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Wi-Fi 주파수
추가 개방으로 막대한 경제효과 기대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1)가 미국 내에서 유발되는 막대한 모바일 트래픽 수용을 위해 2.4GHz 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Wi-Fi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연방통신위원회의 제안으로 확대되는 Wi-Fi 주파수 자원은 약 5억 1,000만 달러(약 5,399억 원)의 서비스 관련
매출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경제효과로 이어질 전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모바일 트래픽 경감 위해 Wi-Fi 주파수 추가 개방 제의1)
▒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개인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엔터테인먼트, 뉴스, 통신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 중
• 미국 내 모바일 가입자 수는 3억 3,6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유발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13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3조 2,000억 메가바이트(MB) 규모를 달성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2) 는 미국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5년 내로 20배 이상 급증할 것이며, 미국이
조만간 주파수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향후 미국 내에서 막대한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하려면 추가로 275MHz
규모의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 Wi-Fi가 셀룰러망 대비 2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수용하면서 트래픽 오프로딩 수단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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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역시 모바일 이용자가 다수 몰리면서 트래픽 과잉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

1)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2)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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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Globalstar)가 보유한 2.4GHz
대역의 주파수 자원을 Wi-Fi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상태(’13.11.3)
• 해당 대역은 현재 미국 내에서 비인가 주파수로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영역이나,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근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스타의 주파수와 결합해 Wi-Fi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체 Wi-Fi
주파수 자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
▒ 연방통신위원회의 제안이 통과되면 2.4GHz 대역의 Wi - Fi 용 주파수 대역폭이 약 22MHz
증가하면서 전보다 33% 많은 자원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
• 또한 추가 주파수 확보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 2만여 개의 무료 Wi-Fi 핫스팟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주파수는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성통신용 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 새로 확보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별도로 단말을 구매할 필요 없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유리

추가 Wi-Fi 주파수 확보, GDP 107억 달러(약 11조 3291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 유발 기대
▒ 미국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연구센터3) 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제안에 찬성하며, 추가 Wi-Fi
주파수 확보로 미국 전역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간(’14.10.6)
• 소비자시민연구센터는 연방통신위원회의 제안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15년까지 1MHz 대역폭의
주파수 자원이 약 5억 1,000만 달러(약 5,399억 원)의 서비스 관련 매출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4) 의 인터넷 및 정보 서비스 산업 관련 공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 Wi-Fi
주파수 자원 확보는 ’15년까지 98억 달러(약 10조 3,762억 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 여기에 추가로 Wi-Fi 데이터 오프로딩 효과(Offloading effect)5) 로 인한 무선 브로드밴드 속도
향상은 9억 달러(약 9,529억 원) 상당의 GDP 상승효과가 기대되며, 총 기대효과는 107억 달러(약

11조 3,291억 원)수준

/

4)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5)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다른 네트워크로 분산하는 효과로, 이동통신망에서 Wi-Fi 망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방법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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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erican Consumer Institute Center for Citizen Research,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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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석국의 공식을 적용할 때 GDP 상승 기대치는 약 8만 8,500개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유발

▒ 소비자시민연구센터는 실제로 Wi-Fi 주파수 확대는 단순 고용 창출 이상의 다양한 형태로 경제에

단신 브리핑

기여할 것으로 관측
• 모바일 인터넷 속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모바일 단말 보급 확대로 단말 제조 및 유통 등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이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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