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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미국
2018. 4. 18.(수)/ wirelessweek
FCC, 28GHz, 24GHz 대역 경매를 위한 절차 개발에 착수
https://www.wirelessweek.com/news/2018/04/fcc-starts-developing-procedure
s-28-ghz-24-ghz-auctions

【 개 요 】
o FCC는 지난해 이후 주파수 경매를 수행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이번 주에 제안했고, 두 개의
분리된 경매 절차 관련 의견수렴하는 것에 대해 화요일에 FCC의 만장일치로 방법이 승인되었음
【 주요내용 】
o FCC의 첫 번째 경매는 28GHz 대역으로 11월 14일에 시작하고, 두 번째로 24GHz 대역은 첫 번
째 경매를 마치는 즉시 시작할 예정임
o FCC 의장 Ajit Pai는 “이것이 현란한 것은 아니나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5G 무선서비스, 사물인터넷 및 많은 기술적 시작에 있어서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단계”
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함
o 경매는 약 6천개 면허로 총 1.55GHz 대역폭을 제공할 것으로, 28GHz 대역 2개의 425MHz 블록은
주(county) 기반으로 제공될 것인 반면에 24GHz 대역 7개의 100MHz 블록은 일부 경제지역
(Economic Area)으로 분배될 것임
o 또한 제안은 두 개의 경매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및 입찰과정을 가지며 “명백한 통신에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도 자문을 요청하고 있음
o FCC의 위원 Jessica Rosenworcel은 5G 네트워크로의 FCC의 첫 번째 경매를 지지하나, 5G에
대한 격렬한 글로벌한 경주(race)에 따라 미래의 높은/중간의 주파수 경매가 보다 투명하게 FCC가
계획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 “FCC가 5G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주파수 경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조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기존 제공자에서 새로운 주파수 관심자로 전체적인 무선 에코시스템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일정을 만들어보자”고 언급했으며 “리더십이 수반 된다”고도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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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멕시코
2018. 4. 19.(목)/ telecompaper
멕시코, 2.5GHz 대역 경매에 참가하지 않기로 함
https://www.telecompaper.com/news/mexicos-altan-redes-pulls-out-of-25-gh
z-band-tender—1240863

【 개 요 】
o 멕시코의 4G 공유 네트워크(Red Compartida)를 맡고 있는 Altan Redes 컨소시엄은 다가오는
2.5GHz 대역에 대해서는 참가하지 않기로 발표함
【 주요내용 】
o 멕시코 정부에 의해 제공된 2.5GHz 대역 관련한 입찰과정에 관련한 조건을 평가한 후에, Altan
Redes에 의해 설립된 컨소시엄과 이들의 주주는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사 성명을 냈으며,
대신에 700MHz 대역에서 Red Compartida를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함
o 이와 동시에, 통신규제기관 IFT는 요구한 자료를 정시에 최종 제출한 입찰자는 5개 중 2개뿐이라고
발표했고, 감시기관(watchdog)은 2500-2690MHz 대역의 총 120MHz 대역폭을 6개 20MHz 블록
으로 나누고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경매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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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싱가포르
2018. 4. 18.(수)/ telecomasia
싱가포르, 5G 주파수 경매 준비
https://www.telecomasia.net/content/singapore-auction-will-prepare-countrystelcos-5g

【 개 요 】
o 싱가포르 통신 규제기관 IMDA(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는 4월 4일에
멀티 주파수 경매를 822백만달러로 마쳤고, 이 주파수는 국가의 Smart Vision에 적시에 부여되고
IoT 및 M2M 통신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주요내용 】
o 성공적인 입찰은 M1, Singtel, StarHub 및 TPG 등 4개 사업자로 구성되며, 각각 30MHz,
75MHz, 60MHz 및 10MHz 대역폭을 가져가며, TPG는 2016년 12월 국가의 새로운 주파수 경매
에서 성공입찰한 이후 시장에 진입한 가장 새로운 사업자임
o 처음에는 싱가포르 주파수 경매에 올라온 총액은 10억 싱가포르 달러였으며, 주로 2016년 말 4
번째 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주파수 경쟁 과열로 인한 것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 주파수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 가격의 상승을 높이게 됨
- 경매 자체가 열리기도 전에 사업자들은 제공하는 총량 50MHz 이상을 요청했고, 싱가포르 통신
부문은 산업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미 이동전화 보급률이 150%를 초과했음에도 매년 수익은 약
2.76십억 달러이고 기존 모든 3개 사업자는 가입자 수 상승이 계속되고 있었음
o 2017년 4월 경매에서 700MHz, 900MHz 및 2.5GHz 대역 등 여러 대역을 진행했고 경매 규정에
따라 사업자당 4개의 2*5MHz lots을 초과할 수 없고, 700MHz, 900MHz, 2.3GHz 및 2.5GHz
대역에서 75MHz 대역폭의 주파수 소유량에 대한 캡 또한 있었음
- 제공된 주파수의 일부는 2017년 4월 1일 이래로 사업자들(telcos)에 의해 지원되지 않았던 2G
서비스를 마감함으로써 재배치된 것이었고, 주파수는 기술 중립 기반으로 경매되어 3G, 4G 또는
5G를 위한 미래 관점에서 이용이 가능함
o 1GHz 이하 대역은 도시 및 더 나은 인빌딩 침투에서 커버리지를 개선하는 데에 제공되는 반면,
2-3GHz 대역은 대량의 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에 적합함
- IMDA은 아직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에 대한 다음 라운드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이
진행되면 900MHz 및 2.5GHz 대역은 2017년 7월 1일부터 15년간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700MHz 대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고, 기존 사업자는 2018년 12월 말까지만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할 것임
o 전세계 사업자는 소비자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고, 700MHz 대역과 같은 낮은 주파수는 이를 지원하기에 이상적이라
규제기관들은 이 대역을 모바일 서비스로 할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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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자들은 이 경매가 사업자들이 자국 지역의 경매로부터 예상되는 것이 무엇
인지 징후를 살피게 될 것임
o 예컨대, 유럽에서는 오직 세 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경매를 완료했고 미래에 5G 서비스의 혜택이
인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보장될 수 있는지, 주파수를 할당하는 데에 통합된 접근을 하고 있음
- 핀란드는 2016년 11월 60MHz 대역폭을 70백만달러로 경매했고, 프랑스는 2015년 11월에
60MHz 대역폭을 3.13십억달러, 독일은 2015년 5월 60MHz 대역폭을 1.1십억 달러에 부여했으며,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면, 900MHz 대역폭은 604백만달러였음(846백만 싱가포르 달러)
- 이는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싱가포르는 MHz당, 인구당 살펴보면 1.24달러
/MHz/pop(인구), 프랑스 0.79, 독일 0.23, 핀란드는 0.21로 싱가포르가 더 높음
o 이번에 75MHz 대역폭이라는 캡으로 인해 새로운 진입자 TPG는 2.5GHz 대역에서 100MHz 대역
폭을 부여받았고, 사업자들은 소유한 주파수 총량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 새로운 주파수 분배는 900MHz 및 2.3GHz 대역에서 60MHz 대역폭을 추가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에 새로운 진입자에게 부여된 바 있고 당시에 75백만달러가 낙찰가였음
- 사업자는 70MHz 대역폭에 만족해야만 했으나 700MHz 대역을 놓친 것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였고,
이는 미래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임
o 새로운 MNO로서 TPG 존재 자체는 Ovum의 2016년 4분기 기준으로 48.3%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Singtel에 의해 지배된 모바일 부분에서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고, 네 번째 사업자는 혁신과
투자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TPG는 이미 2018년 9월까지 자국내 모바일 커버리지를 위해 214백만달러를 지출하기로 했고,
결국 이것은 소비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게 될 것임
- Ovum의 2016년 4분기 기준으로 2위 사업자 StarHub는 26.6%, 3위 사업자 M1은 23.5%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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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종실 과장(317-6148,
pjs1226@rapa.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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