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요소(SMC: Spectrum Maintenance Component), 희소자원에 대한 이용료에 해
당하는 주파수 이용세(SAT: Spectrum Access Tax)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기
기면허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관리의 간접비용 부분과 이용료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세 부분이 이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킴으로 2001년 말 행정적 비용부과
(administrative charge)와 연간 전송기 또는 수신기 면허세(annual transmitter or
receiver licence tax)의 두 가지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표 2-3> 호주의 기기면허 전파사용료 개정 현황
기존

개정

․행정적 요소: 직접비용 충당

․행정적 비용부과(administrative charge)

․간접비용 충당 요소(SMC)

․연간 전송기 또는 수신기 면허세
(annual transmitter or receiver licence tax):

․세금 요소(SAT)

기존 SMC와 SAT를 포함

자료: The Productivity Commission, "Radiocommunications-Inquiry Report", 2002.7.

주파수면허 부여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으로 경매 참가비와 주파수 이용요금
(spectrum access charge)6)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면허 보유자에게 연간 주
파수 면허세(spectrum licence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은 원래 기기면허의 간접
비용 충당 요소(주파수 관리요소 : SMC)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파수면허는 일반적으
로 경매를 통해 할당되고 있으며, 주파수면허의 주파수 면허세는 경매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기면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표 2-4> 호주의 전파관련 총수익 현황
(단위 : 백만 호주 달러)

6) 주파수 이용요금(spectrum access charge)은 기기면허를 보유한 자가 주파
수면허(spectrum licence)로 전환(conversion)하는 경우에만 일회적으로 부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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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기면허-전파사용료(A)
행정적 요소
주파수 관리요소*
주파수 이용세
경매 매출(15년)**(B)
주파수면허- 전파사용료(C)
주파수 이용요금(access charge)(전환시 1회)
주파수 면허세(licence tax)(연간)
전파통신 총수익(A+B+C)
전체 ACA 지출***
전파통신 지출****

1999-2000
92.6
5.9
24.3
62.4

2000-2001
118.2
5.1
38.2
74.9

1327.9

1325.7

32.2
32.1
0.1

39.2
39.0
0.2

1452.7
50.1
37.4

1483.1
59.6
43.0

* : ITU 국제 활동 포함, ** : 주파수면허 선불금, 경매참가비, 벌칙금 포함
*** : ACA의 통신 규제비용 포함, **** : 국제 활동비용 포함
자료: The Productivity Commission, "Radiocommunications-Inquiry Report", 2002.7.

호주 정부는 규제기관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부담에 있어
직접비용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공평하지만, 간접비용의 부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규제기관의 관리에 동일한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데도 주파수
관리요소가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다른 이용자를 교차 보조하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종별면허에 대해서도 다른 면허 이용자
가 종별면허 이용자를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쟁적인 수요가 없는
주파수에 대한 기회비용의 부과 여부, 간접비용과 주파수면허 세금 등 전파사용료 항
목의 명확화, 기기면허의 전파사용료 산정공식의 개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주파수 거래

1990년대까지 호주의 모든 전파통신 면허는 행정적으로 할당되었으며, 기기면허의

- 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