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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ERI 리포트

미래의 무선통신 시장에서는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속도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통신 기술을 구현할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주파수의 공급은 한정

되어 있다. 

이러한 주파수에 대한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은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극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쟁적인 시장 구조의 

촉진이라는 동일한 목표 하에 주파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주파수의 이용은 시장에 맡

겨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 제도를 점진적으

로 도입하고 있다. 

향후 예정된 국내의 주파수 배분에서도 이러한 경쟁 촉진과 시장 자율의 원칙이 충실히 구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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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파수 배분 관련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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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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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의 확보는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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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무선통신은 과거 음성 위주의 서비스에서 현재 EVDO Rev.A(Evolution Data only 

Revision A·CDMA 기반의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 HSPA(High Speed Packet 

Access.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W-CDMA를 업그레이드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술)의 출현 및 발전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보다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선기술의 눈부신 발전뿐 아니라, 단순 음성보다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근거한 것이기도 한다. 이런 추세는 새로운 

무선기술(예로, LTE, WIMAX 등 소위 3.9G 또는 4G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는 미

래의 무선통신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무선

기술을 탑재하는 주파수의 확보는 현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미래에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사업자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원하는 모든 사업자가 원하는 만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업자만이 주파수를 필요로 하였으

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시장에 다수 사업자 경

쟁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비용 측

면에서 효율성이 우수한 저주파수 대역(1GHz 이하)의 대부분이 이미 점유 또는 사

용되고 있어 고주파수 대역(1GHz 이상)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

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 국

가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족한 주파수 자원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주파수를 배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우선 주파수 배분와 관련

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우선 논의해보도록 한다.



LG
ER

I 리
포

트

LG Business Insight  2008 10 1 27

과거의 소극적 주파수 

관리 정책은 이용 

효율의 극대화라는 

적극적 관리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

“
II. 주파수 배분 관련 주요 이슈

(1) 시장 기반의 주파수 관리 정책

과거에는 주파수 공급이 충분하였다. 수요가 제한적인 정부 주도 또는 독점적 사업

자 시대였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주파수의 특성이 큰 제약 요인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주파수 관리도 혼신 및 간섭 방지라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의 주파수는 화상통화, 무선인터넷, 모바일TV 등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가 일반화

됨에 따라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공급 부족 상황으로 변화

하고 있다. 따라서 소극적이었던 주파수 관리 정책은 적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변화된 주파수 관리정책의 핵심은 주파수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통한 공급 부족 

상황의 해소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부족한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주파수를 회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선 관련 전세계 표준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은 2003년에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새로운 서비

스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에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 기존 주파수의 

회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EU도 2002년 ECC 리포트(16)를 통해 새로운 시장 요

구와 주파수 효율 증대를 위해 주파수를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 ITU-R과 동일한 

입장이다. 

둘째, 주파수 배분을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즉, 단순히 공정배분, 가치 회수라는 측면 외에 배분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시장의 구조를 좀더 경쟁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주파수 배분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심사 할당, 기술 및 서비스 사전 허가 등의 

배분 방식에서 경매제 도입,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 허용, 사인(私人)간 주파수 거래 

허용,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의 배분 방식으로의 변

화를 말한다. 이러한 주파수 배분 방식의 변화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주파수의 효율

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코즈(Coase)도 ‘주파수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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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3G) 허가를 

통해 세계 각국은 

주파수 경매제를 

주파수 분배의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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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주파수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변화를 지지

하고 있다. 

이상의 변화된 주파수 관리 정책을 우리는 통상 ‘시장 기반의 주파수 관리 정책’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파수 관리정책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세계 각 

국들은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이를 자국의 주파수 관리 정책의 기

본 정책 방향으로 도입하고 있다.

(2) 주파수 경매제

시장 기반 주파수 관리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있다. 정부가 기술 

능력, 재정 능력, 사업 의지 등을 서류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파수를 

배분하는 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은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함으로써 주

파수에 대한 실제적 가치 및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이에 반해 시장이 직접 그 가치와 이용자(사업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경매제이고, 이것이 시장 기반 주파수 관리 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IMT-

2000(3G) 허가를 통해 세계 각국은 주파수 경매제를 주파수 배분의 중요한 수단으

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는 ‘돈’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우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주파수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과열될 경우 경매 대금이 시장가치를 상회하여 낙찰자가 설비투자를 제대로 집행하

지 못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이용요금 인상을 통해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게 폐해가 최소

화될 수 있는 경매제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령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자를 제한한다든지, 경매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초기 매출의 얼마’라는 식으

로 연동시켜 그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매제

를 실시한 바가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9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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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신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의 도입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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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

기술 및 서비스의 중립성이란 주파수에 사용될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의 강제가 아

닌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파수 배분은 특정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이 정당성을 

얻은 것은 특정 서비스에는 특정 주파수가 적합하다는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저주파수 대역은 음성 서비스에 적합하고, 고주파수 대역은 데이터 통신

에 적합하다’는 식의 기술적 제약이었다. 주파수를 배분하는 정부 입장에서 특정 통

신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800MHz와 1.8GHz는 CDMA 방식, 2.1GHz는 WCDMA 방식으

로, 2.3GHz는 휴대인터넷(Wibro)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같은 기술적 제약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통

신시장에 어떤 기술과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제로서 사전에 특정 기술과 특정 서비스를 강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예상케 한다. 즉, 정부 규제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잘

못된 기술 및 서비스의 고정이 특정 사업자를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그 투자 비용이 

고스란히 사회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더욱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따

라서 시장 기반 주파수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을 주파수 배분의 한 가지 원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OFcom은 올

해 2.6GHz 주파수 배분와 관련하여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을 도입할 것이라

고 밝혔다. 미국도 700MHz 주파수 배분에서 서비스 용도를 방송과 통신용이라고만 

규정하여 중립성을 실제 적용하였다. 한편 일본은 아직 이에 대해 미온적이다.

(4) 주파수 총량제

통신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대역)의 총량에 수치적으로 

상한을 두는 것이 주파수 총량제이다. 실제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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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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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대역을 대도시는 45MHz, 교외는 55MHz로 그 총량을 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파수 경매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자금력이 우수한 사업자로의 주파수 쏠림 문제 이외에 주파수 경매제에는 

이른바 ‘경쟁 실패’의 문제점이 있다. 경쟁 실패란 경매제 방식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경우 대가를 지불한 결과 해당 주파수에 양도 및 임차가 가능한 이용권(right of 

use)이라는, 재산권에 준하는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파수 배분 이

후 주파수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인위적인 시장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파수 총량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규제효과로 인하여 규제받는 

사업자가 수익성이 좋은 인구 밀집 지역(dense market)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아울러 특정 지역의 통화 품질을 저해시키며 성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폐해가 있다는 비판을 받

았다. 따라서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는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해 ‘시장 자체가 이 

제도의 도입 시점과는 달리 충분히 경쟁적이어서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주파수 총량제를 폐지하였다.

주파수 총량제는 북미 지역에 도입되었던 제도로서 그 규제의 강력함으로 인하

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각국은 경쟁력 있는 대역을 특정 사업자

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회수하여 경쟁 사업자들에게 재배분하거나 특정 사업들의 

경매(bidding) 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파수의 쏠림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주

파수 배분 이후 자유로운 거래에 따른 주파수 쏠림은 주파수를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로 보고 경쟁법 또는 관련법 상 사전심사 등으로 거래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에 개정된 전파법에서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주파수 총량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완화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다른 규제 시스템을 통해 도입되고 있는 셈이다.

(5)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시장 기반의 주파수 관리 정책은 시장을 통해서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정책

이라는 점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시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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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여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한다. 

”

“
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주파수 배분을 하나의 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

업자들만이 주파수의 배분 대상이 된다면 시장 구조는 고착화되어 근본적인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가격(이용요금) 경쟁의 약화를 

초래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도 감소

시킨다. 

그러나 통신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어느 사업보다도 높고 선 . 후발 사업자 

간 원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매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이 경매 대금을 높여 신

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규 사업자들의 진

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통신 시장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배분에 있어서 기존 사업자들의 경매 입찰 자격 제한, 신

규 사업자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

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제공은 실제 통신서비스

의 제공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보다는 주파수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만을 주

목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존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것은 아니라고 할 

때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은 오히려 시장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6) 주파수 회수 및 재배분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분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기반 주파수 관리 정책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3G 서비스의 보편화는 기존의 

2G 서비스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송 기술의 발전도 기

존 주파수의 유휴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양상이다(<표 1> 참조). 

또한 기존의 2G 서비스가 우량한 저주파수 대역에 몰려 있고 선

<표 1> 주요 국가들의 DTV 전환 계획

자료 : Digitag(2007)

구분 D-TV 개시 시점 아날로그 TV 중단 시점

핀란드 2001 2007

미국 1999 2009

독일 2002 2009

영국 1998 2012

스페인 2000 2010

프랑스 2005 2011

이탈리아 2003 2012

일본 20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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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발사업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주파수 회수 및 재배분은 시

장구조의 경쟁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시장 기반 주파수 관리 정책의 중요한 실행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상반기에 방송 기술의 D-TV(디지털 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

으로 남게 되는 700MHz에 대해서 주파수 회수 및 재배분를 실시한 바 있다. 영국

도 2개 사업자가 복점하고 있는 900MHz 대역을 회수하여 미(未) 보유 사업자에게 

재배치할 예정이다.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 2012년 말 예정인 D-TV 전환과 관련하여 유휴 주파수로 

남게 되는 700MHz 대역의 주파수와 ▲ 2011년 6월 말 이용 만료 예정인 800MHz  

▲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유휴 주파수로 남게 되는 900MHz에 대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분이 예정되어 있다. 800MHz와 900MHz는 2009년에 회수 및 재배분할 예정

이며 700MHz에 대해서도 재배분할 예정이다. 재배분 대역의 폭은 700MHz에서는 

100MHz 전부, 800MHz에서는 20MHz 이상, 900MHz에서도 20MHz 이상이 예상

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상 총 6가지의 항목을 통해 주파수 배분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

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본장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의 주파수 배분

동향을 7개국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표 2>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회수 및 재분배 사례

자료 : ATLAS, 2008. 1

구분 내      용

영국
경쟁 활성화를 위해 900MHz 대역 일부 회수 후 주파수 미보유 사업자에게 공정하게 할당할 예정이며, 1.8Ghz 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용도 자유화 추진

프랑스 기존 사업자들이 보유한 900MHz 주파수를 재편하여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4개 사업자에게 공정배분하고 3G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독일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900MHz 대역 주파수를 발굴하여, 후발 사업자에게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향후 3G시장 활성화 시 
3G용으로 허용 

일본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기존 PDC 방식으로 이용하던 주파수의 WCDMA 용도 변경을 허용하되, 기 할당한 2X29MHz 중 
2X15MHz 대역만 기존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2X14MHz 대역은 회수(선.후발 사업자간 공정 배분)

스위스
900MHz 대역에서 3G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 간 GSM 할당대역을 조정하였음. 900MHz/1800MHz 대역폭 일부를 
사업자 간 조정

뉴질랜드 2G 주파수 면허 갱신 시 기존 사업자들의 일부 대역을 회수하여 신규 사업자들에 경매할당하거나 자유화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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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WS 경매는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측면에서 실패한 

사례이다.  

”

“
III. 해외의 주파수 배분 동향

(1) 미국

미국은 2006년 8월 AWS(Advanced Wireless Service . 차세대 무선서비스) 경매 이

전까지 60여건의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등 주파수 배분에 있어 경매제 활용이 가

장 활발한 국가이다. 이하에서는 2006년 AWC 경매와 2008년 3월 종료된 700MHz 

경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WS 경매는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통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

대되고 컨버전스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향후 무선통신 

산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던 시점에 개시된 경매이다. 경매 대역은 1710~1755MHz

와 2110~2155MHZ 등 총 90MHz이다. 

이 경매의 주요 내용은 ▲ 주파수 사용과 관련하여 EVDO, WCDMA, HSPA, 

WIMAX 등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 ‘소수 지정사업자 규칙’을 개정

하여 기존 통신사업자의 악용 방지 ▲ 무기명 입찰의 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소

수 지정사업자 규칙은 주파수 면허의 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소수민족이나 여성이 

소유한 기업, 소규모 기업 및 시골지역 전화회사에 대한 충분한 면허의 배분을 통해 

경제발전과 경쟁 촉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경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할인(Bidding Credit), 조세 할인, 할부 납부(Installment Payment) 등의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업자와 소수 지정사업자 간의 결탁

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자 개정을 한 것이다. 아울러 무기명 입찰이란 입찰

자 신원과 입찰자의 선불금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AWS 경매는 통신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시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 사례라고 할 수 없다. 경쟁 촉진과 소수의 부당

한 주파수 자원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소수 지정사업자 규칙을 경매 대금의 할인

을 목적으로 기존 통신 사업자가 소수 지정사업자와 제휴하여 악용을 한 사례가 있

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센티브까지 대폭 삭감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즉, 악

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수 지정사업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은 타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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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700MHz 

경매는 AWS 경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

“
나, 상위 5개 통신사업자가 주파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서 

볼 때 그 혜택까지 축소한 것은 과도한 개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기명 입찰은 신규진입 사업자의 진입을 보호하기 위한 입찰 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AWS 경매에서 이러한 입찰 방식의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졌지만 

‘입찰 경쟁이 경쟁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

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특정 면허에 입찰하면 기존 사업자가 경

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경매 대금을 올리는 등 선제적인 입찰(preemptive bid)

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어떤 경매보다도 신규 사업자들의 대규모 진입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Comcast, Time Warner 등 케이블 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137개의 면허를 확보

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주파수를 기존 통신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다. 신

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이용 효율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파수 배분의 

실패 사례로 여겨진다.

이상에 대한 반성은 그 다음 경매인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일부 획기적인 조

치가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무기명 입찰의 전면 도입과 특정 대역에 대한 망 개

방 의무 부과 조치이다. 700MHz 주파수 경매는 미국의 TV 방송 시스템이 아날로

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유휴 주파수에 대한 경매로서 

698~806MHz 대역 중 공공안전용으로 할당된 24MHz를 제외한 84MHz 대역에서 

이미 경매로 낙찰된 22MHz를 제외한 62MHz 대역(A 블록: 12MHz, B 블록: 

12MHz, C 블록: 22MHz, D 블록: 10MHz, E 블록: 6MHz)에 대한 경매이다.

700MHz 주파수 경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자간 담합 방지와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명 입찰 방식을 전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AWS 

경매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보인다. 둘째, 투자 부진에 따른 커버리지 미달성  시 주

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한다는 커버리지에 대한 의무 사항 적용이다. 단순히 주파수

의 가치만을 노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보인다. 셋째, C 블록에 대한 단말

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망 개방 의무 적용이다. 망 개방에 대한 요구는 검색시

장의 1위 사업자인 구글(Google)에 의해 제기되었다. 구글은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뿐 아니라 재판매를 통한 서비스 개방 의무화와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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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700MHz 

경매는 망 개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측면에 

진일보한 경매로 

평가된다.  

”

“
용 등을 함께 주장했었다. VoIP 사업자인 Skype도 2007년 2월에 단말 및 애플리케

이션에 제한을 두는 통신 사업자의 관행을 종식시켜 줄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

에 탄원하기도 했다. 이에 FCC는 일단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저해

할 우려와 현 미국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망 개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의 개방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C 블록

(22MHz)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된다.

망 중립성의 논란으로 뜨거웠던 700MHz 경매는 총 1,099개의 면허 중 1,090개

의 면허가 101개 사업자에게 낙찰되어 양적으로는 신규 사업자(99개사)의 진입이 활

발했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업자인 Verizon과 AT&T가 전체의 80%를 낙찰받는 등 

기존 사업자로의 쏠림은 AWS 경매에서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경매는 AWS 경매와는 달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통신사업의 특성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막대한 투자비나 기존 사업자와의 원가 격차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까지 단숨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의 밸류 체인(value chain)상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이 일부 대역에서 개

방된 것은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시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이라

고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의 개방은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할 때 합리적인 수익 배분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2) 영국

영국의 주파수 배분은 2000년 할당된 3G 주파수 배분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다. 즉, 경매제의 실시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 시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 방

식의 도입이다. 특히, 경매 방식은 미국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 핵심은 입찰자가 하

나의 주파수 면허에 대해서만 입찰하도록 강제한 것이었다. 이는 주파수 면허의 수

를 기존 사업자보다 많게 하고 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면허에 입찰하는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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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파수 

경매제는 여타 EU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모범적인 

주파수 배분 사례로 

평가된다. 

”

한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시장 구조 개편에 주파수 배

분을 이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3UK이라는 제5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3G 경매 방식은 여타의 EU국가들에 많은 영향

을 주게 된다. 

영국은 주파수 배분을 통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여기서 중단하지 않았다. 

2007년 9월에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특정 주파수(900MHz)를 O2와 보다폰 등 

2개 사업자가 복점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주파수를 일부 회수하

여 나머지 3개 경쟁 사업자들에게 재배치하겠다는 주파수 배분 정책을 발표하게 된

다. 이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변형된 주파수 총량제의 실시로서, 앞서 3G 경매

가 경쟁 사업자 수의 증가라는 ‘외적인 경쟁 촉진’이라면, 이것은 기존 사업자들 간

의 구조적인 경쟁 저해 요인의 제거라는 ‘내적인 경쟁 촉진’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주파수 배분 정책은 사업자 레벨에서의 주파수 배분 정책이었

다면, 2007년 Ofcom(영국의 통신 전문 규제기관)의 서비스와 기술 중립성 원칙

(technology and service neutral basis) 도입 발표는 주파수 자체에 대한 이용 효

율 증대를 위한 배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Ofcom은 3G 서비스 실시로 인해 2G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900MHz 및 1800MHz를 2G 용도

로 한정하는 것은 주파수 이용 측면에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2010~2025MHz와 2500~2690MHZ 등 총 205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향후 대

규모 배분에 있어서 사용 용도 및 적용 기술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주파수 배분이 바람직하다는 판

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들은 주파수 자체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서비스와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총 

205MHz 대역에 이르는 차세대 주파수 중에서 900MHz은 2010년 경, 1800MHz는 

2008년부터 중립성 원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

지털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인 영국은 이를 통해 확보된 700MHz(112MHz 

이상)에 대해서도 상기의 주파수 배분 원칙들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주파수 배분은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존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등 시

장구조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시장 스스로가 가장 적합한 용도로 주



LG
ER

I 리
포

트

LG Business Insight  2008 10 1 37

캐나다의 주파수 

경매는 자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주파수 

배분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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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시

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 정책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3) 캐나다

2008년 7월 21일 종료된 최근 캐나다의 주파수 경매는 1.7GHz와 2.1GHz에서 2×

45MHz, 1.9GHz에서 2×5MHz, 1.6GHz에서 5MHz 등 총 105MHz에 대한 주파수 

경매였다. 캐나다의 이동통신 시장 상황은 OECD 평균(408달러)보다 높은 요금수

준(475달러)과 낮은 보급율(61.5%),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신사업자 마진 등으

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그 원인을 조사했고, 

그 결과 서로 규모가 비슷한 3개 사업자들(Bell, Rogers, Telus)에게 주파수가 집중

되어 설비 기반 경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파수 배분에 

있어 신규 사업자 우대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전체 경매 대

상 주파수 중 40MHz을 신규 사업자에게 경매 참여권을 주는 전용구간의 설정과 ▲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지역의 기존 사업자에게 로밍 의무화를 5+5년 동안 부담시

키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 사업자를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는 사업자’로 정의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 외에 기존 사업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 배경은 

캐나다의 시장이 Rogers Wireless가 36.6%, Bell Mobility가 31.4%, Telus 

Mobility가 27.9% 등 세 회사가 전체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세 회사의 규모가 서

로 비슷한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이지, 그 외의 사업자는 문

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4% 미만의 점유율을 가진 기존의 경쟁열위 사업자들을 

완전 신규 사업자들에 비해 차별한다는 것은 경쟁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판단과 오

히려 완전 신규 사업자보다는 시장 경험이 있는 기존 사업자가 경쟁 활성화에 더 중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경쟁력이 약한 기존 사업자에게

도 신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주파수 배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이 배제된 전용 주파수 구간

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경매 대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공격적인 입찰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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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파수 분배 

방식은 심사할당 

방식으로, 경매제  

도입 움직임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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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업자들의 진입 방해 전략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인당 

1MHz 기준 1.41달러를 지불하여 기존 사업자들이 지불한 1.77달러보다는 낮은 경

매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총 12개의 신

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초기 5년 동안 기

존 사업자들에게 로밍 의무화를 부여했으며 신규 사업자가 초기 5년 동안 망 구축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추가로 5년을 더 부여하는 ‘5+5년 로밍 의무화’를 최종 

도입하게 된다. 통신사업의 경우 후발 사업자가 선발 사업자에 비해 구조적으로 어

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네트워크 투자비 등 원가 경쟁력의 격차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실효성이 큰 주파수 배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금번 주파수 배분도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중 경쟁열위 사업자를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었다는 점에서 사업자 수준에서 시장구

조 개선을 꾀한 주파수 배분 정책으로 보인다. 특히 전형적인 주파수 총량제의 도입

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자의 신규 주파수 확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주파수 

총량제와 비슷한 효과를 주파수 배분에 도입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4) 프랑스

현재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와 가장 비슷한 시장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

장점유율이 Orange France 46.4%, SFR 35.6%, 

Bouygues Telecom 18% 등 3개 사업자 경쟁 체제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위와 2위 사업자인 Orange와 

SFR이 총 56MHz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한데 비해 3

위 사업자인 Bouygues Telecom이 총 61MHz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어 주파수 보유 측면에서 우리

와는 사정이 다르다(<표 3> 참조). 따라서 기존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파수 배분은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표 3>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주파수 보유 현황

구분 내용

SKT
112MHz

=45MHz(800MHz) + 40MHz(2.1GHz) + 27MHz(2.3GHz)

KT/KTF
107MHz

=40MHz(1.8GHz) + 40MHz(2.1GHz) + 27MHz(2.3GHz)

LGT 20MHz(1.8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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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도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 

도입 등 시장 기반의 

주파수 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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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파수 배분 방식은 심사할당 방식으로 경매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주파수 배분 정책을 반(反)시장적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심사할당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회수한 2.1GHz 대역에 대한 심사할당 절

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G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일부 유휴 대

역으로 남게 되는 기존 2G 서비스 대역인 900MHz 대역에 대한 회수를 통해 3G 서

비스용으로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재배치하는 안을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인 

ARCEP이 발표한 바도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주파수 배분 정책들은 주파수 배분을 

통한 시장 구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시장 기반의 주파수 배분 정책이라고 볼 수 있

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경매제나 서비스 및 기술 중립성에 대한 명확

한 입장이 없고 용도를 지정한 채 주파수를 배분하는 것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디

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700MHz 대역에 대한 재배분 논의는 아직 아날로그 방식 방

송의 중단 시점이 미정인 관계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프랑스 총리가 무선과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재배분에 대

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5) 스웨덴

최근 스웨덴은 2.6GHz에 대한 주파수 배분을 완료한 상황이다. 금번 주파수 배분

의 특징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과 기술 및 서비스 중립성의 도입이 주요 골자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4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서 신규 사

업자에게 총 50MHz에 대한 주파수 대역을 제공하고 무선칩 사업자인 인텔에게 할

당하였다. 아울러 3G용으로만 한정하지 않아 신규 사업자인 인텔은 WIMAX를 신

규 주파수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주파수 배분을 통한 신

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서비스 및 기술 용도에 대한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등 주파

수 관리 정책에 있어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향후 700MHz에 대한 주

파수 배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성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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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일본은 현재 종합적인 주파수 재편 계획을 검토중인데, 기존 800MHz 대역의 상·

하향 주파수 역전에 따른 국제 로밍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총 

24MHz 대역을 회수하여 800MHz를 미보유한 사업자에게 공정배분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주파수에 대한 상세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혀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일본도 일부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저주파 대역을 미보유 사업자들에게 공정배

분한다는 점에서 주파수 배분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파수

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시장 기반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중립성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7) 인도

최근 인도의 통신 규제기관인 DOT는 3G 서비스를 위한 2.1GHz 주파수에 대한 경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없으나 외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방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배경은 외국 통신사업자의 3G 경험이 

궁극적으로 인도 통신시장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주파수 관리 정책의 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IV. 시사점

본고는 지금까지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미국은 700MHz 주파수 경매에서 무기명 방식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기존 사업자들

의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 방해를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아울러 단말기 및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일부 망 개방을 통해 주파수의 효율성을 통신산업 전반으로 확

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에 대해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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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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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중립성 원칙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경매제 도입의 첫 해부터 주파수 배분이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입찰 방식의 설계부터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중립성 개념의 도입

을 통해 시장 스스로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위임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는 시장의 문제점(비슷한 규모의 사업자간 과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것

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원천봉

쇄하는 경매 설계를 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금번 경매를 통해 진입한 신규 사업

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로밍 의무화를 부과하는 등 자국 시

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주파수 배분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

히 신규 사업자의 요건을 시장점유율 10% 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규모가 비슷

한 기존 3개 사업자에 의한 과점(96% 점유)이라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정책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배분에 있어 심사할당 방식을 유지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지향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 내에서도 기존 사업자들로부

터 주파수를 회수하여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자율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역

할에 무게를 두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주파수 이용 효율이 얼마나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주파수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을 좀더 중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인도의 경우는 외국의 자본

과 운영 경험을 받아들여 자국의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주파수 이용 

효율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주파수 관리 정책의 핵심인 주파수 배분과 관련하여 해외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주파수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

을 여전히 강조하는 국가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국가들로 나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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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장 차이는 주파수의 배분이 자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급속하게 발전하는 통신 기술과 미래의 소비

자 수요를 정부가 현재의 기준과 잣대로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 측면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통신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아울러 시장에만 맡겨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치인, 국가 차원에서의 특정 기술 육성의 필요성은 직접적인 규제

가 아닌 간접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수요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할 수 있고, 정부의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에서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800MHz, 900MHz에 대한 회수 및 재배분와 ▲주파수 재배분 시 우선권 부여를 통

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촉진, ▲경매제 도입 ▲700MHz에 대한 신규서비스 활용 등

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해외 각국의 시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 정책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지향적 주파수 배분 정책의 한 축인 기술 및 서비스의 중립성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 또한 단순히 주파수 재배분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고만 밝

히고 있어 구체적인 효력은 알 수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들 모두에 대한 전면적인 

효력 인정이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2~3위 사업자도 우량 저주파수가 없

기는 신규 사업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량 주파수에 대한 미보유 기존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한다면 시장구조 개선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2~3위 사업자

에 대한 불이익 강요로 시장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해외에서도 신규 사업자

에게 그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량 주파수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우량 

주파수를 미보유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우선권까지 부여한 예는 없다. 우선권의 효

력은 우량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한정해야 한다.

    앞으로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시장 지향적인 주파수 배분은 시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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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주파수의 이용을 시장의 자율에 위임하는 것이 핵심이

다. 물론 주파수의 이용을 시장 자율에 위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같지는 않지만 향후 시장에 위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점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정부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정부 정책을 통해 이같은 방향성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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