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9

국내 리 제도 개선을 한 
미국의 리규제에 한 연구

윤찬호
*
․석경휴

**

A Study on Radio Wave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the Domestic Radio Wave Management System

Chan-Ho Yoon*ㆍGyeong-Hyu Seok**

요 약

행 무선업무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 을 분석하고, 미국의 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 이고 효

율 인 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범 이다. 본 연구결과를 법 시행령, 무선업무 

 무선국종 분류기  등에 한 법제도 개정 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분류체계에 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ㆍ검

사 업무의 정합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BSTRACT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radio wave managem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reasonable 

and efficient radio wave manageme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revising the 

legal system regarding radio wave enforcement regulations, radio service and radio station classification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a detailed commentary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ew radio / radio 

stations will be prepared to increase policy compliance in practice, while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radio station licensing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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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의 발 은 인간 

상호간에 직 인 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

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통하

여 사물지능통신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지식정보사회

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는 송신설비만 갖

추면 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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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 수의 를 동일한 시간

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사물에 센서 

 통신기능을 부과하여 주로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 약 20억개의 무선통신망 속기

기가 2020년에는 약 1,000억개로 늘어나면서 미래의 

핵심 서비스로 성장할 망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은 와 같이 인간과 만물이 지능 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만물지능공간(Ambient Network)으로의 진화를 

한 핵심 인 생산요소는 자원이라는 것이다

[1-5]. 

행 무선업무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 을 

분석하고, 미국의 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

이고 효율 인 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범 이다. 본 연구결과를 법 시

행령, 무선업무  무선국종 분류기  등에 한 법제

도 제개정 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6-7].

Ⅱ. 미국의 무선국 허가 제도

2.1 무선국 허가제도

연방통신법 제301조에서는 모든 이용자는 무선

통신이나 신호를 한 장치를 사운용하기 해서 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가 불필요한 무

선국은 연방통신법 제305조(정부 소유 무선국), FCC 

규칙(CFR : Code Federal Regulation) 제15장(소출력 

무선국)  연방통신법 307조(e) 등에서 규정하고 있

다.  그림 1에서는 미국에서 허가 유형별 허가․검사 

업무에 해 나타내고 있다. FCC 무선통신국(WTB1))

에서는 호출용, PCS, 아마추어, 항공·해상용 무선국, 

Private Land Mobile Radio, Public Land Mobile 

Radio 등 민간용 무선국에 한 허가․검사업무를 시

행하고 있으며 AM/FM/TV방송국에 한 허가․검사 

업무는 FCC 미디어국(MB2))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

인 허가 차는 시설자의 허가신청, 리 주 청

의 허가심사  면허증 교부 순서로 이루어지며, 시설

자는 허가신청 에 건설허가(Construction License), 

1) WTB :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2) MB : Media Bureau

환경 향평가(Environment Assessment), 주 수 조정 

코디네이션(Coordination) 차를 밟아야 한다[8-11]. 

그림 1. 허가유형별 차
Fig. 1 Procedures by permit type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무선국 개설을 해서는 연방통신법 제307조 (a)와 

(b)의 규정에 합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시설자

의 무선국 이용에 한 공공 이익, 필요 여부  효율

인 주 수 사용 여부 충족에 한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표 1은 무선국 허가 유형에 해 정리 하 고, 

구체 인 허가조건은 FCC 규칙(CFR)에 서비스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FCC 규칙에 정해진 주 수 이용 가

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주 수 할당 가능성, 신청 필요

사항, 주 수ㆍ출력ㆍ주 수 역폭ㆍ공 선 등에 

한 기술기 , 건설허가 필요 무선국에 한 건설기한, 

환경 향평가 등에 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다[12]. 

Permission 
type

Communi
cation Object

Federal 
government
permission

Article 
305

More than 20 federal government departments 
manage frequencies allocated by NTIA, and 
NTIA manages radio station data.

General 
permission

Article 
301

It is a wireless station managed by the 
FCC and operated through the procedures 
of “Completed Construction Permi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requency Coordination”.

Comprehen
sive 

permission

CFR
Part 22 

Permit for service area and frequency block 
without individually applying for permission

permission
Unnecessary

CFR
Part 15

Regulations on the use of radio wave 
containers for weak radio waves, small power,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radiated power

표 1. 무선국 허가 유형

Table 1. Station permiss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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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선국 개설 차

① 공 건설허가

모든 무선국은 개설을 해 공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건설허가(통신법 319조) 신청서에 무선국 

설치  운용하려는 신청인의 시민자격, 재정  기술

능력, 통신상 국의 소유, 설치장소, 희망주 수, 사

용목 , 송신장치, 출력, 운용개시 정일 등 FCC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건설허가 

면제 상 무선국은 정부 소유 무선국, 아마추어국, 

이동국이며, 공공의 이익과 련된 해안국, M/W, 기

간통신사업자용 등의 무선국도 FCC의 결정 하에 면

제 하고 있다[13-14].

② 환경 향 평가

무선국 허가 시에 환경평가(EA3))를 필요로 하는 

무선국은 환경평가서를 첨부하여 FCC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 향평가 상  할 기  정리는 

표 2와 같다[15].

Impact assessment target Jurisdiction

Wilderness Area Ministry of Home Affairs

Wildlife Preserve Ministry of Home Affairs

Areas designated by the 
Endangered Species Act

Ministry of Home Affairs, Fish 
and Wildlife Service

Historic Site
History Preservation 

Committee,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Indian Religious Site Indian Tribes,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Facilities in floodplain 
(Roodplain)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tenna pylons and 
supports installed in 

residential areas
NASA

Facilities that cause 
significant topographical 

changes
US Army Corps of Engineers

Exceeding Radio 
Frequency Emission FCC의 OET4)

표 2. 무선국 환경 향평가 상  할기

Table 2. Radio st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and jurisdiction

③ 주 수 조정

무선국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존 무선국에 한 

3) EA : Environmental Assessment
4)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주 수 변경(추가, 변경) 발사 형식, ERP, 출력, 안테

나 변경, 해발고도, 설치장소 변경, 국종변경 등은 주

수 조정 차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은 Frequency 

Coordinator(주 수조정기 )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④ 허가 신청

연방통신법 제319조(a)의거, 공건설허가, 환경 향

평가, 주 수조정 이후 무선국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건

설허가 불요 무선국은 무조건 불요 무선국(정부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 이동 무선국), 조건 불요 무선국(공공

이익  편익에 부응하기 해 건설되는 공공 해안국, 

자 고정 MW국, 기간사업자용 무선국 등)이 있다[16].

⑤ 허가 심사

FCC는 일반  심사기   구체  심사기 (공통 

심사기  포함)에 따라 허가 조건을 심사하고, 30일간

의 공지기간과 10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통하여 무선

국의 혼신 여부를 주변무선국 시설자들로 부터 받는다.

⑥ 허가 기간

연방통신법 제307조에 따라 방송국은 8년 이내로 

정하고, 기타 무선국은 FCC 규칙에 따라 10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정하고 있다[16-18].

⑦ 허가  규제수수료 원가

허가  규제 수수료는 FCC 직원의 여, 공공요

, 리비 등의 원가를 산정하여 매년 수정한다.

2.3 포 허가제도

① 상 설비

FCC는 넓은 국토와 많은 수의 무선국에 한 허가

업무가 자체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에 따라, 포 허가제

도를 도입하 는데, CFR 24.11에 따른 Narrowband 

PCS, Broadband PCS, CFR 25에 따른 VSAT  일부 

주 수 역의 지구국, 주 수 Auction(경매)에 의한 

일부 무선국, 공 통신망용 가입자용 단말기기(PCS, 

Cellular Phone)에 포 허가제도를 용하고 있다.

② 개인통신서비스(PCS :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900㎒ 역의 Narrowband PCS와 1.8㎓, 19㎓, 21

㎓ 역의Broadband PCS가 해당되고, 허가유효기간

은 10년이다. 기술방식은 CDMA, TDMA, GSM 방식

만을 사용하고, Block A, B, C, F는 각 30MHz, Block 

D, E는 각 10MHz, Block C는 다시 5개 Block로 분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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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SAT5) 등

CFR 25에 따른 VSAT  일부 주 수 역의 지

구국으로서 1986년 VSAT을 Blanket License로 허가

하고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 신청 후 

48개월 내에 공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CFR 

§25.115(d) NVNG6)(항행 비정지 궤도 이동 성) 단말

기  이동 성업무 1.6/2.4㎓, 2㎓의 사업자는 FCC 

양식 312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해서도 Blanket 허

가를 신청할 수 있다[19-20].

④ 허가 불필요 무선국

연방통신법 제305조의 정부소유 무선국, 소출력 무

선국 (FCC 규칙 제15장 : 무선기기 Radio Frequency 

Devices), 연방통신법 제307조(e)(1)에서 규정하는 무

선국의 경우 허가 없이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21].

Ⅲ. 미국의 무선국 주 수 조정  허가

3.1 주 수 조정  재허가

혼신을 최소화하기 해 무선국 개설 이 에 아래

와 같이 사  혼신 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무선국의 

주 수 조정  허가를 담당하는  련 무선국 

기 은 그림 2와 같다.

무선국 허가 신청 에 주 수조정사업자(Frequency 

Coordination)는 사  차로서 CFR47의 Part 90.175에 

따라 무선국 허가조건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FCC에 통보하고 FCC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  표 의 일부로서, FCC는 특정 무선 서비스

에서 지원서 제출 이 에 주 수 조정에 한 요구사

항을 마련해왔다. 사  조정은 간섭을 최소화하고 승

인된 무선 설비의 보다 효과 인 사용을 해서 신청

자와 사용허가자가 보다 효과 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 수 사용과 선택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FCC의 사  조정 가이드라인의 유효성의 증거로서 

사실이며 산업 실무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부터 개발

하고 있다. 

5) VSAT(초소형지구국)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6) NVNG(navigational non-geostationary) MSS(Mobil-Satellite 

Service)

그림 2. 련 기 의 무선국 리
Fig. 2 Radio station management of 

radio-related organizations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잠재  간섭의 몇 가지 형태들은 매번 주 수 조정

에 의해 제어되지 않으며 FCC에 의해 규정된 특정의 

기술  표 에 의해 제어되고 주 수 조정 업무의 종

류는 표 3과 같이 정리 된다.

Dision Business information

Coordination 
Service 

oordination: Interference analysis and 
prevention with previously licensed stations
-Review: Deliberation of applicant's 
application documents
-Process: Applicant's permission for 
application documents
-Recommend: recommendation to use 
optimal frequency

S p e c t r u m 
Service  

-Interference Analysis
-Transfer Of Control
-FCC Form 600/601 Application 
Preparation
-Compute HAAT
-Search for used frequencies and rescind 
permission

표 3. 주 수 조정 업무의 종류

Table 3. Type of frequency adjustment service

주 수 조정기 은 FCC의 리 DB를 운용하

여 기 허가무선국의 정보를 리하고 허가사항은 모

든 주 수 기술 조정기 이 이용 가능 하도록 CET(: 

Communication Engineering Technology)에 제공한

다. FCC는 무선국 데이터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주

수 조정기 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혼간섭

이 발생할 경우 1차 으로 주 수 조정기 은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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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평가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나, 해결

되지 않는 경우 기술 재기  는 FCC에서 직  

장 방문하여 장비이상 유무, 법성, 주 수 기술조정 

 타당성을 검사한다.

인명안   공공안  무선국 련 주 수 조정 기

(통신규칙 제 90.20조)으로 소방용 무선국 코디네이

터(PF Fire Coordinator), 도로안 용 무선국 코디네

이터(PH Highway Maintenance Coordinator), 인명구

조용 무선국 코디네이터(PM Emergency Medical 

Coordinator), 산림보존용 무선국 코디네이터(PO 

Forestry Conservation Coordinator), 경찰안 용 무선

국 코디네이터(PP Police Coordinator), 비상통신용 무

선국 코디네이터(PS Special Emergency Coordinator)

를 두고 있다. 주 수 조정기 에 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통신법 1934 제8

조(U.S.C 158)의 무선국 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주 수조정을 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 수 

조정 항목별 비용은 표 4와 같다.

주 수 조정의무 무선국은 공공안 , 일반산업용 무

선국허가, 사설 육상 이동무선국으로, 신청 에 사  

기술  조정을 공인 주 수 조정기 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PCS, 마이크로웨이  무선국 등의 공 통신사업

자용 무선국의 경우, 사  상호조정(Prior Coordination)

으로 사업자 간에 자발 으로 간섭에 한 상호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무선국 주 수 조정 시 우리나라의 

조검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검사하고 있다.

Construction permit review
Frequency adjustment service

Frequency (MHz) Expense ($)

Citizen status of applicant 
who intends to install and 

operate radio stations

30-512MHz & 
800MHz frequency 

channels

210 (per frequency / 
site)

Financial technical skills 800MHz, 700MHz 
Narrowband channel

60 (per frequency / 
site)

Owned by a 
telecommunication partner Micro Wave 210 (first base 

station)

Installation place Range Search 125 (per site, per 
band, per report)

Desired frequency Site Search 75 (per frequency, 
per site)

purpose of use Radio wave analysis 125 (per service 
range diagram)

Transmitter Single frequency 
search

100 (per frequency / 
site)

Print Interference analysis 100 (additional 25 $ 
per additional site)

TV Band (417-512MHz), such 
as the scheduled start date of 

operation
1,000(TV engineering)

표 4. 주 수 조정항목  비용

Table 4. Frequency adjustment items and cost

3.2 일반 인 코디네이션 차

일반무선국의 경우 그림 3에서와 같이 주 수 코디

네이션 차에 의해 일반국의 주 수 조정 차와 FCC

허가 차에 의하여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다. 30일 

공지기간의 응답일은 공지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림 3. 주 수 코디네이션 차(일반국)
Fig. 3 Frequency coordination procedure(general 

station)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3.3 Prior Coordination 차

930㎒ 이상의 고정업무(Fixed Service)에 용되는 

주 수 조정 차로서 신규 시설자가 주 수조정기

(FCC)을 통하지 않고 150NMile 이내에 있는 기존의 

무선국 시설자들과 자율  코디네이션 후 그림 4에서

와 같이 사  조정은 FCC에 허가 신청하는 차에 

따라 주 수코디네이션 차를 진행한다.

그림 4. 주 수 코디네이션 차(사  조정)

Fig. 4 Frequency coordination procedure (pre-adjustment)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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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Coordination은 Fixed Service, Satellite 

Service  Cellular Service에 해당하는 무선국 허가 

차이다. Cellular Service의 경우 75NMiles(121 Km) 

이내에 있는 련자(Permittees, Licensees and 

applicants)들과 최  무선국 공 시 Coordination을 

하여야 한다7).

Ⅳ. 미국의 무선국 인증 제도

미국도 무선설비 생산, 수입  매 이 에 련

표   기술기  충족을 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업무는 FCC 기술국(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리하고 있는데, 인가심사부

(Authorization and Evaluation Division), 스펙트럼 기

술부(Spectrum Engineering Division)로 구성되어 있

으며, 로그램 리시스템  자체시험소(Test 

Laboratory)를 운 하고 있다. FCC는 인증을 모든 

상기기에 해서 획일 으로 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 차등을 두어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4.1 인증의 종류  제품별 요구되는 인증 형태

① Verification(자체 제품검증, CFR 47, section 2.902)

Verification은 제조자 는 수입업자가 제품이 기

술기 에 합하다는 것을 자체 측정방법으로 확인하

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 방법으로서, 제품시료  측정

자료를 FCC에 제출할 필요 없다. 단, section 2.957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② Certification(지정시험기  인증, CFR47, section 2.907)

Certification은 인증 신청자의 설명과 시험 데이터

를 기 로 FCC 는 지정시험기 (TCB8))에서 인증

서를 발 하는 인증방법으로 주 수 역에서 다소 

많은 불요 자  에 지를 방사시켜 범 한 제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를 상으로 하고 있다. 

상기기는 휴 화, RC 송신기, 가정용 라디오, 텔

메트리 송신기, 무선 화기, 무 기, 역 설비, 

신규 기술장비,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있다.

7) Cellular Licensees must coordinate with other licensees 
about channel usage at each transmitter location within 
121km(75miles).(47 CFR Part 22.907)

8) 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 통신 허가 기관

③ Declaration of Conformity(의무이행 당사자 제

품증명 CFR 47, Section 2.906)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은 Section 2.909에 

정의하고 있는 의무이행 당사자(Responsible party)가 

제품이 기술기 에 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품시

료  측정자료를 FCC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Section 2.1076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4.2 인증 차

① (업체 식별번호 신청) FCC에 Grantee Code9) 신청

② (FCC ID 생성) Grantee Code에 제품 식별 문

자를 추가하여 제품 식별번호(FCC ID) 생성 ※ FCC 

ID는 제품에 표기하며 모델번호로 활용

③ (첨부서류 FCC에 송부) 인증신청자는 시험성

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 설명서를 첨부

하여 FCC로 송부

④ (인증 완료) FCC는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

면 4일 이내에 가승인서를 FCC 홈페이지에 기재. 10

일후 승인서원본 발

1) 인증마크 부착 제도

기기에 한 인증 후에는 기기에 합한 라벨을 부

착하여야 한다. 라벨은 인증 종류에 따라 로고와 권고

문으로 나눠진다. 

2) FCC 인증 후 사후 리

인증 후 모든 제품에 한 기술기  이행 수 여부

를 확인하기 하여 시장에서 제품을 일부 수거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사후 리 불합격 시 제품 승

인취소, 시 지, 수거  벌 을 부과한다.

Ⅴ.  자원 확보

5.1 주 수 회수․재배치 제도

신규서비스 도입 등의 목 으로 주 수 역을 회

수․재배치하고 있는데, NTIA에서는 주 수 역에 

한 비용을 산출하고, FCC는 경매를 담당하여, 신규

9) Grantee Code : 업체 고유의 표시로 통관시나 사후관리 
등의 모든 절차에 활용되며 업체당 한번만 부여되며 신청
시 신청료 50%를 입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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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충당한다. 기 리기 인 OM

B10)는 기존사용자에게 회수로 인한 손실보상 을 지불

하고, 주 수 련 미 연방법 체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주 수 련 미 연방법 체계
Fig. 5 Frequency-related Federal Law System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주 수 회수ㆍ재배치 상 주 수 결정에 련된 규

정으로는 US Code 47 Section 923의 재배치 가능 주

수 확인, Section 924의 연방정부무선국의 철회  

제한, Section 926의 주 수 재할당에 따른 보상에 

한 권한이 있으며, 연방정부용의 주 수의 재배치 보상 

규정(CFR 47 Part 300-301)과 회수ㆍ재배치 차(연방

정부용을 상업용으로 재할당)규정으로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s(2003. 10월)가 있다.

5.2 Clearinghouse

FCC는 1996년에 M/W 역(1.85∼1.95㎓)에 PCS 서

비스 도입을 하여 재배치 담조직인 Clearinghouse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통신산업 회(PCIA11))를 

지정하 다. Clearinghouse는 주 수 재배치 시 객

이고 립 인 재배치 비용 산정을 수행함으로써 신규 

면허인과 재배치 상 면허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 수 재배치를 보다 효

율 으로 진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 을 말한다.

FCC의 비용분담계획에 의거하여 보상 액 상한

(Reimbursement Cap)을 정하여 이를 과하는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설비비용은 Link 

당 25만 달러, 철탑 철거비용은 Link 당 15만 달러로 

10) 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1) PCIA : Personal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제한하고 있다.

그림 6. Clearinghouse 주 수 재배치 흐름도
Fig. 6 Clearinghouse frequency relocation flow chart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그림 6은 Clearinghouse 주 수 재배치 흐름에 해 

표  하 고, 과근  임계구역(Proximity Threshold 

Box : PTB)은 타 무선국에 한 간섭 가능 지역 범

를 정하기 해 상정한 사각형 모양의 구역에 해 정

확한 지역범 의 설정을 해 다양한 기술  분석방법

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배치 진행 가능하고, 무선국에 

한 간섭 가능 지역 범 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무선국에 한 간섭 가능 지역 범

Fig. 7 Range of possible areas for interference to radio 

stations

※ FCC 9th Report & Order 79

5.3 주 수 회수ㆍ재배치 사례

① AWS(: Advanced Wireless Service)

차세  통신서비스를 하여 1.7㎓ 에서 90㎒ 

역폭의 주 수를 확보하기 해 재배치  손실보상 

사례로서, 2007년 3월부터 회수 재배치 작업을 진행하

는데, 확보 정 역폭 90㎒  45㎒(1,710∼1,755)

가 12개 공공기 에서 사용되고 있고, NTIA의 공공

용 주 수 재배치 흐름도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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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TIA의 공공용 주 수 재배치 흐름도
Fig. 8 NTIA's public frequency relocation flow chart
12)13)(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② 800㎒ TA(: Transition Administrator)

800㎒ TA는 800㎒ 역 재배치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FCC가 설립한 기 으로서 재배치 지침수립, 채

지정, 청구비용 검토, 재배치 비용 지 황 감시, 

일정 리,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배

치 비용을 부담하는 SprintNextel社와 재배치 상 면

허권자 사이의 비용지 에 한 상 등의 재배치 진

행을 리하여, 800㎒ 역의 상업용 셀룰러 시스템과 

공공안 용 등의 비 셀룰러 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혼

신문제의 해결을 해 회수ㆍ재배치를 시행한 사례로 

볼 수 있고, 800㎒ TA 업무 처리도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800㎒ TA 업무 처리도
Fig. 9 800㎒ TA business processing chart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Sprint Nextel社가 셀룰러용으로 사용하던 800㎒

역 신에 1.9㎓ 역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안

용 주 수를 확보하 고, 800㎒ 역 재배치 계획은 그

림 10과 같다.

12) 주파수관리실(OSM: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s)
13) 무선통신국(WTB: Wireless Telecommunication Bureau)

그림 10. 800㎒ 역 재배치 계획

Fig. 10 800MHz band relocation plan

(인용 : KCA-2012-1, 국내외 이용에 한 Licensing & 

Inspection System)

기존 재배치 사례와 달리 신규 주 수 경매 차 없

이 직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그 가로 재배치 비용

을 부담하도록 하 는데, 신규 주 수의 경제  가치

(A)가 반납 주 수의 경제  가치(B)와 재배치 소요

비용(C)의 합산결과를 과하는 경우 (A>B+C) 차액

(A-B-C)은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 다.

Ⅵ. 결론  향후개선 방향

미국의 무선국 허가 인증제도 황은 무선국 심

의 리체계로 운 되고 있고, 최근 주 수 부족

이 심화 되면서 주 수의 효율 인 이용을 해 기존 

리제도의 개선  시장원리를 반 하는 다양한 정

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박국, 항공기국 등의 인명안  련 무선국은 

검사 을 장에 견하여 기술 측정하는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육상이동국, 고정국, 기지국 등 공공

안 , 일반산업용 무선국은 무선국 허가신청 에 기

술조정기 (Frequency Coordinator)이 기술  조정  

최 사용 권고를 하는 기술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 Cellular, PCS, M/W 무선국 등 공 통신사업자

용 무선국은 사 에 행 기   상호간에 간섭 조

정을 하는 사 조정제도(Prior Coordination)를 시행한

다. 본 연구결과를 법 시행령, 무선업무  무선

국종 분류기  등에 한 법제도 개정 시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분류체계에 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

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ㆍ검

사 업무의 정합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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