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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
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
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cently announced its policy direction that involves charging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for promoting its efficient usage. According to the policy, there will be much effort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various usages
of radio spectrum. In this study,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is estimated for trunked radio system(TRS) by employing the
least cost alternative methodology. The proposed methodology estimates the value of radio spectrum according to the cost of an
alternative that can be employed for providing the same service. The value of radio spectrum for TRS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TRS through the LTE network, wherein the value of radio spectrum for TRS comprises
the LTE network cost, capital expenditure for the LTE service, subsidy for the LTE handset, and compensation cost for migratio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aid in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s of radio spectra for other services and applications.
Key words: Trunked Radio System, Economic Value of Spectrum, Least Cost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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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천명해 오고 있다. 즉,
정부는 2017년 ‘K-ICT 스펙트럼 플랜’에서 ‘대가 할당 및
심사할당 대상 구분의 명확한 기준 및 서비스별 합리적
대가할당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 2019년
1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전파이용제도를 대
대적으로 개편하여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천
명한 바 있다. 본 계획에서는 면허제에 더하여 원칙적
으로 모든 주파수 면허에 대가 부과를 할 계획임을 밝
히고 있다 . 여기서 정부는 ‘사업면허는 주로 가격경쟁
에 의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가격경쟁을 통해 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산정하여 부과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정부 가격 산정시 주파수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 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주파수(spectrum)는 한정된 공급량을
갖는 국가의 희소자원으로서 정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정보통신의 활용이 낮았던 과거에는 주파수
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전파 관리 목표가 유해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G 등 이동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
한 주파수 수요의 급증으로 이제 전파관리 정책의 목
표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전파 관리 정책도 경매 등 시장(market)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경매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주파수의 가치를 반영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행정
유인가격(administered 또는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AIP) 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영연방 국가를 중
심으로 점차 많이 채택되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는 AIP를 채택하는 경우, 대개 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trunked radio system: TRS)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RS용 주파수는 그동안 KT파워텔이 사용해 왔
으며, 2017년 6 MHz 대역폭을 반납하고, 현재 4 MHz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2019년에 주파수 재할
당을 앞두고 있는바, 정부는 대가 할당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때 적절한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
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2]

[3]

TRS에 대한 주파수 가치는 앞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무선데이터 등의 서비스에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재 및 향후 정
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기존 연구
문헌을 소개하며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Ⅲ장에서
는 TRS의 현황을 살펴보며, Ⅳ장에서는 TRS 용도 주파수
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scenario)와 이를
통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Ⅴ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
을 종합․정리하여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문헌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주파수의 가치 측정 연구

주파수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영국에서 부터
시작되어 왔다. 영국의 무선통신청(radiocommunications
agency: RA)은 1996년에 NERA와 Smith를 통하여 주파
수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참고문헌 [4]
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통신과 고정링크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 이들은 특정 주파
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자기 사용(own use)’ 기
회비용을 계산하였다. 즉, 자기 사용 기회비용은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채택해야 하는 대안
중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안의 비용, 즉 최소비용대
안(least cost alternative: LCA)으로 측정하였다. 영국정부
는 이 연구를 기초로 실시한 공공 자문을 통하여 1998
년 무선전신법(The Wireless Telegraphy Act)을 개정하
였는데, 주요 내용은 주파수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
하여 적정한 대가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
참고문헌 [6]은 RA의 요청으로 주파수의 가격 책정
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Smith & NERA 연구에서 제
시된 기회비용 접근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즉,
Indepen et al. 은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의 사용 용도 이
외에 다른 용도 또한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그림 1은 1과 2부문에 대한 주파수 할당으
로부터의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1부문의
주파수가  만큼 할당될 경우, 1부문에서의 한계편익
익이 2부문에서의 한계편익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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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용도의 주파수 할당으로부터의 한계편익

그림 1.
Fig. 1. Marginal benefits of spectrum assigned to sector 1
and 2.

은 S 와 같이 부문별 한계편익이 동일하도록 (즉, 분배
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가격이 책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분배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가격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Smith & NERA 방식
의 최소비용대안을 일단 채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러한 AIP 부과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의 분배적 효율성
이 달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Smith & NERA 방식으로 주파수의 한계가치를 추정한
연구로 참고문헌 [7]～[9]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7]
은 그리스에서의 셀룰러 이동통신 주파수 한계가치를
추가 주파수 이용으로 인하여 절약되는 투자비 및 유
지비로 산출한 바 있다. 참고문헌 [8]은 이태리의 아날
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800～900 MHz 대역 주
파수를 지상파 디지털 방송(DVB-T)과 3세대 이동통신
(UMTS)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기회비용를 각각 계산하
였다. 방송의 경우,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으
로서 위성방송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도출하었
다. 이동통신의 경우, 주파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와 충분
한 경우의 비용차이가 한계비용으로 활용되었다. 참고문
헌 [9]는 인도 이동통신주파수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였다.
이들 또한 주파수가 여유있는 경우와 부족할 경우 간의
네트웍 투자비용 차이로서 기회비용을 파악하였다.
한편, 참고문헌 [10]은 주파수의 가치를 현금흐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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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계산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주파수의
가치를 경제적 지대(rent)로 간주하고 이는 주파수로 부터
나오는, 예컨대 해수면 수준의 기본적 가치(sea level value)
와 해당 주파수대역의 고유 특성에서 나오는 대역 고유
가치(band specific value)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즉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 면허로부터의 이윤의 흐름
또는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의 현재가치이며 상기 두
개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주파수의 가치 산출 방법을 구체적인 예
를 들어 소개하는데 소위 하이브리드 가치측정법을 사용
하고 있다. 우선 특정 주파수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파수의 가격을 파악한다. 여기에
서비스와 지역을 감안해서 가치를 조정하고 또한 시기별
조정(temporal adjustment)을 한다. 다음으로는 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파수가 한 쌍(paired)으로 사용될지 아니면 단
독(unpaired)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고려까지하여 이를 가
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상세한 조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적으로 주파수의 가치를 도출한다. 이러한 주파수의 가치
산정 방법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이 주파수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관련 연구로 우선 참고문헌 [11]은 국내 2G 이동
통신 주파수의 가격 책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한계가치를 추가 주파수 보유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액으로 측정하는 AIP 방식은 주파수
가치를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이동통신 시장이 과점적이며 주파수
가 대역별로 효율성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파수의
한계가치는 주파수의 효율성 차이에 의한 원가 차이 이
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2]는 국내 800 MHz 및 1.8 GHz 대역 이동
통신용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들은 참고
문헌 [4] 및 [6]의 LCA 방식으로 주파수 단위당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비의 감소액을 통하여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참고문헌 [13]은 행정유인가격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
한 해외와 국내 문헌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기존의 연구
가 이동통신의 세대별 이전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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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동전화 2세대 서비스에
서 3세대로의 가입 전환이 발생할 경우 2세대에서의 수
요 감소에 따른 주파수의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방식의
가치 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4]는 미시적 수익접근법에 의하여 800 M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가치산정을 하였다. ,즉 이들
은 800 MHz 대역을 이용하는 2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정치 및 가입자당 수입(ARPU) 자료를 이용하여 동 대
역 50 MHz 폭 주파수의 가치를 1조 4,098억원에서 1조
8,141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참고문헌 [15]는 어업통신을 위한 운용주파수의 경제
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함에
있어 어업용 주파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국내 이동통신망
을 이용할 경우의 통신망 포설비용과 해당 주파수 대역
의 경매가의 평균으로 해당 주파수의 가치를 연간
11,078(백만원)으로 계산하였다.
2-2 TRS 주파수의 가치 측정 연구

주파수의 가치 측정은 영국 호주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영국의 경우 상업용 라고 할 수 있는 공중이동
무선
과 자가망 로
볼 수 있는 사설이동무선
또는
사설 비즈니스 무선
에 대하여
TRS
,
.
,
TRS
(public access mobile radio: PAMR)
TRS
(private mobile radio: PMR)
(private business radio: PBR)

가 추정한 PAMR 용도 주파수의 경제

표 1. Smith-NERA

적 가치

Table 1. Economic value of spectrums for the public access
mobile radio estimated by Smith-NERA(1996).
Smaller
cells

Total discounted cost

Narrowband equipment
Min

Max

￡1,500,000 ￡30,000,000 ￡40,000,000

Equivalent spectrum
allocation(MHz)

2×1.5

2×1.5

2×1.5

Equivalent number
of 2×12.5 kHz
channels

120

280

280

Marginal value
per national
2×12.5 kHz channel

￡2,030

￡17,400 ￡23,200

가치 측정이 각각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이들 면허에 대
한 적정 AIP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우선 참고문헌 [4]는 PAMR 서비스에 있어 주파수 혼잡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받지 못하고
대안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을 계산하여 해당 주파수의 가
치를 측정하였다. 이때 대안으로는 기존의 채널당 12.5 kHz
대역폭 대신 보다 효율적인 6.25 kHz 대역폭을 사용할 경
우의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로부터 전국(national) 2×12.5
kHz 채널의 한계가치를 ￡17,400～23,200로 추정한 바 있다.
참고문헌 [6]은 PAMR 용도 주파수의 한계가치를 추가
주파수가 할당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투자비용
으로 파악하고, 주파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즉, 2×1
MHz 주파수의 가치를 추가 2×1 MHz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추가적 설비투자액과 2×1 MHz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비용 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추가 설비투
자액은 (i) 기지국 추가 건설비용, (ii) 기지국 사이트 임차
비용, (iii) 장비 유지․보수비용, (iv) 기지국 선로비용 등
총 ￡1,808,990으로 추정하였다. 추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비용은 (i) 추가 송․수신기 비용, (ii) 송․수신기 유지․
보수비용, (iii) 송․수신기 간 선로비용 등 ￡538,464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2×1 MHz의 가치는 ￡1,270,526이고,
2×25 kHz의 가치는 ￡31,763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참고문헌 [16]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의 요청에 따라
기기면허세(apparatus license tax)를 기회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400 MHz 대
역과 7.5～8.0 GHz 대역의 주파수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앞서 참고문헌 [6]과 마찬가지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와 기타 대안을 서로 비교하여 동 주
파수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25 kHz의 채
널을 협대역인 12.5 kHz로 변경시키는 안이 다른 안에 비
하여 신뢰성을 가지는 최소비용대안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때의 주파수 가치는 $269/ kHz로 파악되었다 .
[16]

2-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TRS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동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있어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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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방도를 통하여 TR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TRS 주파수의 가치를 측정한다. 국
내의 경우, 아직 관련 연구가 없는 까닭에 본 연구는 TRS
주파수 가치 측정 분야의 국내 사례로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Ⅲ. 주파수 공용통신의 특성과 현황

는 이동통신과 무전기가 결합한 통신 시스템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의 이용자가 공용
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안정된
품질로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서비스, 운수업체, 산업
현장 관리, 유통 및 물류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특히, TRS는 하나의 단말기로 이동전화․무선
데이터․양방향 무선호출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일반 공중통신망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과 연결되면 이동전화
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한다.
국내 TRS 통신망은 기지국, 이동중계국, 육상이동국으
로 구성되고, 개별․그룹통화, 이동전화, 데이터 통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방식으로 iDEN 방식, TETRA
방식, LTE 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iDEN 방
식은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기술로 일부 국내 기업(SK 하
이닉스, 삼성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TETRA 방식은 저
용량 자가망, 다양한 통화권 기능, 무선데이터 서비스 통
화권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다만, 채널용량, 멀
티채널 측면에서는 iDEN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LTE 망
을 활용한 방식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 LTE 망을 임
차하여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LTE 무전서비스는 커버리지가 넓고 영상 무전, 위치 관
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이 매우 우
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TRS 용도 주파수 분배 대역은 380 MHz 및 800
MHz 대역으로, 380 MHz(380～399.9 MHz) 대역은 자가 업
무용및공공용으로 20 MHz 폭이지정되어있으며, 800 MHz
대역은 국가통합 무선망용(806～811, 851～856 MHz) 및
통신 사업용(811～813, 855～858 MHz)으로 14 MHz 폭으
로 지정되어 있다(표 2 참고) .사업성 측면에서, LTE 망

용도 주파수 분배 현황

표 2. TRS
Table 2. Allocation of spectrum for trunked radio system
Usage

380 MHz
bands

TRS

[17]

360

800 MHz
bands

For own use
For public use
For national
integrated wireless
services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Total

Radio frequency Bandwidth
(MHz)
(MHz)

～
～
385～389.9
395～399.9
806～811
851～856
811～813
856～858
380 384.9
390 394.9

-

10
10

10

4
34

을 이용한 무전통신서비스의 제공 확산으로 TRS 망을 이
용한 가입자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TRS 망을 이용하는 고객 일부는
보안상 또는 비상통신망 구축 필요상 이유 등으로 지속적
으로 TRS 망의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객
들에 대해서는 iDEN 방식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2019년
부터 TETRA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국내 TRS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국내 TRS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있어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최소비용 대안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동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비용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
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사업용 TRS 서비스의 경
우, 그간 주파수 반납에 대비하여 LTE 망를 활용한 서비
스로의 대체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LTE 무전
통신서비스는 기존 TRS 서비스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
며, TRS의 최소비용대안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RS 용도 주파수의 가치 측정을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파
수의 가치는 원래 한계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사업용 TRS용도로 4 MHz가 할당되어 있는 상황에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서 2~3 MHz 폭을 사용할 때의 비용 추가분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4 MHz 폭 전체를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대안(LTE망 임차)의 비용을 산출하기로 한다 . 둘째, 현
재 할당된 TRS 용도 주파수(4 MHz)를 이용하여 향후 5년
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TRS 망 가입자는 계속 유지
된다고 전제한다. 셋째, 추정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전환
에 소요되는 비용들의 할인요소는 고려치 않으며 , 두 방
식 간 장비운용인력 및 인건비에는 차이가 없음을 가정
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고유한 시설투자 및 서비스 전
환비용만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넷째, LTE 망
을 통한 서비스를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은 교환국,
전송설비 등 장비구매와 망 임차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
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환을 위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
한 보상금과 신규․기존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소비자들이 수용한다고 가정
한다.
본 연구는 표 3에서 제시한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에
수반하는 비용에 대한 수치를 적용한다. 각 비용은 5년
간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먼저, 망 사용료를 구하기 위하여 케이티파워텔의 연
도별 사업보고서의 LTE망 임차비용 자료를 활용한다 .
2015년 LTE망 임차비용은 42.4억원이고, 2018년에는 55.7
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LTE 무전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로 나누면 2015년 연간 23,761원에서 2018년 23,080원으
로 추정된다. 한편, 2018년의 경우 TRS 가입자수가 약
7,000 가입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가입자당 망
임차비용을 곱하면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망 임차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
리를 바탕으로 망 임차비용은 평균 약 1억 7,000만 원으
로 추정되며, 최대치는 약 1억 8,500만 원, 최소치는 약 1
억 6,200만 원으로 도출된다. 이를 MHz당 망 임차비용으
로 환산하면, 평균 약 4,250만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망 임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은 전문가
1)

2)

3)

4)

표 3.

최소비용대안에 기초한 TRS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Table 3. Scenario for the measurement of the economic value
of spectrums for trunked radio system based on
least cost alternative approach.

① Service is provided for 5 years using the assigned 4 MHz

spectrum bandwidth. The existing subscribers are maintained.

② Discount factors for the cash flow or cost are not consi-

dere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workers or costs
of labor for the two different system.

③ The cost of investment for the LTE networks includes

the expenses for the purchase of exchange and transmission
facility and the rental cost of the network.

※ In case of MVNO, there is no frequency allocation.
④ For the transition to the LTE-based service, the operator

can provide compensation to the existing subscribers and
handset subsidy to the existing/new subscriber. Subscribers
accept the offer of the operator for the transition.

Value of radio spectrum for TRS
= cost of using the alternative LTE based radio service
= cost of network rental (MVNO) + cost of investment to
exchanges etc + compensation + handset subsidy

[18]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으로 가정한다. 교환국 및
전송설비 등의 장비구매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한다. 왜냐하면, 이미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으므로 유지․보수․운용에 필요한 변동비용만 추
가될 뿐, 고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약 500
만 원에서 4,500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약 500
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약 500
만 원에서 1,5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적용
과 해석을 위해 평균, 최대, 최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평균의 경우 앞선 논의한 수치들
의 평균값을 적용하며, 최대의 경우 최대값이 5년간 지속

이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만일 할인요소를 고려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에 기초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 없이 망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보다 광범위하게 투자비용을 추정하자면 서비스
방식 전환에 소요되는 R&D 지출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이므로 투자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4) 기존 iDEN 방식의 TRS 서비스와 달리 LTE 망을 활용한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규 단말기의 활용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부 보조금을 부담함을 전제한다.
1)
2)
3)

361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ol. 30, no. 5, May 2019.

망 임차비용의 추정

Rental cost of the
network(million won)

2015

2016

2017

2018

4,237

5,813

6,480

5,569

Number of subscribers
using the LTE-based 178,323 241,705 245,685 241,305
service
Rental cost per
subscribers(won)

23,761

24,052

26,377

23,080

New rental cost
(million won)

166

168

185

162

Rental cost of network
per MHz(million won)

42

42

46

40

됨을 가정하며, 최소의 경우 최소값이 5년 간 지속됨을
가정한다. 최대의 경우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로의 급
격한 대체현상이 관찰될 경우를 의미하며, 최소의 경우
서비스 대체 수준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시나리오의 적용 결과, TRS 용도 주파수의 1 MHz당
연간 가치는 최소 4,425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으로, 평
균은 5,62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분석에 있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
항은 기존 주파수를 활용한 TRS 서비스에 수반되는 설비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추정 결과 백만원

표 5. TRS
(
)
Table 5. Estimation results of the economic value of spectrum for trunked radio system based on least cost
alternative approach(in million won).
Average

Max

Min

Cost of network rental

170

185

162

Expenditure for exchange,
transmission facility, etc

35

45

5

Compensation

10

15

5

Handset subsidy

10

15

5

Total

225

260

177

Value per 1 MHz

56.25

65

44.25

기존

용도 주파수의 경우 심사할당이 이루어졌으므로, 할당대가는 고려치 않는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LTE 무선으로 전환될 경우, TRS 수익이 작아져서 할당대가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5)
TRS
6) 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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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이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제
반비용에 비해 더 큰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서
비스를 신규 서비스가 대체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간
차이에 기초하여 최소비용대안의 현실성을 검증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과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국내 통신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 요소로서 경제적 가치 추정에 포
함하였지만, 이를 시설투자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
이 내재한다. 특히, 보다 엄격한 가정을 적용할 경우, 단
말기 비용은 통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비용
으로 고려하기 힘들다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2018년 중에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중 TRS에 관한 공식을 신설하여 동 서비스 주
파수에 대한 할당대가 부과방식을 예상매출액의 1 %, 실
제매출액의 2 %로 정한 바 있다 . 이는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방식이 예상매출액에 대한
부과율 x %와 실제매출액에 대한 부과율 y %의 합이 3
%로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약하에서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실제매출액의 비중을 다소 높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TRS용 주파수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019년 이후 TRS 주파수 재할당하는 경우, 심
사할당에서 대가할당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에 따라 할당
대가 부과의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되게 정한
것은 크게 보면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해당 주파수로 부터
발생한 이익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가정에서 유래
한다. 즉, 이는 주파수의 가치를 정하는 방법 중 수익접근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상기의 수익접근방법에 따른 할당대가 부
과방식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소비용대안은 근본적으
로 서로 다른 방식이어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수
익접근방법은 사업의 환경, 경쟁 상황, 경영 능력 등 다양
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소비용대안은 주파수의 경제적
5)

표 4.
Table 4. Estimation of cost of MNVO services.

[19]

6)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가치를 측정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향후 정부가 할당대가
를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Ⅴ. 결

론

향후 주파수 면허제의 실시를 앞두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TRS 서비스
의 경우, 통신사업용 외에 자가망 주파수로도 분배가 되
어 있기 때문에 자가망 TRS의 대가 측정 등을 위하여도
TRS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심사할당에서 대가할당으로 전환예정
인 TRS 용도 주파수의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접근법을 통
해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파수의 가치를 대안적인
LTE 망을 이용하는 경우의 망 이용대가 및 관련 설비투
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인 네크워크 구
축 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TRS 주파수의 MHz 당
가치는 약 연 5,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소비용대안과 정부가 채택을 고
려하고 있는 수익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서 직
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수치를
비교하면서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망 TRS 등 주파수의 이용대
가 책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방법
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은 최소비용접
근법의 한가지 예로서 다른 용도의 주파수 가치 산정에
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TE 망 만
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망 이용대가 외의 장비 및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상세한 가격 자료를 구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데이
터의 보완을 통하여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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