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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파관리 정책은 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경매에 의한 전파통신
사업면허의 부여 전파사용료2EGULATORY &EE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이러한 제도
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구의 역할변화 등의 정책변화를 시도하
고 있다 본 논문은 &## .4)! 그리고 이들 두 기관사이의 협조와 조화업무를 담당하는 )2!# 등 미국의
전파관리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연
방 정부와 민간간의 전파자원 이용에의 조화와 장기적인 전파자원 개발을 위한 각 기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개 요
미국의 전파관리는 연방통신위원회&EDERAL
#OMMUNICATIONS #OMMISSION &## 에서 민간
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연방정부에서 이용하는 전파에 대하여는 상무
성$EPARTMENT OF #OMMERCE 하의 국가정보통신
관리청.ATIONAL 4ELECOMMUNICATIONS AND )NFOR
MATION !DMINSRATION .4)! 이 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
이 전파관리 업무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근거는
@년 통신법#OMMUNICATIONS !CTS OF  에
있다 @년 통신법에 의하면 &##는 민간이 사
용하는 전파를 공공의 이익 편익 및 수요에 부응
 여기서의 민간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의미임

하여 잠재적인 혼신의 통제 운용기준의 제정 등
을 통한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전파의 관리와 무
선국 운용은 대통령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미국의 전파관리정책이 민간용과 연방정부용
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짐에 따라 이중 구조하에
서의 상호 조화를 위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정부 각 부처 및 정부 관련 위원회의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2!#)NTERDEPARTMENT 2A
 이의 근거는 @년 통신법 제편 무선에 관한 조항
제부 총칙 제조 무선통신 및 에너지 전송에 관한 면허
제조 무선수신 방해설비 제조 위원회의 일반권이
다
 이는 @년 통신법 제조A 국가소유의 무선국 미합
중국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무선국은 대통령에 의하여 지정
된 주파수를 사용한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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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의 전파관리 체계

DIO !DVISORY #OMMITTEE 를 두어 &##와 .4)!간

역할분담은 그림  에서와 같다

업무조화를 꾀하고 있다 )2!#에는 실질적인 업
무의 수행을 위한 하부기구로서 &!3&REQUENCY
!SSIGNMENT 3UBCOMMITTEE
NING 3UBCOMMITTEE

3033PECTRUM 0LAN

)) 연방통신위원회&## 의 전파관
리 업무

434ECHNICAL 3UBCOMMIT

).')NTERNATIONAL .OTI`CATION 'ROUP 를 두

&##는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보통신분야의

고 있다 )2!#의 의장은 .4)!가 담당하고 있으

독립적인 규제기관이다 &##가 담당하는 전파관

며 하부 기구의 의장도 역시 .4)!가 담당하고 있

리 업무는 @년 통신법에 의하여 민간이 사용

다 다만 &##는 연락관LIASON 으로서 )2!#에 참

하는 전파에 대한 무선국 분류 각급 무선국이 제

여하고 있다 &## 및 .4)! )2!#의 업무조정 및

공하는 업무의 특성규정 무선국별 주파수 할당

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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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전파관리 관련 조직현황

각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출력 및 운용시간의 지

NICATIONS "UREAU 를 두고 있다 /%4는 전파관리

정 무선국의 위치 지정 등이다  &##가 전파관

에 관련된 정책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4

리 정책에 있어서의 최우선의 원칙과 기준은 @공

"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수

중의 이익이다 

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전파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

/%4는 0OLICY  2ULES $IVISION !LLOCTIONS 

#는 그림  에서와 같이 /%4/bCE OF %NGINEER

3TANDARDS $IVISION %QUIPMENT !UTHORIZATION $I

ING  4ECHNOLOGY 와 74"7IRELESS 4ELECOMMU

VISION .EW 4ECHNOLOGY $EVELOPMENT $IVISION 등
개의 $IVISION과 3PECTRUM 0OLICY "RANCH 등 개

 @년 통신법 제조 위원회의 일반권
 년 통신법 위원회의 일반권 제조 G 공중의 이익을
위해 무선이용의 개선을 연구하고 공공이익에 있어서 일반
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무선이용을 권장한다

의 "RANCH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임무는
미국 국민에게 경쟁력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파를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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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 /%4의 각 $IVISION별 주요 업무
부 서

담

0OLICY  2ULES
$IVISION

당

업

무

{ 주파수 할당에 부수하는 기술적q정책적 이슈에 관한 자문제공
{ 미국 주파수 할당표의 변화에 따르는 규칙제정 준비
{ &##가 규제하는 전파서비스용 장비 표준개발

!LLOCATION 
3TANDARDS
$IVISION

{ 전파관리와 관련된 공학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통계적 연구 및 분석 서비스 개발 및 미래 전파
이용 계획수립
{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석방법과 집행절차의 개발
{ 주파수 할당정책과 전파분배에 있어서 .4)!와 조정
{ 국내 및 국제 표준활동에의 참여 및 연방의 다른 위원회와의 표준 활동 조정

%QUIPMENT
!UTHORIZATION
$IVISION

{
{
{
{

.EW 4ECHNOLOGY
$EVELOPMENT
$IVISION

장비의 형식승인 인증 고시 및 형식허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장비인증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에 대한 공적인 지원정보제공 연락기능 제공
&## 규칙에 적용받는 장비의 시험절차 고안
&##가 사용하기 위한 전문 장비의 고안 개발 제작

{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성능 주파수 효율성 및 잠재적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분석의 수행
{ 전파 활용 개선을 위한 전파 전파PROPAGATION 및 통신시스템 연구
{ 새로운 통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부기관 비정부조직 산업계 및 기타 단체와의 연락의 유지

H표 I &## 74"의 구성 및 담당업무
구

성

#OMMERCIAL
7IRELESS $IVISION

담

당

업

무

셀룰러 서비스 개인통신 서비스 무선호출서비스 3-23PECIALIZED -OBILE 2ADIO 및 !IR 'ROUND
3ERVICE 및 "ASIC %XCHANGE 4ELECOMMUNICATIONS 2ADIO 3ERVICES 규제

%NFORCEMENT
$IVISION

위원회 규칙 명령 정책의 준수 확인 또한 요금 및 업무에 관한 공중의 질의에 대응하고 무선
통신 제공업자의 관행을 조사

0OLICY
$IVISION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법제적 사법적 규제상의 발전에 근거하여 무선통신 서비스에 적용하
는 규칙과 정책의 개발

!UCTIONS $IVISION
0RIVATE
7IRELESS
$IVISION

전파통신 사업면허 경매실시 경매절차 홍보 응모절차 관련 업무 수행 공익무선 산업무선
지상수송 및 기타 사설 이동전파 서비스 항공 해양 아마츄어 )6$3 방송에 부수되는 서비스
개인무선서비스0ERSONAL 2ADIO 3ERVICE 점 대 점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ANTENNA TOWER CLEARING
무선운용자 시험RADIO OPERATOR EXAMINATION 에 관한 사항을 규제

/bCE OF
/PERATIONS

,ICENSING
$IVISION
#USTOMER
3ERVICES
$IVISION

3-2 무선호출 0,-0RIVATE ,AND -OBILE 사설 및 상용 마이크로 웨이브 방송에 부수되는 서
비스 아마츄어 무선 )6$3 항공 및 해양 '-23'ENERAL -OBILE 2ADIO 3ERVICE 에 대한 응모 및
면허에 관한 사항 처리
무선통신서비스에 대한 응모절차 및 면허부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소비자 제조업자 기타
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 제공

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에 있다 /%4는 이를

비인증에 관한 정책제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하여 전파정책 및 주파수 할당정책 개발 실험

&## 및 관련 부서에의 자문제공 기술적인 사항

면허의 부여 스펙트럼 관리 및 분석 기술표준 장

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제공 공학적 기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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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4)!의 전파관리 관련업무
업무구분

전파계획 및
정책

주 요 내 용
{
{
{
{
{

미국 국가 주파수분배표의 개발과 수정 등 장기 국가전파이용계획 수립
)45에 대한 미국의 제안과 위치를 국무부에 대한 권고로서 준비 및 조정
연방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전파의 사용에 대한 계획과 정책개발 조정 및 수정
전파이용에 대한 대립적인 요구사항의 조정
)2!#에 대한 지침과 지도

전파관리

{ )2!#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제공
{ 전파관리 분야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파관리 인원에 대한 내부교육

전파분석

{
{
{
{

주파수 할당
및 이용

전파대역별 신규 및 기존 이용방식간의 호환성 평가 및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전파 공유기회의 결정
새로운 전자통신 시스템이 해당 주파수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지 검토
국내 및 국제 전파관련 이슈에 대한 기술적 문제의 해결
전파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석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할당 인증에 대한 요구의 검토 및 절차의 진행
{ 주파수 관리와 이용에 관련된 적합한 컴퓨터 37의 개발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개발 및 유지
{ 이동 측정차량을 이용한 연방정부 전파이용의 측정

수행 주파수 할당 및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

용COMMERCIAL 및 사설PRIVATE 전파통신 서비스

련 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유지 정부기

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파통신서비스 제공업자

관간 조화 실험 전파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

와 면허자를 규제하며 경매방식에 의한 전파통신

고 있다 이러한 /%4의 임무중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자 선정에 따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무는 전파자원의 관리에 대한 사항중 전파자원
의 할당과 할당방법에 대한 권고의 작성과 전파이
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다
74"는 년에 새로이 설립된 전파정책관


련 집행부서로서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한

&#

))) 국가정보통신관리청.4)! 의
전파관리 업무
.4)!는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전파자원 관
리의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 및 연방정부간의 효

#의 전파통신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담당한다

율적인 전파관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중간 매개

74"는 #OMMERCIAL 7IRELESS $IVISION %NFORCE

체인 )2!#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4)!의 전

MENT $IVISION 등 개 $IVISION이 있으며 이들이

파관리의 목적은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전파

담당하는 전파통신 분야는 셀룰러 전화 무선호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이며 신중한 이용촉진 그

출 개인통신 공안PUBLIC SAFETY 및 기타 상업

리고 다른 통신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하여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전파의 확보를 포함하

 74"의 신설과 그 배경에 대하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전파산업진흥정책 방안연구년 제장 주요 외국의 전
파통신 정책분석」 참조
 위성통신에 관한 사항은 &##내의 )NTERNATIONAL "UREAU에서
담당한다

는 연방정부 전파이용의 안내이다
.4)!의 전파관리 업무는 크게 ① 전파 계획
및 정책의 수립 ② 전파관리 ③ 전파 분석 ④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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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H 등 개의 "RANCH를 두고 있다 각 부서의
역할 및 담당업무는 ⅰ 연방정부 대리인으로서

NTIA

전파사용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 ⅱ 전파자원평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Associate Administrator
Deputy Associate Administrator

가SPECTRUM RESOURCE ASSESSMENTS 32!S 를 수행
하고 .4)!의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전

Director
Spectrum Plans
and Policies

파관리 정책의 추진 ⅲ .4)!의 연방전파관리 절
차 및 규정-ANUAL OF 2EGULATIONS AND 0ROCEDURES

Spectrum
Engineering
and
Analysis Division

Computer
Service
Division

Frequency
Assignment and
IRAC Administrative
Support Division

Spectrum
Engineering
Branch

Systems and
Operations
Branch

Frequency
Assignment
Branch

Spectrum
Analysis
Branch

Database
Software
Branch

IRAC
Secretariat
Branch

Systems
Review
Branch

Analytical
Model and
Development
Branch

그림  .4)!의 /3- 조직구성

파수할당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각의 업무내용은 H표 I과 같다
.4)!의 전파관리 업무의 집행은 전파 관리
전담부서인 /bCE OF 3PECTRUM -ANAGEMENT
/3- 을 두고 있으며 정책관련 자문 및 보조기
구로서 )2!#와 300!#3PECTRUM 0LANNING AND

FOR &EDERAL 2ADIO &REQUENCY -ANAGEMENT 발행 및
갱신 ⅳ '-&'OVERNMENT -ASTER &ILE 의 유지
하고 활용하여 /3-의 전파관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표 I 참조 
.4)!는 이상의 전파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의 업무절차를 설정하고 있다
I 단계  연방정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입하
기 이전단계에 해당 주파수가 가용한지를 확
인하는 과정
ⅱ 단계  새로운 시스템이 전파장애를 일으키
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으로 부터 전파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이 기능하도록 함
ⅲ 단계  주파수 할당이후 인가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사
ⅳ 단계  연방정부가 이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0OLICY !DVISORY #OMMITTEE 와 %2-!#%LECTRO

에 대하여 실제의 계획된 잠재적 이용에 대

MAGNETIC 2ADIATION -ANAGEMENT !DVISORY #OUN

한 평가 이를 통한 서비스내에 그리고 서비

CIL 등을 두고 있다

스간 주파수 공유와 주파수의 새로운 이용확

.4)!내에서 전파관리를 담당하는 /3-의 구

장에 내재할 수 있는 비호환적인 상황을 결정

성은 그림  에서와 같이 3PECTRUM %NGINEERING

ⅴ 단계  전파 사용에 대한 모든 사항의 정확

$IVISION #OMPUTER 3ERVICE $IVISION &REQUENCY

하고 시기적절한 기록의 유지

!SSIGNMENT AND )2!# !DMINISTRATIVE 3UPPORT $I

이와 같은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라 .4)!는 업

VISION 등의 개 $IVISION과 3PECTRUM %NGINEERING



무의 수행에 관한 명확한 절차와 업무 수행결과의

미국의 전파관리제도 분석

H표 I .4)! /3-의 부서별 역할 및 담당 업무
부 서

3PECTRUM
0LANS 
0OLICIES
$IRECTOR

3PECTRUM
%NGINEERING 
!NALYSIS
$IVISION

#OMPUTER
3ERVICES
$IVISION

&REQUENCY
!SSIGNMENT 
)2!#
!DMINISTRATIVE
3UPPORT $IVISION

담

당

업

무

{ 연방정부 대리인으로서 전파사용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
{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 전파필요사항 결정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전파 수요에 대한 장단기
충족계획 개발
{ 전파관리와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의 출간 및 보완
{ 전쟁시 전파이용을 위한 전쟁비상사태준비계획THE 7AR %MERGENCY 2EADINESS 0LAN 의 출간 및 유지
{ 국제 전파관리 회의에 대하여 미국의 제안과 위치에 대한 정부의 기여를 조정하고 개발 요구에
따른 관련 회의에의 참석
{ 전파자원평가SPECTRUM RESOURCE ASSESSMENTS 32!S 수행
{ 제안된 연방무선통신 시스템이 연방규칙 표준 준수여부와 호환성 평가
{ 정부부처간 발생하는 명백히 대립적인 전파이용에 관련된 기술 및 운용 사항에 대한 해결책의
분석 및 개발
{ 전파의 사용 및 규정준수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ADIO 3PECTRUM -EASUREMENT 3YSTEM에
의한 직접적인 전파이용 측정
'-&'OVERNMENT -ASTER &ILE 의 유지 활용 및 전파관리 활동 지원
전파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37 제공
&!3의 안건 및 데이타 베이스 검색에 대한 인쇄 및 배포
현재의 전파통신 시스템과 제안된 전파통신 시스템간의 잠재적 전파장애 분석용 컴퓨터 37의
개발 및 유지
{ '-&'OVERNMENT -ASTER &ILE 의 유지 및 배포
{
{
{
{

{ .4)!의 연방전파관리 절차 및 규정-ANUAL OF 2EGULATIONS AND 0ROCEDURES FOR &EDERAL 2ADIO
&REQUENCY -ANAGEMENT 발행 및 갱신
{ '-&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전문적 검색 정보 제공 주파수 할당행위의 검토 절차
조정 및 이와 관련된 데이타베이스의 유지
{ )2!#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제공

유지와 사후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여 전파관리에 대하여 .4)!를 보조하는 역할을

다

수행한다 )2!#의 기본 업무는 연방정부의 전파
사용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업무 주파수 분배 관

)6 )2!# 및 300!#

리 이용에 부수하는 정책 프로그램 절차 기술
적 기준을 개발하고 수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4)!에는 전파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자문기구와 보조기구를 두어 정책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중 )2!#와
300!#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한 연방정부의 전파정책 수립에 대하여 &##는
LIASION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민간의 의견을 대변
한다

)2!#는 년에 설립된 전파정책 자문기구

)2!#에는 그 산하에 &!3 303 43 등 개의 소

로서 전파를 사용하는 주요 연방정부의 대표와

위원회와 ).'와 개의 !D (OC 7ORKING 'RUOP을

LIAISON으로 참석하는 &## 대표 등 명으로 구

두고 연방정부의 전파이용자와 연방정부 이외의

성되어 있으며 매 개월마다의 정기모임을 통하

전파이용자간의 조화를 위한 정책의 조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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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00!#은 전파 스펙트럼의 할당과 배분에 대

&!3는 매월 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연

한 계획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전파관리의 효과

방정부의 무선국이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한 .4)

적 개선 국제회의에 대비한 준비 그리고 전

!의 할당과 조정을 지원하고 주파수 할당 요청절

파 및 통신정책을 통하여 상무성에 자문제공을

차를 위한 과정을 개발한다 303는 정부의 새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의 전문가를

운 시스템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주

통하여 ① )2!# 권고의 검토 ② 전자기 호환

파수 지원의 가능여부 결정하고 우주시스템을 고

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프로그램의 진

려한 )&2" CIRCULAR의 검토 정부의 운용을 지원하

행검토 ③ )45에 대한 준비과정과 다른 국제통

기 위한 주파수 계획의 개발을 수립한다 그리고

신조직에서의 미국의 참여를 고려하여 전파 및 다

).'는 )45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공

른 통신관련 사항에 대한 미국의 제안에 대한 지

시.OTI`CATION 와 관련된 질문서와 다른 서신을

도력과 권고의 제공 ④ 미래 전파수요를 충족시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 43는 )2!#

키기 위한 계획과 이러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3 303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할당업무를 포함하는 전략적인 전파 계획

300!#는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에 대한 권고 제안 ⑤ 전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문기구로서 년에 설립된 &-!#&REQUENCY

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 의 제안 등을 자문

-ANAGEMENT

!DVISORY

#OUNCIL 의

후신이다

한다

&-!#는 당시 대통령의 통신관련 업무 수행

300!#는 전적으로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만

기관이었던 /04/bCE OF 4ELECOMMUNICATION

을 제공하며 이러한 자문에 있어서 연방정부 및

0OLICY 에 전파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는데

년

월 행정명령%XECUTIVE /RDER  에 의하여
/40의 기능이 상무성의 .4)!로 이관됨에 따라
&-!#는 .4)!에 대하여 전파관리에 관련된 자
문을 수행하였다 년 월에 전파관리 업무
중 전파의 이용계획에 관한 필요성의 증대에 따
라 &-!#를 30!#3PECTRUM 0LANNING !DVISORY
#OMMITTEE 로 개칭하고 전파관리와 관련된 계획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년에 전파관리와
관련한 정책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0!#를 300!#로 개칭하여 전파관리에 관한 계
획 및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무성차관이 지
명한 명의 연방정부 회원과 명의 비연방정부
회원으로 구성된다 비연방정부 회원은 제조업체
학계 연구계 등의 균형된 대표성을 갖는 회원으
로 구성되며 연방정부 회원도 연방정부간의 균형
있는 대표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이와 같은 위원
의 구성에 따라 300!# 위원은 상무성은 물론 다
른 연방자문기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
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 고유의 권한
으로서 전파와 관련된 어떠한 법제화에 대하여도
 이러한 권고는 전파자원에 대한 상업적인 접근수단으로서
전파의 공동이용을 증가시키는 전파관리 기술을 포함하며
또한 전파임대의 타당성과 전파사용료의 바람직한 형태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의 전파관리제도 분석

정부 및 비정부 위원회로서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조언과 자문

수 있다

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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