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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의 변조방식을 

완화하여 정보통신 산업 발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가. 단말장치 기술기준 체계정비
    - 설비/서비스별로 규정한 것을 전송매체별로 규정하여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 유사내용은 ‘장’을 통합하고 이질적인 내용은 ‘장’을 분리함

  나.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기술기준에서 최대채널 주파수
폭이 6,400 ㎑ 인 경우의 변조방식을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완화
(안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기존 : TDMA, SCDMA 기능을 모두 필요
    - 변경 : TDMA는 필수항목,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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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0 - 2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9-16호, 2019.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0호부터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

할하고, 분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을 부

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털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2. “광동축혼합설비”란 HFC(Hybrid Fiber/Coax)망을 기반으로 방

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3. “광선로설비”란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이더넷 패킷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4.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 Pair Wire, TP)을 말한다.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7조의2의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4조의 “5조 부터 제19조의 규정에”를 “5조 부터 제7조 및 제9조 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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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한다.

제9조 중 “별표 5”를 각각 “별표 7”로 한다.

제13조의 “별표 6”을 “별표 9”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의 “별표 7”을 “별표 10”으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5조의 “별표 8”을 “별표 11”로 한다.

제16조의 “제13조(별표 6의 그림 1)”을 “제16조(별표 9의 그림 1)”로 하

고 “제8조”와 “제14조”를 각각 “제9조”, “제17조”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9”를 “별표 12”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의2 중 “유선방송”을 “광동축혼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의 “SCDMA”를 “SCDMA1)”로 하고 “주1)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추가한다.

제17조의3 중 “유선방송”을 “광동축혼합“으로 한다.

제17조의6 중 “기가급초고속”을 “기가급”으로 한다.

제17조의7 중 “별표 14”를 “별표 13”, “별표 15”를 “별표 14”, “별표 16”

을 “별표 15”,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한다.

제17조의8의 “별표 18”을 “별표 17”, “별표 19”를 “별표 18”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하고 제8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터의 종류 및 규격

은 별표 4와 같다.

④ 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 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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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

치”를 “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이스 단말장치”로 하

고 제15조의2를 제28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을 “광동축혼합

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17조의6의 제목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을 “기가급디지

털가입자회선 접속”으로 하고 제17조의 6을 제23조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 제17조

의8,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14조, 제15조 및 제8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를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를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로 하고 제5장의2

를 제7장으로 한다.

제5장의3, 제5장의4 및 제8장을 각각 제6장, 제8장 및 제10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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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을 신설하고 제목을 “기타 단말장치 등”으로 한다.

[별표 13]과 [별표 14]의 본문 중 “제17조의7”을 “26”조로 한다.

“[별표 4] 신호전력(제8조 관련)”을 “[별표 6] 신호전력(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횡전압 평형도(제9조 관련)”을 “[별표 7] 횡전압 평형도(제10

조 관련)”로 한다.

“[별표 6]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

3조 관련)”을 “[별표 9]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

치의 접속(제1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4조 관련)”을

“[별표 10]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7조 관련)”으

로 한다.

“[별표 8]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5조 관련)”을

“[별표 11]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제18조 관련)”

으로 한다.

“[별표 9] 종합정보통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제17조 관

련)”을 “[별표 12] 종합정보통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제20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보청기 호환성 수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격(제19조 관련)”을

“[별표 8] 보청기 호환성 수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격(제15조 관련)”으

로 한다.

“[별표 11] 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터(제21조 관련)”을 “[별표 4] 단

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터(제8조제3항 관련)”로 한다.

“[별표 13] 커넥터의 결선방식(제22조 관련)”을 “[별표 5] 커넥터의 결선

방식(제8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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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 분배망 분류별 광 경로 손

실 범위(제17조의7 관련)”을 “[별표 13]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 분배망 분류별 광 경로 손실 범위(제26조 관련)”로 한다.

“[별표 15]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

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17조의7 관련)”을 “[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26조 관

련)”으로 한다.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17조의7 관련)”을 “[별표 15]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

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7]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럼 폭(제17조의7 관련)”을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

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럼 폭(제26조 관

련)”으로 한다.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

신호의 아이패턴(제17조의8 관련)”을 “[별표 17]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

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제27조 관련)”으

로 한다.

“[별표 19]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변조 진폭(제17조의8 관련)”을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

럼 폭에 따른 최소 광변조 진폭(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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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생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제1장 총칙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캐리어)로 분할하고, 분

할된 반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

을 부가하여 다중화해 전송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란 PDH(Plesiochronous

Digital Hierarchy) 기술기반으로 비동기식 디지털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2. “종합정보통신설비”란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서비스를 제

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13. “광동축혼합설비”란 HFC(Hybrid Fiber/Coax)망

을 기반으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

를 말한다.

14.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란 DSL(Digital

Subscriber Line) 서비스를 의미하며 고속 홈네트

워킹 표준 기반으로 DSL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에도 이와 같다.

15. “광선로설비”란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하여 이

더넷 패킷 전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

한다.

16. “꼬임케이블”이란 단말장치가 사업용방송통신설

비 등과 연결될 때 사용되는 연선(Twist Pair

Wire, TP)을 말한다.

제2장 일반적 조건

(생략)

제4조(환경조건)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

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제5조 내지 제19조

제2장 일반적 조건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조건) 단말장치는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

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제5조 부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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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1) ~ (2) (생략)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충격전압 인가 시 접지회로의 동작에 의하여

의도적인 고장이 유발되고, 그 고장상태에

서는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방송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수리를

요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인지(예

: 경보)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단말장치는

본 시험 후 제9조에서 규정한 횡전압 평형

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 다. (생략)

라. 충격전압시험 시의 단말장치의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충격전압시험

시 단말장치는 다음과 같이 충격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위해전압) ①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1) (생략)

(2)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만, 제8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략)

4. (생략)

가. (생략)

나.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만, 제8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및 제9조 부터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충격전압시험후의 고장에 대한 허용

충격전압 인가 시 접지회로의 동작에 의하여

의도적인 고장이 유발되고, 그 고장상태에

서는 단말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방송통신망과 분리되거나 수리를

요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분명히 인지(예

: 경보)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단말장치는

본 시험 후 제10조에서 규정한 횡전압 평

형도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충격전압시험 시의 단말장치의 조건

위 가목 부터 다목에서 규정한 충격전압시험

시 단말장치는 다음과 같이 충격시험을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6조(위해전압)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교류성분은 5V(첨두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제8조(단말장치의 방송통신망 접속방법 등) 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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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20조 ~ 제22조가 제8조로 이동하고 조항 통합> 말장치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사업

자와 이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단말장치는 별

도의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실선으로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말장치에 커넥터를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접속하는 방식 외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는 7.6m이하 길이의 연장케이블을 중간

매체로하여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③ 단말장치와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사용하는 커넥

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④ 단말장치에 대한 플러그는 잭과 접속시 호환성

을 유지하도록 결선되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커넥터의 결선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8조(신호전력) ① (생략)

1. (생략)

2. 신호전력은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종단

조건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3. ~ 4.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생략)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나목 내지 라

목의 규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동작되

어야 하며, 이용자가 신호전력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나. ~ 라. (생략)

5. ~ 7. (생략)

③ (생략)

④ 주파수 4kHz이하의 종전압은 전달함수(별표 4의

그림 2)에 의해 가중을 취한 후 100Hz이상 4kHz이

하의 주파수대역의 모든 종전압성분을 합하여

100ms간을 평균한 가중 실효전압은 제6항에서 규정

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중곡

선그래프는 4kHz의 주파수에서 절대이득이 1이다.

제3장 전화용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9조(신호전력)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신호전력은 제2항 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종단

조건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나목 부터 라

목의 규정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태로 동작되

어야 하며, 이용자가 신호전력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주파수 4kHz이하의 종전압은 전달함수(별표 6의

그림 2)에 의해 가중을 취한 후 100Hz이상 4kHz이

하의 주파수대역의 모든 종전압성분을 합하여

100ms간을 평균한 가중 실효전압은 제6항에서 규

정한 조건하에서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가중

곡선그래프는 4kHz의 주파수에서 절대이득이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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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략)

⑥ (생략)

1. 단말장치는 별표 4의 그림 1에 나타내는 회로와

같이 종단하고,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제외한 모

든 동작 상태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4. (생략)

제9조(횡전압 평형도) ① (생략)

1. ~ 2. (생략)

3. 횡전압 평형도는 별표 5의 그림 1에 나타내는

시험회로로 시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적정성, 정밀도 및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적합성평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하여 다른 장치와 접속하

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5의 그림 2와 같다.

4. (생략)

가. (생략)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한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

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5의 그림 2와 같다.

5. (생략)

가. ~ 나. (생략)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

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6. (생략)

가. ~ 나. (생략)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7. (생략)

가.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단말장치는 별표 6의 그림 1에 나타내는 회로와

같이 종단하고, 방송통신망 제어신호를 제외한 모

든 동작 상태에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횡전압 평형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횡전압 평형도는 별표 7의 그림 1에 나타내는

시험회로로 시험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는 적정성, 정밀도 및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적합성평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하여 다른 장치와 접속하

는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보호회로 시험을 위한 다른 장치와 접속하는

데 필요한 배열은 별표 7의 그림 2와 같다.

5.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

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비시험포트는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하여야 한다.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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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2) 다른 장치와 접속되는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시 4선식 단말장치의 각 송신쌍 및 수

신쌍측에서 별표 5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회

로로 600Ω이 되도록 종단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생략)

(1)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5의 그림 3

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되고, 그 방송

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

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

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4선식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

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5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한

다.

(이하 생략)

제10조(온훅임피던스)

(이하 생략)

제11조(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이하 생략)

제12조(자동다이얼링기능) ① ~ ④ (생략)

⑤ 착신측이 응답하고 발신측 단말장치가 착신측의

단말장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다이얼링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1회의 추가 호출이 가능하

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추가 호출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현행 제18조 ~ 제19조가 제14조 ~ 제15조로 이동>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장치와 접속되는 단자는 보호회로의

오프훅시 4선식 단말장치의 각 송신쌍 및 수

신쌍측에서 별표 7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회

로로 600Ω이 되도록 종단하며, 온훅에서는

종단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과 같음)

(1)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

에 나타내는 회로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되고, 그 방송

통신망 포트이외의 인터페이스는 해당 인터

페이스에 회로로 종단한 상태에서 모든 포트

는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

야 한다.

(2) 4선식 의사회로의 모든 직류 전류값에 대

하여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모든 비시험포트의 쌍은 별표 7의

그림 3에 나타내는 회로로서 600Ω의 실선

임피던스 및 500Ω의 종 임피던스로 종단한

다.

(현행과 같음)

제11조(온훅임피던스)

(현행과 같음)

제12조(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

(현행과 같음)

제13조(자동다이얼링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착신측이 응답하고 발신측 단말장치가 착신측의

단말장치를 감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다이얼링

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1회의 추가 호출이 가능하

다. 응답하지 아니하는 추가 호출을 시도하는 경우

자동다이얼링기능을 갖는 단말장치는 제1항 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의 적용) ①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 및 코드없는 전화기는 보

청기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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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와 방송통신망 또는 구

내교환기와의 경계는 전기적 인터페이스이고, 이용

자와 경계는 음향적, 자기적, 기계적 인터페이스이

며, 전화기는 전원과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

③ 기준면은 통상 수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화기

가 귀에 닿는 점을 포함하는 평행면이다.

④ 측정면은 기준면에 대하여 평행하나 기준면으로

부터의 거리는 10mm이어야 한다.

⑤ 기준축은 기준면에 직교하고 수화기 캡의 중심

또는 캡을 갖지 아니하는 종류의 수화기에 대해서

는 구멍 열의 중심을 통과하여야 한다.

⑥ 측정축은 기준축에 평행하나 그 축에서 10mm이

내 범위에서 비켜날 수 있다.

1. 이 범위 내에서 축방향 및 방사방향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수신부가 중앙에 있고 원형 대칭형의 자계를 가

진 수화기에 대하여는 측정축과 기준축이 일치하

여야 한다.

⑦ 수화기능을 갖는 전화기의 구성 및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계결합을 위하여 측정면내에 있는 자장 벡터

의 세기, 방향 및 주파수응답을 파라미터로 한다.

2. 파라미터값을 정하는 방법은 전화 수화기 부근

의 자계강도를 시험하기 위한 미국 전기전자기술

자협회(IEEE)의 표준방법에 의한다.

3. 전용 또는 디지털전화 등과 같은 일반 목적이외

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전화기를 시험할 경우 등가

시험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급회로 및

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보청기호환성) 보청기호환성을 갖는 전화기

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방향 자계강도는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측정축에 따른 방향에서

측정면에 위치한 축방향성분은 주파수 1,000Hz에

서 -10dBV의 신호입력에 대하여 1A/m를 기준으

로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2dB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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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m를 기준으로 -19dB을 초과하는 주파수응답

에서는 완화가 인정된다.

2. 반경방향 자계강도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험할 경우, 90도 간격으로 4점 및 수화기의 측정

축에서 16mm이상 떨어져 시험한 자계의 반경방

향 성분이 1,000Hz에서 -10dBV의 신호입력에 대

하여 1A/m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 8의 그림 2에

나타내는 위치에서 -27dB이상이어야 한다.

3. 유기전압의 주파수응답은 제1호의 규정에서 시

험한 자계의 축방향성분에 따라 별표 8의 그림 3

에 나타내는 프로브코일에 유기하는 전압의 주파

수응답이 300Hz이상 3,300Hz이하의 주파수대역에

서 별표 8의 그림 4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

어야 한다.

가.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A/m를 기준으로 -19dB

을 초과하는 수화기는 주파수응답이 별표 8의

그림 4-1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한

다.

나. 제1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되고,

축방향성분의 크기가 1A/m를 기준으로 -19dB

이하이고 -22dB을 초과하는 주파수 응답이 별

표 8의 그림 4-2에 나타내는 허용범위 내에 있

어야 한다.

제4장 디지털 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3조(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2.4kbps, 4.8kbps, 9.6kbps, 56kbps 또는
64kbps에동기

선로 부호 AMI(Alternate Mark Inversion)

펄스 형상
펄스폭이 50±3%인 2진 직렬 바이폴
라 신호

펄
스
전
압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1.260V이상 1.540V이하

9.6kbps 0.702V이상 0.858V이하

제4장 비동기 방식 전송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6조(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2.4kbps, 4.8kbps, 9.6kbps, 56kbps 또는
64kbps에 동기

선로 부호 AMI(Alternate Mark Inversion)

펄스 형상
펄스폭이 50±3%인 2진 직렬 바이폴
라 신호

펄
스
전
압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1.260V이상 1.540V이하

9.6kbps 0.702V이상 0.858V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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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
균
신
호
전
력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6dBm이하

9.6kbps 0dBm이하

횡전압 평형도 별표 6의 그림 1의 허용영역

부호화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내에 코드 형
태로 포함되어 있는 아날
로그 신호를 말한다)전력

단말장치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200Hz이상
3,995Hz의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신호를 발생하는 경
우에는 0레벨 복호기 시험구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통화이외의 신호에 대하여 부호
화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
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2dBm이하이어
야 한다. 다만, 통신망제어를 목적으로 하
는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
을 평균할 때 -3dBm이하이어야 한다.

온훅시 신호조건

0레벨 복호기에 의해 온훅시 방송통신망
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Hz이상
4,000Hz이하의 대역 내의 디지털신호에 대
해서는 -55dBm이하이어야 한다.

임피던스 135Ω(저항성)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구 분 조 건

선로속도 2,048kbps±50ppm

선로부호
HDB3(High Density Bipolar of
Order 3)

펄스형상 별표 7의 그림 1 출력펄스 형상

펄스전압
대칭쌍 동축쌍

2.7V이상
3.6V이하

2.133V이상
2.844V이하

임피던스
대칭쌍 동축쌍

120Ω(저항성) 75Ω(저항성)

제17조(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평
균
신
호
전
력

2.4kbps,
4.8kbps,
56kbps 또는
64kbps

6dBm이하

9.6kbps 0dBm이하

횡전압 평형도 별표 9의 그림 1의 허용영역

부호화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내에 코드 형
태로 포함되어 있는 아날
로그 신호를 말한다)전력

단말장치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200Hz이상
3,995Hz의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신호를 발생하는 경
우에는 0레벨 복호기 시험구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통화이외의 신호에 대하여 부호
화된 아날로그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
의의 3초간을 평균할 때 -12dBm이하이어
야 한다. 다만, 통신망제어를 목적으로 하
는 신호의 최대신호전력은 임의의 3초간
을 평균할 때 -3dBm이하이어야 한다.

온훅시 신호조건

0레벨 복호기에 의해 온훅시 방송통신망
에 송출되는 신호전력은 200Hz이상
4,000Hz이하의 대역 내의 디지털신호에 대
해서는 -55dBm이하이어야 한다.

임피던스 135Ω(저항성)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구 분 조 건

선로속도 2,048kbps±50ppm

선로부호
HDB3(High Density Bipolar of
Order 3)

펄스형상 별표 10의 그림 1 출력펄스 형상

펄스전압
대칭쌍 동축쌍

2.7V이상
3.6V이하

2.133V이상
2.844V이하

임피던스
대칭쌍 동축쌍

120Ω(저항성) 75Ω(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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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44,736kbps±20ppm

선로 부호 B3ZS(Bipolar with 3 Zero Substitution)

펄스 형상 별표 8의 그림 1 또는 그림 2의 출력펄스 형상

펄스 전압 0.36V이상 0.85V이하

평균신호전
력

1. 22,368kHz : -1.8dBm이상 5.7dBm이하
2. 44,736kHz : 22,368kHz에서의 신호전력보

다 적어도
20dB이하

임피던스 75Ω(저항성)

제15조의2(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

털 단말장치)는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8조로 이동>하고

제15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는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9조로 이동>

반사
감쇠량
(수신측)

51kHz이상
102kHz이하

12dB이상

102kHz초과
2,048kHz이
하

18dB이상

2,048kHz초
과
3,072kHz이하

14dB이상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제18조(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44,736kbps±20ppm

선로 부호 B3ZS(Bipolar with 3 Zero Substitution)

펄스 형상
별표 11의 그림 1 또는 그림 2의 출력펄스 형
상

펄스 전압 0.36V이상 0.85V이하

평균신호전
력

1. 22,368kHz : -1.8dBm이상 5.7dBm이하
2. 44,736kHz : 22,368kHz에서의 신호전력보

다 적어도
20dB이하

임피던스 75Ω(저항성)

반사
감쇠량
(수신측)

51kHz이상
102kHz이하

12dB이상

102kHz초과
2,048kHz이
하

18dB이상

2,048kHz초
과
3,072kHz이하

14dB이상

통과전송경로의
신호전력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제5장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6조(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 회선과 망종단

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구 분 조 건

선로속도 160kbps(80kbaud)±100ppm

제5장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9조(회선과 망종단장치간의 접속) 회선과 망종단

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구 분 조 건

선로속도 160kbps(80kbaud)±1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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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4조

의 2,048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망종단장

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선로부호 2B1Q(2 Binary 1 Quaternary)

펄스전압
2.375V이상 2.625V이하
(4진부호 +3 및 -3인 경우)

평균신호전
력

0Hz이상 80kHz이하에서 13dBm이상 14dBm
이하

횡전압 평형도 제13조(별표 6의 그림 1)의 허용영역

임피던스 135Ω(저항성)

통과전송경로
의 신호전력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192kbps±100ppm

선로

부호
AMI(Alternate Mark Inversion)

펄스

형상

1. 시험부하저항 50Ω : 별표 9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별표 9의 그림

2의 출력펄스 형상

3. 시험부하저항 5.6Ω(단말장치) : 별표 9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진폭의 20% 이내

펄스

전압

1. 시험부하저항 50Ω : 0.675V이상 0.825V이하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오우버 슈우트를

포함하여 0.675V이상 2.025V이하

입출력

임피던

스

1. 망종단장치 : 이진수 “0”을 송출하고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9

의 그림 3에 표시하는 범위 이상

2. 단말장치 : 비활성상태와 저전력 소모 상태일 때

또는 이진수 “1”을 전송하고 있을 때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그림 4에 표시하는 범위 이

상

자동다

이얼기
제12조의 규정 준용

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 제17조

의 2,048kbps 회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망종단장

치와 단말장치간의 접속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선로부호 2B1Q(2 Binary 1 Quaternary)

펄스전압
2.375V이상 2.625V이하
(4진부호 +3 및 -3인 경우)

평균신호전
력

0Hz이상 80kHz이하에서 13dBm이상 14dBm
이하

횡전압 평형도 제16조(별표 9의 그림 1)의 허용영역

임피던스 135Ω(저항성)

통과전송경로
의 신호전력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준용

구 분 조 건

선로

속도
192kbps±100ppm

선로

부호
AMI(Alternate Mark Inversion)

펄스

형상

1. 시험부하저항 50Ω : 별표 12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별표 12의 그림

2의 출력펄스 형상

3. 시험부하저항 5.6Ω(단말장치) : 별표 12의 그림

1의 출력펄스 형상 진폭의 20% 이내

펄스

전압

1. 시험부하저항 50Ω : 0.675V이상 0.825V이하

2. 시험부하저항 400Ω(단말장치) : 오우버

슈우트를 포함하여 0.675V이상 2.025V이하

입출력

임피던

스

1. 망종단장치 : 이진수 “0”을 송출하고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12의 그림 3에 표시하는 범위 이상

2. 단말장치 : 비활성상태와 저전력 소모 상태일 때

또는 이진수 “1”을 전송하고 있을 때 2kHz이상

1MHz이하에서 100mV의 정현파 전압을 가할

경우에는 별표 12의 그림 4에 표시하는 범위

이상

자동다

이얼기
제13조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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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능

제5장의2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제17조의2(유선방송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동작 주파수
범위(상향)

5.75MHz～41.75MHz 또는
5.75MHz～65MHz

신호출력
최소범위
(상향)

+23dBmV ～ +61dBmV(QPSK)
+23dBmV ～ +58dBmV(16QAM)
+23dBmV ～ +57dBmV(64QAM)
+23dBmV ～ +56dBmV(128QAM)

변조방식(상향)
TDMA: QPSK, 16QAM, 64QAM
SCDMA : 64QAM, 128QAM

전송심볼속도별
최대채널주파수폭

(상향)
(-30dB대역폭)

1,600kHz(심볼속도 : 1,280ksym/sec)
3,200kHz(심볼속도 : 2,560ksym/sec)
6,400kHz(심볼속도 : 5,120ksym/sec)

출력임피던스 75Ω(불평형, 공칭)
출력반사손실 6dB이상(상향)

②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의3(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화접속단자” 및 “전화접속단자쌍”은 “신호

접속단자”로 본다.

제7장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

말장치

제24조(광동축혼합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최대채널주파수 폭이 6,400kHz 인 단말장치

구 분 조 건
동작 주파수
범위(상향)

5.75MHz～41.75MHz 또는
5.75MHz～65MHz

신호출력
최소범위
(상향)

+23dBmV ～ +61dBmV(QPSK)
+23dBmV ～ +58dBmV(16QAM)
+23dBmV ～ +57dBmV(64QAM)
+23dBmV ～ +56dBmV(128QAM)

변조방식(상향)
TDMA: QPSK, 16QAM, 64QAM
SCDMA1) : 64QAM, 128QAM

전송심볼속도별
최대채널주파수폭

(상향)
(-30dB대역폭)

1,600kHz(심볼속도 : 1,280ksym/sec)
3,200kHz(심볼속도 : 2,560ksym/sec)
6,400kHz(심볼속도 : 5,120ksym/sec)

출력임피던스 75Ω(불평형, 공칭)
출력반사손실 6dB이상(상향)

주1) SCDMA는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②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

치의 송신 출력신호 스퓨리어스 발사 크기는 다음

의 제1호 부터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광동축혼합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화접속단자” 및 “전화접속단자쌍”은 “신호

접속단자”로 본다.

제5장의3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

치

제17조의4(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이하 생략)

제17조의5(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이하 생략)

제17조의6(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

제6장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21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현행과 같음)

제22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현행과 같음)

제23조(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 국제전기통

신연합의 “유선 기반의 통합 고속 홈네트워킹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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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유선 기반의 통합 고속 홈네

트워킹 송수신기 표준”(G.9960, G.9964)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

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고속 접속 가입자 단말

표준"(G.9700, G.9701)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

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

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

펙트럼밀도를 –80 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

다. 다만,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의 전송매

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기 표준”(G.9960, G.9964)을 준용하는 기가급디지

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

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고속 접속 가입자 단말

표준"(G.9700, G.9701)을 준용하는 기가급디지털가

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송수신기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별표 8의 아마추

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신호의 전력스

펙트럼밀도를 –80 dBm/Hz이하로 제한하여야 한

다. 다만, 기가급디지털가입자회선의 전송매체를 지

하에 매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

추어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의4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17조의7(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

속) ① (생략)

1. (생략)

제8장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제26조(수동형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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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480 nm～1,500 nm(하향)
1,260 nm～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하향 : 2.488 Gbps, 상향 : 1.244 Gbps

수신 특성

광분배망분류(주)1 A B B+(주)2 C C+(주)4

최소
수신감도(dBm)

-21 -21 -27 -28 -30

최소 과부하(dBm) -1 -1 -8 -8(주)3 -8

송신 특성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출력(dBm)

-3 -2 +0.5 +2 +0.5

최대 평균 광
출력(dBm)

+2 +3 +5 +7 +5

송신 없는 광
출력(dBm)

수신감도 - 10 이하

최소 소광비(dB) 10

(주) 1. 별표 14의 제1호 참조

2. ~ 4. (생략)

2. (생략)

가. (생략)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96 nm ～ 1,603 nm(하향)
1,524 nm ～ 1,544 nm(상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특
성

광분배망 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 수신
감도(dBm) -28 -28 -28 -28 -28 -28 -28 -28

최소 과부하(dBm) –7 –7 –7 –9 -7 -7 -7 –9

송신특
성

최소 평균
채널 출력
(dBm)(주)2

A
형식 +4 +4 +4 - +4 +4 +4 +4

B
형식 +2 +2 +2 +4 0 0 0 0

최대 평균
채널 출력
(dBm)(주)2

A
형식 +9 +9 +9 - +9 +9 +9 +9

B
형식 +7 +7 +7 +9 +5 +5 +5 +5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480 nm～1,500 nm(하향)
1,260 nm～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하향 : 2.488 Gbps, 상향 : 1.244 Gbps

수신 특성

광분배망분류(주)1 A B B+(주)2 C C+(주)4

최소
수신감도(dBm)

-21 -21 -27 -28 -30

최소 과부하(dBm) -1 -1 -8 -8(주)3 -8

송신 특성

아이 패턴 별표 14의 (그림 1)

최소 평균 광
출력(dBm)

-3 -2 +0.5 +2 +0.5

최대 평균 광
출력(dBm)

+2 +3 +5 +7 +5

송신 없는 광
출력(dBm)

수신감도 - 10 이하

최소 소광비(dB) 10

(주) 1. 별표 13의 제1호 참조

2. ~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96 nm ～ 1,603 nm(하향)
1,524 nm ～ 1,544 nm(상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특
성

광분배망 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 수신
감도(dBm) -28 -28 -28 -28 -28 -28 -28 -28

최소 과부하(dBm) –7 –7 –7 –9 -7 -7 -7 –9

송신특
성

최소 평균
채널 출력
(dBm)(주)2

A
형식 +4 +4 +4 - +4 +4 +4 +4

B
형식 +2 +2 +2 +4 0 0 0 0

최대 평균
채널 출력
(dBm)(주)2

A
형식 +9 +9 +9 - +9 +9 +9 +9

B
형식 +7 +7 +7 +9 +5 +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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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별표 14의 제2호 참조

2. (생략)

나. (생략)

(주) 1. 별표 14의 제2호 참조

② (생략)

1. (생략)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2)

최소 소광비
(dB)

6 8.2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1581 nm(하향)
1260 nm～1280 nm(상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특
성

광분배망
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
수신감도(dBm)

-28 -28 -28 - -28 -28 -28 -

최소
과부하(dBm)

-9 -9 -9 - -9 -9 -9 -

송신특
성

최소
평균출력(dBm) +4 +4 +4 - +2 +2 +2 +2

최대
평균출력(dBm)

+9 +9 +9 - +7 +7 +7 +7

아이패턴 별표 15의 (그림 3) 별표 15의 (그림 4)

송신없는
광출력(dBm)

-45
최소 수신감도 -10

이하

최소 소광비(dB) 6 8.2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480 nm ～ 1,500 nm(하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 거리(km) 10 20

최소 수신감도(dBm) -24 -24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3 -3

송신특성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1)

(주) 1. 별표 13의 제2호 참조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주) 1. 별표 13의 제2호 참조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아이 패턴 별표 14의 (그림 2)

최소 소광비
(dB)

6 8.2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1581 nm(하향)
1260 nm～1280 nm(상향)

전송 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
특성

광분배망
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
수신감도(dBm)

-28 -28 -28 - -28 -28 -28 -

최소
과부하(dBm)

-9 -9 -9 - -9 -9 -9 -

송신
특성

최소
평균출력(dBm) +4 +4 +4 - +2 +2 +2 +2

최대
평균출력(dBm)

+9 +9 +9 - +7 +7 +7 +7

아이 패턴 별표 14의 (그림 3) 별표 14의 (그림 4)

송신없는
광출력(dBm)

-45
최소 수신감도 -10

이하

최소 소광비(dB) 6 8.2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480 nm ～ 1,500 nm(하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 거리(km) 10 20

최소 수신감도(dBm) -24 -24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3 -3

송신특성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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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략)

3. (생략)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1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4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7의 (표
1)

별표 17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28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 거리(km) 10 20 30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29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9

송신특성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4 +5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9 +9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45

최소 소광비(dB) 6 6 6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

1.25 GBd ± 100 ppm (상향)

수신 특성

전송 거리(km) 10 20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1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4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6의 (표
1)

별표 16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28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 거리(km) 10 20 30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29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9

송신특성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4 +5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9 +9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45

최소 소광비(dB) 6 6 6

구 분 조 건

사용 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360 nm(상향)

전송 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 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

1.25 GBd ± 100 ppm (상향)

수신 특성

전송 거리(km) 10 20

최소 수신감도(dBm) -20.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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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17조의8(이더넷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

속) ISO/IEC/IEEE 8802-3 Clause 52를 준용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

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10GBASE-SR 10GBASE-LR 10GBASE-ER

사용파장 840 nm ~
860 nm

1,260 nm ~
1,355 nm

1,530 nm ~
1,565 nm

수
신
특
성

최대 평균 광 
세기 (dBm)

-1.0 0.5 -1.0

최대 반사율 (dB) -12 -26

송
신
특
성

아이패턴 별표 18의 타입 A 또는 타입 B(주)

최소 평균 광 
출력 (dBm)

-7.3 -8.2 -4.7

최대 평균 광 
출력 (dBm)

-1.0 0.5 4.0

송신 없는 광 
출력 (dBm)

-30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조 진폭 

(dBm)

별표 19 - -

최소 부 모드 
억압비 (dB)

- 30

최소 소광비 (dB) 3 3.5 3

(주) 샘플 당 히트율(hit ratio)이 5×10-5이하인 경우에

는 별표 18의 타입 B를 따른다.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송신 특성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1)

최소평균광출력(dBm) -1 +0.62

최대평균광출력(dBm) +4 +5.62

송신없는광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7의 (표
1)

별표 17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현행과 같음)

제27조(능동형 이더넷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ISO/IEC/IEEE 8802-3 Clause 52를 준용하

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

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10GBASE-SR 10GBASE-LR 10GBASE-ER

사용파장 840 nm ~
860 nm

1,260 nm ~
1,355 nm

1,530 nm ~
1,565 nm

수
신
특
성

최대 평균 광 
세기 (dBm)

-1.0 0.5 -1.0

최대 반사율 (dB) -12 -26

송
신
특
성

아이패턴 별표 17의 타입 A 또는 타입 B(주)

최소 평균 광 
출력 (dBm)

-7.3 -8.2 -4.7

최대 평균 광 
출력 (dBm)

-1.0 0.5 4.0

송신 없는 광 
출력 (dBm)

-30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조 진폭 

(dBm)

별표 18 - -

최소 부 모드 
억압비 (dB)

- 30

최소 소광비 (dB) 3 3.5 3

(주) 샘플 당 히트율(hit ratio)이 5×10-5이하인 경우에

는 별표 17의 타입 B를 따른다.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송신 특성

아이 패턴 별표 15의 (그림 1)

최소평균광출력(dBm) -1 +0.62

최대평균광출력(dBm) +4 +5.62

송신없는광출력(dBm) -45 -45

스펙트럼 폭(nm) 별표 16의 (표
1)

별표 16의 (표
2)

최소 소광비(dB) 6 6

제6장 보청기 호환성을 갖는 전화기

<현행 제18조 ~ 제19조가 제14조 ~ 제15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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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접속 커넥터

<현행 제20조 ~ 제22조가 제8조로 이동하고 조항 통합>

제15조의2(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

지털 단말장치)가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8조로 이동>

제15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가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9조로 이동>

제9장 기타 단말장치 등

제28조(꼬임케이블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인터페

이스 단말장치) ① 사업용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

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는 단말장치는 인터페이스의 종류

에 따라 해당 전기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

블 2쌍으로 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장

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이어야 하며, 전력스펙

트럼밀도는 각 표준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의 상한값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인

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

공하는 단말장치

2. ISO/IEC/IEEE 8802-3, Amd.7(5GBASE-T) 인

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2.5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3.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인터넷 프

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무

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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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생략).

제10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은).

[별표 4] 신호전력(제8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5] 횡전압 평형도(제9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6]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

말장치의 접속(제13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7]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속

(제14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8]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

속(제15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9] 종합정보통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

의 접속(제17조 관련)

[별표 10] 보청기 호환성 수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

격(제19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1] 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터(제21조 관

련)

(이하 생략)

[별표 13] 커넥터의 결선방식(제22조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분배망 분

류별 광 경로 손실 범위(제17조의7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5]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

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17조의7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17조의7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7]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럼 폭(제17조의7 관련)

[별표 6] 신호전력(제9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7] 횡전압 평형도(제10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9] 64kbps이하의 종속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단

말장치의 접속(제16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0] 2,048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

속(제17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1] 44,736kbps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접

속(제18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2] 종합정보통신망의 망종단장치와 단말장치간

의 접속(제20조 관련)

[별표 8] 보청기 호환성 수화기의 자계특성 시험 규격

(제15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4] 단말장치의 종류별 사용 커넥터(제8조제3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5] 커넥터의 결선방식(제8조제5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3]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의 광분배망 분

류별 광 경로 손실 범위(제26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4] 기가비트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

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아이 패턴(제26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5]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26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의 스펙트럼 폭(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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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 (제17조의8 관련)

(이하 생략)

[별표 19]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

조 진폭 (제17조의8 관련)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17]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 (제27조 관련)

(현행과 같음)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

조 진폭 (제27조 관련)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