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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망(광동축혼합망)에서 10기가 속도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신설하여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가. 유선방송망(광동축혼합망)에서 10기가 속도 인터넷 접속규격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제3호, 제2항제1호~5호,)
    - 송신 출력 신호 기준(동작주파수 범위, 변조방식, 임피던스 등)
    - 송신 출력 스퓨리어스 기준(전송채널대역 내, 인접채널 대역 내, 

기타 대역 등)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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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89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4호, 2019.0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제1항제3호를 신설한다.

3. 최대채널주파수1) 폭이 96㎒ 인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동작 주파수 범위(상향) 5～42㎒ / 5～65㎒ / 5～85㎒ / 5～117㎒ / 5～204㎒

신호출력 최소범위(상향) ～ +65㏈㎷

변조방식(상향)
OFDMA: QPSK, 8QAM, 16QAM, 32QAM, 64QAM, 128QAM,
256QAM, 512QAM, 1024QAM, 2048QAM2), 4096QAM2)

부반송파 간격 (상향) 25㎑ 또는 50㎑

최대 유효 반송파 수
(상향)

1900(50㎑ 부반송파 간격, 2048FFT)
3800(25㎑ 부반송파 간격, 4096FFT)

최대 점유 대역폭 (상향) 95㎒

최소 점유 대역폭 (상향) 6.4㎒ (25㎑ 부반송파 간격), 10㎒ (50㎑ 부반송파 간격)

출력임피던스 75Ω(불평형, 공칭)

출력반사손실 6㏈이상(상향)

주1) 최대채널주파수 폭은 보호 대역(1㎒)을 포함하는 신호의 대역폭을 의미함, 실제 신호의 최대채널주파

수 폭은 보호 대역을 제외한 95㎒ 임

주2) 2048QAM 및 4096QAM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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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전송채널 중심주파수에서 심볼속도의 0.625배 만

큼 떨어진 상․하 주파수 대역’을 ‘전송채널의 대역 내’로 수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 -40㏈c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40㏈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45㏈c 이하

(OFDMA 100% 사용 대역), -51㏈c 이하(OFDMA 5% 사

용 대역), -50㏈c 이하(TDMA)

제17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제17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측정 대역폭() 기준값1) (㏈c)

0.4 ㎒ log×

주1) 기준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함

주2) (100% 할당 대역):　상향신호 전송을 위해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

주3) (SpurFloor, 스퓨리어스 기저값): log 와 –60 ㏈c 중 큰 값
주4) (Under-Grant Hold Bandwidth): 

주5) (Under-Grant Hold number of Users): 
 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

주6) 측정주파수대역: 전송대역(In-band)에 인접한 좌우 양측 각 400㎑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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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제17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가. 버스트 송신 중

(1)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 장치: 규정하지 않음.

(2) 단일채널 송신장치: -47㏈c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가)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 장치: 규정하지 않음.

나) 단일채널 송신장치: -47㏈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규정하지 않음

제17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규정하지 않음

제17조의2제2항제4호가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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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할당 대역()
1) 측정 대역폭() 기준값2) (㏈c)

64㎒까지 1.6㎒

log64㎒에서 96㎒ 3.2㎒

96㎒에서 192㎒ 9.6㎒

192㎒ 이상 12.8㎒

주1) (100% 할당 대역):　상향신호 전송을 위해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

주2) 기준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함

주3) (SpurFloor, 스퓨리어스 기저값): log 와 –60 ㏈c 중 큰 값

주4) (Under-Grant Hold Bandwidth): 

주5) (Under-Grant Hold number of Users): 
 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

주6) 측정주파수대역: 전송대역 및 인접대역(전송대역 인접 400 ㎑)을 제외한 상향 주파수 대역

제17조의2제2항제4호나목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제17조의2제2항제5호의 ‘42㎒ 내지 1,002㎒ 또는 65㎒ 내지 1,002㎒ 대역

에서의’을 ‘상향 대역 외’로 수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5호가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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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
기준값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 간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5㎒에서
42㎒까지
상향 전송

42㎒에서 54㎒까지 -40㏈c -26㏈㎷

54㎒에서 60㎒까지 -35㏈㎷ -40㏈㎷

60㎒에서 88㎒까지 -40㏈㎷ -40㏈㎷

88㎒에서 1,218㎒까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5㎒에서
85㎒까지
상향 전송

85㎒에서 108㎒까지 -45㏈c -31㏈㎷

108㎒에서 136㎒까지 -40㏈㎷ -40㏈㎷

136㎒에서 1218㎒까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5㎒에서
204㎒까지
상향 전송

204㎒에서 258㎒까지 -50㏈c -72㏈c

258㎒에서 1218㎒까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제17조의2제2항제5호나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주파수 대역
기준값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 간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5㎒에서
42㎒까지
상향 전송

42㎒에서 54㎒까지 -50㏈c -36㏈㎷

54㎒에서 88㎒까지 -50㏈㎷ -50㏈㎷

88㎒에서 1,218㎒까지 -50㏈㎷ -50㏈㎷

5㎒에서
85㎒까지
상향 전송

85㎒에서 108㎒까지 -50㏈c -36㏈㎷

108㎒에서 1218㎒까지 -50㏈㎷ -50㏈㎷

5㎒에서
204㎒까지
상향 전송

204㎒에서 258㎒까지 -50㏈c -36㏈㎷

258㎒에서 1218㎒까지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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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의2(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

의 접속) ①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신설>

제17조의2(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

의 접속) ①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최대채널주파수1) 폭이 96㎒ 인 단

말장치

구 분 조 건

동작 주파수
범위(상향)

5～42㎒ / 5～65㎒ / 5～85㎒ /
5～117㎒ / 5～204㎒

신호출력
최소범위(상향)

～ +65㏈㎷

변조방식(상향)

OFDMA: QPSK, 8QAM, 16QAM,
32QAM, 64QAM, 128QAM,
256QAM, 512QAM, 1024QAM,
2048QAM2), 4096QAM2)

부반송파 간격
(상향)

25㎑ 또는 50㎑

최대 유효
반송파 수
(상향)

1900(50㎑ 부반송파 간격,
2048FFT)

3800(25㎑ 부반송파 간격,
4096FFT)

최대 점유
대역폭 (상향)

95㎒

최소 점유
대역폭 (상향)

6.4㎒ (25㎑ 부반송파 간격)
10㎒ (50㎑ 부반송파 간격)

출력임피던스 75Ω(불평형, 공칭)
출력반사손실 6㏈이상(상향)

주1) 최대채널주파수 폭은 보호 대역(1㎒)을 포함하는 신호

의 대역폭을 의미함, 실제 신호의 최대채널주파수 폭은

보호 대역을 제외한 95㎒ 임

주2) 2048QAM 및 4096QAM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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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

신용 단말장치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

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의 제1호 내

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채널 중심주파수에서 심볼속도

의 0.625배 만큼 떨어진 상․하 주

파수 대역에서 스퓨리어스 발사 크

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 -40㏈c

이하

<신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신설>

2.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

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

신용 단말장치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

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의 제1호 내

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송채널의 대역 내에서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burst) 송신 중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40㏈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45㏈c 이하

(OFDMA 100% 사용 대역),

-51㏈c 이하(OFDMA 5% 사

용 대역), -50㏈c 이하

(TDMA)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2.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

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 중: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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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생략)

<신설>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신설>

3.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제2이상 고

조파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

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

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측정
대역폭
()

기준값1) (㏈c)

0.4 ㎒ log     ×  

주1) 기준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함

주2) (100% 할당 대역):　상향신호 전송을 위해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

주3) (SpurFloor, 스퓨리어스 기저값):

log 와 –60 ㏈c 중 큰 값

주4) (Under-Grant Hold Bandwidth): 

주5) (Under-Grant Hold number of Users):

 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

주6) 측정주파수대역: 전송대역(In-band)에 인접한 좌우 양

측 각 400㎑ 대역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3. 전송채널 반송주파수의 제2이상 고

조파 주파수 대역에서의 스퓨리어

스 발사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

다.

가. 버스트 송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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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버스트 송신 중

(1)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 장

치: 규정하지 않음.

(2) 단일채널 송신장치: -47㏈c 이

하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신설>

4. 제①항의 동작주파수 범위 중 제1호

의 전송채널 주파수 대역과 제2호

의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 및 제3호

의 고조파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

사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신설>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가) 2개 이상 채널 송신 가능

장치: 규정하지 않음.

나) 단일채널 송신장치: -47㏈c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규정하지 않음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규정하지 않음

4. 제①항의 동작주파수 범위 중 제1호

의 전송채널 주파수 대역과 제2호

의 인접채널 주파수 대역 및 제3호

의 고조파 주파수 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

사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버스트 송신중: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 12 -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신설>

5. 42㎒ 내지 1,002㎒ 또는 65㎒ 내지

1,002㎒ 대역에서의 스퓨리어스 발

사 크기는 측정대역폭을 4㎒ 단위로

100% 할당
대역
()

1)

측정
대역폭(
)

기준값2) (㏈c)

64㎒까지 1.6㎒

 log
64㎒에서 

96㎒ 3.2㎒

96㎒에서 
192㎒ 9.6㎒

192㎒ 이상 12.8㎒

주1) (100% 할당 대역):　상향신호 전송을 위해 단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

주2) 기준값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함

주3) (SpurFloor, 스퓨리어스 기저값):

log 와 –60 ㏈c 중 큰 값

주4) (Under-Grant Hold Bandwidth): 

주5) (Under-Grant Hold number of Users):

 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값

주6) 측정주파수대역: 전송대역 및 인접대역(전송대역 인접

400 ㎑)을 제외한 상향 주파수 대역

나. 송신버스트 간(송신버스트가 없

을 때)

(1)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3,200㎑

또는 6,400㎑ 인 단말장치:

-72㏈c 와 -59㏈㎷ 중 큰 값

이하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72㏈c 이하

5. 상향 대역 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

는 측정대역폭을 4㎒ 단위로 측정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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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때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종합스퓨리어스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

다.

(1) (생략)

(2) (생략)

<신설>

나. 이산(discrete)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 종합스퓨리어스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

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나. 이산(discrete)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표에서의 기준값

이하이어야 한다.

주파수 대역

기준값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 간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5㎒에서
42㎒까지
상향
전송

42㎒에서
54㎒까지

-40㏈c -26㏈㎷

54㎒에서
60㎒까지

-35㏈㎷ -40㏈㎷

60㎒에서
88㎒까지

-40㏈㎷ -40㏈㎷

88㎒에서
1,218㎒까
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5㎒에서
85㎒까지
상향
전송

85㎒에서
108㎒까지

-45㏈c -31㏈㎷

108㎒에서
136㎒까지

-40㏈㎷ -40㏈㎷

136㎒에서
1218㎒까
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5㎒에서
204㎒까
지 상향
전송

204㎒에서
258㎒까지

-50㏈c -72㏈c

258㎒에서
1218㎒까
지

-45㏈㎷

-45㏈㎷와
(하향신호세기
–40 ㏈) 중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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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96㎒ 인

단말장치

주파수 대역

기준값

버스트
송신 중

송신 버스트 간
(송신 버스트가
없을 때)

5㎒에서
42㎒까
지 상향
전송

42㎒에서
54㎒까지

-50㏈c -36㏈㎷

54㎒에서
88㎒까지

-50㏈㎷ -50㏈㎷

88㎒에서
1,218㎒까지

-50㏈㎷ -50㏈㎷

5㎒에서
85㎒까
지 상향
전송

85㎒에서
108㎒까지

-50㏈c -36㏈㎷

108㎒에서
1218㎒까지

-50㏈㎷ -50㏈㎷

5㎒에서
204㎒까
지 상향
전송

204㎒에서
258㎒까지

-50㏈c -36㏈㎷

258㎒에서
1218㎒까지

-50㏈㎷ -50㏈㎷

부 칙 <제2019-x호, 2019. x. x.>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