA

50 kW

9B

Channel 10 Site MOUNT COOT-THA

50 kW

9C

Channel 10 Site MOUNT COOT-THA

50 kW

9A

ATV-10 Tower Ornata Road MT
DANDENONG

50 kW

(Brisbane)

멜버른
(Melbourne )

9C

ATV-10 Tower Ornata Road MT
DANDENONG
NTL (ABV-2) Tower Eyre Road MT
DANDENONG

퍼스

9B

NEW 10 Tower Welshpool Road CARMEL

50 kW

(Perth)

9C

NEW 10 Tower Welshpool Road CARMEL

50 kW

9B

9B
9C

(Sydney)

9A

50 kW

Ch7/10 Tower 192-196 Hampden Road
ARTARMON
Ch7/10 Tower 192-196 Hampden Road
ARTARMON
Ch7/10 Tower 192-196 Hampden Road
ARTARMON
TCN 9 Television Tower Artarmon Road
WILLOUGHBY
TCN 9 Television Tower Artarmon Road
WILLOUGHBY
TCN 9 Television Tower Artarmon Road
WILLOUGHBY

9A

시드니

50 kW

9B
9C

50 kW
50 kW
50 kW
12.5 kW
12.5 kW
12.5 kW

대도시 면허 지역에서는 각각의 멀티플렉스(DAB Block)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에게 상업용과 공익용으로 256 kbps를 할당하거나, 64 kbps ~ 256 kbps의
비트 율을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할당 받은
비트 율 내에서 서비스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나) 지방 면허 지역
호주는 지방 면허 지역에 대하여 2013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
면허 지역에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표준을 검토하는 호주의 정부 기관은
DBCDE(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이며, DBCDE는 호주의 지방에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기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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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장비의 가용성과 가격 및 방송 구역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2011년 10월에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지방은 그 범위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DAB+ 방식을 사용할 경우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DAB+ 방식은 DTV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에 적합한 디지털라디오 후보 기술로는 DAB+, DRM/DRM+, HD-Radio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 디지털라디오 커버리지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지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본, 아델라이드, 퍼스 등 5개 대도시이며, 시험방송은 캔버라, 다윈 등
두 개의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림 23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지역 (시험방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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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멜버른, 브리스본, 아델라이드, 퍼스의 5개 대도시 각각의 DAB+
커버리지는 아래의 그림들과 같다.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디지털라디오 면허
지역을 나타내며, 파란색 지역은 현재의 커버리지를 표시하였으며, 검정색의
삼각형은 송신 사이트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림 24 시드니 지역의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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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멜버른 지역의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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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브리스본 지역의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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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아델라이드 지역의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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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퍼스 지역의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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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라디오 수신기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수신기 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월
기준 전체 판매 수신기는 약 800,000개 이며, 여기에는 차량용 수신기와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71%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새해 기간에 가장
높은 판매 증가를 나타내었다.

그림 29 디지털라디오 수신기 누적 판매 수

63

디지털 방송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호주의 디지털라디오 수신기는 Pocket, Tabletop, HiFi/Media, 차량 형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판매
되고 있다.

Pocket 형태

Tabletop 형태

HiFi/Media 형태

⁎ⰒG ZWG 디지털라디오 수신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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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디지털라디오 방식별 기술기준 초안
1. DAB 기술기준 초안
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DAB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
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xx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4호에서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125.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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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정지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
할 수 있다.
126.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
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을 따를 것
(2)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kbps로 할 것
(3)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kbps로 할 것
(4)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및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3.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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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가칭)”을 따를 것
4.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5.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6. 오류 정정 및 분산은 제29조 제1항 제7호를 준용한다.
7. 변조 및 송신조건은 제29조 제1항 제8호를 준용한다.
8.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방송
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0.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은 제29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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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설명자료
1)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DAB 기술기준 초안은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및 영상신호의 형식을
제외한 방송신호 구성, 다중화 조건 등 현재 사용중인 DMB 기술기준과
유사하다.

DAB

방식은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을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에서 언급된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다.
o 방송신호 구성
- (개념) 방송서비스를 위해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구성을 말한다.
- (기준값) 방송신호 구성은 오디오, 데이터를 구성된다.
- (검토결과) D-라디오에서는 영상신호를 제외한 오디오, 데이터 신호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오디오 서비스 신호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DAB 방식은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 부호화 형식을 따른다.
- (검토결과) DAB 방식에 대한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은 ITU, ETSI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데이터 서비스란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기준값) DAB 계열(DAB, DAB+, DMB-Audio)에서 D-라디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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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서비스 신호를 위한 신호의 형식은 별도 표준을 따른다.
- (검토결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적시반영을 위해
데이터서비스, 재난경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규격은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다.
o 다중화 조건
- (개념) 다중화는 방송신호의 구성 요소인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기준값) DAB 계열(DAB, DAB+, DMB-Audio)에서 D-라디오를 위한
다중화 조건은 동일하며, 다중화를 위한 신호의 형식은 별도 표준을
따른다.
- (검토결과) T-DMB를 포함한 DAB 계열(DAB, DAB+, DMB-Audio)의
다중화는 정해진 국제표준(ISO/IEC 13818-1)을 사용해야하므로 D-라디오
다중화 조건에서도 동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제한수신
- (개념) 제한수신은 방송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제한된 수신기능을
말한다.
- (기준값)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 (검토결과) T-DMB를 포함한 DAB 계열(DAB, DAB+, DMB-Audio)의
제한수신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400 301)을 사용해야하므로 D-라디오
제한수신도 동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류정정 및 분산
- (개념) 오류정정은 오류신호 복원이 용이하도록 비트(정보)를 추가하는
기술을 말하며, 오류분산은 한꺼번에 많은 오류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트(정보)의 추가없이 혼합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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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 오류정정 방식은 길쌈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오류분산 방식은 시간 인터리빙 및 주파수 인터리빙 방식을
적용 할 것
- (검토결과) T-DMB를 포함한 DAB 계열(DAB, DAB+, DMB-Audio)의
오류정정 및 오류분산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400 301)을 사용해야하므로
D-라디오 오류정정 및 오류분산도 동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변조 및 송신조건
- (개념) 변조 및 송신조건은 송신안테나를 통한 방송신호 전송이 용이하도록
신호를 임의의 채널대역폭이내에서 압축 등의 기능을 말한다.
- (기준값) 주파수대역폭, 발사전파 형식, 변조 등을 규정한다. 다음은 무선
설비규칙 중 DMB의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을 나타냈다.
ㆍ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536㎒로 할 것
ㆍ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ㆍ변조는 Ɋ/4-D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ㆍ유효 전송 속도는 0.8 Mbps이상 1.7Mbps이하로 할 것
ㆍ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검토결과) T-DMB를 포함한 DAB 계열(DAB, DAB+, DMB-Audio)의
변조 및 송신조건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400 301)을 사용해야하므로
D-라디오 변조 및 송신조건도 동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 (개념)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다른 방송신호에 간섭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체 방송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대역외 발사강도, 첨두전력 레벨, 신호대잡음비,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 주파수응답특성 등 규정한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중 DMB의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이다.
ㆍ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6-1과 같이 4㎑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에서 -2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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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에서 -71㏈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에서 -106㏈
이하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6-2와 같다.
ㆍ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ㆍ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18을 기준으로 편차가 1㏈
이내일 것
ㆍ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이내
ㆍ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하한 11%로 할 것
ㆍ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이내일 것
- (검토결과) T-DMB를 포함한 DAB 계열(DAB, DAB+, DMB-Audio)의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400 301)을 준용하므로
D-라 디오 송신 장 치 의 기 술 적 조 건 도 동 표 준 을 준 용하 는 것 이
타 당 하 다 고 검토되었다.
o 편파
- (개념) 편파는 전파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며, 송신안테나의 배치방법에
따라 수직, 수평 및 원형편파로 구분된다.
- (기준값) 수직편파를 사용한다.
- (검토결과) 아날로TV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동수신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T-DMB는 수직편파를 사용하고 있고 DAB 도입할 경우 DMB와 동일한
편파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채널
- (개념) 채널은 각국의 주파수정책에 따라 일부 달리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 및 효율적 방송주파수망 배치 등을 위해 채널번호를 지정하고 있다.
- (기준값) DAB 방식은 DMB와 동일한 중심주파수, 채널대역폭 등 채널
번호를 지정한다.
- (검토결과) 유럽형 DAB 채널번호는 7㎒ TV채널대역폭에서 4개 Block을
할당하는 유럽형 DAB Block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DAB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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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DMB와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6㎒ TV채널
대역폭에서 3개 Block을 할당하는 국내에 적합한 채널할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현재 사용중인 DMB 채널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o 전송프레임, 널 심벌주기 등 전송모드
- (개념) 전송모드는 전송데이터, 동일주파수망 등을 고려하여 DAB 송신
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준값) DMB 기술기준 중 전송프레임의 형식에서 전송모드를 규정하고
있으며 DAB 기술기준 초안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DAB(또는 DAB+, DMB) 송신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송모드 종류는
Mode I, Mode II 등 4가지 방식이 있다. 영국의 전국 사업자는 Mode I을
허용하고, 지역 사업자는 Mode I 또는 Mode II를 허용하고 있다.
- (검토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T-DMB에서 전송모드 I을 사용하고 있고
DAB 또는 DAB+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표 19 DAB 송신시스템의 전송모드 종류
전송 변수

Mode I

Mode II

Mode III

Mode IV

96 ms

24 ms

24 ms

48 ms

널(NULL) 심벌 주기, TNULL

1.297 ms

324 ms

168 ms

648 ms

OFDM 심벌 주기, Ts

1.246 ms

312 ms

156 ms

623 ms

1 ms

250 ms

125 ms

500 ms

246 ms

62 ms

31 ms

123 ms

1,536

384

192

768

전송 프레임 주기, TF

반송파 간격의 역수, Tu
보호구간 주기, D (Ts= Tu+ D)
전송 반송파 수, K
※ 참조 : ITU-R 권고 BS.1114-7

o 대역외 발사강도 등 불요발사
- (개념) 불요발사는 대역외 발사와 스퓨리어스로 구분되고, 대역외 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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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대역폭 250% 이내에 있는 신호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여, 스퓨리어스는
대역외 발사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호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불요
발사는 인접채널에 미치는 전파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신호를 제외한
불필요 신호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다.
- (기준값) 영국의 불요발사는 허가시 특별히 허용된 다른 규정이 없다면
모든 송신기 불요발사 출력은 표준문서 ETSI 300 401“ 제15절의
Critical” 마스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T-DMB 불요발사(대역외
발사강도) 규정은 ETSI에서 정한 기준값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소출력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DAB Block 10B의 중심주파수(fc)에서 3㎒
이하 대역과 12D의 중심주파수(fc)에서 3㎒ 이상 대역은 "critical mask“를
적용한다. 또한 스퓨리어스 발사는 표준문서 EN 302 077-2를 적용하며
송신기에서 ERP 10mW 이상의 불요발사를 초과하지 않도록 스퓨리어스
불요발사 제한을 위해 입․출력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요발사는 아래 표에서 규정한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검토결과) 우리나라 T-DMB에서 DAB 규정에 따른 불요발사를 적용하고
있어 DAB 또는 DAB+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표 20 DAB 송신기의 불요발사(대역외 발사, 스퓨리어스) 규정
중심주파수, fc (㎒)

출력레벨 (dBc)

fc ± 0.97

-45

fc - 1.75 < fr < fc - 0.97
fc + 0.97 < fr < fc + 1.75
fc - 3 < fr < fc - 1.75
fc + 1.75 < fr < fc + 3

-[45 + {35(fr - 0.97)/0.78}]

-80

fr < fc - 3

스퓨리어스 발사는

fr > fc + 3

ETSI 302 077-2를 따른다

73

디지털 방송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표 21 DAB 송신시스템의 스퓨리어스 규정
주파수 범위

스퓨리어스

기준대역폭

참조

(㎒)

발사의 한계레벨

(㎑)

(ETSI 302 077-2)

100

아래그림 (a)

4

아래그림 (b)

-36 dBm (250 nW)

100

아래그림 (a)

-30 dBm (1 ɆW)

100

아래그림 (a)

4

아래그림 (b)

100

아래그림 (1)

9 ㎑ ~ 174

-36 dBm (250 nW)
-82 dBm, P < 25 W

> 174 ~ 400

-126 dBc, 25 W < P < 1,000 W
-66 dBm, 1,000 W < P

> 400 ~ 1,000
> 1,000 ~ 1,452

-62 dBm, P < 25 W
> 1,452 ~ 1,492

-106 dBc, 25 W < P < 1,000 W
-46 dBm, 1,000 W < P

> 1, 492

-30 dBm (1 ɆW)

NOTE: P = 송신기의 평균 전력(mean power)

(a) 기준 대역폭 : 100 ㎑

(b) 기준 대역폭 : 4 ㎑

그림 31 DAB 송신시스템의 스퓨리어스 발사
74

제장 디지털라디오 방송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 연구

o 송신기 인식 정보(TII, Transmitt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 (개념) TII 코드는 전파간섭 추적, 동일주파수망(SFN) 관리 등을 위해
송신기 인식정보(TII)를 송출신호에 포함하여 보내는 기술이다.
- (기준값) 영국은 TII를 방송사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ETSI 300 401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 (검토결과) 현행의 DMB 방식 뿐만 아니라, DAB 또는 DAB+ 방식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 주파수관리 등을 위해 도입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o 주파수 정밀도 (Frequency Accuracy)
- (개념) 주파수정밀도는 다수의 송신기를 이용해 단일주파수망 구현할
경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주파수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 (기준값) 중심반송파는 허가주파수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 반송주파수는 null 주파수이며, 운영자는 1개 송신기 이상을 사용하는
다수의 멀티플렉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 (검토결과) 우리나라는 허가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허용편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T-DMB에서 단일주파수망인 경우 ±10Hz 이내, 다중주파수
망일 경우 ±100Hz 이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중 규제화 우려가
있는 주파수정밀도의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o 급전선 반사전력
- (개념) 급전선 반사전력은 송출하고자하는 희망신호를 열로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급전선에서 송신기로 되돌아오는 신호를 제한하는 항목으로
급전선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는 항목이다.
- (기준값) on-air 전파 발사없이 급전선을 더미로드(의사공중선)에 연결하여
반사전력이 -14 dB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검토결과) 영국에서 DAB 송신기에 대한 급전선 반사전력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호주 등에서 DAB 계열에 대해 동 규제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동 규제항목에 대한 도입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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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B 방식의 동향 및 시사점
ITU-WARC(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79에서 위성 디지털
라디오 방송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시작하였고, ‘87년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첨단

기술

공동

개발

계획인

Eureka-147(EUropean

REserch Coordination Agency project-147)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1991년까지
Eureka-147 DAB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 1995년에 유럽의 방송통신 표준화
기관인 ETSI에서 유럽표준(ETSI EN 300 401)으로 채택되었다.
영국은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위해 DAB 방식을 채택하여 방송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에서 정하는 “디지털 기술기준 (digital
technical code)”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ETSI 300 401 등)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멀티플렉스
허가 관련 본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침서(강제규격)인 “Technical
Policy Guidance for DAB Multiplex Licensees”를 포함하고, 디지털라디오
멀티플렉스 개발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개발 중에
있다. DAB 방식은 DAB 계열(DAB/DAB+/DMB-Audio) 중 하나이며, DAB
계열을 채택한 주요국 기술기준은 유럽표준(ETSI EN 300 401)을 근간으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다만, DAB 계열간의 차이점은 오디오 압축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DAB은 Musicam, DAB+는 AAC+, DMB- Audio는 BSAC 오디오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 DAB 계열간의 공통점은 다중화 조건, 대역외 발사강도,
주파수허용편차 등 RF 송신조건에서 유사하다.
주요 시사점으로 DAB 계열 방식간 표준내용은 거의 유사하므로 국내
DMB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이 규제내용을 기술기준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도입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주파수응답특성은 주요국의 기술기준/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간소화를 위해 방식 도입시 규제 여부 검토 필요하며,
규정항목 기준값의 출처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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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B+ 기술기준 초안
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DAB+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xx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초안)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4호에서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125.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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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정지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
할 수 있다.
126.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4496-3(MPEG-4) High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HE-AAC)을 따를 것
(2)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128kbps로 할 것
(3)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24kbps로 할 것
(4)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및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
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3.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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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
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가칭)”을 따를 것
4.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5.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6. 오류 정정 및 분산은 제29조 제1항 제7호를 준용한다.
7. 변조 및 송신조건은 제29조 제1항 제8호를 준용한다.
8.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방송
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0.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은 제29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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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설명자료
1)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DAB+ 기술기준 초안은 DAB 기술기준 초안 내용과 유사하다. DAB 방식에서
오디오 서비스 신호 형식을 제외한 방송신호의 구성, 다중화 조건 등 DAB
기술기준 초안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DAB+ 방식의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4496-3(MPEG-4) High- 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HE-AAC)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에서 언급된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다.
o 방송신호 구성
- (개념) 방송서비스를 위해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구성을 말한다.
- (기준값) 방송신호 구성은 오디오, 데이터를 구성된다.
- (검토결과) D-라디오에서는 영상신호를 제외한 오디오, 데이터 신호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오디오 서비스 신호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DAB+ 방식은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4496-3
(MPEG-4) High- 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HE-AAC)을 따른다.
- (검토결과) DAB+ 방식에 대한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은 ITU, ETSI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다중화 조건, 제한수신, 오류정정 및 분산,
변조 및 송신조건 등 규정은 앞에서 설명된 DAB 규정항목에 대한 설명
자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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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B+ 방식의 동향 및 시사점
DAB+ 방식을 채택한 호주는 5개의 대도시 지역에서 '09.4월 디지털라디오
시험방송을 시작하여, ‘09.8월 6일 공식적인 상용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 서비스법”에 따라 대도시 면허 지역(metropolitan licence areas)과 지방
면허 지역(regional licence areas)을 구분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방 면허 지역에 대하여 디지털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주요 시사점으로 DAB 계열 방식간 규정내용은 거의 유사하므로 국내
DMB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규제내용을 기술기준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도입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주파수응답특성은 주요국의 기술기준/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간소화를 위해 방식 도입시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규정항목 기준값의 출처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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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B-Audio 기술기준 초안
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DMB-Audio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xx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초안)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4호에서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125.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정지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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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126.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kbps로 할 것
(3)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kbps로 할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이하
일 것
(5)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프레임
이하일 것
3.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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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가칭)”을 따를 것
4.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5.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6. 오류 정정 및 분산은 제29조 제1항 제7호를 준용한다.
7. 변조 및 송신조건은 제29조 제1항 제8호를 준용한다.
8.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방송
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0.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은 제29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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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설명자료
1)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DMB-Audio 이라 함은 새로운 방송기술이 아니라 현행 DMB 방식에서
영상신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며 DMB-Audio 기술기준 초안은 현행
DMB 기술기준 내용과 유사하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에서 언급된
규정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이다.
o DMB-Audio 주요 규정항목 처리방향
다중화 조건, 대역외발사강도 등 현재 사용중인 DMB 기술기준 규제내용과
유사하나 현행 DMB 기술기준에서 영상신호 부호화 형식을 삭제하고, 오디오
압축효율이 낮은 부호화 형식을 삭제하였다.
즉 오디오신호 압축 효율이 낮은 ISO/IEC 11172-3 (MPEG-1 Audio Layer II)과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을 삭제하고, 현행의 고효율 압축
기술인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을 현행 유지하여 기존 수신기와의
호환성 확보를 고려하였다.
o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오디오 서비스 신호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DMB-Audio 방식은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른다.
- (검토결과)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다중화 조건, 제한수신, 오류정정 및 분산,
변조 및 송신조건 등 규정내용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DAB 규정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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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B-Audio 방식의 동향 및 시사점
DMB-Audio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DMB 시스템 중 일부분이며
DMB 시스템에서 영상신호 관련 규정을 제외한 음성신호 부호화 형식, 대역외
발사강도 등의 규정항목은 현행 DMB 기술기준과 동일하다. DMB-Audio
방식은 DMB 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D-라디오 방식 도입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술기준 초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DMB-Audio 방식은 DAB 계열(DAB, DAB+, DMB-Audio) 중 하나이며
현행 DMB 무선설비와 별도의 무선설비로 분류하여 서비스 제공을 할 수도
있지만, 현행 DMB 기술기준 간소화를 위해 영상신호를 제외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DMB-Audio 방식은 현행 DMB 방식의 규제내용과 유사하고, 동일한 오디오
부호 방식을 사용하므로 송신기 및 수신기의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오디오 부호방식은 압축효율이 높은 최근 표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경우 현행 DMB 수신기의 호환성 확보가 어렵다.
주요 시사점으로 DAB 계열 방식간 표준내용은 거의 유사하므로 국내
DMB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대부분이 규제내용을 기술기준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도입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주파수응답특성은 주요국의 기술기준/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간소화를 위해 방식 도입시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며,
규정항목 기준값의 출처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DAB 계열의 규정항목 분석결과, 향후 주파수응답특성, 송신기 인식정보,
오디오서비스 비트율 등 현행 DMB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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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DMB 기술기준에서 주파수응답특성 삭제여부 검토
주파수응답특성은 채널(주파수)대역폭 이내에서 출력레벨 편차이득을 말한다.
송신장비는 입ㆍ출력 신호간 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 이상의 기준값을
유지해야 방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DMB 방송품질을 위한 규정항목은
첨두전력레벨, 신호대잡음비, 반송파의 주파수허용편차,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주파수응답특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DAB 계열의 주파수응답특성은 영국ㆍ호주의 기술기준 및 ITUㆍETSI의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DAB 계열인 현행 DMB 규제 간소화를
위해 규정항목 삭제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표는 DMB 주파수응답특성에 대한 규정항목을 삭제할 경우 지상파
DMB 기술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2 「무선설비규칙」개선 방안
현행

개선방안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

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

(6) <삭

제>

내에서 ±1㏈ 이내일 것
9 (이하 생략)

9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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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DMB 기술기준에서 송신기 인식정보(TII) 도입여부 검토
송신기 인식정보(TII, Transmitter Identification Information)는 전파간섭
추적, 단일주파수망 관리 등 방송주파수망 관리를 위해 해당 송신기에 대한
인식정보를 말한다. 영국(DAB 방식)은 TII 코드를 방송사가 선택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제표준(ETSI 300 401)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DMB 방식은 유럽 DAB 방식의 규정내용에 영상압축 부호화
기술내용을 추가한 방식이다. 즉 DMB와 DAB의 기반기술은 유사하므로
DMB 방식에서 DAB 방식기술인 TII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기술적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DAB 계열(DAB, DAB+, DMB-Audio) 방식을 도입할 경우
효율적 방송주파수망 관리를 위해 도입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표는 송신기 인식정보를 DMB에 도입할 경우 방송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내용은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기술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3 「무선설비규칙」개선 방안
현행

개선방안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 마 (생략)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 (6) (생략)
(7) (신설)

9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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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 (6) (현행과 같음)
(7) 송신기 인식정보를 사용할 경우,
송신기 인식정보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9 (이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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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디오 서비스 비트율 검토
디지털라디오에서 오디오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위해 적절한 최소 비트율
선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수행되었다. 이는 디지털
라디오가 최소한 아날로그 FM급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요구사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FM급의 품질도 음악 또는 일반 음성(예: 뉴스)등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 비트율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외의 디지털 라디오 방식 표준에는 최소 비트율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정은 아니며 기술적으로 표출
가능한 저품질 음성의 최소 비트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비트율은 디지털
라디오에서 오디오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비트율은 아니며, 표준 문서 내에
필요 시 일부를 기술적으로 정의할 부분이다. 지상파 DMB에서는 도입 초기에
DAB 오디오 코덱인 MUSICAM 방식에서 규정한 128Kbps를 CD Like 품질로
많이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하나의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도 다양한 오디어 콘텐츠가
섞여 있어, 일괄적으로 FM 급, CD Like 급 등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오디오 장르 별로 실험에 의해 다양한 최소 비트
율을 정의한다고 해도, 코덱 기술의 계속적 발전에 따라 최소 품질 비트율의
정의를 수시로 변경해야하는 점은 기술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상파 DMB의 라디오 서비스에서 사용한 ER-BSAC의 경우
새로운 인코더가 출시될 때마다 오디오 품질의 향상이 있어 왔으며, 디지털
TV에서도 비디오 코덱의 발전은 DTV 초기 서비스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서비스 품질과 비트율의 상관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라디오에서 오디오 서비스 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최소 비트율을 기술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 보다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및 프로그램의 성격과 코덱 기술의 발전 상황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방송 품질을 결정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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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행 DMB 기술기준을 이용한 DMB-Audio 방안 검토
앞에서 제안한 DMB-Audio 기술기준 초안은 규정항목별로 구분하였다면,
현행 DMB 기술기준을 최대한 활용한 기술기준 간소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즉, 기술기준 주요내용은 현행 DMB 기술기준에서 영상신호를 포함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어 디지털오디오 신호 및 데이터 신호를 송출하도록 하는 기술
기준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표는 DMB-Audio 방식을 도입할 경우 기술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한
기술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초안)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비디오 서비스 신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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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D Radio 기술기준 초안
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HD Radio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xx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초안)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4호에서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125.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정지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
할 수 있다.
126.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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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
송용 무선설비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0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4,100㎐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16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23003-3:2012 High Definition
Coding (HDC)을 따를 것
(2)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6kbps로 할 것
(3)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6kbps로 할 것
(4)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및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3.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
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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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수신
가. 서비스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6. 오류 정정 및 분산
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 와 리드솔로몬 부호
(Reed Solomon Code)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및 주파수 인터리빙(Interleaving) 을 적용할 것
7.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을 만족할 것
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400㎑ 이내로 할 것
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다. 변조는 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라. 유효전송속도는 아날로그FM 신호와 동시송출하는 혼합방식(Hybid)인
경우 100Kbps 이상 125 Kbps 이하로 하며 디지털방송신호만을
송출하는 전디지털 방식(ALL digital)인 경우 최대 280Kbps 이하로
할 것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가칭)”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혼합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9-1과 같이 1㎑의 분해대
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00∼200㎑)에서
-30㏈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00∼207.5㎑)에서 {-30.0-(주파수
[㎑]-200)×4.187}㏈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07.5∼250㎑)에서
{-61.4-(주파수[㎑]-207.5)×0.30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50∼540㎑)에서 -74.4㏈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540∼
600㎑)에서 {-74.4-(주파수[㎑]-540)×0.093}㏈ 이하이고, 중심주파수
로부터 ±600㎑ 이상에서 -80㏈ 이하일 것
(나) 전디지털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9-2과 같이 1㎑의 분해
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200∼207.5
㎑에서 {-20-(주파수[㎑]- 200)×1.733}㏈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07.5∼250㎑)에서

{-33-(주파수[㎑]-207.5)×0.2118}㏈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50∼300㎑)에서 {-42-(주파수[㎑]-2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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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300∼600㎑)에서 -70㏈ 이하이고,
중심주파수 ±600㎑ 이상에서 -80㏈ 이하 일 것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7.5㏈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변조에러율은 BPSK 변조된 각각의 부반송파에 대해 11㏈이상이며
모든 부반송파에 대한 평균이 14㏈이상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GPS를 사용하는 경우에 ±1.3㎐ 이내이며,
G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130㎐ 이내일 것
(5)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및 하한 11%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0.5㏈ 이내일 것
(7) 혼합방식인 경우 디지털신호에 대한 아날로그신호의 지연시간은
4.45sec ± 68Ɇsec 이내일 것
(8) 위상잡음은 별표 19-3과 같이 위상잡음 마스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
(9) 그룹지연은 전송대역폭내에서 ±600nsec 이내일 것
8.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방송
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0.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은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19-1에서 별표 19-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1]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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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2]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2)

[별표 19-3]
위상잡음의 허용범위
중심주파수(F)에서
이격
10 Hz ∼ 100 Hz
100 Hz ∼ 1000 Hz
1 ㎑ ∼ 10 ㎑
10 ㎑ ∼ 100 ㎑
> 100 ㎑

위상상음레벨
(㏈c/㎑)
-2.78x10-1xF-39.2
-1.11x10-2xF-65.9
-1.11x10-3xF-75.9
-2.22x10-4xF-84.8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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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설명자료
1)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HD Radio 방식은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동시전송하는 하이브리드
(Hybrid) 모드와 디지털신호만을 전송하는 전 디지털(All digital) 모드가 있으며
각각의 신호구성이 다르다. 따라서 2가지 모드별로 대역외 발사강도, 유효
전송속도 등의 규정항목이 필요하다. 또한 HD Radio 방식의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국제표준 ISO/IEC 23003-3:2012 High Definition Coding
(HDC)을 준용한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에서 언급된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다.
o 방송신호 구성
- (개념) 방송서비스를 위해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구성을 말한다.
- (기준값) 방송신호 구성은 오디오, 데이터를 구성된다.
- (검토결과) D-라디오에서는 영상신호를 제외한 오디오, 데이터 신호로
구성하는 것이며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오디오 서비스 신호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ISO/IEC 23003-3:2012 High
Definition Coding (HDC) 부호화 형식을 따른다.
- (검토결과) D-라디오 방식에 대한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은 ITU,
ETSI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데이터 서비스는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기준값) D-라디오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은 표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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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적시반영을 위해
데이터서비스, 재난경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세부내용은 표준을 준용하는
것이며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다중화 조건
- (개념) 다중화는 방송신호의 구성요소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기준값) 방송신호의 다중화를 위한 신호의 형식은 표준을 따른다.
- (검토결과) 다중화 조건형식은 미국의 기술기준, ITU, ETSI 국제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세부내용은 표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제한수신
- (개념) 제한수신은 방송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제한된 수신기능을
말한다.
- (기준값) 제한수신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어야 한다.
- (검토결과) 제한수신은 미국의 기술기준, ITU, ETSI 국제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류정정 및 분산
- (개념) 오류정정은 오류신호 복원이 용이하도록 정보데이트 이외 추가
비트를 추가하는 기술을 말하며, 오류분산은 한꺼번에 많은 오류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트(정보)의 추가없이 비트의 혼합기술을 말한다.
- (기준값) 오류정정 방식은 길쌈부호와 리드솔로몬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오류분산 방식은 시간 인터리빙 및 주파수
인터리빙 방식을 적용 할 것
- (검토결과) D-라디오에 대한 오류정정 및 분산은 미국의 기술기준,
ITU, ETSI 국제표준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97

디지털 방송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o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및 채널표
- (개념) 송신안테나를 통해 전파발사된 신호는 허용된 주파수대역폭 및
중심주파수를 정해진 규정내용을 따라야 하며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할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악산에서 송출
하는 KBS1 DTV는 Ch.15번(중심주파수 479MHz)에서 6MHz 주파수
대역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AM, FM, DTV 등 방송매체별 주파수
대역폭 및 채널의 중심주파수를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 (기준값) HD-Radio는 아날로스신호와 디지털신호의 동시방송을 고려하여
아날로그FM RF신호(대역폭 200㎑) 좌우에 디지털신호를 송출하는 방식
이므로

아날로그FM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폭(400㎑)이 필요하다.

HD-Radio 각 채널의 중심주파수는 현행 아날로그FM 채널의 중심주파
수를 준용한다.
- (검토결과) 우리나라 아날로그FM 방식은 미국의 아날로그FM 방식과
동일하고,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의 동시전송을 위해 HD Radio 방
식의 FM 주파수대역폭 규정을 도입하고, 채널의 중심주파수는 현행 아
날로그FM 채널의 중심주파수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
다.
o 대역외 발사강도 (RF mask)
- (개념) 인접채널에 미치는 간섭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신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대역폭 250% 이내에서 불필요한 신호발사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널의 중심주파수를 기준으로 주파수 이격거리에 따라 대역외
발사강도를 규정하고 있다.
- (근거문서) NRSC 5C, P.33 / ETSI TR 103 216, P.37 / ECC report
141, P.16 / ITU-R Rec. BS.1114-7 System C, P.64
- (기준값) 미국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표준 “NRSC 5C”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국제표준 ITU-R Rec. BS. 1114-7 System C에서도
명기하고 있다. 상기의 표준에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All 디지털 방식의
두 가지 모드에 대한 대역외 발사강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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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 1 :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그림/표와 같다.

그림 32 하이브리드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
※ note : 디지털신호의 좌우대역은 비대칭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10㏈ 이내에서
허용 가능하다.

표 24 하이브리드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
중심주파수에서 오프셋

상대레벨, ㏈c/㎑

100 – 200 ㎑ offset

-30.0

200 – 207.5 ㎑ offset

[-30.0 - (|frequency in ㎑| - 200 ㎑) × 4.187]

207.5 – 250 ㎑ offset

[-61.4 - (|frequency in ㎑| - 207.5 ㎑) × 0.306]

250 – 540 ㎑ offset

-74.4

540 – 600 ㎑ offset

[-74.4 - (|frequency in ㎑| - 540 ㎑) × 0.093]

> 600 ㎑ offse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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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 2 : All 디지털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그림/표와 같다.

그림 33 All 디지털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
표 25 All 디지털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
중심주파수에서 오프셋

상대레벨, ㏈c/㎑

200 – 207.5 ㎑ offset

[-20 - (|frequency in ㎑| - 200 ㎑) × 1.733]

207.5 – 250 ㎑ offset

[-33 - (|frequency in ㎑| - 207.5 ㎑) × 0.2118]

250 – 300 ㎑ offset

[-42 - (|frequency in ㎑| - 250 ㎑) × 0.56]

300 – 600 ㎑ offset

-70

>600 ㎑ offset

-80

- (검토결과) HD Radio 방식은 현행 FM방송대역을 사용하므로 인접지역
아날로그FM 방송신호에 미치는 간섭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및 ITU(BS. 1114-7)에서 규정하는 대역외 발사강도에 대해 동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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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 (개념)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자는 수신기에서 안정적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다수의 송신기를 이용해 단일주파수망 구현할 경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4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을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다음의 값과 같다.
- 기준값은 GPS를 사용하여 동기화하는 방식인 Level I과 GPS를 사용하지
않고 동기화하는 방식인 Level II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Level I : ±1.3Hz 이내
․Level II : ±130Hz 이내
- (검토결과) 주파수 허용편차는 무선설비 성능을 요구하는 기본 항목이다.
디지털라디오 도입할 경우 단일주파수망, 수신품질 등을 위해 동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아날로그 다이버시티 지연(Analog Diversity Delay)
- (개념)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가 동일한 컨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두 신호사이에 끊김없는 호환성 유지를 위해 아날로그신호에 일정 시간
동안의 지연시간을 추가한다. 즉 아날로그 다이버시티 지연시간은 수신기에서
디지털 신호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4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을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동시 전송하는 경우 디지털신호에 대한
아날로그신호의 지연시간은 4.45sec ± 68Ɇsec 이내이어야 한다.
- (검토결과)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동시 수신할 경우 수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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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신호처리 시간보다 디지털 신호처리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즉 수신기에서 동일시간대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청취를 위해 송신기에서
두 신호간의 시간지연을 부여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위상잡음 (Phase Noise)
- (개념) 디지털신호의 자체 방송품질을 위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14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를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주파수별 허용되는 기준값을 규정하고 있다.
- 기준값은 다음 표/그림과 같이 위상잡음마스크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표 26 위상잡음 마스크 기준
중심주파수(F)에서 오프셋
10 Hz – 100 Hz
100 Hz – 1000 Hz
1 ㎑ – 10 ㎑

-2.78x10
-1.11x10-2
-1.11x10-3

10 ㎑ – 100 ㎑

-2.22x10-4 × F - 84.8

> 100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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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위상잡음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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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상기의 결과는 HD Radio 특성을 고려한 조건으로 HD
Radio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동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MER (Modulation Error Ratio) 또는 EVM (Error Vector Magnitude)
- (개념) 변조된 디지털라디오 신호의 품질정도 판단하는 것으로 송신신호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송신기의
신호품질에 대한 기술적조건을 말한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16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을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다음의 값과 같다.
- 기준값 1 : 기준 부반송파 (Reference Subcarriers)
․RF 송신단에서 각각의 기준 부반송파 BPSK의 MER을 측정하여 11 ㏈ 이상
․RF 송신단에서 상위측파대의 모든 기준 부반송파 BPSK의 평균 MER을
측정하여 14 ㏈ 이상
․RF 송신단에서 하위측파대의 모든 기준 부반송파 BPSK의 평균 MER을
측정하여 14 ㏈ 이상
- 기준값 2 : 데이터 부반송파 (Data Subcarriers)
․RF 송신단에서 각각의 데이터 부반송파 QPSK의 MER을 측정하여 11 ㏈ 이상
․RF 송신단에서 상위측파대의 모든 기준 부반송파 QPSK의 평균 MER을
측정하여 14 ㏈ 이상
․RF 송신단에서 하위측파대의 모든 기준 부반송파 QPSK의 평균 MER을
측정하여 14 ㏈ 이상
- (검토결과) HD Radio 송신기의 특성을 고려한 조건으로 HD Radio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상기 항목은 변조특성 또는 RF특성을 확인하는
규정항목이며, 송신기 성능 및 송신품질 유지를 위해 동 규정값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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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파수응답특성 (gain flatness)
- (개념) 주파수응답특성은 주파수대역내 주파수별 출력레벨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송신장비 성능에 대한 기술적조건을 말한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18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를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다음의 값과 같다.
- 기준값은 (Fc – 200 ㎑) 에서 (Fc + 200 ㎑)에 대한 주파수대역에서
±0.5 ㏈ 이내이어야 한다.
- (검토결과) 상기 항목은 변조특성 또는 RF특성을 확인하는 규정항목이며,
송신기 성능 및 송신품질 유지를 위해 동 규정값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그룹지연특성 (group delay flatness)
- (개념) 그룹지연특성은 주파수대역내 주파수별 위상각 변화 정도를 확인
하여 안정적인 수신을 위해 요구되는 송신장비 성능에 대한 기술적조건을
말한다
- (근거문서) NRSC 5C, P. 7-[6], p.18
- (기준값) 미국 라디오방송 표준(NRSC 5C-[6])에서 디지털라디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의 표준(Doc. No. SY_SSS_1026s rev. F, HD
Radio FM Transmission System Specifications)을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다음의 값과 같다.
- 기준값은 (Fc – 200 ㎑) 에서 (Fc + 200 ㎑)까지 주파수대역에서 ±600 nsec
이내이어야 한다.
- (검토결과) 상기 항목은 변조특성 또는 RF특성을 확인하는 규정항목이며,
송신기 성능 및 송신품질 유지를 위해 동 규정값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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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 Radio 방식의 동향 및 시사점
미국은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 선정 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송방식에
대한 선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이어져왔으며, ‘02년에야 방송방식을
선정하였다. 원래 ’02년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방식을 선정하던 당시
FCC가 밝혔던 디지털라디오 도입의 정책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디오 품질을 개선하고, 둘째, 혼선과 기타 전파 감쇄에 강하며,
셋째, 기존 아날로그 서비스와 호환이 가능하며, 넷째,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며,
다섯째, 서비스와 기술 유연성을 제공하며, 여섯째, 부가서비스 기능이 가능하며,
일곱째 확장성이 높으며, 여덟째, 기존방송사업자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아홉째, 방송권역이 넓으며, 끝으로 적정한 장비가격과 실행비용의 보장 등이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02년 IBOC(In Band On-Channel, 대역내)
방식인 HD Radio 방식으로 확정하였다.
‘02년 FCC(First Report and Order, FCC 02-286)는 현행의 방식은 AM,
FM 모두 기존 아날로그 방송과 동시에 송출되는 하이브리드 모드 구현에
무리가 없으며, 또한 FM의 경우 CD수준에 버금가는 음질의 구현이 가능하며,
AM으로도 만족할 만한 품질 향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FCC는
디지털라디오 방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제만을 명기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기술표준은 라디오 시스템위원회(NRSC, National Radio System
Committee)의 기술을 따르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NRSC에서는
HD Radio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의 세부사항은 HD Radio 표준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Biquity 사에서
규정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 및 주요 규제항목(주파수
응답특성, 대역외 발사강도, 아날로그 다이버시티 지연 등)은 실제적으로
iBiquity 사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iBiquity 사는 미국 내 표준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화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미국의 표준을 ITU-R, ETSI 등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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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으로, HD-Radio 방식은 아날로그신호와 디지털신호를 동시 송출
하는 경우와 디지털신호만을 송출하는 경우 등 2가지에 대해 초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규제내용을 기술기준과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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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M+ 기술기준 초안
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DRM+ 방식을 도입할 경우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xx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xx월 xx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초안)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4호에서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4.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125.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정지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
할 수 있다.
126.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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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24,000로 할 것. 다만

SBR이 적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48,000로 할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High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HE-AAC)을 따를 것
(2)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186kbps로 할 것
(3)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7kbps로
할 것
(4)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가칭)" 및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3.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가칭)”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가칭)”
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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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수신
가. 서비스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6. 오류 정정 및 분산
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를 기반으로 다중레벨
부호(Multilevel Code)를 적용할 것. 다만, 데이터 서비스인 경우 리드
솔로몬 부호(Reed Solomon Code)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및 주파수 인터리빙(Interleaving) 을 적용할 것
7.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을 만족할 것
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00㎑로 할 것
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다. 주 서비스 채널의 변조는 QPSK 또는 16QAM 방식이고, 제어채널의
변조는 QPSK 방식이며,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라. 유효 전송 속도는 37kbps 이상 186kbps 이하로 할 것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가칭)”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9-1과 같이 1㎑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50㎑에서 -20㏈ 이하이고, 중심
주파수로부터

±60㎑에서

-20㏈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181.25㎑에서 -65㏈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200㎑에서 -80㏈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300㎑에서 -85㏈ 이하이고, 중심
주파수로부터 ±500㎑에서 -90㏈ 이하일 것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전력 레벨의 12dB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변조에러비율은 30dB 이상일 것
8.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방송
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0.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은 별표 1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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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1에서 별표 19-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1]
대역외발사강도의 허용범위

[별표 19-2]
지상파 디지털라디오방송용 채널
채널 할당주파수 채널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번호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할당주파수 채널
(㎒)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번호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할당주파수 채널번 할당주파수
(㎒)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호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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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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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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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 설명자료
1) 규정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DRM+ 방식은 채택 국가가 없어 ITU, ETSI 등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DRM+ 방식의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은 국제표준
ISO/IEC

14496-3(MPEG-4)

High-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HE-AAC)을 따르고 있다. 다음은 무선설비규칙 개정 초안에서 언급된 규정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다.

o 방송신호 구성
- (개념) 방송서비스를 위해 전송되는 방송신호의 구성을 말한다.
- (기준값) 방송신호 구성은 오디오 및 데이터로 구성된다.
- (검토결과) D-라디오에서는 영상신호를 제외한 오디오, 데이터 신호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오디오 서비스 신호는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구되는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DRM+ 방식은 ISO/IEC 14496-3(MPEG-4) High-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HE-AAC) 부호화 형식을 따른다.
- (검토결과) DRM+ 방식에 대한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은 ITU, ETSI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 규정내용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 (개념) 데이터 서비스란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기준값) 데이터 서비스 신호를 위한 신호의 형식은 표준에서 정하는
형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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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적시반영을 위해
데이터서비스, 재난경보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기술규격은 표준에서 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다.
o 다중화 조건
- (개념) 다중화는 방송신호의 구성 요소인 오디오,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기준값) DRM+ 방식에서 최대 4개의 서비스가 다중화되어 전송 가능하다.
- (검토결과) DRM+ 방식의 다중화는 국제표준(ETSI ES 201 980)에 따라
최대 4개의 오디오 및 데이터 서비스 신호가 다중화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다.
o 제한수신
- (개념) 제한수신은 방송신호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제한된 수신기능을
말한다.
- (기준값)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고속접속채널(FAC,

Fast

Access

Channel)을 통하여 제한수신 정보가 제공된다.
- (검토결과) DRM+ 방식의 제한수신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ES 201
980)을 사용해야하므로 제한수신을 위해 동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오류정정 및 분산
- (개념) 오류정정은 오류신호 복원이 용이하도록 비트(정보)를 추가하는
기술을 말하며, 오류분산은 한꺼번에 많은 오류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트(정보)의 추가없이 혼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기준값) 기본 오류정정방식은 길쌈부호(Convolutional Code)를 기반으로
다중레벨 부호(Multilevel Code)를 적용하여야하며,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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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리드솔로몬 부호(Reed Solomon Code)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트림 내에서 중요한 특정 부분만 성능 좋은 부호화율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오류분산 방법은 시간 및 주파수 인터리빙(Interleaving)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서비스채널(MSC)의 변조방식이 16-QAM인 경우 부호화율은 0.33 ~ 0.62이고,
QPSK인 경우 부호화율은 0.25 ~ 0.5이다. 서비스설명채널(SDC)의 부호화율은
0.25 또는 0.5이며, 고속접속 채널의 부호화율은 0.25로 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DRM+의 오류정정 및 분산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ES 201
980)을 사용해야하며 오류정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보다 주요
규정항목에 대하여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o 변조 및 송신조건
- (개념) 변조 및 송신조건은 송신기 및 송신안테나를 통한 방송신호 전송이
용이하도록 신호를 임의의 채널대역폭 이내에서 압축 등의 기능을 말한다.
- (기준값) 변조 및 송신조건은 주파수대역폭, 발사전파 형식, 변조 등을
규정한다. 다음은 DRM+의 송신장치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나타냈다.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00㎑로 할 것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ㆍ주서비스 채널의 변조는 16-QAM 또는 QPSK 방식을 적용할 것
ㆍ서비스설명채널 및 고속접속 채널의 변조는 QPSK 방식을 적용할 것
ㆍ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ㆍ유효 전송 속도는 37kbps 이상 186kbps이하로 할 것
ㆍ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국제표준(ETSI ES 201 980)에 따라 100ms단위의
규정방식을 따를 것
ㆍ오디오 슈퍼 프레임의 형식은 국제표준(ETSI ES 201 980)에 따라
400ms단위의 규정방식을 따를 것
- (검토결과) DRM+의 변조 및 송신조건은 정해진 국제표준(ETSI ES 201
980)을 사용해야하므로 국제표준을 만족하고 변조방식 선정을 위해 동
규정값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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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역외 발사강도 등 불요발사
- (개념) 불요발사는 인접채널에 미치는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신호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채널
대역폭 250% 이내에 있는 신호를 제한하는 대역외 발사강도와 대역외
발사를 제외한 신호를 제한하는 스퓨리어스로 구분된다.
- (기준값) DRM+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본 방식의 채택국가가 없어
기술기술은 없고 국제표준에서 RF 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35 DRM+의 대역외 발사강도
표 27 DRM+의 대역외발사강도
스펙트럼 마스크 / FM 상대레벨
레벨
주파수 오프셋
(dBrc)/(1㎑)
0
0
±50
0
±100
0
±181.25
−65
±200
−80
±300
−85
±500
−85

스펙트럼 마스크 / DRM 상대레벨
주파수 오프셋

레벨(dBrc)/(1㎑)

0
±50
±60
±181.25
±200
±300
±500

−20
−20
−50
−65
−80
−85
−90

- (검토결과) DRM+ 방식의 대역외 발사강도는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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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채널표
- (개념) 채널표는 각국의 주파수정책에 따라 일부 달리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 및 효율적 방송주파수망 배치 등을 위해 채널번호를 지정하고 있다.
- (기준값) DRM+ 방식 관련, ITU-R 및 ETSI에서 채널표를 할당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 표와 같이 현행 아날로그FM 대역내에서 100㎑ 간격으로
채널표를 제시한다. 동시 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FM중심주파수로부터
이격거리이며 50㎑ 배수마다 선택할 수 있고, 최소 1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이격 주파수인 ȟf= 150㎑ 인 경우, ȟP(혼신보호비)는 20 ㏈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36 DRM+ 채널구성 예시1 (FM 채널인 경우)

그림 37 DRM+ 채널구성 예시2 (FM 2채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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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DRM+ 방식의 채널표
채널 할당주파수 채널
번호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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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주파수 채널
(㎒)
번호

할당주파수 채널번 할당주파수
(㎒)
호
(㎒)

1

88.1

51

93.1

101

98.1

151

103.1

2

88.2

52

93.2

102

98.2

152

103.2

3

88.3

53

93.3

103

98.3

153

103.3

4

88.4

54

93.4

104

98.4

154

103.4

5

88.5

55

93.5

105

98.5

155

103.5

6

88.6

56

93.6

106

98.6

156

103.6

7

88.7

57

93.7

107

98.7

157

103.7

8

88.8

58

93.8

108

98.8

158

103.8

9

88.9

59

93.9

109

98.9

159

103.9

10

89.0

60

94.0

110

99.0

160

104.0

11

89.1

61

94.1

111

99.1

161

104.1

12

89.2

62

94.2

112

99.2

162

104.2

13

89.3

63

94.3

113

99.3

163

104.3

14

89.4

64

94.4

114

99.4

164

104.4

15

89.5

65

94.5

115

99.5

165

104.5

16

89.6

66

94.6

116

99.6

166

104.6

17

89.7

67

94.7

117

99.7

167

104.7

18

89.8

68

94.8

118

99.8

168

104.8

19

89.9

69

94.9

119

99.9

169

104.9

20

90.0

70

95.0

120

100.0

170

105.0

21

90.1

71

95.1

121

100.1

171

105.1

22

90.2

72

95.2

122

100.2

172

105.2

23

90.3

73

95.3

123

100.3

173

105.3

24

90.4

74

95.4

124

100.4

174

105.4

25

90.5

75

95.5

125

100.5

175

105.5

26

90.6

76

95.6

126

100.6

17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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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할당주파수 채널
번호
(㎒)
번호

할당주파수 채널
(㎒)
번호

할당주파수 채널번 할당주파수
(㎒)
호
(㎒)

27

90.7

77

95.7

127

100.7

177

105.7

28

90.8

78

95.8

128

100.8

178

105.8

29

90.9

79

95.9

129

100.9

179

105.9

30

91.0

80

96.0

130

101.0

180

106.0

31

91.1

81

96.1

131

101.1

181

106.1

32

91.2

82

96.2

132

101.2

182

106.2

33

91.3

83

96.3

133

101.3

183

106.3

34

91.4

84

96.4

134

101.4

184

106.4

35

91.5

85

96.5

135

101.5

185

106.5

36

91.6

86

96.6

136

101.6

186

106.6

37

91.7

87

96.7

137

101.7

187

106.7

38

91.8

88

96.8

138

101.8

188

106.8

39

91.9

89

96.9

139

101.9

189

106.9

40

92.0

90

97.0

140

102.0

190

107.0

41

92.1

91

97.1

141

102.1

191

107.1

42

92.2

92

97.2

142

102.2

192

107.2

43

92.3

93

97.3

143

102.3

193

107.3

44

92.4

94

97.4

144

102.4

194

107.4

45

92.5

95

97.5

145

102.5

195

107.5

46

92.6

96

97.6

146

102.6

196

107.6

47

92.7

97

97.7

147

102.7

197

107.7

48

92.8

98

97.8

148

102.8

198

107.8

49

92.9

99

97.9

149

102.9

199

107.9

50

93.0

100

98.0

150

103.0

- (검토결과) 현행 아날로그FM 대역 DRM+ 채널번호는 DRM 컨소시엄의
방송가이드(DRM Broadcasters User Guide)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DRM+ 채널(채널의 중심주파수 등)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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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 (개념)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인접지역 또는 인접채널의 다른 방송
신호에 간섭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체 방송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 (기준값) 첨두전력 레벨, 신호대잡음비,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 주파수응답특성, 위상잡음, 그룹지연 등 규정이 필요하나
현재 구체적인 기준값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DRM 컨소시엄에서는 첨두전력 레벨이 평균전력 레벨의 12dB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변조에러비율은 30dB이상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검토결과) DRM+의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은 아직 도입국가 없으며,
국제표준도 구체적인 기술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국제표준 등을 통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
되었다.

o 주파수 정밀도 (Frequency Accuracy)
- (개념) 주파수 정밀도는 다수의 송신기를 이용해 단일주파수망을 구현할
경우 수신품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주파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 (기준값) 중심반송파는 허가주파수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 운영자는 1개 송신기 이상을 사용하는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다.
- (검토결과) 주파수 정밀도는 주파수 허용편차와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으며
향후 주파수 허용편차 도입으로 인한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추가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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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M+ 방식의 동향 및 시사점
DRM+ 방송방식은 ‘09년 유럽표준(ETSI ES 201 980) 및 ’11년 국제표준
(ITU-R BS.1114-7)으로 반영되었으며, 디지털 라디오 방식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로 현재까지는 상용방송 없이 실험방송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규제항목은 DRM 컨소시엄 주도로 규정이 만들어 지고 있다.
DRM+ 방식의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다.
- ITU-R Rec. BS.1660-5, ITU-R Rec. BS.1114-7
- ETSI ES 201980 : DRM System Specification
- ETSI TS 101968 : DRM Data applications directory
- ETSI TS 102668 : DRM-Traffic Message Channel(TMC)
- ETSI TS 102979 : DAB/DRM Journaline
- ETSI TS 102349 : DRM RSCI
- ETSI TS 102371 : DAB/DRM EPG Encoding
- ETSI TS 102818 : DAB/DRM EPG XML spec.
DRM+ 방식의 콘소시엄에서 제정한 주요 기술규격은 다음과 같다.
- DRM Broadcasters User Guide
- Planning Parameters for DRM Mode E (‘DRM+’)
DRM+ 방식은 채택한 국가가 없어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험방송만을 실시하였다.
- 영국(Edinburgh, 2011, band II)
- 독일(Kaiserslautern, 2008-2010, band II, III)
- 독일(Hannover, 2008-2011, band II, III)
- 프랑스(Paris, 2009, band I)
- 브라질(Sao Paulo, 2010, band II)
- 스리랑카(Colombo, 2010, band II
- 이태리(Turin, 2011, bands I, II)
- 인도(New Delhi, band II)
- 한국(괘방산, 2010, band II)
※ Band I(47~68㎒) : Low VHF TV 대역, Band II(87.5~108MHHz) : FM대역, Band
III(174~230㎒) : DMB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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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으로 DRM+ 방식은 채택국가가 없어 ITU, ETSI 등 국제표준을
참조하여 기술기준 초안 마련이 필요하며, 규정항목 기준값의 출처가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규제내용을 기술기준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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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론

디지털 라디오 후보 방식으로는 DAB 계열(DAB, DAB+, DMB-Audio),
HD Radio 및 DRM+ 등의 5개 디지털라디오 방식을 대상으로 방송방식 선정
및 실험방송 추진 등에 필요한 방식별 기술기준 현황을 조사하고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합한 기술기준 초안을
도출하였다. 5개 방송방식별 기술기준 초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AB 방식도입을 고려한 D-라디오 기술기준 초안은 무선설비규칙 제2조
(정의)에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오디오서비스 등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동 고시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전파법 제37조(방송
표준방식) 및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오디오방식, 다중화, 변조방식, 대역외
발사강도 등 규제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
하도록 하였다. 주요 규제항목은 오디오방식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항목을
지상파 DMB 기술기준인 동 고시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을 준용토록 하였다. 오디오방식은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을 따르도록
하였다.

DAB+ 방식도입을 고려한 D-라디오 기술기준 초안은 오디오방식을 제외한
상기의 DAB 방식도입을 고려한 기술기준 초안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다.
초안 내용은 무선설비규칙 제2조(정의)에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오디오서비스 등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동 고시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및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오디오
방식, 다중화, 변조방식, 대역외발사강도 등 규제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
하였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주요 규제항목은 오디오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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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대부분 규제항목을 지상파 DMB 기술기준인 동 고시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을 준용토록 하였다. 오디오방식은 ISO/IEC
14496-3 (MPEG-4) High- 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HE-AAC)을
따르도록 하였다.

DMB-Audio 방식도입을 고려한 D-라디오 기술기준 초안은 오디오방식을
제외한 상기의 DAB 방식도입을 고려한 기술기준 초안 내용과 대부분 유사
하다. 초안 내용은 무선설비규칙 제2조(정의)에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오디오서비스 등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동 고시 제29
조의2를 신설하여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및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오디오방식, 다중화, 변조방식, 대역외발사강도 등 규제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주요 규제항목은 오디오방식을
제외한 대부분 규제항목을 지상파 DMB 기술기준인 동 고시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을

준용토록

하였다.

오디오방식은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을 따르도록 하였다.

HD-Radio 방식도입을 고려한 D-라디오 기술기준 초안은 무선설비규칙
제2조(정의)에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오디오서비스 등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동 고시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전파법 제37조(방송
표준방식) 및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오디오방식, 변조방식, 대역외발사강도 등
규제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 서비스하는 경우와 디지털만을 서비스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2가지에 대해 대역외 발사강도 및 유효전송속도를 정하였다.
오디오방식은 ISO/IEC 23003-3:2012 High Definition Coding (HDC)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변조/전송방식은 QPSK/OFDM 방식으로 하였다. 전송
채널은 아날로스신호와 디지털신호의 동시방송을 고려하여 아날로그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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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역폭 200)를 포함하는 대역폭인 400으로 규정하였고 각 채널의
중심주파수는 현행 아날로그FM 채널의 중심주파수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시방송일 경우 수신기에서 동일시간대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청취를
위해 송신기에서 두 신호간의 시간지연(4.45sec ± 68Ɇsec)을 정하였다.

DRM+ 방식도입을 고려한 D-라디오 기술기준 초안은 무선설비규칙 제2조
(정의)에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방송, 지상파 디지털라디오 오디오서비스 등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동 고시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
방식) 및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오디오방식, 변조방식, 대역외발사강도 등
규제항목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적시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표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오디오방식은

ISO/IEC

14496-3(MPEG-4)

High-

Efficiency

Advanced

Audio Coding (HE-AAC)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변조/전송방식은 QPSK
16QAM/OFDM 방식으로 하였다. 또한 대역외 발사강도 규정을 두어 인접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전송채널은 100인 대역폭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채널의 중심주파수는 88.1에서 시작하여 107.9까지
199개 채널에 대해 100씩 증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라디오 상용서비스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기준
제개정, 후속 기술표준들의 개발 및 제정 등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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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 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는 전파 혼ㆍ간섭 위해 및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이 생산ㆍ수입
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그간, 유선방송 기자재에 대하여는 공식화된 시험방법10)이 없어 제조사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장비성능 시험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
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제조사, 지정시험기관, 학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을 반원(반장 안양대 권원현 교수)으로 위촉하여 현행 제도마련
부재로 일관된 원칙 적용이 어려운 유선방송용 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마련을 위해 2012년 3월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였다.

연구반 운영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 구내전송선로설비,

XWPG 㥶㍶㏷G ₆㧦㨂G 㔲䠮⻫㦖G ὖ⩾G ₆㑶₆㭖㠦㍲G ′㩫䞲G ㎇⓻₆㭖㠦G 㩗䞿䞲㰖G 㡂⯒G 㔲䠮₆ὖ㦚G 䐋䟊G
䢫㧎䞮⓪G 㩞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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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유선방송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38종에 대한 시험항목 약470개의 시험설비, 시험절차 및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유선방송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송통신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11)을 마련하여
기자재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에 활용토록 하였다.

XXP㥶㍶㍺゚㦮G 㩗䞿㎇䘟ṖG 㻮Ⰲ⻫OῃⰓ㩚䕢㡆ῂ㤦ὋἶG 㩲YWXYTZW䢎SG YWXYUXWU_PG ⼚䚲G `SG XWSG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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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안)
1.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유선방송 시스템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와 공동주택에서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등
으로 구성된다.

유선방송 기자재는 유선방송국과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장비이며, 기술
기준에서 규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 설비는 종합유선방송국설비(주전송장치),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 등 3개의 설비로 구분된다.

그림 38 유선방송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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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표와 같이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진폭변조기, 증폭기 등 38종 기자재이며 470여개 시험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항목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대상기자재별로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는 진폭변조기, 디지털변조기
등 8종에 대한 129개 시험방법이 필요하고,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종합유선
방송용과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인 증폭기, 분배기 등 29종에 대한 337개
시험방법이 필요하며, 단말기기는 셋탑박스(STB)으로 불리는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30개 시험방법이 필요하다.
표 29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시험항목 현황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술기준

기자재 명
별표1

(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적합인증)
및
별표3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
고시)
별표1
(적합인증)

o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 진폭변조기, 디지털변조기 등 8종

기자재별 시험항목

기술기준
고시1 참조
(방통위 고시)

시험항목수

입력레벨 등 129개

o 방송 공동수신설비류
- [종합유선방송용]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등 7종
-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고시2 참조
(방통위 고시)

최대이득 등 337개

증폭기, 레벨조정기 등 22종
o 단말기기류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38종 기자재

고시3 참조
(방통위 고시)

반사손실 등 30개

466개 시험항목

え관련 고시
고시ㅯ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ㅰ제조제항 별표
고시ㅯ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ㅰ제조제항 별표및 제조제항 별표
고시ㅯ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ㅰ제조 ㅯ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ㅰ제조제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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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자료수집은 지정시험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와 국립전파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마련하였다. 특히,
시험항목별 시험설비, 시험구성도 등 세부목차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보유
하고 있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1996.7월) 자료를 준용하였다.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국내 적합성평가의 대상기자재 분류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안) 작성하
였으며, 470여개 시험항목별로 시험설비, 시험구성도, 시험절차 등 작성하였다.

시험방법 본문에서는 470여개 시험항목별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목적,
시험설비, 시험구성도, 시험절차 및 조건 등 시험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목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목적) 시험항목이 기자재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 설명
- (관련근거) 시험항목의 관련 기술기준 및 기준치 명시
- (시험설비) 시험항목의 기술기준 확인에 필요한 시험(계측)설비
- (시험구성도) 기자재와 시험설비의 연결 구성도
- (시험절차 및 조건) 시험항목의 기술기준 확인을 위한 세부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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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에 대한 현장검증

지정시험기관과 제조사간 다소 이견이 있는 사항은 현장 테스트를 통해
일부 시험방법 초안을 보완·수정하였다. 현장검증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요
o 일

시 : 2012. 7. 16(월) 10:00~17:30

o 장

소 : (주)에이치시티 회의실 및 시험실 (이천시 소재)

o 회의안건 : 증폭기, 레벨조정기, FM신호처리기 등 기자재 시험방법에 대한
현장검증 및 논의
o 참 석 자 : 안양대학교 권원현 교수 등 12명

□ 주요 내용
① 증폭기, 레벨조정기, FM신호처리기 등 3종 기자재 시험항목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현장검증 및 보완사항 논의
o 시험기관, 제조사 등이 제안한 증폭기, 레벨조정기, FM신호처리기 등 3종
기자재 시험항목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현장검증 실시
o 증폭기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 (3차 상호변조) 계측장비(스펙트럼분석기) 파라메터 추가 필요
ㆍ계측장비 파라메터 선택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 질수 있음
ㆍ파라메터 예시 : RBW : 30㎑, VBW : 100㎐, SPAN : 500㎑
- (혼변조) 측정할 변조/무변조 신호에 대한 중심주파수의 위치 제시 필요
ㆍ중심주파수로부터 ±15㎑ 떨어진 지점에서 변조신호와 무변조신호의
상대적인 실측값이 기술기준 값에 적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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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전자파) 특이사항 없음
ㆍ챔버 내부에서 증폭기에 최대 출력을 인가한 후 시험실시
- (최대이득) 기술기준(방통위 고시) 별표의 비고란에 있는 “상한주파수
기준”의 용어 삭제 검토 필요
ㆍ최대이득은 계측장비(네트웍분석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제조사, 시험기관에서도 상한주파수 기준이 아닌 전대역 주파수에 대한
최대이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o 레벨조정기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 (삽입손실 등 5개 시험항목) 특이사항 없음
- 레벨조정기는 수신안테나에서 입력되는 다수의 불규칙한 아날로그TV
신호를 일정한 레벨을 유지하도록 신호레벨을 조정ㆍ송출하는 장비
ㆍDTV용 레벨조정기에 대한 기술기준이 없으며 제조하지 않음
- 레벨조정기는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장비이므로 기술
기준(방송위 고시)에서 삭제 검토 필요
- 또한, 레벨조정기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수동소자이므로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3조제1항에서 적합대상 대상기자
재에서 삭제하거나 동조제3항의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FM신호처리기(광대역형)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
- FM신호처리기는 광대역형과 채널형이 있으며, 광대역형은 국내 제조ㆍ
설치되고 있으나 채널형은 고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음
- (스퓨리어스) 광대역 FM신호처리기 시험결과 특이사항 없음
ㆍ다만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계측장비 파라메터 설정 필요
- (감쇄특성) 측정하고자 하는 두 개 중심주파수에 대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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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FM대역(88~108㎒) 신호만을 통과하도록 필터를 사용해야 하나 2중 필터
등을 사용할 경우 고가이며, 제작에 어려움이 있음
ㆍ일반적으로 FM수신용 안테나와 DTV수신용 안테나가 분리설치되므로
고성능 필터의 특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제시
え측정주파수 '.대역 _㋈ 에서 ㋈이격된 주파수에서 측정

② 기타 시험절차 관련 논의사항
o 측정장비에 대한 세부 파라메터 설정 필요. 이에 대한 각 연구반원(기관)별
의견수렴 및 보완예정
- 신호발생기(SSG)는 변조유무, 출력레벨에 대한 정의
- 네트워크분석기(NA)는 시험 전 Calibration(보정작업) 수행절차
- 스펙트럼분석기(SA)는 Span, RBW, VBW 등 장비설정
o 기술기준(방통위 고시)에서 기자재 삭제 검토 건의
-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미사용 기자재 : 아날로그TV신호처리기, 레벨조정기
- 현행 미사용 기자재 : 주파수변조기(유선방식 및 무선방식)

o 기술기준(방통위 고시)에서 모든 기자재에 대한 반사손실/임피던스 시험
항목 관련 수정 검토 필요
- 현행과 같이 기자재별 반사손실에 대한 시험항목을 규정하되 비고란에
임피던스 75Ω(오옴)을 추가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시험항목 삭제 필요
- 임피던스 확인은 많은 시험설비가 필요하고 기준값 확인이 어려움

o 용어 수정
- 기술기준(방통위 고시)의 “감쇄”는 “감쇠”로 용어 수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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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개정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은 국립전파연구원 공고인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에 조문신설을 통하여 시험방법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시험
기관 간 동일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장비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 장비인증 불합격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지정시험기관 간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시험방법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기자재를 사용함
으로써 시청자는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개정 내용은 종합유선방송국과 방송 공동수신설비에서 사용되는 유선
방송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신
설하였다(안 제11조). 변조기, 신호처리기 등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1조제1항제1호, 별표9), 증폭기, 분기기,
분배기 등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1조제
1항제2호, 별표10),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
하였다(안 제11조제1항제3호, 별표11).

다음은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을 반영한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
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에 대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
문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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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2-13호, 2012.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안)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3조 내지 제8조”를 “제3조 내지 제11조”로 변경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등 유선
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9, 10, 1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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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방송통신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 제3조 내지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 -------

<신 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전송장치

등

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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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

2012-13호, 2012. 5.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전문)

제1조(목적) 이 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은 지정시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방송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 일반적인 방송통신 단말
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비대칭
137

디지털 방송서비스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및 별표4 삭제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초고속
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수동형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유선방송 기자재 시험방법)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등 유선
방송 기자재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국 주 전송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9와 같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험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3.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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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및 국제협력
제1절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급변과 전파이용분야의 확산으로 전파
자원 이용수요가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주파수이용정책 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의 주파수이용 타당성
분석 등 기술적 검토 업무를 ‘03. 3월에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은 ’03. 3월부터 DTV, T-DMB 및 FM 등 지상파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의 방송주파수이용 타당성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국 주파수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로부터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국에 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혼신․간섭 및
기술 분석 등)을 의뢰하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
(혼신․간섭 및 기술 분석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주파수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방송보조국 주파수지정은 지방전파관리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지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혼신․간섭 및
기술 분석 등)을 의뢰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
(혼신․간섭 및 기술 분석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전파관리소의 주파수지정 요청분석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주파수지정 타당성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주파수지정 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이를 지방전파관리소에 통보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FM, DTV, DMB 등 방송주파수를 이용함에 있어 전파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간섭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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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2012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전체 454국으로 매체별로는 DTV 367국,
FM 52국, T-DMB 34국 및 AM 1국이며, 이 중 DTV 방송주파수 분석실적이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였다. DTV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이 전체의 80%이상
차지하는 주요이유는 ‘12.12월 아날로그TV 종료 이전까지 DTV 중계소 구
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TV
0.004%
FM
11%

AM
0.001%

T-DMB
8%

DTV
81%

DTV

FM

T-DMB

ATV

AM

그림 39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2012년도)
다음 그림은 최근 5년간 방송주파수 분석실적을 표시하였다. ‘11년 625국으로
방송국 주파수 분석 건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12년 454국, ’10년 354국, ’08년
168국, 및 ’09년 90국 순으로 방송국의 주파수를 분석하였다.
(단위 : 국)

다음 표는 방송매체별 주파수 분석실적을 표시하였다. 전체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총 454국으로 이중 DTV 주파수분석은 전년도 대비 70%(517국
→ 367국)로 감소하였다. ATV는 금년도에 출력변경을 위해 1국을 간섭분석
하였고, 2010년부터 신규 주파수 지정을 위한 간섭분석은 없었다. FM 주파수
분석은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전년도와 비슷한 52국에 대해 분석하였다.
DMB의 경우 전년도대비 66% 감소한 34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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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최근 5년간)
표 30 방송매체별 주파수 간섭분석 실적(최근 5년간)
(단위 : 국)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DTV
ATV
T-DMB
FM
AM
합 계

31
37
42
56
2
168

34
10
4
42
0
90

309
0
18
27
0
354

517
3
51
53
1
625

367
0
34
52
1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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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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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42

31 34

4
DTV

18
DMB

51

34

56

42

27

53 52
2

0

FM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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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방송매체별 주파수 간섭분석 실적(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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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13년까지 ATV 종료 및 DTV 전환으로 출력이 낮은 DTV 방송
보조국의 허가 및 주파수 변경 등 DTV 방송국의 주파수 분석요청이 지속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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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1. 개 요
인접 국가간에 방송주파수의 우선 사용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 국제주파
수등록원부(MIFR: Master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er) 상에 국내에서
방송국으로 허가ㆍ운용되고 있는 송신제원을 등재하고 있다. 방송국 주파수를
비롯한 무선국 주파수는 당해 주관청에서 제원을 ITU-R에 통고하면 심사 후
국제주파수등록원부(MIFR)에 등재(RR Article 11조) 되고, 지역간 특별협정
또는 조정절차가 전파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ITU-R에서 통고
양식만 심사하여 등재하고 있다.
2. 국제등록 규정 및 절차
방송주파수의 국제등록 규정은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인접국간 혼신해소 및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주파수 국제등록 절차를 정하고 있다.
표 31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규정
ITU 전파규칙

전파법

o 제4조 주파수의 할당
및 사용

o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 제1항 제3호 주파수의
국제등록
- 제1항 제4호 국가간
전파혼신의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o 제7조 절차의 적용
o 제8조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에 등록된
주파수 할당의 법적
지위

전파법시행령
o 제3조 국제등록대상
주파수 등
- 제1항 전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방송통신위원회 지침
o 주파수 국제등록업무
처리지침 개정통보
(주파수정책과-414,‘08. 8. 1.)
- 지상망(지상업무 및
방송업무)의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 국제주파수등록원부의
관리 및 기타 주파수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사무

o 제11조 주파수할당의
통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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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주파수의 국제등록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을 고려하여 전파규칙 제11조
(주파수 할당의 통고 및 등록)에 의거하여 ITU-R에 할당된 주파수의 통고 및
등록을 하고 있다.
- 타 주관청의 서비스에 유해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경우
- 자체적인 통고절차가 없는 국제 또는 지역적인 협정의 경우
- 해당 주파수에 대해 국제적인 인지를 얻고자 하는 경우
- 제5 조 주파수의 할당에서 주파수 분배표나 기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주파수로서 주관청이 정보로서의 등록을 원하는 경우
국제등록을 위한 통고양식은 전파규칙 부록 4 규칙 제3장의 절차 적용에
사용되는 특성들의 통합목록 및 표(WRC-03) 첨부 1B에 규정된 특성을 작성
하여 통고하고 있다. 방송 매체별로 전파규칙에서 제공하고 있는 T01(FM),
T02(TV), T03(AM) 양식을 이용하여 송신기에 대한 장소, 지역, 경위도, 해발고
등을 표시하고 할당 주파수에 대한 지향성 및 안테나 높이 등을 표기하여
작성한 후 아래 업무통고 절차에 준하여 국제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표 32 통고양식에 포함되는 송신기 제원
개

요

송신기 관련

방사 관련

안테나 관련

RR11관련

․ 통고 규정

․ 송신안테나 장소

․ 할당 주파수

․ 지향성 여부

․ 주관청 코드

․ 지역

․ TV 시스템

․ 안테나 높이 ․ 주소

․ 통고 국가

․ 경도 및 위도 좌표 ․ 편파

․ 운용시간

․ 해발고

․ 할당일자

․ 유효방사전력

․ 운용국

또한, 주관청에서 제출한 통고양식에 의거하여 ITU-R에서는 통고양식에
기술된 특성의 적합여부, 주파수 분배표 및 전파규칙의 타 규정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판정 시 등록원부(Master Register)에 등재 및 공표하고, 부적합
시 통고 주관청으로 반려한다. 또한 통고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통고서의
내용과 관련 도표 및 지도 등을 주간회보(IFIC)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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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국 주파수 국제등록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은 주로 지상파 DTV 주파수를 중심으로 ITU에 등록해
왔다. ‘09년도에 송신출력이 낮은 DTV 방송보조국 주파수(39국)와 FM 방송국
주파수(194국 신규등록, 48국 등록삭제)를 현행화 하였고, ’10년도에 우리나라
방송기술인 T-DMB 방송주파수(53국)를 신규등록 하였다. T-DMB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은 ITU 국제등록용 DB시스템에 T-DMB 전송시스템에 대한 등록코드,
중심주파수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 ITU측과 협의ㆍ조치한 후 국제등록을
추진하였다. ‘11년도에 허가된 DTV 방송주파수 317국을 국제등록 하였다. 또한
’12년도에 허가되었지만 국제등록이 안된 FM(32국) 및 T-DMB(155국) 방송
주파수를 국제등록하였다.
표 33 연도별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실적
구분

‘03～’08년
o 광역시 DTV : 34국
(IFIC 2508, ‘03.12.2)

o 도청소재지 DTV : 51국
등록
실적

‘09년~‘10년
o DTV : 39국
(IFIC 2640, '09.3.24)
(IFIC 2642, '09.4.21)

‘11년
o DTV : 317국
(IFIC 2701, ‘11.8.23)

o FM : 32국(신규),
1국(삭제)
(IFIC2719,'12.5.15)

o FM : 194국(신규),
48국(삭제)
o 시․군지역 DTV : 75국
(IFIC 2526, 04.8.24)

(IFIC 2559, ‘05.12.13)

‘12년

o DMB : 155국
(IFIC2726,‘12.8.21)

(IFIC 2654, '09.10.6)

o DMB : 53국
(IFIC 2683,‘10.11.30)

총계

160국

286국

317국

187국

4. 인접국의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에 따른 간섭분석

중파(AM)방송 신호는 전파특성상 원거리까지 전파전달이 용이하므로 인
접국간의 상호 전파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 중파방송 관련 ITU는 전파규칙
9조에 의거하여 주파수 등록시 지역협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1, 3지역은 1975년 제네바 지역협정(GE75)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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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신규 방송국의 개설 또는 제원 변경시 상대국에 정해진 기준이상의
혼신을 초래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주관청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
할 수 있다(GE75, 3.1 조항). 제네바 75협정(GE 75)은 1, 3지역 국가들이 중파
방송(LF/MF) 수신보호를 위한 주파수 등록 및 혼신조정 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서이다. ITU는 AM방송의 혼신검토 계산결과 예상 전계강도 증가치
(Eu_inc)가 0.5 (㏈)보다 크면 혼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주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 받은 주관청은 회보 발행일로부터 16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국의 등록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6월 일본에서 극동지역 중파방송국(1125㎑)의 송신제원을 변경하고자 중파
방송국의 주파수 등록규정(GE75)에 따라 등록변경을 ITU에 통고하였고,
ITU-R에서 우리나라 방송국 등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이에 대한 간섭분석을 수행하였다. 간섭분석 결과 장흥
AM방송국에 간섭이 예상되어 이를 ITU에 회신하였다.
다음 표는 최근 5년간 러시아, 중국 등 인접국에서 AM․DTV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간섭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ITU에 통보한
실적을 표시하였다.
표 34 인접국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에 따른 방송주파수 간섭분석 실적
구 분

‘08~’10년
o 러시아 AM : 4국
(RRL/REG-1030, '08.12.1.)

‘11년
o 러시아 AM : 3국
(RRA/RESD-427, ‘11.4.1.)

‘12년
o 일본 AM : 1국
(RRA/TRD-1727, ‘12.9.18.)

(RRL/RERD-327, ‘10.3.24.)

분 석
실 적

o 중국ㆍ러시아 AM : 22국
(RRL/RERD-944, ‘10.7.26.)

o 러시아 DTV : 267국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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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국

3국

1국

제5장 결

론

디지털라디오 방송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선행연구는 디지털라디오 방송의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DAB, DAB+, DMB-Audio, HD Radio 및 DRM+ 등
5개 방송방식별 무선설비 기술기준 초안 마련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라디오 상용서비스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술기준 제개정, 후속 기술표준들의
개발 및 제정 등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디지털라디오
방송구역 설정을 위한 전계강도 기준(안) 마련하여 방송방식 도입에 대비할
예정이다.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방법은 유선방송 기자재에 대하여는 공식화된
시험방법이 없어 제조사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행하는 장비성능 시험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선방송 기자재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마련

(2012.10.8.) 하였다. 본 시험방법 마련으로 그동안 내부 기준들을 시험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검증했으나 이제 체계적이고 표준화한 기준이
마련되어 객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방송국 허가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아날로그TV
종료와 DTV 전환에 따른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이 급증하였다. 금년도 방송
주파수 간섭분석은 DTV 367국, DMB 34국, FM 52국, AM 1국 등 총 454에
대해 간섭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접국간 방송주파수 간섭분석은 국내 주파수
보호를 위해 일본 AM 방송국 송신제원 변경등록에 따라 간섭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ITU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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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주파수 국제등록은 인접국과 전파간섭 발생시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로 지상파 방송국 187국(SBS동두천FM 등 32국, KBS계양산
DMB 등 155국)에 대해 ITU 국제등록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은 DTV 전환 및 음영지역 해소 등 방송국 허가를
위한 방송주파수 간섭분석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방송주파수
보호를 위해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등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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