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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파수 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
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적정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부여한다. 최근 들
어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
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산정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액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할당 주파
수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주파수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 특정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의 이론적 산정 방식 가운데
어떠한 대안이 실제 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기술 환경에서,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
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AHP 통계모델을 이용하여 산정 방식
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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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trum assignment i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specific radio frequencies
to specific entities. According to the Radio Waves Act, when a frequency is
assigned, the assignee is required to pay a just price reflecting its economic
value. Reasonable valuation methods for the assignment of a spectrum are
presently being debated.
Despite a controversy over the calculation of the spectrum assignment prices,
quantitative assessments of which calculation method is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are presently lacking. Existing studies have address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lternative calculation methods, and the economic value
of specific spectrum bands. This study aims to draw up an optimal plan for
calculating reasonable price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ssessment of the priorities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It is the first
quantitative appraisal of policy priorities for the calculation of spectrumassignment prices in the 5G technology environment. We assess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rice calculation methods, with economic feasibility
ranked first, followed by equity, technology and clarity. We find that the top
priority for calculating spectrum-assignment prices is the actual sales standard
(43.68%), the current method standard (26.1%) and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17.4%).
Key words: Spectrum reassignment, AHP, the Radio Waves Act, Mobile industry

40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주파수 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전파관리정책의 주요 영역에 해당한다. 현행 전파관리정책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대
가를 받고, 해당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적절한 주체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파수(spectrum)는 한정된 공급량을 갖는 국가의 희소자원으로서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만약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없다면 사
회적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주파수 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못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자원의 배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낮았던 과거에는 주파수의 수요에 비하여 주파수의
공급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전파관리 목표는 유해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에 비해 지금은 5G를 비롯한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파관리정책의 목표도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변희섭 외, 2019. 5).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평가되는 것이
특정한 주파수의 할당 시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대가 산정이다. 국내
는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 산정의 세부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전파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파수에 대한 신규할당은 경매 방식이나 정부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
다. 다만, 기존에 할당되어 사용되던 주파수를 재할당할 경우에는 다른 주체의 시
장수요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에 할당되어 운영되던 다량의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
면서,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에 대
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즉, 현행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 방식이 해당 주파
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므로 조속한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이슈이다. 즉, 실제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산정의 기준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액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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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슈이다. 이처럼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첨예한 논란이 제
기됨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주파수의 산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
특정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의 이론적 산정 방식 가운데 어떠한 대안이 실제 더 합리적이고 실
행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가속화되는 5G 이동기술 환경하에서, 재할당 주파
수의 대가 산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이론적으로 조사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
적 가치를 추정하는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지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다. 또한, 재
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을 위한 최적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
여, AHP 모델을 이용하여 대안 방식 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1. 주파수 재할당의 개념 및 연혁
주파수 재할당은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대역을 할당받아 운용하던 주파수를 동일
한 사람이 다시 할당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G통신을 위
해 할당받은 800㎒ 대역 10㎒ 폭, 1.8㎓ 대역 20㎒ 폭 주파수가 2021년 6월에 사
용 기간이 종료되는데, 이 시점에 할당사업자들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반납할지
아니면 재할당을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할당사업자가 동일 주파수 대역
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면 이를 주파수 재할당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전파법에
서는 원칙적으로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 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
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으며,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만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
주파수 재할당 제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적절한 대가 산정
에 관한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도 크게 보면 할당 대가의 규정하에 운용되는데, 국
내에서 할당대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과거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은
2000년 3G서비스를 위한 IMT-2000 주파수 할당 시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최계
영, 2010). 당시에는 유사사례가 없어서 비슷한 시점에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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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사례를 기준으로 GDP, 대역폭, 사업 환경 등을 준용하여 이용기간 전체 예상
매출액의 3%를 할당 대가로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과하였다. 이러한 결정
에는 일시출연금 기준(5년간 예상 매출액 7%) 및 연도별 출연금(3%)의 기준에 비
추어 볼 때, 대가 산정 방식으로 3%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측면도 고려되었
다. 그 이후의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에는 3G서비스의 할당대가 산정이 벤치마크
로 적용되어 지상파 LBS, 위성 DMB, WiBro 등 대가할당 서비스들은 IMT-2000과
동일하게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3%를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 기준은 2000년부터 3G서비스에
서 적용해 오던 예상 매출액 기준에서 실제 매출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용 방식
으로 2005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변경되었다 (장희선 외, 2008). 이어서
2006년 6월 30일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5년 전파법 개정의 입법 취지가
제도화되었는데, 여기서는 재할당 주파수를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동시에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
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결과,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제도는 신규할당 시의
정부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었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
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상매출액 부과금은 주파수 이용 기간(통상 10년) 동안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x%)에 전파특성과 주파수 할당률을 고려해서 산정
하고, 실제 매출액 부과금은 각 사업자의 연간 실제 매출액의 일정 비율(y%)을 적
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able 1> 참고).
여기서 무선투자촉진계수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전파기술발전 및 무선국 구
축 ․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을 말하며, 최대치는
1로 하고, 주파수 할당률은 할당한 전체 주파수대역폭 중에서 할당 시 개별 사업
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의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x" 및 "y"란 해당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비율로, x와 y를 합한 값
은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번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각각 비율은
차등을 두어 적용할 수 있는데, 이동통신은 x=1.4%, y=1.6%, 지상파 LBS는 x=1%,
y=2%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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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gulations of the Radio Waves Act on calculating the charge of
spectrum assignment
Category

If there is no auction history

If there is an auction history

New assignment
(auction)

It is calculated by price competition, and the lowest competitive price
will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matters:
1. The price for the assignment of radio frequencies of the same or
a similar use;
2. Characteristics of the radio frequency subject to assignment and
its bandwidth;
3. Period of use and usage of the radio frequency subject to
assignment and technical methods;
4. Estimated sales from services using radio frequencies subject to
assignment;
5. Demand for radio frequencies subject to assignment.

New assignment
(Government’s
calculation)
/
Reassignment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
WAVES ACT <Attached Table 3>:
Estimated amount of sales × x% × Radio promotion factor ×
Frequency assignment rate + Actual amount of sales × y%
(but, x+y=3)

Source: THE RADIO WAVES ACT

2.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안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주파수 할당의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가 산정 방식의 유형은 국가별 시장 상황 및 전파자원의 특
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수익-비용구조 분석 (ITU-R, 2000),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Falch et al., 2004), 한계 편익을 이용한 AIP (Sweet et al., 2002),
경매를 통한 가치평가 (Bykowsky, 2003) 및 실물 옵션 방법 (Lenos, 1996)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론은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방법
이 다른 방법보다 전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전파자원에 대한 시
장 상황과 적용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희
선 외, 2008).
국내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방식
과 기존 제도를 비교 분석 (김동희 ․ 오정석, 2008; 설성호 외, 2011), 가치산정 방
법을 경제학적으로 추정 (김상봉 ․ 함은식, 2011; 변희섭 외, 2019; 이상우 외, 2005;
이상우 ․ 현창희, 2006; 이홍재, 2006) 하여 가치산정 방식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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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있었다. 이상우 ․ 현창희 (2006)의 연구는 기존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
치추정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하고, 국내 전파이용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론으로 한계효용기반 가격설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동희 ․ 오정석 (2008)의
연구는 2G, 전파법상 할당 대가, IMT-2000 출연금 산정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전
파자원에 대한 수요예측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연구들은 주파수
의 가치측정, 합리적 대가 산정의 어려움과 주파수자원의 가치산정법이 산업 정책
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정
책적으로 실행된 주파수 가치산정은 <Table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산정액은 주파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
가 있으나, 대가 산정 방식은 전반적으로 예상 매출액을 중심으로 부과되었다.
즉, 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은 그 주파수를 활용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예상 매출
액을 먼저 추정하고, 그 예상 매출액의 3%를 할당될 주파수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인식한 것이다.
<Table 2> Method and amount of calculating the charge for spectrum assignment
in Korea
Frequency

IMT-2000

Satellite
DMB

Period

15 years

12 years

Terrestrial
DMB

5 years

Wi-Bro

7 years

Amount of
calculation
Maximum price:
KRW 1.3 trillion
Minimum price:
KRW 1 trillion
Maximum price:
KRW 8.4 billion
Minimum price:
KRW 7.2 billion
Maximum price:
KRW 8.3 billion
Minimum price:
KRW 2.7 billion
Maximum price:
KRW 125.8 billion
Minimum price:
KRW 108.2 billion

Calculation method
3% of estimated amount of sales
Approx. 75% of maximum price
3% of estimated amount of sales
3.5% of estimated amount of sales
3% of amount of sales estimated by
the industry
Conversion of the price for frequency
assignment in UK
3% of estimated amount of sales
(ARPU = KRW 35,000 presumed)
3% of estimated amount of sales
(ARPU = KRW 30,000 pre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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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전파법 개정 이후에는 혼용 방식을 적용하며 예상 매출액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되, 일부 비율로 실제 매출액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
다. 변경 사유로는 IMT-2000의 사례처럼 예상 매출액을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납부금이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이윤정 외, 2006).
이처럼 주파수 할당 시에 예상 매출액을 중심으로 실제 매출액을 일부 반영하
여 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존 방식에 대해, 최근 들어 제도개선
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할당 주파수의 경우, 명
확한 경제적 가치인 실제 매출액만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주파수의 신규할당과 재할당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우려
가 있다는 점과 실제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 대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도출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제시된다. 즉, 국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 대
비 부담률은 7.9%로 추정되지만, 해외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매출 대비 주파수 할
당대가(전파사용료 포함) 비중이 2.65%, 미국은 2.26%, 일본은 0.73%, 영국은
1.68%, 독일은 3.01%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백연식, 2017). 이처럼 국내 통신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
열되는 가운데,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실제 매출액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재할당 주파수를 활용한 영업실적에 해당하는 실제 매출액을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할당 주파수를 할당
받아 가입자를 유치한 2G/3G/LTE 이동통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2G/3G/LTE에서
각각 사용한 주파수별로 산출된 사업자별 매출액이 그 주파수의 가장 정확한 경
제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 실제 매출액 기준이란 통신사
업자들이 재할당 주파수를 이용하여 실제로 발생시킨 영업실적이 가장 합리적인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다.
둘째는 예상 매출액을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산정 방식은 재할당 주파수도 신규 할당 주파수와 동일하게 그 주파
수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예상 매출액을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모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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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파수는 신규 할당 주파수와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므
로, 그 대가 산정도 할당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여 실제 올린 매출액을 적
용하기보다는, 주파수가 지닌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산정 대가로 인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전파법에 명시된 현행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 기준을 혼용하는 방식인데, 현행 전파법에서 명시적으로 제
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
행 전파법에서는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 모두에 각각 일정 비율을 곱한 후,
두 부분의 산정액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준
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에서는 시장의 수요예측을 이용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후
에 개별 기업에게 할당되는 주파수의 비율과 전파특성계수를 곱하여 이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에서는 실제 달성한 영
업실적인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다양한 이론적인 산정 방식 중에서 크게 3가지의 실행
대안이 고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규모 용량의 주파수 재할당을 1년여 앞
둔 시점을 고려할 때, 전술한 3가지의 대안이 정책적 실행성의 측면에서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문제는 3가지 정책적 실행 대안에 대한 개념, 특성 장단
점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실제 어느 대안을 정책적으
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에 대해 정성적으로 대안을 제기는
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정책적으로 제시하는 정량적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대가 산정을 위한 최적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AHP 모델을 이용하여 대안 방식 간의 우선순
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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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모델 및 방법
1. 연구의 모델
2021년도 대규모 2G,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파수 재할
당의 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슈가 가열되고 있다. 현재 재할
당이 필요한 주파수는 모두 합쳐 320㎒ 폭에 이른다. 5G 대역을 제외하고 이동통
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 폭 가운데 약 80% 수준이다. 전파법 제16조에 따르면 정
부는 주파수 할당 관련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경우 기간 만료 1년 전에 이를 사업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주파수를 재할당해야 하는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재할
당 대가 산정 방식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모형은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정리된다.
첫 번째 단계로 주파수 할당 및 재할당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주파수
할당의 합리적 대가 산정을 위한 대안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로 대가 산정의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파수 재할당의 대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AHP 모델을 통해 대안기술별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ure 1> Spectrum reassignment, design structure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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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매출액 기준, 예상 매출액
기준, 현행 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
이 나타난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론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서 전문가 설문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는 AHP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평가 기준 및 산정 방식의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 및 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델
포스트 스마트폰을 만들어 낼 대안기술 간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기 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AHP(계층적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평가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중요도를 결정하는 모델이다.
AHP 모델은 Thomas. L. Satty (1996)에 의해 제안된 우선순위 분석 방법론으로 정
성적 지식을 활용하여 평가요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요도를 결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정성적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AHP 분석방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쌍
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전문가의 지식, 직관, 경험 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하여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텍스트 마이닝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 중 널리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 하나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또는 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
로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문서에 포함된 단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홍주, 2019). 텍스트마이닝 기술은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 기초하기 때문에 문서 분류(Documen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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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군집(Document Clustering),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문서 요약
(Document Summarization)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 중, 상관어-공출현 어휘
분석이란 ‘텍스트에서 나온 언어들 사이의 연결과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는 것
을 가능하도록’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최근 주파수 할당대가
를 둘러싼 이슈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확인한다. 뉴스의 경우 특정 사건이나 이슈
에 대하여 보도하여, 이슈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뉴스
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이슈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추론할 수 있다 (박수경 ․ 이봉
규, 2019). 과거에는 연구자가 뉴스를 직접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면, 최근에
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어 분석
을 통해 주요 이슈를 확인한다.

Ⅳ. 분석결과
1. 주파수 재할당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평가 기준
다양한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 중에서 정책대안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경제성, 형평성, 기술성, 명확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의 도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R&D사업의 기술가치 평가 기준
및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파수를 포함한 유무형 기술의 정책방안 판단 시에 사용
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사업
의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적용하고 있으며 (김
준모, 2017), 기존 연구 (김원식 외, 2004; 심용호 외, 2011; 정신교 외, 2003; 최계
영 외, 2010)에서는 주파수 가치를 비롯한 정책대안의 우수성을 분석함에 기술성,
경제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선행연구 및 정책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을 위한 정
책방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경제성, 형평성, 기술성, 명확
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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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Criteria for Improv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harge
for spectrum reassignment
Category

Description

Economic
feasibility

It is judged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the price for frequency
reassignment can be calculated at an appropriate level to reflect the
actual economic value of the frequency.

Equity

It is judged based on the extent to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for frequency reassignment can maintain equity among operators. For
example, it should not distort competition in potential markets.

Technology

It is judged based on the degree to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for frequency reassignment accords with the frequency’s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purpose.

Clarity

It is judged based on the degree to which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for frequency reassignment can be conducted clearly and transparently.

첫째, 경제성이란 할당 주파수의 적정 경제적 가치에 따른 대가 회수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할당 주파수가 실제의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적정
한 수준의 대가가 산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파수
는 국가에 귀속되는 자원인 만큼 적정한 가치를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신
사들도 5G 투자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대가가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둘째, 형평성이란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이 사업자 간 경쟁구조에 상대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즉, 재할당 주파수대
가 산정이 사업자 간에 차등을 유발하여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성은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이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및 용도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재할당 주파수의 특성,
전파사용 용도, 주파수 이용 기술방식, 기존 이용자 보호 등 기술적인 우려가 없는
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2G,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유지에 기술적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할 필
요성이 있다.
넷째, 명확성이란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이 얼마나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즉,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산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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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정 방식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대가 산정의 결과가 도
출될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대안기술의 빅데이터 분석
1) 뉴스데이터 수집
주파수 할당 대가에 관한 동향과 사회적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빅데
이터 분석기법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뉴스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수행하였
다. ‘주파수 할당 대가’를 키워드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뉴스데이터의 수
집 범위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최근 논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년(2019년 4
월 1일 ~ 2020년 4월 1일)으로 한정하였다. 언론사는 중앙지 11개(경향신문, 국민
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
겨례, 한국일보), 경제지 8개(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
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방송사 4개, 전문지 2개(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를 포함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포함하는 뉴스 기
사 총 46건 중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43건을 분석하였다.
2) 뉴스데이터 분석결과
‘주파수 할당 대가’를 키워드로 수집한 데이터 내의 연관어 분석결과는 <Figure
2>와 같으며, 주요 키워드들의 가중치를 중심으로 한 연관어 분석결과를 워드 클
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여기서 가중치는 수집된 데이터 내에서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의 순서를 의미하며 의미적 유사도 도출은 토픽 랭크(TopicRank) 알고
리즘1)이 적용되었다.

1) 토픽랭크는 빅카인즈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으로 특정 키워드와 동
시발생하는 키워드들의 발생 빈도와 중요도를 계산하여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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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word analysis result related to the charge of spectrum assignment

연관어 분석 결과, 주파수 할당 대가와 연관성이 있는 총 31개의 키워드가 도출
되었으며, 연관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전파사용료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파법
개정, 이원화, 공사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는
주파수 할당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과기정통부, KCA, 사업자, 이통 3사), 주파수
비용(전파사용료, 공사비, 면허료, 이용대가), 개정안 방향(세액공제 대상, 개정안,
일원화, 단일화, 면허제, 이용 기간), 할당대가 산정 방법(효율성, 형평성, 실제 매
출액), 주파수 대역 및 기술적 특성(G.LTE, TRS, 무선 호출, 2G, 3G)등의 논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한 주요 논의는 전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재할당 대가 산
정 방식의 평가 기준과 대안에 관련한 효율성, 형평성, 실제 매출액, 주파수 기술
키워드들이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파수 할당 대가에 관
한 논의 중 대가 산정 방식이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다.

3. 대안기술의 정책적 우선순위
주지하는 바와 같이, 2G, 3G, LTE 주파수의 대규모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
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을 위한 3가지 대안(실제 매출액, 예상 매출액, 현행 방
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정책적으로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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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의 산정 방식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량
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AHP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의 내용
주파수 재할당 산정대가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AHP 모델은 2단계로 구성
되었다. 1단계는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 평가 기
준에 대한 설문이며, 2단계는 도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대가 산정의 방식별로 쌍
대 비교를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첫째,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경제성, 형평성, 기술성, 명확성에 대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반영해야 할 주요 요인
4가지에 대하여 쌍대 비교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도출한다.
둘째,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각 평가요소별 주
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평가 대안 방식은 실제
매출액 기준, 예상 매출액 기준, 현행 방식(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의 혼용)의
3가지이다. 즉, 세 가지 대가 산정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쌍대 비교로 조사를 진행하였다(<Figure 3>).
AHP 모델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
론으로써, 설문지를 통해 전문가들의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설문 문항을 통계
적으로 분석한다.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과 평가가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AHP 모델
은, 평가항목과 대안,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설문 응답 대상인 전문
가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및 통신 정
책, 기술, 시장에 관하여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 및 학계의 전문가를 대
상으로 2020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간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에 참
여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주파수 정책 및 전파자원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한 정
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책임자 3인, 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연구책임
자 4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책임자 4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인,
그 외 민간 연구소 3인, ICT 정책을 전공한 교수 5인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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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ectrum reassignment, design structure of the survey

<Table 4> Weighted value analysis result of the evaluation criteria
Type

Eigen Vector

Rank

A. Economic feasibility

0.4378

1

B. Equity

0.2527

2

C. Technology

0.1863

3

D. Clarity

0.1231

4

2)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의 중요도는 경제성 → 형평성 → 기술
성 → 명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4> 참고).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형평성,
기술성, 명확성의 순서로 평가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중에서 40% 이상의 높은 점수로 평가된 ‘경제성’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주파수의 적정 가치에 부합하는 대가를 회
수할 수 있는 정확한 산정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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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형평성’도 25% 이상의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왜곡하지 않으며,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
도록 하는 대가 산정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안 기준의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 기준별로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하고,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대안의 우선순위는 실제
매출액 기준(51.46%)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뒤를 이어 ‘현행 방식
(31.64%)’, ‘예상 매출액 기준(16.90%)’ 순서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즉,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 기준별 대안의 쌍대 비교 결과에 곱한 종합적인 순
위에서 실제 매출액 기준이 가장 유력한 재할당 주파수대가 산정 방식의 대안으
로 평가된 것이다.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대가 산정 방식의 순위를 평가
기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6> 참고).
첫째, 경제성의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실제 매출액 기준(49.59%)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뒤를 이어 ‘현행 방식(33.06%)’, ‘예상 매
출액 기준(17.35%)’의 순서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액 기준은 약 50%의 가중치 값
을 가지며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전문가들이 실제 매출액을 통한
주파수 재할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실제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가장 합리
적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혼용한
기존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매
출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예상 매출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재할당 대가 산출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슈가 제기되어왔다.
<Table 5> Priority analysis results of alternative spectrum reassignment
Type

Eigen Vector

Rank

A. The actual sales standard

0.5146

1

B.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0.1690

3

C. The current method standard

0.31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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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lternative technology priorities by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criteria
A. Economic
feasibility

B. Equity

C. Technology

D. Clarity

Alternative technology

Eigen Vector

Rank

1. The actual sales standard

0.4959

1

2.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0.1735

3

3. The current method standard

0.3306

2

1. The actual sales standard

0.4876

1

2.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0.1414

3

3. The current method standard

0.3710

2

1. The actual sales standard

0.4931

1

2.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0.2430

3

3. The current method standard

0.2640

2

1. The actual sales standard

0.6691

1

2.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0.0980

3

3. The current method standard

0.2330

2

현행 대가 산정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은 해당 주파수 대역으로 어느 정도의 소
득창출이 가능할지, 미래의 소득을 현가화하여 추정된 예상 매출액을 각 사업자들
이 차지하는 주파수 대역별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 방식은 할당된
주파수를 활용한 이동전화시장 전체 매출액을 참여사업자들이 동일하게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했을 때의 매출액
이 아닌 예측 매출액을 대역별로 동일한 가치로 나누게 된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
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사업자는 평균적인 가치만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를 할인받는 효과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반대의 경우는 손실을 보
게 된다는 경제적 가치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
사업자 간의 도매대가인 접속료 정산에서도 평균단가로 접속료를 정산하여 사업
자 간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으며, 개별 사업자별로 접속료
를 별도로 산정하여 정산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김동주 ․ 김상택,
2003). 이처럼 현행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은 실제 소득창출 능력과 상이한 대
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문
가들이 이러한 기존 이슈를 해결하는 산정 방식으로서 ‘실제 매출액 기준’을 중요
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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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형평성의 세부 순위는 실제 매출액 기준(48.76%), 현행 방식(37.10%), 예
상 매출액 기준(14.14%)의 대안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
이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유
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항목으로, 전문가들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주파
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시장경쟁을 왜곡할 우려가 적다고 평가한 것이다. 기
존의 주파수 할당제도의 시행결과가 정부가 추진해온 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정책
과 상이하게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정책이 경쟁촉진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오히려 경쟁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슈가 있다. 현행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은 비대칭규제의 이론적 정책 원리와 반대로 1위 사업자를 우대
하며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2012년부터 2017년의 6년간의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면 1위 사업자는 이윤의
16%를 할당 대가로 납부한 반면, 2위 사업자는 52%, 3위 사업자는 약 96.7%를 부
담하였으며, 시장의 3위 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이 타사 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7년에 영업이익의 57%에 달하는 금액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하
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다시 말해, 주파수의 신규할당과 재할당 대가의
산정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현행 규정은 정책적 기대와 달리 선발 사업자를 우대
하는 결과로 이어져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
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산정 방식으로서, 형평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성은 실제 매출액 기준(49.31%), 현행 방식(26.40%), 예상 매출액 기
준(24.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 50%를 차지하는 실제 매출액 기준의 대가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 현행 방식과 예상 매출액 기준의 산정 방식은 기술성 측면
에서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방식과 예상 매출액 기준의 산정
방식 모두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과 용도를 예측하여 미래 가치를 산정한다는 점
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전화시장의 기술 ․ 시장여건은 급속도로 변
화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시장전망이 어려우며,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과 용도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수익창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대가 산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매출액
을 고려한 대가 산정 방안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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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명확성의 세부 평가 순위는 실제 매출액 기준(66.91%), 현행 방식(23.30
%), 예상 매출액 기준(9.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액 기준 방식은 대안
방식 중 약 67%의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며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실제 매
출액을 기반으로 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대가 산정을 명확하고 투명
하게 진행하고, 대가 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
것이다. 현행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방식은 예상 매출액을 활용함으로써 과
다한 수요예측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오류를 사업자에 전
가하는 위험요소가 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전문가들
은 ‘실제 매출액’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경우, 소득추정의 이론적 한계
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접근법에서 주
파수 재할당 가치추정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인데, 명확한 창출능력의 지표를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혼용 방식에서 실제 매출액의 비율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
으나, 예상 매출액이 함께 반영되는 경우, 소득접근법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정확한 가치추정이 불확실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매출액 기준
의 대가 산정 방식이 명확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급변하는 5G 환경하에서 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합리적
대가 산정 방안이 무엇인지 문헌연구,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수
행하였다. 이어 재할당 주파수의 다양한 대가 산정 방식 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
으로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에 대한 평가 기준의 중요도는 경
제성 → 형평성 → 기술성 → 명확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 재
할당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재할당 주파수가 실제의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게 적
정한 수준으로 대가가 산정될 수 있는지와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이 사업자
간 경쟁 왜곡을 최소화하는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른 기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둘째로 재할당 주파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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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우선순위는 실제 매출액 기준(43.6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뒤
를 이어 ‘현행 방식 기준(26.1%)’, 예상 매출액 기준(17.4%)’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문가들이 실제 매출액을 통한 주파수 재할당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
이 경제성, 형평성, 기술성, 명확성의 판단 기준을 반영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하여 장희진 (2008)에서는 현행 방식을 중심
으로 실제 매출액 및 최소이윤의 모수에 대한 할당대가 구조의 민감도를 분석하
여, 기업의 실제 매출액이 증가할 때 할당 대가가 증가하며, 최소이윤이 증가하면
할당 대가는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5G 기술 환경하에서 주파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서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파수 재할당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재할당주파수의 합리적 가치산정은 신규 주파수 할당과 다르며 실제 매출액 기준
을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공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재할당가격산정의 산식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이
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행 전파법 시행령 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연구범위 상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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