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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현재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2G와 3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모두 3개의 사업자(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에게 할당되어 있으나, 가입자 기준 Orange France의
시장점유율이 46.4%에 이르고 Bouygues Telecom의 시장점유율은 18.0%에 불과한 등 경
쟁구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에 최근 프랑스에서는 2G
대역에 3G 서비스를 허용함과 동시에 2.1 GHz 대역에 4번째 3G 사업자를 진입시키고자 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프랑스에서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할당 현황과
앞으로 진행될 2G 대역에서의 3G 적용 방안, 그리고 신규 3G 사업자의 진입촉진방안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문
프랑스에서는 현재 900 MHz 대역과 1.8 GHz 대역 그리고 2.1 GHz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
수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900 MHz 대역과 1.8 GHz 대역은 GSM(2G) 서비스 대
역으로, 2.1 GHz 대역은 UMTS/IMT-2000(3G) 서비스 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3개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들 3개의 사업자는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G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인 900 MHz 대역과 1.8 GHz 대역에서 비슷한 양의 주파수를 보유
하고 있으며, 3G 이동통신 서비스 대역인 2.1 GHz 대역에서는 동일한 양의 주파수를 보유하
고 있다.
1)

Orange France는 1992년 6월에 최초로 GSM 대역 을 할당 받은 사업자이며, 2001년 8월
에 UMTS/IMT-2000 대역을 추가 할당받았다. 그리고 SFR은 1992년 6월에 두 번째로
2)

GSM 대역 을 할당 받았으며, 2001년 8월 Orange France와 함께 UMTS/IMT-2000 대역
1) 1992년 6월 최초 할당 받았으며, 1회의 갱신(2003년) 절차를 통해 할당기간이 2021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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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량
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

900 MHz paired

2 × 12.4

2 × 12.4

2 × 14.6

1.8 GHz paired

2 × 23.8

2 × 23.8

2 × 26.6

2.1 GHz paired

2 × 14.8

2 × 14.8

2 × 14.8

Total paired

2 × 51.0

2 × 51.0

2 × 56.0

2.1 GHz unpaired

5.0

5.0

5.0

Total unpaired

5.0

5.0

5.0

[그림 1] 사업자별 주파수 할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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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ygues Telecom 의 900.1900.1-904.9/945.1904.9/945.1-949.9 MHz 는 도심지역에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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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3년 4월 최초 할당 받았으며, 1회의 갱신(2003년) 절차를 통해 할당기간이 2021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다.

24 정보통신정책

동 향

3)

을 추가 할당받았다. 마지막으로 Bouygues Telecom은 1996년 5월에 세 번째로 GSM 대역
을 할당 받았으며, 2002년 12월에 UMTS/IMT-2000 대역을 추가 할당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 Orange France와 SFR 두 사업자는 2.1 GHz 대역에서의 3G
서비스 확산에 따른 한계를 프랑스 전자통신 규제기관인 ARCEP에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ARCEP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2007년 3월 ARCEP는 최종적으로 산업부 장관으로
부터 ① 3G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을 위한 900 MHz 대역의 재할당, ② 4번째 3G 면허의 발
급 건을 승인받았다.
이후 2007년 6월 ARCEP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ARCEP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1 GHz 대역에서의 4번째 3G 면허권을 발급할 계획이며, 가능하면 2008년 안에 900 MHz
대역의 재할당 또한 진행시킬 계획이다. 즉, 새롭게 선정되는 2.1 GHz 대역의 4번째 3G 사업
자에게 900 MHz 대역의 한 블록(2 × 5 MHz)을 기존 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 추가 할당해
줄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된다.
현재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은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Orange France가
46.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Bouygues Telecom은 18.0%
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에 불과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
<표 2> 사업자별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단위: 명, %)

가입자

Orange France

SFR

Bouygues Telecom

TOTAL

22,467,305
(46.4)

17,227,540
(35.6)

8,721,561
(18.0)

48,416,406
(100.0)

자료: ARCEP’s Annual Report 2006(July 2007)

현재 프랑스에서는 비교심사(Beauty Contest) 방법으로 2.1 GHz 대역에서의 4번째 사업
자 선정을 추진 중인데 2007년 6월 31일, 4번째 3G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로부터
4)

지원서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 Iliad 라는 한 개의 사업자만이 유일하게 지원하여 심사절차
가 진행되었으나, Iliad가 주파수 할당에 따른 할당대가($917m + 매출1%) 지불의사를 표
현하지 않음에 따라 2007년 10월 자동 실격처리 되었다. 그 후 ARCEP는 Iliad를 비롯한 몇
몇의 사업자들로부터 할당대가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고려해 ARCEP는 현재 할
3) 1996년 5월 최초 할당 받았으며, 2009년 12월에 할당기간이 만료되어진다.
4) Iliad는 현재 프랑스의 방송네트워크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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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가에 대한 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3G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 방안들에
5)

대한 논의는 영국 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각 국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3G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계획하는 모습에 차이점을 보이는 이
유는 각 국의 현황, 다시 말해 각 국의 주파수 할당현황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에서 차이
가 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들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가 한국과 유사하게 심사에 의한 대가할당 방식이라는 점
과, 시장경쟁상황이 3개의 사업자(1강, 1중, 1약)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고에서
살펴 본 프랑스 사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주파수 및 경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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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에서는 현재 5개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존재하는데, 2.1 GHz 대역, 1.8 GHz 대역에
서는 각각 5개, 4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반면, 900 MHz 대역에서는 2개의 사업자만이 존재한다.
5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을 봤을 때, Vodafone(21.1%), O2(27.3%), T-Mobile(24.1%),
Orange(22.0%), H3G(5.5%)로 경쟁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으나, 영국은 향후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저주파수 대역 미보유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을 우려하여 900 MHz 재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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