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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주파
수의 최대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
으로 보편적인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 FCC가 동시오름입찰
(Simultaneous Multi-Round Ascending Auction) 방식의 주파수 경매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대
전후로는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4G LTE용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제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 바 있다.
향후 5G는 기존에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던 초고대역에서 더욱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기술개발 및 표준
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5G의 성능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마다 필요한 주파수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대한 인접한
대역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대 이후 LTE 주파수 경매에 활용되었던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이 연구되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CCA의 변형된 형태인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가 최근

개발되어 덴마크에서 시행된 바 있으며, 미국에서 시행된 인센티브 경매
(Incentive Auction)의 순경매(forward auction) 규칙도 오름방식으로 무기명

블록을 경매하는 방식의 하나다. 본 고에서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여러 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5G 초고대역 주파수 경매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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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주파수 경매는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주파
수의 최대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
－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비교심사(beauty contest)방식보다는 시장원
리를 통해 주파수 이용주체 및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대가 산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제고하는 효과
● 대부분의 OECD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방법으로 경매제를
채택하여 운용
－ 198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1994년 미국에서 PCS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2000년대 초 IMT-2000(3G) 주파수 할당 시 경매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 이후 각국은 800MHz(유럽DTV 전환대역) 등 기존 대역의 정비를 통
해 확보한 주파수와 2.6GHz 등 LTE용 신규 주파수 등을 2010년대
까지 추가적으로 경매를 통해 공급
● 국가별로 주파수 공급의 정책목표, 시장상황 및 공급대역/대역폭 등에
따라 자국 환경에 적합한 주파수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 미국을 중심으로 동시오름입찰(SMRA: Simultaneous Multi-Round
Ascending Auction) 방식이 도입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음

－ 미국, 호주 등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에서는 전국 단일 면허보다는 지역
단위의 면허를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
－ 최근에는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기존
legacy 서비스의 파편화된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광대역화하여 공급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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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전후로 무기명(generic)블록의 개수 및 위치를 차례대로 정함
으로써 연속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방식이 개발되어 도입

－ 최근에는 CCA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무기명(generic)블록 경매

등이 도입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 2013년, 2016년 3차례의 주파수 경매를 시행
－ 전파법 제11조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의해 할당할 수 있도록 규정
－ 경매방식은 동시오름입찰을 기본으로 밀봉입찰을 혼합하여 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2013년에는 밴드플랜을 경매로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 도입
－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매 시 최대한
광대역 블록을 사전적으로 구성하여 공급
● 5G는 기존에 이동통신을 제공하지 않았던 3GHz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
에서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 신규 대역 공급에 있어서 사업자 선택에 따라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접한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이에 CCA, CMRA 등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의 개요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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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 동시오름입찰 방식의 특징 및 CCA 도입배경
● 동시오름입찰(SMRA) 방식은 여러 라운드를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FCC에서
최초로 채택하여 시행하는 등 널리 활용되어 왔음
－ 입찰자는 각각의 상품에 입찰하여야 하는데,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 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수요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입찰
－ 모든 상품에 더 이상의 입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매가 종료되며
최종 입찰액이 낙찰가로, 최종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됨
● 경매방식이 단순하여 입찰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입찰액 정보가 축적
됨에 따라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등 가격탐색이 가능
● 하지만, 배분과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리한
입찰경쟁이 발생하여 경매 종료 시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
－ 또한, 자금력 우위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 존재
－ 입찰자가 여러 상품(인접한 주파수)을 낙찰 받고자 하더라도 개별
상품에 입찰하여 승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주파수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4세대 LTE 기술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망구축 및 운용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단방향 최대 20MHz폭의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 시 2×5MHz폭(FDD)으로
블록을 구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사업자 선택에 따라 필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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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파편화로 인한 경제적, 기술적 효율성 훼손을 우려하여 최대한
광대역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매방식을 개발하여 도입

◆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 동시오름입찰의 개별 상품에만 입찰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CCA는 낙찰 받을 블록 수와 대역의 위치를 차례대로 결정

－ 1단계(Principal Stage)에서 낙찰 받을 블록 수, 2단계(Assignment Stage)
에서 대역의 위치를 각각 경매를 통해 결정
－ 200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서 주파수
경매 시 활용되었음
● 1단계(Principal Stage) 경매는 Primary round와 Supplementary round를
순차적으로 시행
－ Primary round: 경매인(auctioneer)이 라운드마다 공시하는 블록당
가격에 대해 입찰자는 대역별로 몇 개의 상품을 원하는지 입찰하고,
경매인은 각 라운드 종료 시 전체 입찰수량(aggregate demand)을
공시하고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라운드를 계속 진행
－ Supplementary round: 입찰자는 자신이 Primary round에서 입찰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묶음(package)별로 최종 가격을 밀봉입찰하게
되며, Primary round의 최종 라운드에서 입찰했던 상품묶음을 제외한
1)

다른 상품묶음에 대해서는 입찰할 수 있는 가격에 제한이 있음

－ 입찰자들의 입찰액을 기준으로 경매 대상 상품의 입찰액 합계가 최대가
되는 조합으로 낙찰자가 결정됨

1) 이는 입찰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묶음에 Primary round부터 진실되게 입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임. 예를 들어 relative cap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입찰자가 primary round 중 다른 상품묶음에 대해
입찰이 가능했던 eligibility를 가졌던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가격차이 이상으로 supplementary round

에서의 입찰액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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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가는 변형된 차가낙찰방식(Generalized second price rule, modified
2)

Vickery price, minimal core price)으로 결정되며 , 이는 입찰자들의

진실된 입찰을 유도하고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를 완화하기 위함임
● 2단계(Assignment Stage) 경매는 1단계에서 결정된 대역별 입찰자의
블록 수의 위치를 결정
－ 규제기관이 낙찰자 수 및 낙찰블록 수를 감안하여 연속된 대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을 제시하고, 각 조합에 대해 밀봉입찰
방식으로 원하는 대역과 가격을 결정
－ 각 조합(낙찰대역의 위치)에 대해 입찰액 합계가 가장 큰 조합을 낙찰
조합으로 선택하며, 가격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차가낙찰방식을 동일
하게 적용

◆ CCA 방식의 주요 이슈
● 경매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여 입찰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약 3~4개의 사업자만 입찰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입찰자
들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날 개연성 존재
－ 차가낙찰방식의 낙찰가 책정으로 인해 기대 수익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 스위스 CCA 사례
－ 2012년 이동통신 주파수 605MHz폭을 CCA방식으로 경매하여 총 9억
9천 6백만 스위스 프랑(약 1.23조 원)의 수익을 거둠

－ 3개 사업자(Swisscom, Orange, Sunrise)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Sunrise
사는 단위 대역폭 당 경매낙찰가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2~3배 이상 지불

2) 차가(Second price)는 입찰자가 상품을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지불하는
것임. 예를 들어 단일 상품 경매 시 차가낙찰방식은 입찰자의 입찰액이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진실된 입찰을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는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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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Sunrise사는 CCA의 경매규칙(차가낙찰방식 등)이 경쟁자로 하
여금 전략적인 입찰을 통해 후발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는
불만을 제기
<표 1> 2012년 스위스 주파수 경매 결과

사업자

낙찰 대역폭(MHz)

낙찰가(CHF)

대역폭 당 낙찰가

Swisscom

255

359.8m

1.41m

Orange

160

154.7m

0.97m

Sunrise

160

481.7m

3.01m

대역

Swisscom

Orange

Sunrise

유찰

합계

800MHz

2×10

2×10

2×10

－

2×30

900MHz

2×15

2×5

2×15

－

2×35

1800MHz

2×30

2×25

2×20

－

2×75

2.1GHz

2×30

2×20

2×10

－

2×60

TDD 2.1GHz

－

－

－

20

20

2.6GHz

2×20

2×20

2×25

2×5

2×70

TDD 2.6GHz

45

－

－

－

45

－ 주파수 대역 및 FDD/TDD 등 총 10개 카테고리, 60개 블록으로 구성
되어 공급됨에 따라 경매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
－ 제한된 입찰자 수에 따라 전략적 입찰을 할 가능성이 존재했으며, 차가
(second price) 책정방식으로 인해 가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영국 CCA 사례
－ 2013년 800MHz 및 2.6GHz 대역 250MHz폭을 CCA방식으로 경매
하여 총 23억 7천만 파운드(약 4.2조 원)의 수익을 거둠
－ 영국 정부는 경매에서 35억 파운드의 수익을 기대하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경매에서의 최종 수익은 예상보다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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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입찰자가 존재하고 주파수 블록별 가치가 상이한 경우 차가
(second price)방식의 낙찰가 결정은 이론적인 경우에 비해 실제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표 2> 2013년 영국 주파수 경매 결과
800MHz
2× 5MHz 4개 2× 10MHz 1개
(의무 미부여) (의무 부여)

2.6GHz FDD

TDD 2.6GHz

(2× 5MHz 14개) (1× 5MHz 10개)

낙찰가(£)

EE

2×5MHz

－

2×35MHz

－

£589m

O2

－

2×10MHz

－

－

£550m

Vodafone

2×10MHz

－

2×20MHz

1×25MHz

£803m

H3G

2×5MHz

－

－

－

£225m

Niche

－

－

2×15MHz

1×25MHz

£202m

2×70MHz

1×50MHz

£2,368m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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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
● 기존 CCA 방식의 경매 규칙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CCA의 1단계(Principal Stage)의 Primary round와 Supplementary round를

단순화하면서도 수요 확인 단계에서의 패키지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고안
● CMRA(Combinatorial Multi-Round Auction)는 CCA와 유사하게 무기명
(generic) 블록의 낙찰 블록 수와 위치를 차례대로 결정하는 방식이나,
1단계 경매의 입찰방식이 CCA와 다름

－ 1단계 경매에서 입찰자는 경매인이 공시하는 블록당 가격(clock price)에
대한 수요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블록 수에 대한 가격 총액
(package bid)을 추가적으로 입찰할 수 있음

－ 즉, CMRA의 1단계는 CCA의 primary round에 supplementary round의
요소를 추가하여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경매 컨설팅 기관인 DotEco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2016년 9월 덴마
크의 1.8GHz 대역 경매를 통해 최초로 시행된 바 있음
● 1단계 경매에서 각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1개의 주요입찰(headline
bid)과 여러 개의 추가입찰(additional bid)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음

－ 주요입찰(headline bid)은 각 라운드의 블록당 가격(clock price)에 대해
낙찰받고자 하는 블록 수요를 제기하는 것
－ 추가입찰(additional bid)은 패키지(총 블록 개수와 총액)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추가입찰 시 블록당 가격은 해당 라운드의 clock price보다
낮고 유보가격(reserve price) 이상이어야 함
－ 라운드에서 제시된 입찰의 조합이 경매 종료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라운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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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라운드에서 경매 종료조건이 만족되면 1단계 경매를 종료하고,
종료조건을 만족하는 각 입찰자의 블록 수와 가격을 낙찰블록 수와
낙찰가로 결정
－ 종료조건은 제시된 입찰의 조합이 i) 수요 총합이 공급 블록 수 이하
이고, ii) 수요를 제시한 입찰자의 입찰이 하나씩 포함되며, iii) 입찰액
총액이 최대가 되는 경우임
● 1단계 경매 예시: 입찰자 3명, 공급 블록 수 7개, 유보가격 25
－ 1라운드 블록당 가격 30일 때, 각 입찰자가 모두 4개의 주요입찰을
제시한 경우 종료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다음 라운드로 진행
입찰자

입찰명

입찰 구분

블록 수

총액

A

H1

주요

4

120 (=30×4)

B

H2

주요

4

120

C

H3

주요

4

120

－ 2라운드 블록당 가격 31일 때, 다음과 같이 입찰한 경우에는 (3, 2, 2)
조합이 총액 217로 종료조건을 만족하므로 종료
입찰자
A
B
C

입찰명

입찰 구분

블록 수

총액

H1

주요

3

93 (=31×3)

A1.1

추가

4

120

H2

주요

2

62 (=31×2)

A2.1

추가

4

120

H3

주요

2

62

A3.1

추가

4

120

－ 2라운드 블록당 가격 31일 때, 다음과 같이 입찰한 경우에는 (3, 2, 2)
조합의 총액이 202로 (4, 2, 0) 조합의 총액 211보다 작으므로 종료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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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A
B
C

입찰명

입찰 구분

블록 수

총액

H1

주요

4

124 (=31×4)

A1.1

추가

3

80

H2

주요

2

62 (=31×2)

A2.1

추가

4

120

H3

주요

4

124 (=31×4)

A3.1

추가

2

60

● 2단계 경매는 CCA의 2단계(assignment stage)와 동일하게 각 입찰자는
1단계에서 결정된 낙찰 블록 수의 세부대역 위치에 대해 밀봉입찰

－ 입찰액 총액이 최대가 되도록 세부대역의 승자를 결정
－ 단, CCA와 다르게 최고가(first price)로 낙찰가를 정함
● 덴마크 경매 사례
－ 2016년 9월 덴마크에서 1.8GHz 대역 130MHz폭을 CMRA의 변형된
방식(커버리지 의무 조건까지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포함)을 통해 경매
－ 3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총 10억 2,556만 DKK (약 1,704억 원)에 낙찰
<표 3> 덴마크 1.8GHz 대역 경매 결과

사업자

대역폭

가격

커버리지 의무

TT-N

2×25MHz

DKK 425,239,229

커버리지 지역 1

TDC

2×20MHz

DKK 300,159,486

커버리지 지역 2

Hi3G

2×20MHz

DKK 300,159,486

커버리지 지역 3

총 계

2×65MHz

DKK 1,025,558,201

－ 하나의 대역을 두 가지 카테고리(Lot A, B)로 구분하여 공급하여 경매의
복잡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적인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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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인센티브 경매(순경매)
◆ 인센티브 경매 개관
● 미국 FCC는 기존 방송용 주파수의 일부를 이동통신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시장 기제(market mechanism)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경매(Incentive Auction)를 고안하여 시행(2016년~2017년)
● 인센티브 경매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을 자발적으로 반납
받는 ‘역경매’와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순경매’로 구성
－ 경매 시작 전에 방송사업자들의 반납의사를 접수하여 회수 목표치
(clearing target)를 설정하여 발표

－ 역경매에서는 내림식 구간경매(descending clock auction)를 통해 회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총 금액을 결정
－ 순경매에서는 오름식 구간경매(ascending clock auction)를 통해 통신
사업자가 공급되는 주파수에 지불하고자 하는 총 금액을 결정
－ 순경매에서의 수익이 역경매 지불액, 행정비용, 채널 재배치 비용 등
충당되는 총 금액보다 큰 경우에 경매가 종료
● 4번에 걸쳐 회수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여 방송대역을 84MHz폭 회수
하여 이동통신용으로 70MHz폭 공급하는 것으로 경매가 종료
－ FCC는 Stage 4의 회수 목표치를 84MHz폭(6MHz폭 14개 채널)로
설정했으며, 이를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하여 2×5MHz폭 7개 FDD
블록(총 70MHz폭)으로 416개 시장에 총 2,912개 면허로 공급
－ 역경매 결과 방송사에게 지급하는 회수 비용은 100억 달러(약 11조 원),
순경매 결과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198억 달러(약 22.6조원)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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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센티브 경매 진행 결과

회수

순경매

목표치

공급량

1

126MHz 100MHz

2

114MHz

90MHz

3

108MHz

80MHz

4

84MHz

70MHz

역경매
진행기간
금액
’16. 5. 31~ 860억 달러
(약 100조)
’16. 6. 29
’16. 9. 13~ 546억 달러
(약 61조)
’16. 10. 13
’16. 11. 1~ 403억 달러
’16. 12. 1
(약 47조)
’16. 12. 13~ 100억 달러
’17. 1. 13
(약 11조)

순경매
진행기간
수익
’16. 8. 16~ 234억 달러
’16. 8. 30
(약 26조)
’16. 10. 19~ 216억 달러
’16. 10. 19
(약 24조)
’16. 12. 5~ 198억 달러
’16. 12. 5
(약 22조)
’16. 1. 18~ 197.7억 달러
’17. 2. 14
(약 22.6조)

◆ 무기명(generic) 블록 순경매(forward auction)
●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순경매에서는 세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하지 않는 무기명(generic) 블록에 대해 입찰자별로 개수를 정하는
오름식 구간경매(ascending clock auction)를 시행(clock phase)한 이후,
대역의 위치를 결정하는 assignment phase를 진행
－ 지역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경매를 진행하게 됨
● Ascending clock auction 단계에서 입찰자는 제시된 블록당 가격(clock
price)에 대해 몇 개의 블록을 입찰할 것인지를 제시
－ 초과 수요(수요>공급)가 발생하는 경우 경매인(auctioneer)은 다음
라운드에서 블록당 가격(clock price)을 상승하여 공지
－ 입찰자는 블록당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를 조정하여 다시 입찰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 오름식 경매가 종료
● 블록당 가격(clock price)이 불연속적으로 상승하므로 초과수요(수요>
공급)에서 초과공급(수요<공급)으로 갑자기 바뀔(jump) 가능성이 존재
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Intraround bidding을 허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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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블록당 가격(clock price)에 대한 수요 외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 가격에 대한 수요를 입찰할 수 있음
－ 이 경우 특정 가격은 직전 라운드의 최종가격(posted price)과 이번
라운드의 블록당 가격(clock price) 사이에서 제시하여야 함
* 최종가격(posted price)은 다음가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① 수요 > 공급 ⇒ 해당 라운드의 블록당 가격(clock price)
② 수요 = 공급 ⇒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하는 bid (단, 수요를 줄인 bid가
없을 경우 직전 라운드의 posted price)
③ 수요 < 공급 ⇒ 직전 라운드의 posted price

● Intra-round bidding의 입찰형태는 Simple bid, All-or-nothing bid로
구분하여 입찰할 수 있음
－ Simple bid는 특정 가격에 대한 블록 수요를 직접 제시하는 것임
∙ 예를 들어, 입찰자 A가 n라운드 최종가격 5,000원에서 6개의 수요를
제시하였는데 (n+1)라운드 clock price가 5,500원으로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를 2개로 밝힘과 동시에, 5,300원에서 4개 수요에 대한
simple bid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경매인은 intra-round bid를 낮은 가격으로부터 적용하는데,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액 및 수요에 따라 입찰자 A의 5,300원에서 수요(4개)
가 전부 반영되지 않고 5개로 결정될 수도 있음
－ All-or-nothing bid는 입찰자의 수요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반영되지 않음 (부분적인 수요 반영 안 됨)
∙ 상기 예에서 5,300원 4개 수요가 All-or-nothing bid로 제시된 경우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그 가격에서도 6개를 입찰한 것으로
인정됨
∙ 이는 짝수 개의 상품을 낙찰 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효과
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입찰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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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r-nothing bid를 하는 입찰자는 더 높은 가격에서 backstop bi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 높은 가격에서 simple bid를 제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 경매인은 공급하는 모든 대역, 블록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입찰액을 처리
－ 낮은 가격(직전 라운드 대비 입찰액 증가율)으로부터 점차 높은 가격의
입찰액을 차례대로 반영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지 체크
－ 여러 대역이 존재하는 경우 대역별 상대가격이 달라짐에 따라 초과
수요에서 초과공급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로
3)

바뀔 가능성도 존재

－ 모든 대역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clock
phase를 종료

● Clock phase에서 블록을 낙찰 받은 입찰자는 대역의 위치를 결정하는
assignment phase에 입찰할 수 있음 (입찰하지 않아도 됨)

－ 여러 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며, 입찰자는 한 라운드에서 하나의 옵션
(낙찰 받은 블록을 인접하게 배치하는 위치)에 대해 입찰할 수 있음

－ 낙찰가는 차가(second price) 방식으로 결정

3) Intra-round bid는 한 라운드 내에서 동일 대역에 대해 단조 감소 또는 증가하도록 제시되어야 함.

따라서 예산제약 하에서 입찰자는 한 대역에서 수요를 감소하면서 다른 대역에서는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수요가 증가할 때 초과공급에서 초과수요로 바뀔 수 있음

15
15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5.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가 개발되어 도입되는 추세
－ LTE 등 이동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작용
－ 2.6GHz 대역 신규 주파수 등 비교적 넓은 폭의 주파수 공급이 가능
했던 국가에서 무기명 블록 경매를 주로 시행
● 각국의 시장상황, 공급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 등에 따라 다양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이 시행되고 있음
－ CCA와 CMRA는 여러 대역에서 넓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면서
상품묶음에 대한 조합입찰(Combinatorial bid)을 감안하여 최적의
배분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
－ 미국 인센티브 경매의 순경매(forward auction)는 한 주파수 대역의
동질적인(homogenous) 상품이지만 여러 지역면허로 구분되는 경우에
효율적인 경매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방식
● 5G는 기존에 이동통신을 제공하지 않았던 3GHz 이상의 초고주파 대역
에서 넓은 대역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
－ 신규 대역 공급에 있어서 사업자 선택에 따라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접한 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명(generic) 블록
경매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기존 무기명 블록 경매는 아직까지는 LTE용 주파수 공급을 위해 활용
되었으나, 경매규칙의 주요 내용은 5G 주파수 경매에서도 활용 가능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기 위해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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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국내 주파수 경매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대역에서 회수 재배치
등을 통해 신규대역을 발굴하여 공급한 것이어서 주파수 이용효율성
측면에서 최대한 광대역화하여 블록을 구성해 공급
－ 사업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블록을
구성함으로써 주파수 파편화를 원천적으로 방지
－ 반면,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초고주파 대역의 신규대역을 공급하게
되며 사업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존재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경매방식 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매방식 개발이 필요
－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는 만큼 5G의 기술적 특성,
장비 ․ 단말 생태계 조성,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블록 구성 및 경매
설계 등에 세심한 검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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