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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의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함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IMT-2000 출연금의 과대성을 계기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으며， 머지않아 주파수가 재분배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다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T-2000 및 과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릎 살펴 

보고 논란의 원인이 된 산정식의 오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할 

당대가 산정식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 서 론 

IT 기술의 발달과 컨버전스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랴 향후 주파수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IMT-2000 (l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으로 명명되는 3G 이동통신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인식되며 정부， 

사업자 빛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소비자뜰에게 3G 이동통신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각국 정부에게는 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인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기존의 주파수만으로 

• 서울대학교 경영화과 석사과정 

.. 서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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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급증하는 가입자와 데이터 트래픽 (data traffic)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이동동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주파수대역을 가지고 신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고 인식되었다 

이런 기대 속에서 2001년을 전후하여 사업 허가권 획득에 따른 비용이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 

고 세계 각국에서 30 사업권에 대한 허가를 시작하였으나 서비스가 상용화된 현재는 과거 

IMT-2000의 사업성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논란과 함께， 출연금의 과대성에 대한 주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금 산정방식을 분석하고‘ 과대책정이 된 왼인 파악 및 위와 같 

은 시장 환경이 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과거 2G의 할당대가， 현행 

전파법 상 할당대가와 IMT-2000 출연금 산정식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 2011년부터 적용될 

현행 전파법 상 할당대가 산정식의 보다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T.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이해 

2.1 주파수 할당대가의 개념 

2. 1.1 주파수 할당대가 

이동통신 주파수는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되어 이룹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에게 이용료 

성격의 할당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주파수라는 공콩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각 사업자에게 부여할 때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정 대가쉴 징수하여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는 경제적 지대의 회수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법률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전파법 제 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에 다음파 같이 영시되어 있다 

제 11조 제 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대가를 출연급으로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제 11조 제2항 제 l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읍 받은 자가 납부하는 출연끔은 정보화촉 

진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허가조건을 통하여 연도벨 출연금블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수 

준은 99년 10월 13일 “기간통신사업 출연금 개선방안에서’ 2000년까지는 매출액의 3% ‘ 2001 년 

부터는 매출액의 1%로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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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 2 할당대가의 기준 변화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하여 가장 처응 적용된 제도는 심사할당체제이다 이논 산파자왼이용의 

효율성 공평성 신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여 주파수를 헬당하는 제도로서 셀룰러와 PCS 사업자 선정방식에 적용되었다 1984년 SKT(당 

시 한국이동통신) 셀넌러 사업 허까 시에는 출연금윤 납부하지 않았으나( 1996년 신세기가 800억 

납부) 이후 사업 허가 시에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일시 출연급과 연도밸 출연금을 납부， 실싣적 

인 변에서는 대가 할당제를 직용하였다 즉 1996년부터 KISDI가 예측한 향후 5년간 깨출액의 

7%로 출연급을 산정하여 사업자당 1 ， 100억 원씩 인시 부과하고 이후 애년 깨출액의 일정부분을 

출연금으로 분납하였다 

〈표 1 > 할당대가 변천 

구분 심사할당 대가함당 현행 선파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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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할당체제 이후 적용된 제도는 데가낌당치1재이다 주파수의 경제작 샤치와 기술석 파급효과 

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파진흥윤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주파수 한당의 대사륜 출연급으쿄 반고 주파수룹 한당하는 세도로서 2000년 IMT 

2000 허가틀 통해 최초로 적용되었다 출연금 산정이1는 프당스 사폐딘 신고띄 하고 이선 정 ~ll ~1 

PCS사엽자선정사셰익 문제점←유 검완하는 방향윤 고수하였다(정 보동신부， 2(00) 

이후 2006년 7원 개정 1엽륜 시행 후 5년이 지나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할당내가 산정삭음 

적용하기로 선파볍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랴 2세대인 PCS , 샌룹러도 매가할당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매출의 0.75% 또는 0.5% 수준인 출연금이 1매 출의 3% 에 해당하는 할당대가료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20년 이내이며 예상 매출의 X% , 실제매출의 

y%를 합친 것을 3%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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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제5조의2제 1항 관련) 

1 주파수할당대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2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전체 예상 매출액 x X x 전파특성계수 x 주파수 할당률 

3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 x y 

*비고 

제2호에서 ”시장”이라 함은 역무의 유사성 등플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엽자 

집단을 말한다 

제2호에서 “전파특성계수”라 함은 사업의 유사생 빚 전파의 특성 동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말한다 다만， 최대치는 1로 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X ’ 및 ‘ν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다만 x와 y를 합한 값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호에서 “주파수 할당률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을 말한다 주파수 할당률 = 

개별 사엽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폭 ÷ 주파수할당 공고 시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 

제3호에서 ’실제매출액이라 합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차감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2.2 할당대가 현황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셀툴러 및 PCS의 할당대가는 1996년， KISDI가 예측한 향후 5년간 매 

출액의 7%로 산정하여 당시 사업자였던 KTF , 한솔PCS ， LGT가 각각 1.1 00억 원 (상한선)씩을 

일시 출연금으로 부과하고 1997년 이후 매년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였다 SKT 

의 경우는 생룰러 서비스와 관련하여 1994년- 2002년 누계 권고출연금 1 ， 959억 원과 일시 출 

연금 800억 왼 외에 연도별 출연금을 서비스 매출액의 0.75%로 납부해왔다 1) 

IMT-2000 출연금은， 사업자 당 2001년에 총 출연금의 50%인 6 ， 500억 왼을 납부하고 잔존 

출연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분납하되 l년 차에 900억 왼을 시작으로 해마다 200억 

원씩 증액， 2011년에는 1. 700억 원을 납부하기로 납부방안이 확정 (2002.5)되었다 이자의 경 

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납부하되， 저년 3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 대말 21일의 3 

년 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평균에서 0.75%를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SKT , KTF는 

2008년 3월까지 납부하고 잔금 4.92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와이브로는 2.3GHZ대역 주파수의 81MHz흘 3개로 분하여 SKT. KT , 하나로 사업자당 

1)"주파수 할당대가， 이통3사연 유불리 분석’. 2006.03.07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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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MHz씩 할당하였다 2005년 당시 2006년 6월부터 상용화를 계획하여 .2011년까지 와이브로 

시장에 대한 예상 매출 규모를 3개 사업자로 나누어 출연금을 산정하였다 출연금 산정 당시 예상 

사용요금은 3~4 만원이었고， 주파수 사용기간은 7년， 예상 가입자 수는 2010년 900만 명， 예상 

매출액은 약 3조 7.000억 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예상매출액의 3%인 1.170억 왼을 하한선으로 

상한선 1.258억을 출연금으로 제시하였고 사업자는KT가 1.258억 왼. SKT와 하나로가 1.1 70억 

왼을 제시하였으나， 하나로는 추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III.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3.1 출연금 산정식 검토 

IMT-2000서비스 출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상황 

과 유사했던 프랑스가 할당대가를 선정했던 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이고 두 번째 

는 KISDI. ETRI 두 기관이 15년 동안 IMT-2000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구하고， 두 가지 산정 

방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를 절사한 금액인 사업자당 1조 3천억 원음 출연금 

상한액으로하고 상한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l조원을 하한 액으로 설정하였다 단.20 서비스 

와는 달리 연도별 출연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각 산정방식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3. 1. 1 프랑스벤치마킹 

외국 주파수 대가 산정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예를 기준으로 하였 

다 가장 최근에 주파수 대가를 확정하였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심사제플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를 토대로， 주파수 이용기간은 사업자의 장기적인 계획수립. 외국 사례 05년 ~20년) 등을 

고려할 때 15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주파수자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l 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세계척인 추세이므로 최끈 확정된 외국의 주파수 대가(프랑스)를 기준으 

로 하되 .ODP. 인구，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내 주파수 대가를 환산하였다 좀 더 자세하게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IMT-2000주파수 출연금 • (한국 ODP/ 프랑스 ODP) • (한국 주파수 할당 폭/ 프랑 

스 주파수 할당 폭) • (한국 주파수 할당기간/프랑스 주파수 한당기간) • (한국 IMT-2000사업성 

/프랑스 IMT-2000사업성) 

= 21조2.000억원 • 21조2.000억원 • ($4.102억/$1조4.340억) • 020MHz/140MHz) • 

η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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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15년) • (100%/115%) = 4조4 ， 800억 원 

마지막으로 4조 2 ， 800 원을 10%할인율을 적용해 현가로 계산해준 3조9 ， 200억 왼을 전체 출연 

금으로 계산하여 사업자당 1조3천억 원을 과금하였다 

3. 1. 2 산정방식 2 추정매출액 산정 방식 

IMT-2000 할당의 또 다른 기준이 되는 방법으로 예상매출액을 고려하여 할당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주파수 이용기간인 15년 동안 ETRI와 KISDI가 예측한 예상 매출액의 3%를 사업 

자 수로 나누어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였다 

KISDI의 수요예측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Bass의 확산모형과 전문가대상 델파이(Delphi) 를 

토대로 하였다 3G 서비스가 도입된 이 후 2G의 서비스의 증가는 없으며， 3세대로 대제될 것이라고 

하는 변형된 다세대 확산모형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먼지 설문조사륜 이용하여 선체 (2G+3G) 

이동전화 가입률의 포화치릎 추정하고 추정된 포화치와 Bass모형의 확산계수를 이용하여 분기별 

(2000 - 2006)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수른 예측하였다 그 후 3G사업의 전개속도에 관한 2가지 

시나리오(닥관/비관)플 구성하고， 조건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표처럼 각 시나리오별， 

분기별 3G가입률 및 가입자 수를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가입자 수를 구하고， 가입비 5만왼， 

ARPU는 전문가텔파이플 이용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윌 평균 5만원， 비관적 시나라오에서는 

월평균 4만 5천왼으로 가정 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다 

ETRI는 로그렛분석 (Loglet Analysis)을 통하여 3G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동통신서 

비스의 확산 과정을 단순한 S자 형태의 성장곡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성장 곡선의 합성 

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즉， 로지스탁 곡선을 기본단위로 보고 이라한 다수의 로지스틱 곡선의 결 

합으로 이루어섰다고 가정한 것이다 

위 두 모형의 결파값플 평균을 내어 15년 동안의 총 예상매출액은 13 .401 십억 원 이고， 이의 

3%는 4.032십억 원， 이 값을 세 사업자에게 배분하면 사업자당 130십억 왼의 출연금을 책정하 

였다 

3.2 기존 산정식의 오류 

3.2.1 프랑스 사례에 벤치마킹의 한계점 

벤치마킹 법은 상대적으로 이론적 배경이 매우 빈약한 방법이다 예를 틀어 벤치마킹 할 국가릎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등의 조건이 해당국가와 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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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라마다 얼마나 유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벤지마크 한 국가틀 

선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수 있다 또한 조건이 유사한 국가를 벤치마킹의 [\1상으로 선정 

했다고 하더파도， 두 국가 간의 차이를 고펴하기 위해서는 조정 연수휠 넣어야 하는데， 이 변수릎 

걸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윤 수 있다 더불어 프랑스 정뿌는 산정된 

II\IT • 2000 출연금을 추후 감면했으므보 위에서 섣벙한 프랑스 산정식이 옳다고 확신한 수 없다 

3.2.2 추정매출액 산정방식의 한계 

KISDI 오행에서 3(; 서비스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는 단퍼 데이바동신 증심이 ι}는 짐에서 

혁신겨1 수 (p) ， 모방셰수 (q) 핀← 추정하기 위해 1세대 믿 2세대 가입자의 성장곡산에이의 ~l윤 한용 

하이 에측을 한 점은 한계마고 딴 수 있다 B:TRI 포형에서도 마찬가지로 2G 서비스에서 3(; 서 

비스로 디1 체되는 힌상융 설 1생하기 위해 아날료그에서 디지틸 서비스로 대체되논 자료감 사용한 섬 

또한 모텔의 한겨1 파고 할 수 있다 또한 IMT-2000 주파수 한당은 2001년 12원샤터 시 간이어 

2002년 상용화플 가정하여 디1 가 정산이 되었으나， 선 세계척인 시장침체 등으쿄 인해 상용짜까 

지연되어 2004년이 되어서야 서비스룹 시작하였고 2007년 3원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매 

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조 3천억 윈의 출연금은 매우 놈게 팩정된 깃이라는 논란과 함께 예상 

매출액과 싣제매출액이 큰 차이샤 반생하띤서 사업의 윌-확실성이 증가되었다고 판 수 있다 

이런 산정 모델의 한계 이외에도 II\IT-2000 산정방식은 가정， 환경의 변화 대처1 째의 등상 등 

이러 문세점을 내포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예상"H출액의 3% 부과 ι}는 항목에서 3%의 관서소 

차 없는 산정이다 그 증에서도 예상매출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했던 가정 중， 수정이 가능한 

요소들(ARPU ‘ 가입비‘ 상용화 지연)을 수정하여 여1측모델에 적용함으보서 출연급이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룹 삼펴분 수 있다 

• 수정요소 

KISDI 모델 가입비 5깐워， AHPU ;:，만원/4만5천원 • 가입비 3만8진원 AHPU 3만9진원 

ETRI 모델 가입비 포함 ARPU ;:，만왼 • 4만 1 천원 

상용화시기 2002년 • 2007년(주파수 이 용기간이 10년으로 감소) 

가입자 수 수싱하지 않응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사업자당 출언급이 6천 5백억 원이 적 섣하다는 길온을 얻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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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RPU 가입비 상용화시기를 수정하여 출연금 재산정 

구분 Kisd i. etri 평 균 누계 사업자당출연금 

예상매출액 (2000.6) 134.017 

매출액 3% 
1. 300 

4 ,021 
수정 전 

예상매출액 (2000.6) 65 ,384 
650 

매출액 3% 1.962 
수정 후 

가입자 수 예측치는 맞다는 선제하에 다른 가정틀만 바로 잡았을 때 출연금이 반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출연금 산정방식의 예상매출액이 과다하게 잭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3.3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위처럼 과거의 할당대가 산정식의 오류가 발생하연서 IMT • 2000 , 와이브로 등의 주파수 출연금 

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본 절에서는 과거의 오류를 통해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파보고 좀 더 바람직한 모형의 할당대가륜 산정하기 위 

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3.1 현행법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모델을 위한 연구 

현행법상 할당대가 산정식은， 예상매출액의 X%와 실제 매출액의 Y%의 합을 할당대가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3%라는 규정은 그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또다시 이를 적 

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쓰이지 않았을 뿐더러 국내 타 출연금을 살펴보 

아도 3%에 대한 근거는 없다 약 100종류가 넘는 기금 출연금， 부당금 중에서 3%에 해당되는 산 

정식은 영화산업발전기금 밖에 없었다 또한 이미 IMT-2000 , 와이브로 등의 사례에서 확인 되었 

듯이， 할당대가 산정 시에 예상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한 수요예측과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 

로 인한 오류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요소가 있다‘ 특히 급격한 기술， 서비스의 발전과 이종 

역무간 경쟁의 심화로 서비스의 진화경로가 불투명하여 장래의 시장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수요예측과 시장상황을 예측하기가 더 난해하기 때문이다 설제로 

IMT-2000 사례와 같이 향후의 시장발전이 예상과 크게 다르게 전개될 경우， 유연성이 떨어지고 

전파 이용자의 경제적 부당의 과중하게 하여 시장발전을 더욱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해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IMT-2000 면허취득비용이 과다함을 알 수 있다 다 

음 〈표 4)와 같이 경매제를 실시하여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와 심사제를 실시한 국가를 나누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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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기본적으로 경매제를 선택한 국가가 심사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GDP대비 출연금이 높았 

고， 심사제틀 선택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는 실정이다 

〈표 4) 주요국가으I IMT-2000 허가 결과2) 

국가 면허수 방식 면허부여일 
총연허비용 GDP GDP비중 

(백만USD) (십억 USD) (%) 

영국 5 Auction 2000 4 35.390 1 .416 2.50 

독일 6 Auction 2000 8 45 ,870 1.865 2 .46 

네덜란드 5 Auction 2000 7 2 ,508 368 0.68 

댄마크 4 Auction 2001 9 537 162 0.33 

벨기에 3 Auction 2001 3 418 226 0.18 

싱가폴 3 Auction 2001 4 165.6 93 0.18 

뉴질랜드 5 Auction 2001 1 51 30 0.17 

호주 6 Auction 2001 3 351 381 0.09 

스위스 5 Auction 2000. 12 116 241 0.05 

오스트리아 6 Hybrid 2000. 11 610 189 0.32 

이태리 6 Hybrid 2000. 10 1. 070 1. 071 0.10 

스페인 4 Beauty contest 2000 3 3 .479 556 0.63 

한국3) 2 Beauty contest 2000. 12 2 ,307 457 0.50 

아일랜드 3 Beauty contest 200 1. 14 336 95 0.35 

포르투갈 4 Beauty contest 2000. 12 360 105 0.34 

프랑스4) 3 Beauty contest 2001 5 1. 653 1. 280 0.13 

핀란드 4 Beauty contest 1999 3 103 121 0.09 

노르웨이 4 Beauty contest 2000. 11 45 159 0.03 

스웨덴 4 Beauty contest 2000. 12 44 227 0.02 

일온 3 Beauty contest 2000 6 0 1 ,349 0.00 

심사제를 실시하는 주요 국가 중， 할당대가가 없는 일본을 제외하고 GDP 대비 출연금을 계산해 

보면 0.26%로， 우리나라 0.5%의 1/2정도였다 경매제를 도입한 여러 국가와 비교 할 때에도 영 

국， 독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GDP 비중으로 우리나라의 합당대가가 매우 높다는 

2) 흥망용합시대에 대비한 정파판라정책연구，한국전파친흥협회， 2006.12 

3) LGT의 사업권 반납 고려하여 출연금 계산 

4) 2002년 5월 추가 할당 받은 1 개의 사엽자 포함 초기 출연금은 사업자당 49억 5 ， 000만 유로였지만 사업 

자의 부당올 고려하여 6억 1. 900만 유로의 초기 부담금과 얘년 매출액의 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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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얄수 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산정식을 위해서는 3%파는 수치가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보 

았듯이 심사제플 실시하는 주요 국가 중， 할당대가가 없는 일본을 제외하고 GDP 대비 출연급 평 

균음 계산해보띤 0.26%로， 우리나라 0.5%의 1/2정도였다 이렇듯， 해외 사례와의 형평성과 기 

존 산정식의 오류 수정하는 적절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x 적용의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이 산정식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끈 

거로는， 선정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및 과거 LG1'과 같이 시장첼수의 대비틀 위함일 것이다 그 

러나 이는 다른 방법을 통해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x를 적용한다 

고 하더라도 선체 사용기간음 분할하여 예상매출을 책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최 

큰 개정된 IPTV는 5년마다 사업심사 실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다한 수요예측이나， 서비스 상 

용시기 등의 시장 환경변화릎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IM1'-2000 사례에서 얄 수 있듯이 전파자왼에 대한 수요예측의 어려움은 전파자원 

관련 정책의 유연성음 증대시킴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초기 할탕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 

더라도 동태적인 사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전파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할당 이 

후의 전파이용 범위의 변화가 펼요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IM1'-2000 허가조건을 변경해 준 사례가 있다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은 상용화시 

기를 연기해 주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연히기간은 5년씩 더 연장해 주었다 또한 우리나 

파가 기준으로 삼았던 프랑스는 당초 출연금의 약 70% 수준으로 출연금을 인하하였다 UM1'S 

포럼에 따르면 이외에도 유럽 18개국 증 9개국에서 부분석인 완화 정책블 제시하였다고 한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예측치가 틀댔거나 시장상황이 변했을 때 위 국가들처럼 이를 상충시켜 통신 산 

업의 환성화괄 유인할 수 있도록 정 책적 유연성을 재고해야 한다 

W 결 론 

이제까지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하여 이동통신 사례판 중심으로 삼펴보았다 과거 셀룰러 

할당대가에서부터 IM1'-2000 , 와이브로 산정식의 검토룹 동해 미래에 적용될 합당대가의 문제점 

을 살펴보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당대가릎 책정하기 위한 방엽도 모색해 보았다 

11' 강국이라고 불라고 있는 우 리나과에서 주파수는 큰 가치를 지넌 자원이고 이플 최적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주파수 재분배 등의 논의가 수변위로 

떠 오름에 따라 이에 관한 할당대가의 이슈에 많은 참여자릎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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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되논 주파수의 할당대가는 증요한 요인 증 하나로서 모든 참여자들의 이익윤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을 갖도록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례릎 초석으로 삼아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 

으로 할당디1가가 산정된다면 현행볍이 적용될 시정에는 더욱 성숙한 통신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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