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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는 일상생활의 전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이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1. 전파 수요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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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수요의 급증 

   전파의 경제성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 함으로서 전파방송산업 진흥 및 공공복리 증진 

무선 서비스 산업의 필수적 생산요소로 이론적으로는 무한, 기술적 제약으로 

공급이 제한적 

기술과 서비스 발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일부 주파수 대역

(VHF,UHF대]에서는 초과 수요 발생 

경제적 가치가 높고 유한한 자원(Valuable & limited resource)으로서 부각 



특히 이동통신, 방송, 소출력 통신 분야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산업간의 주파수 확보를 위한 갈등 발생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전파이용 서비스를 네트워크 종류와 무관하게 이용   

1. 전파 수요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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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수요의 급증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 필요 

모바일 빅뱅 

 이용자 편익 증진 

 모바일 트래픽 급증 대응 
 

  
80만(’09) 
       3,274만(’12)  

스마트폰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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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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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만명) 트래픽(TB) 

LTE 가입자수, 트래픽 현황 및 전망 

가입자 : 44배 
트래픽 : 112배 

44배 

3G 3.5G 3.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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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수요의 급증 

모바일 광개토 2.0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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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명령과 통제방식에서 시장방식, 공유방식의 확대 추세 

전파관리정책간의 Optimal Mixture를 찾기 위해 노력 

전파 공급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초과수요를 처리하는 입장이 시장방식과   

공유방식의 차이가 존재 

Command & Control 
regime 

Market mechanism 
(Property-right regime) 

Spectrum Commons 
(Open Access) 

• Tight & specific 
regulation of parameters 

• Simple technology 
• Excess-supply: First-come 

First-served 
• Must have information 

advantage or equivalence 

• Excess-demand (scarcity), 
Coase(1959)’s big joke 

• Spectrum market을 도입 
(1994, 경매제) 

• 가격신호(price signal)와 
배타적 재산권에 기초 

• 효율적 이용 vs. 투기적 수
요 조장(주파수부족 심화) 

• Engineer’s counterattack 
to economists 

• 항해와 같이 protocol을 
준수하면 주파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 

• Frequency, time, power, 
space domain에서의 입체
적 공유  

• CR, UWB 등 공유기술 발
전에 기반 

2.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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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예술품 등 일반시장을 통해 가격설정이 어려운 재화의 거래에 이용 

• 최고가 입찰자 = 재화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자 =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89년 뉴질랜드, ’93년 미국, 호주에 도입된 이래 ’00년 전후 IMT-2000용 주

파수부터 할당의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음 

• OECD 34개국 중 33개국이 이미 경매제를 시행 

경매제 시행 국가 (33) 
경매제 미 시행 

국가 (1)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룩셈
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칠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 일본(법제화를 
위한 연구반 
운영) 

3. Marke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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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이용자의 선별이 가능 

• 사업자는 자신이 해당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지만 정부

는 이를 잘 알 수 없음 (정보의 비대칭성)  

• 심사 할당의 경우 실제 사업능력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 중요해질 우려 

적정한 주파수 이용대가 회수 

• 서비스 융합과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용도의 유연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가 적절

한 주파수 이용대가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 경매를 통할 경우 할당대가에 대한 과대 또는 과소 논란 최소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 비교심사는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탈락자의 이

의제기 가능성 상존  

• 사업자 선정 후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서비스 개시 지연될 수 있음 

3. Market Mechanism 



70국 175사가 LTE 상용화 완료/ 13년까지 248개 사업자 상용화 전망 (GSA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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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ket Mechanism 

* 자료 : GSA(2013.5) 

1.8㎓ 및 2.6㎓  

중심으로 상용화 



’10년~’13년 현재까지 주요국 경매 결과, 1.8㎓ 및 2.6㎓ 대역이 가장 많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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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ket Mechanism 

구분 700㎒ 800㎒ 900㎒ 1.8㎓ 2.1㎓ 2.6㎓ 계 
그리스           60       110           170  

덴마크         60        10        20         140       230  

네덜란드         60        70       140        20       140       430  

미국       24                  24  

벨기에           10        20        30       110       170  

브라질         25          40         140       205  

스웨덴         60          70           130  

스위스         60        70       150       120       130       530  

스페인         60        20           140       220  

이탈리아         60          30         120       210  

오스트리아                140       140  

포르투갈         60        10        84         120       274  

프랑스         60             140       200  

독일         60          50        40       140       290  

노르웨이               89          89  

스웨덴         60          70           130  

아일랜드         60        70       150           280  

영국         60             140       200  

폴란드             50            50  

호주       90               140       230  

홍콩         10        10              20  

한국('11.8)         10          20        20          50  

평균        57        51        37        72        53       13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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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능에 의해 자원 배분 및 효율적 이용 추구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2차 시장이라는 시장 기능에 의해 실패를 만회 

경매제  
(Auction) 

2차 시장  
(Secondary Market) 

자유화 
(Liberalization) 

• 시장이 스스로 최적의    
이용자를 선별 
 

• 규제기관과 민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 

• 주파수(이용권)의 거래, 임대 
허용 -> 배분의 문제점을  
시장이 시정 
 

• 수요변화에 따른 원활한   
혁신 

• 기술 및 용도에의 가변성 
부여 -> 시장 및 기술변화
의 유연성 보장 
 

• 2차 시장의 활성화 
 

• 사업자 자율성 보장        
-> 경제적 효율성 달성 

3. Market Mechanism 



13 

공유모형이 기기시장의 혁신 및 발전을 촉진 

 기기제조업체들은 혼신 감소 기술에 투자동기 부여되어 기술 혁신 초래 

 고속도로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유사 

 

 공유모델이 독점 문제의 해결이나 ‘다양성’의 확대에 기여 

 공유대역에의 진입장벽이 없어 독점적 행위 제어 및 관점의 다양성이 보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약화 

 기술 및 콘텐츠의 다양성이 촉진 

 

공유기술은 일정대역 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전파를 탐색하고 이용 

 전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혼신 없이 이용 가능 

    공유모형 옹호론자의 주장 

4. Spectrum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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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허에 의한 무선분야 혁신 

4. Spectrum Commons 

 
* Source: R.Thanki, “The case for permissive rule-based Dynamic Spectrum Access “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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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이 초과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시장모델이 불가피 

공유모델에서 개별 사용자는 사용자간 행위를 조율할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 

 commons는 ‘공유재의 비극 (the tragedy of commons, Garrett Hardin, 

1968)’ 을 극복하기 어려움 

 사용자들은 타사용자의 기기와 간섭현상을 일으키는 고출력 기기를 사용해 

‘속일’(cheating)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 

 외부성 문제로 인하여 기기제조분야의 혁신에도 한계 

 제조자 A의 혼신 문제 완화를 위한 R&D 투자 → 해당 부문 전파이용 및 경제

활동 증대 → A뿐만 아니라 A의 경쟁자도 혜택 

독점 문제 및 다양성 확대도 제한적 

 네트워크 외부성 및 규모의 경제는 공유모델에도 존재  

 신규 진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는데 한계 존재 

 시장 모델에서 반독점 규제로 독점문제 완화 가능 

    공유모형 반대론자의 주장 

4. Spectrum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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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commons)는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자원이 소유 또는 통제 

 개방형 이용 (Open Access): 소유되지 않은 자원을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 

개방형 이용은 free riding 유발 => 과이용 (Over-use) 

비극은 commons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unmanaged commons”에서 발생 

   => The Tragedy of the Unmanaged Commons 

     The Tragedy of the Unmanaged Commons 

따라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commons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규제권자의 유형은 기업(Private) 또는 정부(Government)의 형태 

4. Spectrum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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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용 주파수에 대해 회수재배치를 이용하여 Mobile Broadband용으로 확보    

추진 중이나, 회수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시간 소요] 

PCAST는 회수재배치에서 주파수 공유 활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12.7월) 

Incentive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 (연방기관에 spectrum currency 배당하여  

주파수 구입 및 이용에 활용) 

     미국의 접근 방식 

4. Spectrum Commons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이 부여된 대역에 대한 공유를 위해 Licensed Shared 

Access(LSA) 방식 연구 중 

기존의 면허권자와 공유가 가능한 지역이나 시간에 대해 별도 면허 부여 

• Geographical spectrum access sharing with LSA 

• Time spectrum access sharing with LSA 

     EU의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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