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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

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

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

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

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

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

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

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

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

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FCC 규제수수료 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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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

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1993년부터 도입한 이후, 전기

통신사업자 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 촉진, 전파이용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전파사용료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 주파

수 대역이 점차 확대되고,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

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

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

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제

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

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미국을 선정하게 되었다. 

미국은 FCC에서 유‧무선사업자 등에게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처리 비용 성격의 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 및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규제수수

료(Regulatory Fee)를 징수하고 있다. 신청수수료는 면

허의 신규 신청, 변경, 갱신 등의 신청 시 부과하며, 규

제수수료는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무선통신 외에

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

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

리나라의 전파사용료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

위하다. 또한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매년 부과하지만, 전파사용료는 전

파관리 및 전파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FCC 수수료 중에서 우리나라 전파사용료 

개념에 다소 근접한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

성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규제수수료의 성격 

1. FCC의 수수료 종류 

미국 의회는 각종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FCC

에 부여하고 있다. FCC에서 관여하고 있는 수수료의 종

류로는 신청수수료, 규제수수료, 정보공개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수수료, 주파수 경매 대

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다. 

먼저 신청수수료는 각종 면허권, 장비 승인, 안테나 

등록, 관세 서류, 정식 소송, 기타 허가 및 규제조치에 

대한 처리비용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전파법에서도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재허가 또는 변경 허가, 무선설비 준공검

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적합 인증 및 적합 등록의 신

청,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및 변경신청 등에 수수료

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규제수수료는 매스미디어, 통신사업자, 무선사업자, 

국제 및 케이블TV 서비스 범주에서 연간 규제비용을 징

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파법 제67조에서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에게 해

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그러나, 부과대상

에 있어서 전파를 사용하더라도 비영리 방송국과 지상

파방송사의 방송국은 부과하지 않으며, 별정통신사업자

의 무선국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자는 전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법 처리요청에 대한 

요금이며, 주파수 경매대가는 계약금, 선불 지급, 경매

에 대한 후속 지불금액 등이 해당된다. 위약금은 법적 

위반이나 허가권 불응에 대해 부여하는 벌금이다. 

2. 법적 근거 

1993년 美 의회는 종합예산조정법(OBRA-93: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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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6003(a)에

서 규제수수료에 대한 연방통신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 이에 따라, 연방통신법 제9조는 FCC로 하여금 규

제대상이 되는 모든 영리사업자에 대해 규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 때 기존의 

각종 신청에 대한 수수료(charges)를 신청수수료(Application 

Fee)로 용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통신법 제8조(47 U.S.C. §158)는 신청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991년 10월 1일 이후 2년마다 연 소

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FCC의 면허 관련 행

정처리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한다. 신청수수료의 증감

은 모든 범주의 신청수수료에 적용된다[4]. 부과대상으

로는 신규면허, 면허변경, 면허갱신, 양도 등의 신청 시 

부과되며, 구체적으로 허가증발급(issuing permits), 시

험지원(testing applicants), 면허인증(certifying licenses), 

변경승인(authorizing transfers), 호출신호 배정 및 이

동(assigning or transferring call signs), 분쟁조정

(adjudicating disagreements) 등이다. 

통신법 제9조(47 U.S.C. §159)는 규제수수료에 대해 

규정하며,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징수하고 있다[4]. FCC 규제활동 범위로는 규제집

행(enforcement activities),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policy 

and rulemaking activities), 사용자정보서비스(user 

information services), 국제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등이 포함된다. 단, 예산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규제수수

료는 예산법에서 허용하는 총액 한도 내에서 징수된다. 

<표 1>은 FCC의 신청수수료 및 규제수수료 관련 법 조

항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3. 규제수수료 부과대상 

본고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규제수수료에 대해 논의

를 국한하고자 한다. 규제수수료는 FCC의 규제를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유·무선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방송사업자 등에도 부과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케이블 TV 시스템은 2011년 기

준으로 약 3만 4천개 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상용 무선

서비스는 이동통신(셀룰러, 메시징), BRS, LMDS 등이 

포함되고, 국제 및 위성서비스에는 국제회선, 지구국, 

우주정거장, 방송위성, 비정지위성시스템, 해양케이블 

등이 포함되며, 주간(州間) 통신서비스에는 지역교환서

비스, 유선전화서비스, 동축케이블시설 등 가장 많은 사

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디어서비스는 AM/FM 라디

오방송국, TV방송국, 위성방송국, 소출력 TV방송국, 방

송보조국 등 상업용 미디어서비스 포함된다. 

규제수수료 면제와 관련해서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아마추어무선국 운영 면허 및 이와 관련한 무선국과 서

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제수수료 면제가 적용된

다. 또한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파산되면, 탄원서 

제출을 통해 상황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또한, FCC는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규제수수료의 지급을 면제, 감경 

<표 1> FCC 신청수수료 및 규제수수료 관련 조항 

SEC. 8. [47 U.S.C. 158] APPLICATION FEES. 
(a) The Commission shall assess and collect applica-

tion fees at such rates as the Commission shall 

establish or at such modified rates as it shall es-

tablish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b)(1) The Schedule of Application 

Fees establish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re-

viewed by the Commission every two years after 

October 1, 1991, and adjusted by the Commission 

to reflect changes in the Consumer Price Index. 

 

SEC. 9. [47 U.S.C. 159] REGULATORY FEES. 
(a) GENERAL AUTHORITY.-- 

(1) RECOVERY OF COSTS.--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shall assess and 

collect regulatory fees to recover the costs of the 

following regulatory activities of the Commission: 

enforcement activities, policy and rulemaking ac-

tivities, user information services, and interna-

tional activities. 

(2) FEES CONTINGENT ON APPROPRIATIONS.--

The fee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is sub-

section shall be collected only if, and only in the 

total amounts, required in Appropriations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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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통신법 제9조 (d)). 

단, 아마추어 호출부호(Amateur Vanity Call Signs)에 대

해서는 10년간 $1.61를 일시납으로 부과하고 있다. 

4. 규제수수료 규모의 설정과 조정 

통신법에서 규제수수료는 의무조정과 변경허용으로 

매년 조정되며, 최근에는 전년도 비용을 기반으로 환경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의무조정(Mandatory 

Adjustment)은 FCC 규제활동 수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

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비례적으로 증감하며, 당해 회계

연도에 산정된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의 면

허나 단위수의 예정하지 못한 증감을 반영하여 조정된

다. 변경허용(Permitted Adjustment)은 부과대상 서비

<표 2> 규제수수료 부과대상(2013년 기준) 

구분 주요 서비스 

케이블TV 시스템 
Cable Television Systems 

○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 Licensees of CARS facilities 

상용 무선서비스 
Commercial Wireless Services 

○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CMRS) 
- CMRS cellular / CMRS mobile service / CMRS messaging 

○ Broadband Radio Service(BRS = MDS, MMDS) 
○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LMDS) 

국제 및 위성서비스 면허권자 
International and Satellite Services 
Licensees 

○ International bearer circuits 
○ Earth station licensees  
○ Geostationary space station licensees 
○ Direct broadcast satellite licensees 
○ Non-geostationary orbit satellite system licensees 
○ Submarine cable licensees 

주간(州間) 통신서비스 제공업자 
Interstate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ITSPs) 

○ fixed local exchange services and interstate long distance services  
○ CAP/CLEC (Competitive Access Provider/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 Coaxial cable (cable TV) facilities  
○ Incumbent LEC(local exchange carrier) 
○ Interconnected VoIP provider  
○ Interexchange Carrier  
○ Local Reseller  
○ Operator Service Provider  
○ Other Local and Other Toll Service Providers  
○ Payphone Service Provider  
○ Prepaid Calling Card Provider  
○ Private Service Provider  
○ Shared-Tenant Service Provider /Building LEC 
○ Stand-Alone Audio Bridging Provider/Integrated Teleconferencing Service Provider  
○ Toll Reseller 

미디어 검색 웹사이트 
Media Look-Up Website 

○ Media services licensees 

미디어 서비스 면허권자 
Media Service Licensees 

○ Commercial AM & FM radio stations 
○ FM translators and boosters 
○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s 
○ Satellite TV stations 
○ Low power television (LPTV) stations 
○ TV translators and boosters 
○ Broadcast auxiliary stations 

해양 케이블 시스템 
Submarine Cable Systems 

○ Submarine Cable System Licensee 

면제 
Exemptions 

○ Noncommercial educational(NCE) FM station licensees 
○ Full service NCE television broadcast station licensees 

※ 관련된 기지국 및 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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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추가‧삭제‧재분류 등 규제수수료 스케줄의 변경에 

해당되며, 서비스 지역, 공동/독점 여부, 공익성 변수 

및 FCC 활동으로 수수료 납부자가 받는 혜택과 관련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조정된다. 

그 절차로는 FCC가 규제수수료 설정 및 조정을 통해 

차기년도 추정 규제비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집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년도 직원 

수를 참고하여 차년도 각 규제활동 영역별로 정규직원 

수의 인력 재배치 예상을 통해 규제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데, 증가율은 7.5% 이내에서 감소율은 10% 이내에

서 조정한다. 2013년 상한 및 하한 증감률을 반영한 

FCC의 정규직원 인력 재배치 추정결과는 <표 3>과 같

다[5]. 

이후 차년도 정규직원 예상자료를 활용하여 각 사무

국에서의 규제비용 부과대상자 분류 및 지불단위를 조

정하게 되는데, 각 사무국의 정규직원 직접비용에 따라 

특정서비스가 어느 사무국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분

류하여 배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통신규제 이슈에 따라 가감해서 조정하게 된

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UHF(Ultra High Frequen-

cy)/VHF(Very High Frequency) TV 규제수수료의 단일

화 제안에 따라, 그동안 VHF 규제수수료가 UHF보다 

높았으나, 2009년 DTV 전환 이후 시장구분이 어려운 

관계로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따라 2014년부터 시

행을 건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4년부터 IPTV 시스템에 대한 규제수수료도 

추가되는데, IPTV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VoIP 서비스

의 묶음상품으로 제공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 케이블

TV는 규제수수료가 부과되고 IPTV에는 부과되지 않았

었다. IPTV와 케이블TV는 모두 FCC 미디어 사무국의 

규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케이블TV 사업자와 마

찬가지로 규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디지털 Low-power, Class A, TV 중계기/증폭기에 

대한 부과는 상기 시설의 디지털화가 2015년 9월 1일까

지 자발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으나, 전환 단계에서는 

아날로그/디지털 구분없이 하나의 모드에 부과할 수 있

도록 제안하였다.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메시지서

비스에 대한 상향 조정의 경우, 메시지서비스 가입자가 

대폭 줄어들어 가입자당 $0.08 수수료 비율을 상향 조

정해서 건의되었다. 

5. 서비스별 규제수수료 산정방식 

FCC는 차년도에 징수할 규제수수료 예상 수입액을 

산정하되, 의회의 요구수입액 규모의 100% 수준에 근

접하도록 조정하게 된다. <표 4>에서 규제수수료 산정

절차를 살펴보면, 1) 전년도 면허 DB를 참고하여 차년

도 각 서비스별 지불 단위를 추정하고, 2) 전년도 예상 

수입액과 차년도 수입요구액의 증가비율 산정, 3) 전년

도 예상 수입액에 증가비율을 적용하여 수입요구액 산

정, 4) 이를 새로 설정된 지불 단위로 나누어 차년도 수

수료 산출, 5) 이를 반올림 및 증감률 상한 조정을 통해 

서비스별 납부해야 할 연간 수수료를 산출하는 순서이

다. 5년 또는 10년의 소액 및 정액 납부대상 무선국의 

경우, 신규면허 시 규제수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수수료 조정금액에 지불단위를 곱하여 각 서비스별로 

징수될 예상 수입액을 계산하며, 이를 합산하여 총 예상 

수입액이 산정된다. 2013년 규제수수료 비중은 주간 통

신서비스 39.8%(1억 3,533만불), 케이블TV 18.0% 

<표 3> 정규직원 인력 재배치 추정 

구분 2012 년 2013 년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6.3%  6.91%

미디어국 Media Bureau 30.2% 33.69%

유선경쟁사무국  
Wireline Competition Bureau 

46.7% 39.81%

무선통신사무국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16.8% 19.59%

 <자료>: FCC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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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만불), 이동통신 17.3%(5,868만불) 순으로 부과되

었다[5].  

이러한 추정의 근거 자료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수수

료 계산은 각 서비스의 전년도 지불 단위 조정, 각종 보

고서
1)
 및 데이터베이스

2)
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기준 날

짜는 사업자 운영은 전년도 10월 1일, 가입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이다.  

Ⅲ. 서비스별 납부금액 및 예산규모 

1. 서비스 그룹별 납부금액 

<표 5>는 주요 서비스 그룹별 규제수수료 납부금액 

현황이다. 무선통신 부문에서 이동통신사업자(셀룰러, 

PCS, 주파수공용통신, 해상전화 등)는 가입자당 $0.18 

이며, 모바일 메시징 사업자(Pager, 협대역 PCS)는 가

입자당 $0.08이다. 개인육상이동서비스(PLMRS: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 마이크로웨이브, 218-

219MHz 쌍방향 무선서비스(관측감시, 원격검침, 자재

관리 등), 해안 무선전화(선박국, 해안국), 항공무선서비

스(항공국, 지상국), 아마추어 호출부호 등에 대해서는 

10년간의 규제수수료를 일시 납부하며, 일반 이동라디

오서비스는 5년간의 수수료를 일시 납부한다. 예를 들

어 마이크로웨이브는 면허당 10년간 $20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있다. 

주간(州間) 유선전화서비스는 $1 매출당 $0.00347가 

부과되며,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당 $1.02이다. 

무선케이블TV 중계서비스(CARS: Cable Antenna 

Relay Service)는 면허당 $510이고, TV방송국은 시청자 

수에 따른 시장 등급별로 정액 납부이다. 라디오 및 방

송국은 송신소 시설허가(Construction Permits)에 대해 

정액 납부이며, AM $590, FM $750, VHF TV $6,250, 

UHF TV $3,675 등이다. 미국의 라디오 및 TV방송국 

은 송신탑 및 안테나 구축을 위한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

며, FCC로부터 시설허가를 못 받으면 면허권을 운용할 

수 없다[5]. 

2. 납부방식 및 징수액의 예치 

규제수수료 납부는 2009년부터 온라인 수수료 지불

시스템인 ‘Fee Filer System’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표 4> 2013 회계연도 서비스 그룹별 FCC 규제수수료 산정 예시 

서비스 그룹 
FY 2013 
지불단위 

지불 
연수 

FY 2012 
예상수입액 

증가비율 적용된
FY 2013 

수입요구액

FY 2013
수수료 

FY 2013 
수수료 
조정 

FY 2013 
예상수입액 

주간(州間) 

통신서비스 
39,000,000,000 1 148,875,000 118,979,384 0.00305 0.00347 135,330,000

케이블TV 60,000,000 1 59,090,000 69,719,942 1.162 1.02 61,200,000

CMRS모바일 

서비스 
326,000,000 1 53,210,000 63,105,583 0.194 0.18 58,680,000

Microwave 13,200 10 2,640,000 2,853,794 22 20 2,640,000

… … … … … … … …

예상수입액   340,568,811 339,844,006  339,965,741

요구수입액   339,844,000 339,844,000  339,844,000

<자료>: FCC 13-110  

1)
 보고서: Commission licensee data bases, actual prior year

payment records, industry and trade association

projections, Wireline Competition Bureau ’ s Trends in

Telephone Service and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s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Forecast. 
2) 
데이터베이스: ULS(Universal Licensing System), IBFS(In-

ternational Bureau Filing System), CDBS(Consolidated

Database System) and COALS(C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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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FRN(FCC Registration Numb 

-er) 등록 후 로그인하면, ‘Form 159-E’ 납부서가 활성

화되어 각자 부과되는 규제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게 된

다[6]. 지불방법은 온라인 계좌이체(Fee Filer), 수표 및 

<표 5> 서비스 그룹별 규제수수료 현황(2013년) 

서비스 그룹(Fee Category) 년수 규제수수료($)

PLMRS (per license) (Exclusive Use)  10 40 

Microwave (per license) 10 20 

218-219 MHz (Formerly Interactive Video Data Service) (per license) 10 75 

Marine (Ship) (per station) 10 10 

Marine (Coast) (per license)  10 55 

General Mobile Radio Service (per license)  5 5 

Rural Radio (previously listed under the Land Mobile category)  10 15 

PLMRS (Shared Use) (per license)  10 15 

Aviation (Aircraft) (per station) 10 10 

Aviation (Ground) (per license)  10 15 

Amateur Vanity Call Signs (per call sign)  10 1.61 

CMRS Mobile/Cellular Services (per unit)  1 0.18 

CMRS Messaging Services (per unit)  1 0.08 

Broadband Radio Service (formerly MMDS/ MDS) (per license)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per call sign) 
1 

510 

510 

AM Radio Construction Permits 1 590 

FM Radio Construction Permits  1 750 

TV VHF Commercial 

Markets 1-10  1 86,075 

Markets 11-25  1 78,975 

Markets 26-50  1 42,775 

Markets 51-100  1 22,475 

Remaining Markets 1 6,250 

Construction Permits  1 6,250 

TV UHF Commercial 

Markets 1-10  1 38,000 

Markets 11-25  1 35,050 

Markets 26-50  1 23,550 

Markets 51-100  1 13,700 

Remaining Markets  1 3,675 

Construction Permits  1 3,675 

Satellite Television Stations (All Markets)  1 1,525 

Construction Permits – Satellite Television Stations  1 960 

Low Power TV, Class A TV, TV/FM Translators & Boosters  1 410 

Broadcast Auxiliaries  1 10 

CARS  1 510 

Cable Television Systems (per subscriber)  1 1.02 

Interstat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er revenue dollar)  1 0.00347 

Earth Stations 1 275 

Space Stations (per operational station in geostationary orbit)  

also includes DBS Service (per operational station)  
1 139,100 

Space Stations (per operational system in non-geostationary orbit)  1 149,875 

International Bearer Circuits - Terrestrial/Satellites (per 64KB circuit)  1 0.27 

International Bearer Circuits - Submarine Cable  1 See Table 

<자료>: FCC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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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U.S.Bank), 신용카드, 전신송금, 자동 어음 교환 

시스템 등 다양하다. 수수료가 고액인 경우 납부자의 면

허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

며, 소액인 경우 일시불로 납입하게 된다.  

규제수수료 납부기한은 2013년의 경우 2013년 9월

20일까지이다. 납부 연체 시 벌칙으로 부과되는 연체이

자는 25%이다. 만약 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의 제반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FCC는 부과대상자의 면허 관련 인‧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 면허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하

게 된다. 이 통지는 면허 소유자에게 최소 30일의 기간

을 부여하여 이 기간동안 당해 수수료를 지급하든지, 수

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든지, 기타 

지급이 면제 또는 연기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법 제9조는 FCC 규제활동 비용의 충당을 

위해 매년 규제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며, 징수

액은 美 재무부에 예치되어 FCC의 기능 수행을 위해 배

정된 예산에 포함된다. 

3. FCC 예산 추이 

(그림 1)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FCC에서 의회에 

제출한 차기년도 추정 수입액으로 FCC 예산규모 추이

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359.3백만 달러 규

모이다[7]. 

규제수수료 취지는 FCC 규제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정착의 미

비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 부족분을 의회의 

세출예산 책정으로 충당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제

도가 안정화 되면서 최근에는 징수된 규제수수료 수입

액은 100% FCC 예산으로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다.  

즉,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FCC 수입액(예산

액)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규제활동 및 정규직

원 배치에 따른 비용과 일치하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만 신청수수료의 경우, FCC에서 바로 

이용하지 못하며, 美 재무부 일반 예산에 예치되어 별도 

운용되므로 국고에 편입되는 것이다. 

FCC 예산은 관리감독사무소, 집행사무국, 무선경쟁

사무국 등 FCC 각 부서의 비용에 대해 지출되는데, <표 

6>은 2013년 예산의 부서별 지출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잠정 지출액은 346,782천 달러이며, 인당 평균 19.5만 

달러(한화 2.1억원) 수준이다[5].  

(그림 1) FCC 예산 추이(1998년~2014년, 단위: 백만$) 

<자료>: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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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은 무선국 면허에 대한 전파사용료 개념보다, 

FCC 규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대상의 유‧무선 

방송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규제비용을 부과하여 징수하

고 있다. 즉, FCC의 기능 수행과 규제활동에 의해 혜택

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되므로 무

선 면허에 국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는 FCC 비용 지

출에 대응하는 액수로 조정되고, 수입(수수료)과 지

출(예산)이 균형을 이루며 매년 갱신되고 있는 것이

다. 이에 규제수수료 취지에 부합하여 징수처와 사

용처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차년도에 징수할 

예상 수입액 추정 후, 규제비용 설정 및 조정을 통

해 대상자를 분류하고 지불단위를 조정해서 각 서비

스 그룹별 징수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무선국 형태별 산정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산

정식이 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서비스 그룹별 납부금액은 국가 간 전파

관리 제도가 상이하므로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는 어려

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부과 목적은 전파

관리 비용 및 전파진흥에 있고, 미국의 규제수수료 부과 

목적은 FCC의 비용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

과대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국 시설자에 국한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유‧무선통신 및 TV‧라디오‧케이블 

방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선국의 면허 단위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면허이지만, 미국은 지역면허가 대부분

이다. 주파수 할당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대가할

당‧심사할당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상업용 이

동통신, 방송, 위성서비스에 대해 경매가 원칙이므로 국

가 간 전파관리 제도의 특성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표 6> 최근 FCC 예산의 지출내역(단위: 명, 천$) 

구분 
2013 년 

정규 직원 수 잠정 지출

Chairman and Commissioners 31 5,509 

Consumer & Governmental Affairs Bureau 167 25,109 

Enforcement Bureau  265 48,338 

International Bureau 120 21,268 

Media Bureau 180 28,294 

Public Safety & Homeland Security Bureau 112 19,109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220 16,654 

Wireline Competition Bureau 176 30,656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4 545 

Office of Communication. Business Opportunities 12 2,003 

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 85 14,268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73 13,611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12 2,097 

Office of the Managing Director 219 102,202 

Office of Media Relations 16 2,501 

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Policy Analysis 33 5,037 

Office of Workplace Diversity 5 829 

FCC SUBTOTAL 1,730 338,032 

Office of Inspector General 46 8,750 

FCC TOTAL 1,776 346,782 

<자료>: FCC 13-110  



 

156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4호 2014년 8월  

약어 정리 

BRS Broadband Radio Services 

CARS Cable Antenna Relay Service 

CDBS  Consolidated Database System 

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OALS C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System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FRN FCC Registration Number 

IBFS  International Bureau Filing System 

LMDS 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OBRA-93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PLMRS Private Land Mobile Radio Service 

UHF  Ultra High Frequency 

ULS  Universal Licensing System 

VHF  Very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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