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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o 스웨덴 규제기관 PTS(Post and Telecom Authority)는 모바일 광대역을 위한 2.3GHz 대역
(2.3-2.4GHz) 이용에 대한 자문에 착수함
- PTS는 동 대역에서의 국제적인 개발과 잘 개발된 에코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바일
사업자가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주요내용 】
o PTS는 PMSE(Program making and special events,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행사) 전용으로
2380-2400MHz 대역에서 제안된 20MHz 대역폭이 “전환 슬롯”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PTS의 스펙트럼 부서 Anders Palmberg는 PTS에서 주파수를 경매할 경우 PMSE로
운용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고 더는 이용 가능성이 없는 중요한 주파수 대역폭
이라고 Policy Tracker에 언급함
o 지난 7월, CEPT에서 2.7-2.9GHz 대역을 비디오 PMSE로 연구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 서비스와의 동 주파수 공유 및 인접 대역의 모바일 업무로부터 적당한
이격거리 또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o 스웨덴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고려되고 있는 다른 PMSE 카메라 주파수는 1375-1400MHz,
1427-1452MHz,

1492-1995MHz,

2025-2045.5MHz,

2094.5-2110MHz,

2170-2185MHz,

2200-2220.5MHz 및 2269.5-2290MHz 대역임
o 문제는 보안회사, 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홀과 같은 항상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로, 특별
행사일 경우 보통은 할 수 있는 만큼 어디서든 주파수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Palmberg는 언급함
o NEP Worldwide의 Juul Moen은 이런 것이 PMSE에서의 재앙이며, PMSE 용도로 20MHz
대역폭을 남기는 것의 의미가 저전력 무선 카메라에 인접한 채널에서 고출력 기지국 및 이용자
기기를 갖는 것이 소용이 없고 만일 에릭슨과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함
o PTS는 또한 동 대역의 아마추어무선 업무가 새로운 업무의 도입으로 공유하는 과정으로써
면허를 받는 조건이어야 하고, 지리적 지역 내 군과 과학 이용은 배타적 지역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아마추어무선 업무가 분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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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럽의 PMSE 산업은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양에서 상당히 축소되는 국면에 처했고,
유럽 기관에서 동의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2020년 700MHz 대역의 재배치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낮은 UHF 대역의 보조 다운링크 도입을 옵션으로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스웨덴 PTS는 2016년 12월 1일 700MHz 대역(694-790MHz)을 경매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제기되어 경매가 연기되었으며, 이로써 2017년 4월 1일부터 이용 가능
했던 것이 취소되고 2018년 5월 31일(원래는 2017년 4월 1일)까지 지상 TV 서비스로 계속 이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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