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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추진1.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추진

• WiBro사업자허가 (’05.3월), W/G 구성운영 (11회)

• APEC 및 ASEAN 정상회의 성공적 시연 (’05.11월, 12월)

• WiBro사업자허가 (’05.3월), W/G 구성운영 (11회)

• APEC 및 ASEAN 정상회의 성공적 시연 (’05.11월, 12월)

• 망 구축확대 (’04년 9개시 →’05년 23개시)

• 사업자 투자확대 (’04년 5,500억원 →’05년 9,000억원)

※ 단말기 수출 (’04년~’05년) : 1,120만대

• 망 구축확대 (’04년 9개시 →’05년 23개시)

• 사업자 투자확대 (’04년 5,500억원 →’05년 9,000억원)

※ 단말기 수출 (’04년~’05년) : 1,120만대

W-CDMA

WiBro

• 상호접속기준 마련, 사업자 허가 등 (’05.7월)

• 별정(’05.8월), 기간(’05.11월)서비스 개시

• 상호접속기준 마련, 사업자 허가 등 (’05.7월)

• 별정(’05.8월), 기간(’05.11월)서비스 개시

인터넷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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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방송 융합 대응2. 통신방송 융합 대응

• 통방 고위정책협의회, 실무정책협의회 개최

→ 광대역 융합서비스(BCS), DMB 등 통방융합 정책 협의

• 국조실 통방 구조개편 TFT,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적극 참여

→ 통신·방송계의 상호이해 증진 및 논의 균형성 확보

• 통방 고위정책협의회, 실무정책협의회 개최

→ 광대역 융합서비스(BCS), DMB 등 통방융합 정책 협의

• 국조실 통방 구조개편 TFT, 멀티미디어 정책협의회 적극 참여

→ 통신·방송계의 상호이해 증진 및 논의 균형성 확보

정책협력관계 형성

• 통방 통합 정책/규제를 위한 기구개편방안 검토

• 토론회 참가(98회), 전문가 면담(28회) 등 융합논의 대응

통방 융합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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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시장 유효경쟁 여건 개선3. 통신시장 유효경쟁 여건 개선

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03.7)의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03.7)의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 시내전화 (41만명), 이동전화 (763만명)

• 010번호 전환  ̀(1,288만명, 33.8%)

• 시내전화 (41만명), 이동전화 (763만명)

• 010번호 전환  ̀(1,288만명, 33.8%)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 개별사업자의 원가 및 시장경쟁을

고려한 LRIC 모형 적용 (’04.7월)

• 개별사업자의 원가 및 시장경쟁을

고려한 LRIC 모형 적용 (’04.7월)

2,500억원 400억원 600억원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개선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04.10월~, 8개)

• KT 지배적 사업자 지정 (’05. 7월)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04.10월~, 8개)

• KT 지배적 사업자 지정 (’05. 7월)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역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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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 수립 (’05.1월)

- 이동전화 등록 인증 서비스 도입 (’05.3월)

• 이동전화 보안성 강화 대책 수립 (’05.8월)

•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 수립 (’05.1월)

- 이동전화 등록 인증 서비스 도입 (’05.3월)

• 이동전화 보안성 강화 대책 수립 (’05.8월)

4. 이용자 편익 증진4. 이용자 편익 증진

• 번호 이동성 제도의 전면 시행 (’05.1월) 

• 휴대폰 060 스팸차단 서비스 실시 (’05.3월)

• 이동전화 CID 요금 무료화(SKT, ’06. 1월부터 시행)

• 번호 이동성 제도의 전면 시행 (’05.1월) 

• 휴대폰 060 스팸차단 서비스 실시 (’05.3월)

• 이동전화 CID 요금 무료화(SKT, ’06. 1월부터 시행)

통신이용의 편리성 증진

이동전화 이용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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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6년 통신시장 정책여건II. 2006년 통신시장 정책여건

유무선 결합,  통방융합 등으로 현재의 역무별 규제틀 실효성 논란 증폭

광대역융합서비스 도입 방안 등 통신방송 융합 논의 지속

유무선 결합,  통방융합 등으로 현재의 역무별 규제틀 실효성 논란 증폭

광대역융합서비스 도입 방안 등 통신방송 융합 논의 지속

통신방송
융합 가속화

통신방송통신방송
융합융합 가속화가속화

통신시장은 시장 포화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방송시장은 DMB, 월드컵 등으로 고성장 할 것으로 예상

통신시장
성장둔화

통신시장통신시장
성장둔화성장둔화

CATV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단말기 보조금 일부 허용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경쟁상황이 복잡화ㆍ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

CATV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단말기 보조금 일부 허용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경쟁상황이 복잡화ㆍ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

사업자간
경쟁 심화

사업자간사업자간
경쟁경쟁 심화심화



1. 융합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 수립

2.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3.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4.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

2006년도 정책추진 과제I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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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 등 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SO 등 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1]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1]

융합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추진융합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추진

1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2 통신ㆍ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통신ㆍ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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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

‘06. 상반기 :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06. 하반기 : 통신시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1.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1.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안 마련

추진개요추진개요추진개요

현행 서비스별 분리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개편

통신규제 틀 개편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ㆍ추진

동일한 계층에 동일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융합환경과 수평적 규제체계에 맞추어 세부 규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융합 단계별(현재, 융합이행기, 융합완료기)로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

규제제도 개선 추진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

-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과 규제제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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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

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

광대역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2. 통신ㆍ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2. 통신ㆍ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

추진배경추진배경추진배경

IT기술의 발달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등장

- 광대역융합서비스 조기 도입⇒국민 선택권 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 필요

국회 과정위, 문광위를 중심으로 통방융합 관련 입법논의가 활발

방송위,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BCS 도입ㆍ활성화 관련 제도 마련

- 진입절차 간소화 및 소유ㆍ겸영ㆍ지역사업권 등 규제를 현행보다 대폭 완화

구조개편 등 통신ㆍ방송 융합 논의 대응 및 정책방안 마련

- 국조실 주관의 통신방송융합실무준비 T/F 활동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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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3. SO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현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중인 SO의 기간통신사업자 전환(기한 : ’06.7.20)현재현재 인터넷접속역무를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중인제공중인 SOSO의의 기간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전환전환((기한기한 : : ’’06.7.20)06.7.20)

추 진 내 용추추 진진 내내 용용추진방안추진방안추진방안

SO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O 허가 추진 지원반’ 구성 · 운영

허가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감축 및 허가심사기준 개정

SO의 통신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06.3.10)

- 허가 신청요령 설명 및 상호접속 회계분리 등 기간사업자로서 의무 안내 등

추 진 내 용추추 진진 내내 용용추진일정추진일정추진일정

‘06. 3 - 5월 :  SO 허가 신청 접수 (수시 접수) 

‘06. 5 - 6월 :  허가 심사 및 대상법인 선정 (2회 분할 심사 예정)

‘06. 7월중 :  허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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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2]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2]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로 통신시장 성장 동력 확충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로 통신시장 성장 동력 확충

3 VoIP서비스 시장 정착 지원VoIP서비스 시장 정착 지원

1 WiBro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WiBro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2 W-CDMA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W-CDMA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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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Bro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1. WiBro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추진 내용추진 내용

WiBro 서비스가 원활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점검 및 애로사항 지원 필요

APEC 시연, 국제 표준화를 계기로 WiBro의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진출 적극 지원

추진 배경추진 배경

WiBro 상용화 및 활성화 기반 구축

- WiBro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및 투자계획 이행여부 점검

- WiBro에 특화된 이용요금 체계 마련 및 다양한 단말기 개발ㆍ출시 유도

국제 WiBro 포럼(컨퍼런스)과 해외로드쇼(시연) 개최 등 WiBro 해외 진출 지원

2006. 3월 ~ : WiBro 시범서비스 개시

2006. 4월 ~ : WiBro 해외로드쇼 및 국제포럼 개최

2006. 6월 : WiBro 상용서비스 개시

향후 계획향후 계획



Broadband IT Korea16정보통신진흥국

2. W-CDMA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2. W-CDMA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내용추진 내용

W-CDMA 서비스 제공지역 확대, HSDPA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활성화 필요

-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 제공

추진 배경추진 배경

W-CDMA 망을 전국 84개시로 확대하고 사업자 투자실적 점검

다양한 DBDM 단말기 출시 유도 및 상반기중 HSDPA 서비스 개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신설망 구축지역 품질측정 및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

2006. 3월 ~ : W/G 회의 개최

2006. 6월 : HSDPA 서비스 개시

2006. 12월 : W-CDMA서비스 품질측정 및 ’06년도 투자 실적 점검

향후 계획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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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IP서비스 시장 정착 지원3. VoIP서비스 시장 정착 지원

추진 내용추진 내용

’05년 070 인터넷전화 상용서비스 개시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서비스의

시장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추진 배경추진 배경

공동홍보 지원,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070 인터넷전화 활성화 기반을 확대

사업자간 원활한 서비스 연동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기술의 표준화 추진

인터넷전화에서의 긴급통신서비스(112, 119 등) 제공방안을 연구

2006. 7월 : 산학연관 공동 VoIP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2006. 9월 : 인터넷전화의 긴급통신 제공방안 마련

2006. 12월 : 사업자별 통화품질 측정 실시

향후 계획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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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상황평가 제도화경쟁상황평가 제도화

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3]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3]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기반 확충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기반 확충

1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후속조치 추진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후속조치 추진

2G↔3G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2G↔3G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4

통신방송융합 논의 및 향후방향통신방송융합 논의 및 향후방향2 상호접속제도 개선상호접속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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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후속조치 추진1.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후속조치 추진

추진개요추진개요추진개요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일몰시한 도래(’06.3.26)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정책방향

-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기여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시장자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전기통신사업법 국회의결(’06.3.2)]

- 기존 통신서비스 : 18개월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만 2년간 1회의 보조금 지급 허용

- 신규 통신서비스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 허용(예: W-CDMA, WiBro 등)

- 보조금 규제의 적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2006. 3. 17 : 지원기준, 이용기간 산정방법 등 단말기 보조금 고시안 마련

2006. 3. 27 :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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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추진개요추진개요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의한 원가와 시장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6 – ’07년 상호접속요율 확정

장기증분원가 모형에 의한 원가와 시장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6 – ’07년 상호접속요율 확정

추진현황추진현황추진현황

Top-Down
(회계정보에 기초한 효율적원가 산정)

*사업자별 영업보고서상 접속원가

검증

*모형 주요이슈 검토 및 사업자

의견수렴 중

*사업자별 ’04년 통화량 자료 검증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통해

’05 – ’09년 통화량 예측 완료

통화량 검증ㆍ예측

향후계획향후계획향후계획

’06. 2분기 : 통신망 재설계 및 사업자 의견 수렴

’06. 3분기 : FDC, Top-Down, Bottom-Up 원가 종합 검토 및 산정(안) 마련

Bottom-Up
(망재설계를 통한 원가산정)

•통신망 재설계 진행 중

-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망 구축지역 확대

2. 상호접속제도 개선2. 상호접속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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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상황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

위임 조항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상황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예정

위임 조항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

추진 내용추진추진 내용내용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추진체계 등 마련
- 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경쟁상황평가 제도 개선반” 구성ㆍ운영

- 다양한 평가지표 등의 개발 및 평가결과 분석

법 개정(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부령 및 고시)

-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구체화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고시화

향후 계획향후향후 계획계획

‘06. 1분기 :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분석

’06. 2분기 : 부령 및 고시안 마련

‘06. 1분기 :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분석

’06. 2분기 : 부령 및 고시안 마련

3.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3.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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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이용자의 역무선택권 확대 및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

신규서비스(W-CDMA)의 활성화 지원

이용자의 역무선택권 확대 및 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

신규서비스(W-CDMA)의 활성화 지원

추진 내용추진추진 내용내용

2G(셀룰러, PCS)와 3G(2GHz IMT-2000)간에 서비스 역무 또는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도입계획 수립

- 번호이동성 기술방식 및 개통절차에 관한 정책

- 비용정산 및 회수방안 등

번호이동관리센터 운영지침 정비

-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절차 정립

- 원가를 반영한 번호이동 수수료 제시

향후 계획향후향후 계획계획

2G-3G간 번호이동성 도입계획 수립( ’06년)2G-3G간 번호이동성 도입계획 수립( ’06년)

4. 2G↔3G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4. 2G↔3G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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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

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4]III.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4]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이용 환경 조성

1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 추진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 추진

2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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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추진추진 일정일정

‘06.   3월 : 불법복제 신고센타 개소 및 포상금 제도 시행

’06. 4분기 : 발 착신 인증 서비스 도입

‘06.   3월 : 불법복제 신고센타 개소 및 포상금 제도 시행

’06. 4분기 : 발 착신 인증 서비스 도입

주요 내용주요주요 내용내용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통사의 복제단말기 탐지 및 차단 기능 강화

- 발/착신 인증서비스 도입 및 복제탐지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자 투자 유도

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지속적인 단속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불법복제 근절에는 한계

※ 단속실적 : 6대(’01~’02)→1,097대(’03)→858대(’04)→6,574대(’05)

정부, 이통사,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응 노력 필요

지속적인 단속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불법복제 근절에는 한계

※ 단속실적 : 6대(’01~’02)→1,097대(’03)→858대(’04)→6,574대(’05)

정부, 이통사,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응 노력 필요

1.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 추진1.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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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예상치 못한 통화량 급증에 대비한 사전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유례없는 통화량 급증으로 ’05. 2. 28 통신대란 발생

예상치 못한 통화량 급증에 대비한 사전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 유례없는 통화량 급증으로 ’05. 2. 28 통신대란 발생

추진 일정추진추진 일정일정

2006. 2분기 :  ‘통화량급증 예보제’ 발령 기준 등 구체적 절차 마련

2006. 3분기 :  ‘통화량 급증 예보제’ 시행

2006. 2분기 :  ‘통화량급증 예보제’ 발령 기준 등 구체적 절차 마련

2006. 3분기 :  ‘통화량 급증 예보제’ 시행

주요 내용주요주요 내용내용

적극적 통신재난대응을 위한 ‘통화량 급증 예보제’ 제도화 추진

- 예보발령 기준(예시) : 월말 금융결제일 등 평상시 트래픽보다 10% 증가 시

- 예보방법 : YTN 자막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게재 및 통화량 급증 예상 캘린더 작성

- 예보내용 :  ○○일은 통화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통화자제 협조가 요구됨

2.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2.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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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

범위를 확대 추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

범위를 확대 추진

주요 내용주요주요 내용내용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330만명(’05)→360만명(’06)]

- 저소득층 감면 범위 확대

-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포함

요금감면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사업자별 요금감면 대상 표준화 유도

추진 일정추진추진 일정일정

‘06. 2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06. 3분기 : 개선안 확정 및 이용약관 반영

’06. 4분기 : 관련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06. 2분기 : 제도 개선안 마련

‘06. 3분기 : 개선안 확정 및 이용약관 반영

’06. 4분기 : 관련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3.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3.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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