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를	포

함하여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

선,	우주선	등을	총칭하여	넓은	의

미의	전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맥

스웰	방정식을	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Ⅰ. 전파의 원리

전파(radio wave)는 요즘과 같은 전자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반재이며, 국가 공공재인 주

파수(frequency)를 구성하는 원천이다[1][2]. 전파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나라의 전파법 제 2조

에 잘 명시되어있는데, “전파란 인공적 매개물이 없이 공간에 전파하는 3,000GHz 보다 낮은 주

파수의 전자파” 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넓은 의미의 전파는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를 포함하여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우주선 등을 총

칭하는 것” 이라고 명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파의 존재를 최초로 예언한 사람은 영국의 맥

스웰(James Clerk Maxwell)이며, 그는 전기가 흐를 때 <그림 1>과 같이 그 주위에 전계가 발생

하며 전계의 변화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형성된 자계가 주변의 전계를 변화시키

면서 전계와 자계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어 파도와 같은 파동이 발생한다는 "맥스웰 방정식(Max-

well Equation)” 이론을 발표하였고, 1871년에 이 파동이 바로 전파라고 명명하였다.

파동(wave)의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림 2>와 같이 물결이 수면에 퍼지는 모습을 

상상하자.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파가 주위로 퍼지는데, 이 때 물 분자는 같은 장소에서 진동

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진동이 파동이 되어 주위에 전달된다. 따라서 파동이란 물 분자의 움직

임, 즉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지 물 분자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동을 주파수(Fre-

quency)와 연관시킬 수 있는데,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파동 수를 의미하며,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인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헤르츠(Hertz)라 

부르고 약어로 Hz 라고 쓴다. <그림 2>의 예를 보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파동이 전달되는데 1

그림 1. 전계와 자계의 파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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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의 원리와 이동통신 응용
어떻게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며, 전파는 이동통신에서 어떻게 이용되는가?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파동	

수를	의미하며,	독일의	유명한	과학

자인	헤르츠(Heinrich	Rudolf	Hertz,	

1857~1894)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헤르츠(Hz)라	표기한다.

초가 걸리고 진동이 4개 있으므로 주파수는 4Hz가 된다.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1초

에 60번 진동하며 60Hz가 되고 MBC FM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는 1초에 구천백구십만번 진동하

여 91.9MHz (=91,900,000Hz)가 된다. 

이러한 파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파동으로 사람의 소리를 예로 

든다. 소리는 음파(音波)라 부르며, 음파 역시 파동이므로 주파수가 있다. 사람의 성대는 100Hz 

정도의 낮은 음에서부터 8000Hz 정도의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사람의 귀는 좀 더 

정교하여 20Hz에서 20kHz까지의 음파를 구별할 수 있다. 소리의 주파수 높고 낮음을 쉽게 구별

하는 방법으로는 여성의 목소리는 주파수가 높은 고음이고, 남성의 목소리는 주파수가 낮은 저

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파수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전파와 음파가 다른 점은 소리의 

파동은 공기 중의 진동에 의해 진행되므로 그 속도가 340 [m/sec] 정도로 느린데 반해, 전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빛의 속도인 3 x 108 [m/sec]로 매우 빠르다.

전파(電波)도 파동이므로 주파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림 3>을 보면 3kHz부터 시작하는 초

장파(VLF; Very Large Frequency)에서 3000GHz까지의 서브 밀리미터파까지를 전파의 범위

그림 2. 파동의 전달

그림 3.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전자기 에너지 파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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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란	한	주기	동안	전파의	길

이를	의미하며	주파수가	높아질수

록	파장은	짧아지고,	안테나	크기	

및	전파의	반사	또는	회절특성	등

에	직접	연관되므로	중요하다

로 통상 얘기한다. 300MHz 이하 파장이 긴 주파수들은 주로 라디오방송(AM, FM)과 무전기 등

에 사용되며, 300MHz부터 3GHz 사이의 극초단파는 주로 이동통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

리고 3GHz 이상의 주파수들은 각종 레이더 장비 또는 위성통신 등에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림 3>에서 파장(wavelength)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파장이란 <그림 4>와 같이 한 주기

동안 전파의 길이를 의미하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파장은 무선통

신에서 안테나 크기, 전파의 반사 또는 회절특성 등에 직접 연관되므로 중요하고, 아래의 식으로

부터 파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속도는 상수(전파의 경우, 3 x 108 m/sec)이므로 파장과 주파수 사이에는 반비례 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GHz 주파수의 신호의 파장은 인 

30cm가 된다. 마찬가지로 1MHz 신호의 파장은 300m가 되므로 주파수가 낮으면 반비례하여 파

장은 커진다.

Ⅱ. 전파의 무선통신 응용

전파는 태초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전파를 통신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약 100년 정

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 전 전파가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1912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 해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 빙산과 

충돌하여 2,228명의 승객 중 1,523명이 사망한 대참사가 있었던 시기이다. 타이타닉호 사건은 

비극이지만 전파의 활용에서는 일대의 전환을 이룬 사건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비극 

속에서도 그나마 700여 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무선전신의 위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발명가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1874~1937)가 1897년 영국 런던에 마르코니 무선전신회

사를 설립한 이후 일부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전파기술은 타이타닉호 사건으로 인해 급

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3]. 

바로 그 해에 미 의회는 전파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1912년 전파법

(Radio Act of 1912)’를 통과시켰고, 방송(broadcasting) 이란 단어가 미 해군에 의해 최초로 “명

그림 4. 주파수에 따른 파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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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통신분야에	활용하기	시작

한	역사는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정보를	원거리에	있는	상

대방에게	손실없이	전송하기	위해	

전파에	정보를	싣는	행위를	변조

(modulation)	라고	한다.

령을 무선으로 한꺼번에 여러 군함에 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도 그 시점이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전파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달된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었기에 특허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에 새로운 전파기술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이

렇게 발달된 전파기술은 라디오 방송을 거쳐 텔레비전 방송, 이동통신, 위성통신, 위성방송 등 

통신과 방송 용도로 활발하게 사용되어왔다.

전파의 통신 응용을 이해하기 위해 전파에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무선통신 기술의 원리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한다. 전파에 정보를 싣는 행위를 변조(modulation) 라고 하는데, 변조의 목적은 

정보를 원거리에 있는 상대방에게 손실없이 전송하기 위함이다. 즉, 사람이 아무런 장비없이 목

소리만으로 외칠 경우 그 소리는 몇 백 미터 이상은 전달되지 못하는데, 변조를 통해 전파에 목

소리 정보를 실어 보낼 경우에는 수 백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전송할 수 있다. 무선통신 초기

의 변조 방식은 크게 진폭 변조(AM; Amplitude Modulation), 주파수 변조(FM; Frequency 

Modulation), 위상 변조(PM; Phase Modulation) 등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는 진폭 변조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진폭 변조는 반송파의 크기를 정보 신호의 세기에 비례해서 변조

시키는 방식이다. <그림 6>에서 파장이 상대적으로 긴 신호인 Modulating Signal은 사람의 목

소리를 파형으로 표시한 정보이고, Carrier Signal은 장거리 전송을 목적으로 정보를 싣는 매개

체 전파인 반송파(Carrier)를 말한다. 따라서 Modulating Signal과 Carrier Signal이 합쳐지는 

과정을 변조라고 부르는데, 진폭 변조가 완료된 결과를 <그림 6>에서는 Modulated Signal이라 

기술하였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의 역으로 진폭 변조된 반송파의 에너지 크기(포락선)를 검출

하여 송신기에서 보낸 목소리 정보를 복원한다.

그림 5. 마르코니의 무선전신기

그림 6. 진폭 변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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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니의	무선전신을	시작으로	

전파는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방송·통신·국방	등	전통적인	전

파활용	서비스	이외에	무선전력전

송,	전파의료,	공공안전	등	전파를	

응용한	새로운	미래전파	서비스가	

발굴되고	있다.

이동통신의 세대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바뀌면서 변조방식도 보다 많은 정보를 오류없이 전

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하였다. 요즘 사용 중인 이동통신 방식인 4세대 이동통신은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odulation) 변조를 사용하여 전파를 시간적 및 공간

적으로 최대한 쪼개서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며, 다음에 게재될 ‘이동통신의 역사’란 주

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을 시작으로 전파는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림 7>에서 LF(Low Frequency)부터 시작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대역들에서 AM/FM 라디

오 방송, TV 방송, 이동통신, 위성방송 등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이미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송·통신·국방 등 전통적인 전파활용 서비스 이외에 무선전력전

송, 전파의료, 공공안전 등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는데 정부(미래창조과학

부)에서는 이를 ‘미래전파’로 정의하고 있다[4]. 그 중에서 무선전력전송은 휴대폰의 무선충전을 

시발점으로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있으며 최근에는 주방가전 분야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분

야로 연구개발 방향을 넓혀가고 있다. 미래전파의 향후 연구개발 분야들 중에서 소출력 레이더 

기술을 생활에 활용하는 센싱 분야와 무선전력전송 및 무선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연구하는 에

너지 분야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Ⅲ. 이동통신의 기본 원리

전파의 무선통신 응용 중 가장 대표적이고 국민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동통신이다. 

유선전화와 같이 고정된 지점 사이의 통신만을 제공하는 고정 통신에 비하여, 이동통신이란 사

람,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등 움직이는 이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을 말한다. 일반 가정

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와 같은 고정 통신에서는 전화가 걸려오는 바로 그 순간 전화기 근처에 

있지 못하면 통화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통화를 위해서는 전화기가 위치한 곳으로 이

동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자 위주라기 보다는 전화기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동전화는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더라도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신 방식으로, 결

국 이동통신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겠

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동한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는 전파를 

이용한 무선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만 한다. 

이동통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을 

그림 7. 전파의 다양한 응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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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	통신은	전파가	도달하는	일

정거리의	구역	단위인	셀들로	전국

을	나누어	서비스	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재사용	할	수	있어	주어

진	주파수	대역으로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먼저 살펴보자. 방송의 경우 하나의 방송국(송신기)에서 전국 어디로나 동일한 정보를 전송하고 

각각의 사용자는 자신이 위치한 임의의 지역에서 신호를 수신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보의 전

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형 통신 방식에서는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체 서

비스 영역을 대상으로 전달하면 되므로 수신자의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 초기 이동전화 시스템

에서도 이와 같은 방송형 신호전달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신호를 전송하였다. 신호전달 방식도 라디오 신호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FM(-

Frequency Modulation, 주파수 변조)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마치 FM 방송이 89.1MHz나 91.9MHz와 같이 서로 다른 주파수

를 사용하여 전송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 사용자들도 각각 서로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각각의 이동 사용자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 구분하는 방

식을 주파수분할 다중접속 방식(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이라 한다. 그러

나 방송 형태의 전송 방식에 의한 이동통신 방식의 문제점은 수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극히 한정

적이라는 점이고, 서비스 반경이 매우 넓어서 이동 단말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무선 기지국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혼신도 심해지고 통화도 곤란하였으며 멀리까지도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상

당히 큰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매우 커야하므로 상당히 무겁고 또한 전

력 소모도 매우 컸으며, 또한 무엇보다 자신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무선 기지국에서는 서비

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셀룰라 방식인데 <그림 1>과 같이 서

비스 영역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셀이란 전파가 도달하는 일정거리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특정 이동전화 기지국

이 양호하게 이동전화의 통화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전체 서비스 영역을 이러한 여

러 개의 셀로 나누어서 커버하는 방식을 셀룰러 방식이라 한다. 셀룰라 방식의 장점은 사용했던 

주파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주파수 재사용 개념인데 <그림 8>에서 A기지국과 A’, A’’ 기지

국에서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즉 전파의 세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므

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두 셀에서는 서로간의 간섭이 적어, 동일한 주파수 채널을 사용할 수 

그림 8. 셀룰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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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룰러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는	단말기의	위치	등록	기능과	타	

셀로	이동할	때	통화를	이어주는	

핸드오버	기능이	필요하다.

있다. 만일 주어진 주파수 대역이 21MHz이고, 하나의 사용자가 30KHz를 사용한다고 하면 전

체 700(=21000/30)개의 통화 채널이 존재한다. 만약 셀룰라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가 700명으로 제한된다. <그림 8>에서와 같은 셀룰라 시스템에서는 

700개의 채널을 7개의 셀이 나누어 쓴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셀이 100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

고, 이들 채널은 일정거리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결국 700개 전체 채널을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수천 수만개 이상의 채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주파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는 A, A’, A’’ 셀

간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각각의 셀에서 전송하는 신호 세기를 적절히 제

한하여 동일 주파수를 사용하는 셀간의 간섭을 없애 줄 수 있어야 한다. 셀룰러 방식의 또 한가

지 장점으로는 셀의 반경이 줄어들어 이동 단말기와 기지국과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적은 전력으

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어 배터리 수명을 늘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셀룰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시스템 용량)를 상당

히 높여줄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로는 이동 단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려주는 위치 등록 기능과 이동 단말기가 다른 셀로 이동했을 때 통화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는 핸드오버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동 단말기와 통화를 하려고 하면 이동 단말기가 위치한 곳

에 신호를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위치등록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위

치등록 기능이 없다고 하면 이동 단말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기지국이 동시에 해당 

이동 단말기를 호출하여야 하지만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된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는 이동하면서 

자신이 속한 영역이 어디인지를 계속적으로 보고하게 되고, 이 보고 내용을 기록하여 남겨두고 

있어 이동 단말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이 기록을 보고 해당 영역의 기지국들만이 해당 이동 단말

기를 호출하게 된다. 핸드오버 혹은 핸드오프라고 하는 기술은, 통화중인 이동단말기가 현재의 

셀에서 이동하여 다른 셀로 옮겨가게 되더라도 통화의 끊김이 없이 다음 셀로 통화를 연결해 주

기 위한 처리 과정을 핸드오버라 한다. 현재의 셀에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작아지면 이는 결국 

이동 단말기가 현재의 기지국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신 신호의 세기가 일정 수

준 이하보다 낮아지게 되면 주변 기지국들에게 이 이동단말기를 찾아보게 하여 그중 가장 큰 신

호를 수신하고 있는 기지국에게 통화를 넘겨주게 된다. 

IV.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파는 통신,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전파 자원은 적절하게 분배되고 관리되

어야 하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이라는 것은 특정 주파수 영역을 특정 용도로 지정

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은 88~108MHz 대역, 지

상파 디지털TV 방송은 470~698MHz 대역을 사용하고 이동통신은 800MHz~2.6GHz 중 일부

대역을 사용하도록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적절히 나누어 할당하지 않는다면 신

호들이 서로 섞여서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다. KBS와 MBC가 서로 같은 주파수에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면 두 방송사의 영상과 음성이 섞여서 어떤 신호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각각

의 서비스에 대해서 원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전파자원을 라디오

방송, TV 방송, 군통신, 이동통신 등 서비스 별로 따로 할당하고 또한 동일 서비스 내에서도 필

요하다면 KBS, MBC, SBS, EBS등으로 SK Telecom, KT, LGU+등으로 세분화 하여 할당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와 통신 열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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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은	초기에는	사용주파

수	대역을	지정하던	심사할당에서	

이득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대가	

할당	방식으로,	그	이후에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경매방식에	

의한	할당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동통신 영역에 있어서 주파수 할당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983년 한국이동통신(현 SK 

Telecom)에게 처음 아날로그 이동통신 주파수 사용허가를 내준 이후 점차 그 할당 방식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진보되어 왔다. 이동통신 사업이 시작된 이후 90년대까지는 주로 

사용주파수 대역을 지정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했다. SK Telecom과 합쳐진 신세기 통신

이나 PCS 사업자로 KTF(KT), LG텔레콤 (LGU+), 한솔PCS(KTF에 통합)를 선정할 때 사용 주

파수 대역을 지정해서 분배하였다. 2000년에 전파법에 주파수 심사·대가할당 개념이 도입되

면서 2000년 이전에 분배된 주파수는 심사할당으로 간주하였고 이후 주파수는 대가할당 방식으

로 분배되었다. 심사할당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수요가 작고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를 납

부하지 않아도 되고, 대가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있고 할당대가 납부 의무가 있다. 지금에 이르러

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동통신 사업이 활성화 되

지 않았을 때, 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성 위주의 통신이 주를 이룰 당시에는 주파수에 대

한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동통신 사업에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라고 지정해 주는 방식이 심사할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다가 이동통신 가입자가 폭증하고 이동통신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주파수에 대한 경쟁

적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예상 매출액, 실제 매출액)에 대

한 대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12월 IMT-2000 주파수 할당부터는 이미 이동통신 

사업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 대가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분배되었

다. 2011년에는 대가 방식 규정내에 경매 방식에 따른 할당제도가 추가 되어 경쟁적 수요가 있

는 주 파수는 경매제도를 통하여 할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가치가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림 9>에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과 해당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상향링크와 하향링크는 신호를 전송하고 받는 것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FDD: Frequency Division Du-

plex) 방식에서 상향링크는 단말에서 기지국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향링크는 기지

국에서 단말로 신호가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WiBro 시스템은 단말의 신호 송신과 수신을 주

파수가 아닌 시간으로 구분하는 시분할 듀플렉스 (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이다.

그림 9.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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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당된 주파수는 할당 받은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또한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방식에서 특정 용도, 기술을 

지정하지 않고 해당 주파수를 적절한 용도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자유

도를 증가시켜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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