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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 네트워크(BCN, 4G)의 등장으로 융합하의 상호 속에 한 제도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통 인 상호

속제도는 시간을 기반으로 통화량에 따라 부과되는 속료를 통해 확립되었으나, 이는 IP기반 서비스에 해서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융합환경하에서는 망의 형태와 무 하게 다른 사업자의 망을 어떠한 형태로도 상호 속할 

수 있는 보편  상호 속에 한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GN 환경에 합한 상호 속제

도의 평가기 을 마련하고 이 기 에 따라 다양한 상호 속 모형을 평가한다. 구체 으로는 효율 인 상호 속료 

조건, 소매요   속료 결정모형, 그리고 상호 속료 모형 안을 평가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

호 속료 산정모형을 평가할 안을 도출하고 이 안을 평가할 평가기 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기 에 따라 각 안들을 평가할 것이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set the new interconnection system under NGN. The traditional interconnection system is based on traffic, but this is not 

suitable for IP based service. Therefore, it is needed to ensure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without trouble about the network topology. This 

paper prepares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Specifically, we deduce the alternatives and evaluates the alternatives of 

interconnection settlement system based on the condition of efficient interconnection, the retail price and access charging model, and the 

previous studies evaluating and examining the various alternatives . Finally, we evaluate each alternatives by the criteria.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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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ll-IP화의 진 으로 속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속의 편익흐름이 복잡해가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IP기반으로 제공되면서 서비스별 비용배부가 용이하지 

않고 통신 거리/시간과 비용 간의 비례 계가 약화되는 

등 반 으로 원가기반의 속료 구조를 용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한 설비기반 경쟁의 진 에 따라 다양

한 유무선 우회 송경로가 등장하고, 비용분담 주체들

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NGN(BCN, 4G)을 기반으로 

하는 All-IP망 이행에 따른 련 속제도의 지속 인 정

립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QOS 기반의 All-IP망

의 상호 속은 화계망의 상호 속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속료 산정  정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음성망에서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망의 자

원을 유하므로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발신, 계, 착

신 비용이 발생하고, 소통되는 트래픽을 경로별로 정확

히 측정가능하다. 그러나 All-IP망은 동일한 백본/가입

자망을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멀티서비스 네트워크이므로 서비스별로 별도의 물리  

망을 연동하기보다는 동일한 송망의 연동 하에서 

QoS 클래스별 서비스계층 속 약이 이루어지고 동일 

QoS 클래스에 속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비교  자유

롭게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무선 화시장 모두 소매시장에서 정액형 요 제

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종량형 소매요 에 기반한 속

료 구조에 근본 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화계망 상

호 속에 정액형 속료나 무정산(bill & keep) 제도 등 

다양한 정산제도의 도입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트래

픽 불균형이 존재하고 망구축  운 비용에 차이가 있

으면 비용 유발과 비용부담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무정산을 도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인 상황이 존

재한다. 

제 2 에는 속료 정산체계와 련련 기존문헌을 

분석한다. 제 3 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정산체계 안

과 안의 평가기 을 도출하고 평가기 에 따라 각 

안들을 평가한다. 제 4 에서는 체 으로 정리하

고 정책  시사 을 제공한다. 제 5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연구

2.1. ERG (2007)

ERG (2007)은 All-IP화에 따른 상호 속료 체계에 

한 기 연구로 기존 화계망과 IP망의 도/소매 가 산

정모델을 분석하여, 화계망의 특성과 IP망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All-IP 네트워크 환경에서 CPNP, B&K, 

Hybrid 모형(B&K + CPNP) 등 속료 산정모델의 장단

을 분석하고 있다.[1]

ERG(2007)는 음성  IP 망의 도/소매 가 산정 모델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음성망 소

매 서비스의 경우 이용량에 기반한 정산모델을 채택하

고 있으며, CPP가 일반 이고 일부 국가에서만 RPP 방

식을 용한다. 소매서비스 요 의 CPP 방식은 통화시

간, 발착신자 간의 거리에 비례하여 과 하되 발신자가 

통화가 완성되기를 바란다는 가정 하에 통화 유발자이

자 통화로 인한 주 혜택자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RPP는 

발신자와 착신자가 통화의 원가를 배분하여 부담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의 소매 과  원칙은 기본 으로 

RPP로 화계망과 차이가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연결

성에 해 지불하는 요 은 크게 엑세스 가와 데이터 

송수신에 한 가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업로드보다

는 주로 다운로드에 한 가를 지불해 왔다(인터넷 이

용자는 다운로드가 업로드에 비해 많음). 즉, 역사 으

로 상당량의 인터넷 트래픽은 부분 downstream(CP의 

서버로부터 최종이용자에게로의 다운로드)에서 발생하

지만 차 intensive peering(인스턴트 메시징, 기타 어

리 이션 등)으로 인한 이용 패턴의 변화가 다운로드와 

업로드 간 트래픽 차이를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도매 가 산정모델은 CPNP와 bill & keep이 이

용되고 있다. CPNP는 발신자가 속한 네트워크 사업자가 

체 통화에 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PSTN 속료 

정산의 기본 원칙이 되어 왔다. CPNP는 각 착신망 사업

자가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어 네트워크

의 속을 허용하는 가로 받는 착신 속료를 높게 설

정하는 착신독 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B&K은 어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착신) 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발신) 모두 해당 네트워크 사

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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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RA(2007)

CRA(2007)은 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착/발

신측의 편익의 정도에 따라 소매요 과 속료로 

히 배분해 회수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제하고, 다양

한 상황에서 용 가능한 소매요 / 속료 분담체계를 

분석하고 있다.[2]

2.2.1. 효율  속료 평가 모델

CRA(2007)는 최종소비자간 편익의 분포와 네트워크 

비용의 분포를 기 으로 속료 체계의 효율성을 평가

하는 개념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편

익이 발신측에만 발생하지만 비용의 일부가 착신망에

서 유발될 경우 발착신 망간의 비용 분포와 무 하게 

CPNP가 효율 이고, 마찬가지로 편익이 수신측에만 발

생하지만 일부 비용이 발신측에 발생할 경우에는 RPNP

가 효율 이라고 주장하 다. 

2.2.2. 정책 시사

CRA(2007)은 개념  평가모델에 시장상황의 변동요

소를 반 하여 속료 산정체계(CPNP, RPNP, B&K 등)

의 경제  효율성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고 있다. 첫째 효율  상호 속료 체계 수립은 최종이

용자의 효용발생 구조와 송네트워크의 비용발생 구

조에 한 이해를 기 로 해야 한다. 

둘째, 향후 융합 서비스 네트워크에서는 서비스별, 

QoS 수 별로 효용  비용발생의 구조가 다양하게 나

타날 것으로 상되므로 그 구조의 분석  측을 토

로 각 서비스별, QoS 수 별 상호 속료 여부, 속료 수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효용이 (자체 네트워크 비용에 비해) 상 으

로 많이 발생하는 이용자를 가입자로 두고 있는 네트워

크는 타 네트워크에 상호 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넷째, 비용이 상 으로 많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는 

타 네트워크로부터의 속료 수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입자 효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요 수

이 네트워크 비용  정이윤을 반 한 비용수 과 

체로 일치한다면 이 네트워크는 타 사업자에 한 상호

속료 지불이나 징수가 불필요하다. 

2.3. Marcus & Elixmann(2008)

Marcus & Elixmann(2008)은 기존 음성통신망에 용

되는 CPNP 방식의 속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착신독

과 이로 인해 속료가 높게 유지되는 구조가 NGN 이행

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하고, 진  속료 인하를 

유도하여 NGN하에서 B&K방식의 정산체계 도입을 주

장하고 있다.[3][4][5]

2.3.1. CPNP와 착신독  문제

이미 여러 차례 언 한 바와 같이 CPNP하에서는 이

용자가 일단 한 사업자에 가입하면 그 이용자는 해당 사

업자를 통해서만 다른 이용자의 근이 가능할 때 착신

독 이 발생한다. Marcus & Elixmann(2008) 이러한 착신

독  문제는 All-IP 환경에서도 서비스 단 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입자망이 직․간 속에 의해 다

화되면 물리  망  송 수 에서의 착신독 은 발

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가 특정 가입자에 한 착

신을 서비스 수 에서 통제할 때 착신독  문제가 그

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Marcus & Elixmann(2008)은 안

으로, 서비스에 이용되는 망요소들을 고려하는 EBC요

이나 사  결정된 최 이용용량을 기 으로 하는 

CBC요 을 제안하 다. 특히 EU 지역에서 리 도입된 

CPNP 속요  제도는 높은 소매요   서비스 이용량 

축을 래하여 소비자후생을 해하는 측면이 있다

고 지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CPNP의 안으로 사업

자들이 자율 상으로 속료를 결정하는 B&K 방식이 

효과 인 효과  일 수 있으나, 사업자간 합의에만 의존

할 경우 상호 속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Marcus and Elixmann(2008)은 재 미국, 캐나다, 싱

가폴에서 택하고 있는 무정산 는 사업자간 합의 요

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CPNP 주의 유럽보다 우

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2.3.2. 정책  시사

이상의 분석에 기 하여 Marcus & Elixmann(2008)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권고하 다. 첫째, IP망에 한 

비규제 원칙 유지하되 지배  사업자가 속을 차단하

는 경우에만 개입하며, IP망에 한 요 규제가 필요한 

경우 요  수 은 규제하더라도 요  구조는 사업자의 

자율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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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ll-IP 이행과 무 하게 착신독 에 의해 속

료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후생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재의 유선망 속료 수 으로 속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1) 기존 CPNP 체계

에서 착신 속료 수  인하를 강제, 2) 유무선 사업자간 

호혜성 원칙을 제시하고 상에 의한 속료 산정을 용

인하는 방안을 권고하 다. 

2.4. Ofcom 모형

2.4.1. 2009년 5월 분석모형

Ofcom은 2011년 이후 용될 이동망 착신 속료 규

제 평가에서 시장  규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 

국의 이동망 착신 속료 규제인 LRIC+ 방식, 규제 폐지 

 서로 속료를 정산하지 않는 방식인 B&K를 포함한 

총 6가지 규제 옵션을 제시하 다.

그림 1은 이동망 착신 속료가 인하될 경우 경제  

기 효과를 시 으로 보여주고 있다. Ofcom의 시

에 따르면, 규제 안별 속료 수 은 LRIC+ > LRMC 

>Reciprocity > B&K 순이며, B&K로 갈수록 네트워크 활

용을 증진하고, 유무선 융합에 합한 정산방식이며, 통

화 외부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속료 산정방법에 따른 속료 수 변화
Fig 1. Interconnection charge variation by Settlement 

method change 

2.4.2. 2010년 4월 규제옵션 검토

Ofcom은 이해 계자의 의견 수렴  자체 단 결과, 

경제  효율성, 규제의 실행가능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

여 규제 폐지, 용량기반 속료, 유무선 상호주의, 무정

산 규제 옵션을 철회하 다.[6]

2010년 4월 보고서에서 Ofcom은  4가지 옵션을 배

제하고, 원가기반의 속료 산정 안으로서 LRIC+와 

pure LRIC에 한 장단 을 비교 ․ 분석하여 pure LRIC

를 Ofcom의 속료 규제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효율성 단의 첫 번째 질문은 이동통신사업

자의 고정  공통비 회수방식으로 착신 속료를 통한 

분당 마크업(linear mark-up)과 소매요  회수 방식  어

느 방식이 더 효율 인가 하는 것이다. LRIC+방식은 고

정  공통비를 분당 마크업으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pure LRIC 용에 따

라 착신 속료가 낮아져 소매가격설정의 유연성이 커

지는 상황에서는 소매요 의 고정 요  부분에서 고정 

 공통비를 회수하는 것이 경제 으로 효율 이다. 

동태  효율성 측면의 분석은 LRIC+가 이동망 사업

자의 원가회수에는 유리하여 투자에 한 유인을 더 증

가시킬 수 있다는 단이 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효율성을 종합 으로 단할 때 LRIC+와 pure 

LRIC는 거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배분  효율성 

측면에서는 pure LRIC가, 동태  효율성 측면에서는 

LRIC+가 약간 우 가 있다는 것이 Ofcom의 단인 것

으로 보인다.

경쟁에의 향으로 Ofcom은 pure LRIC방식 용 시, 

이동 사업자 간 경쟁 왜곡의 요인이 되는 망내/망외

(on-/off-net) 통화요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에 정 인 향을  수 있으며 유무선 

간 속료 격차가 축소되면,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사업

자의 요  설정 유연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용자에 한 분배효과로서 Ofcom은 이동망 

속료 인하가 소매요 의 구조와 수 에 향을 주어 

소매 요 의 유연성과 체 인 이용자 후생수 이 증

가할 것으로 상하지만, 실제로 속료와 소매요 의 

계, 속료 인하에 한 사업자의 략 인 행동의 효

과, 속료 인하의 가입률에의 향  이용자 그룹 간 

후생 분배의 메카니즘 등 다양한 이슈에 한 심도 있는 

추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  규제에의 향으로 두 가지 속료 산정방

식이 사업자  규제기 에 주는 부담, 규제 실패의 험 

등의 측면에서는, pure LRIC가 재까지 셋업되어 진행

되는 LRIC+ 모형에 비해 새로운 자료 제시와 모형 구

에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pure LRIC 요율이 LRIC+방식

에 비해 원가 동인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지는 등

(pure LRIC는 공통비 배부 등의 과정이 생략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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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오류 가능성이 어 양 모형 간 우 를 명확히 

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Ofcom의 입장이다.

상기 LRIC+와 pure LRIC의 장단 에 한 Ofcom의 

최종 결론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하지만 Ofcom

은 EC 권고안에 충실한 pure LRIC를 번 속료 규제

안으로 최종 제시하고 있다.

Ⅲ. 정산체계 안분석 

3.1. 평가기 의 도출

속료 산정모형 평가는 먼  평가 상과 평가기

을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 상은 앞에서 살펴본 속료 

모형과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연구 모형에서 분석

된 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CPNP(Pure LRIC, LRIC Plus, CBC)

∙ RPNP

∙ B&K

평가기 으로 첫 번째 기 은 먼  소매요   속

료 결정 모형과 효율 인 속료의 기본조건에서 요

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배분  효율성을 선정하 다. 이 

기 은 속료가 소비자의 효용구조와 네트워크의 비

용구조를 잘 반 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선정된 것이

다. 두 번째 기 은 착신독 의 배제이다. 이 기 은 소

매요   속료 결정모형과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

존연구로부터 착신부분 독 성에 의한 소매시장 왜곡

을 배제하는 것이 요한 것으로 단하 다. 세 번째 기

은 소매요  구조 반 이다. 이는 소매요   속료 

결정모형, 효율 인 속료 기본조건과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 연구로부터 선정되었다. 네 번째 기 은 비

효율  속의 배제이다. 이 기 은 효율 인 속료 기

본조건에서 도출되었다. 다섯 번째는 동태  효율성이

다. 이 기 은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연구로부터 도

출되었다. 동태  효율성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투자

유인이나 기술 신의 유인을 으로써 향후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섯 번째 

기 은 사업자와 규제에의 향이다. 이 기 은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일곱 번째 기

은 QoS 제공이다. QoS 제공은 효율 인 속료 기본

조건과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되

었다. 

평가기 의 도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평가기 의 도출근거
Table 1. The Induction of Evaluation Criteria

평가기

도출근거

소매요   

속료 결정 

모형

효율 인 

속료의 

기본조건

속료 모형을 

평가한 기존 

연구

배분  효율성 〇 〇

착신독 〇 〇

소매요 구조 

반
〇 〇 〇

비효율  속의 

배제
〇

동태  효율성 〇

사업자  

규제에의 향
〇

QoS 제공 〇 〇

평가 안과 평가기 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평가 안과 평가기
Table 2. Alternatives and Evaluation Criteria 

평가 안 평가기

1. CPNP

 - pure LRIC

 - LRIC +

 - CBC

2. RPNP

3. B&K

1. 배분  효율성

2. 착신독

3. 소매요 구조 왜곡방지

4. 비효율  속의 배제

5. 동태  효율성

6. 사업자  규제에의 향

7. QoS 제공

3.2. 평가기 별 속료 산정모형 분석

3.2.1. 배분  효율성

배분  효율성은 요 이 증분비용에 가깝게 책정됨

으로써 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과 련된 것이

다. 따라서 배분  효율성 달성여부를 단하기 해서

는 소비자의 효용구조와 비용구조를 악하는 것이 가

장 요하다.

3.2.1.1. 효용구조(양면시장구조)

최  속료 결정의 제조건으로 착발신측 소매요

이 각각 효용 발생 구조를 반 하여 배분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통상 으로 서비스의 편익은 상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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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복수의 최종 이용자 양측에서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편익이 어떤 비율로 발생하는지를 악할 수 있다면 

가 더 많은 소매요 을 지불하는 것이 효율 인지 결정

할 수 있다. 만약 이용요 이 효용수 보다 높게 설정되

면 서비스 이용 인센티 는 그만큼 해된다. 이는 양면

시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7] 

그림 2와 같이 양면시장에서는 랫폼을 이용하는 그

룹 A와 B에게 부과하는 요 의 합계[요 A +요 B]가 

일정하더라도 요 의 구조가 사업자 이윤, 소비자 후생, 

시장 효율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2. 양면시장 개념도
Fig 2. The Concepts of Two-side Market

통신시장은 양면시장  특성이 있다. 통 인 음성

화는 발신자와 착신자간 양면시장  특성이 일부 나

타나지만 그룹 간 구분은 뚜렷하지 않다. 반면 인터넷

의 경우 ISP가 CP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형 인 양면

시장 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 시장  

특성은 소매시장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거래 계인 속료에도 향을 미친다. All-IP화에 의

해 통신망은 이용자와 온라인 사업자 양측에 랫폼을 

제공하고 매개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강화될 것으로 

상된다. 최근의 양면시장 이론은 기존의 규제원칙들

과는 상당히 다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융합 네트워크에서는 효용발생 

구조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

으므로 소매요   속료 구조 역시 이를 반 할 필요

가 있다. 

3.2.1.2 비용구조

원칙 으로 소매요 과 속료는 개별 네트워크사

업자의 비용을 보 할 수 있고 투자유인을 보호할 수 있

는 수 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요 과 

속료가 비용수 에 맞게 설정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제공 유인은 왜곡, 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료는 요 수입을 사업자간 재배분하는 역할을 

하므로 속료의 부담주체, 수   구조는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다. 속료는 지불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

용요소이므로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속

료 구조가 소매요  구조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 , 소매요 은 정액제인데 속료가 종량제라면 

정액의 소매 요 수입으로 늘어나는 속료 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속 이용사업자는 체

인 수익구조상 더 많은 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론  

에서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기 해서는 최  소매

요 / 속료는 한계비용 수 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

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정비 회수  실제 계산가

능성 등 실  제약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램지 요

이나 평균비용 요 이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3.2.1.3. 용

아래의 그림 3은 특정 메시지에 한 소비자간의 편

익  네트워크 비용의 분포가 주어진 경우 경제 으로 

효율 인 상호 속 모형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나타

내고 있다. 이 그림은 메시지의 총편익이 총비용과 동일

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자료: CRA(2007)

그림 3. 편익과 비용분포에 따른 상호 속모형 효율성
Fig 3. The efficiency of Interconnection Models 

in Benefit and Cost 

발신측에 해서만 편익이 발생하지만, 비용의 일부

가 착신망에서 유발될 경우 발신측 망간의 비용분포와 

무 하게 CPNP가 효율 이다. 마찬가지로 수신측만이 

편익을 향유하지만 비용의 일부가 발신망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RPNP가 효율 이다.

그림의 각선은 효율 인 속료 수 이 0, 즉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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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식이 되는 경로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유도가 가

능하다. 

∙ 오직 하나의 당사자에게만 편익이 발생하고 해당 당

사자가 속한 네트워크에서만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각선의 양 끝단), 이 비용을 회수할 효율 인 방법은 

비용을 유발한 해당 소비자에게 과 하는 것이므로 

속료는 0이 된다.

∙ 양측이 동일하게 편익을 얻고, 착신비용이 발신비용

과 동일할 경우(그림의 A ), 효율 인 속료는 0가 

된다.

∙ A 의 상황과 비교하여 발신측/수신측이 더 많은 편

익을 얻고 발신망/수신망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

반할 경우( 각선상의 이동), 0의 속료는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0의 속료를 나타내는 각선의 좌측은 CPNP가 효

율 인 부분을 나타내고, 우측은 RPNP가 효율 인 역

을 나타낸다. 실제 으로 메시지의 총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속료가 결정된다면 메

시지 발신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실에 있어 속은 많은 당사자와 여러 서비스 유형

간에 메시지 교환형태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최 인 

모형을 찾기는 어렵다. 개별 메시지들은 소매 고객간의 

편익분포뿐만 아니라 총가치도 상이하다. 따라서 효율

인 메시지 발신이 최 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비효율

인 메시지 발신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호 속

모형이 시장에서 효율 이다.

의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가정으로부터    

여기서  (originating benefit),  (teminating 

benefit, (originating cost), (teminating cost)이다.

의 편익과 비용항목을 이용하여 B&K가 효율 인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만약 의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CPNP가 효율 이

며, 음의 값을 가지면 RPNP가 효율 이다. 극단 으로 

발신측에서만 편익이 발생하고 착신망에서만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CPNP가 효율 인 것이 확실하다. 반 로 

발수신측에서만 편익이 발생하고 발신망에서만 비용이 

발생할 경우 RPNP가 효율 이 된다. 이 사실로부터 

의 설명이 가능하다. 의 표는 총편익이 총비용과 같다

는 기본가정과 의 수식을 용해보면 각각의 상황에 

해 어느 안이 효율 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3.2.2. 착신독 성 배제(소매시장 왜곡방지)

3.2.2.1. 련 연구

착신 독 (termination monopoly)은 착신 네트워크는 

발신측 가입자가 선택한 번호에 따라 임의 선택되고 발

신측 사업자가 착신 네트워크 사업자를 선택할 수 없음

에 따라, 각각의 착신망이 개별 시장을 형성하고 각 시

장에서 착신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갖는 상을 의미

한다. DeGraba(2000)는 CPNP 속료 정산 제도가 착신 

독 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 다. 발신자가 착신 

속료를 포함하여 발생 트래픽의 체 원가를 부담하는 

CPNP제도 하에서는, 소규모의 사업자라도 착신시장에

서 독  사업자가 되어 유입 트래픽을 거부하거나 착

신 속료를 높일 유인을 갖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미국

에서 실제로 CLEC이 착신시장에서의 독 력을 이용하

여 ILEC보다 훨씬 높은 착신 속료를 설정하는 것에 

한 IXC의 불만이 제기된 사례를 제시하 다. 특히 착신

속료는 자사의 가입자가 아닌 속요청사업자의 원

가를 높이는 요소가 되므로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속

료를 높게 설정할 유인이 큼을 지 하 다. 

DeGraba(2000)는 COBAK(Central Office Bill and 

Keep)을 정산방식 안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시내 화

시장에서 새로운 정산제도의 도입이 착신 속료를 자

사의 가입자로부터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착신 독 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즉, CPNP 방식이 

착신 속료를 원가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여 가입자 

속료에 포함시키는 경우 자사의 가입자 요 이 높아져 

결국 가입자를 잃게 되므로 사업자는 항상 경쟁 압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 Marcus(2006)는 착신망 사업자가 착신호를 독

으로 통제하므로 착신 속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한

계비용 이상으로 높은 착신 속료를 부과할 유인이 있

게 되며, 높은 착신 속료가 비 칭 규제 하에서 경제  

왜곡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Marcus and Elixmann(2008)은 All-IP환경에서도 착신

독  상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 다. 가입자망이 

직․간 속에 의해 다 화되면 물리  망  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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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착신독 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

가 특정 가입자에 한 착신을 서비스 수 에서 통제할 

때 착신독  문제가 그 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Marcus and Elixmann(2008)은 All-IP 환경에서 CPNP가 

유지될 경우, 정한 착신요 의 수 을 결정하기도 어

려운데, 규제 목 상 평균증분비용을 기 으로 삼는 것

이 통상 이나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네트워크 외부성 

등 여러 다른 경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 이론 인 

최  속료 수 에 해서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

다고 평가하 다.

ERG(2009)는 착신 독 에 한 B&K의 효과에 해 

B&K은 규제비용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규제

된 착신서비스시장에서 원가를 회수하는 것으로부터 

경쟁 인 소매시장에서의 원가 회수로 원가 회수 방식

을 변화시키게 되면, 사업자가 원가를 최소화할 유인이 

증가하게 됨을 지 하 다. 

3.2.2.2. 용

All-IP환경에서도 착신독  상이 지속될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며, 착신독 성을 배제하기 해서는 CPNP 

방식보다는 RPNP나 B&K가 효과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3. 소매요 구조 왜곡방지

3.2.3.1. 련연구

DeGraba(2000)는 CPNP와 련한 소매요 의 비효율

성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 다. 첫째, CPNP 착신 속료 

규제는 사업자의 속설비에 해 인 인 분당 원가

를 생성하여, 이를 소매서비스 제공의 원가로서 소매요

에 반 되도록 함으로써 분당 통화료 구조를 형성하

도록 하는데, 이러한 종량요 제는 효율 인 수  이하

로 네트워크 사용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지 하

다. 둘째, CPNP는 망외(off-net) 착신 속료가 망내

(on-net)에 비해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소매요 구

조에 향을  수 있다는 이다. 일반 으로 CPNP 하

에서 착신 속료는 망내 호보다는 망외 호에 해 더 높

은 원가를 부과될 가능성 존재하는데, 소매요 을 규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속료의 차이가 반 되어 망내호

보다 망외호가 비싸게 될 것이며, 이 때 이용자는 가장 

효율 인 네트워크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재 가

입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기반 한 통화를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B&K은 소매요  규제여부와 상

없이, 사업자간 속료 정산을 폐지함으로써 망내/망외 

통화 간 인 인 원가 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다른 네트워크 가입자에게 네트워크 원가를 가할 

가능성이 어지며, 망내와 망외를 차별하여 용하려

는 인센티 가 감소한다고 하 다. 셋째, CPNP가 소매

요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다. 시내

화시장이 경쟁일 때도 높은 소매요 을 정당화하기 

해 원가 이상의 속료를 용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B&K은 분당 속료 체계를 철회함으로써 원가 이상

의 속료에 동의하는 사업자간 담합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3.2.3.2. 용

CPNP는 속료 구조의 비효율성이 소매요 의 비효

율성과 소매시장의 비효율성을 래하기 때문에 RPNP

나 B&K가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3.2.4. 비효율  속 배제

3.2.4.1. 련연구

Dodd(2009)는 속료가 속과 련된 사업자의 증

분수익과 증분 비용을 매치시키지 못함으로써 비효율

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 다. 속 제공으로부터의 비

용회수를 하지 못한 기업은 자사의 소매요 을 인상하

는 소매가격설정 모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모형이 경제 으로 효율

인 소매 가격설정 모형이 아닐 수 있다. 사업자가 비효율

인 상호 속에 응하는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은 비

용 회피 략(cost-avoidance strategies)을 실행하는 것이

다. 사업 왜곡(business bias)은 증분비용이 네트워크의 

상호 속과 소매를 통한 증분수입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한 특정 부류의 고객 유치에 집

하는 행 는, 항상 동시에 발생하는 발신과 착신  한 

요소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결과 으로 서비스 트래픽

을 사회  최 수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있고, 네트워

크 비용요소에 한 고려 없이 트래픽의 송경로가 바

게 되어 생산  효율성이 해된다는 에서 추가

인 사회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3.2.4.2. 용

속료 책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해서는 착신

비용을 정확하게 속료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B&K보다는 CPNP나 RPNP가 더 유리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CPNP하에서는 착신 속료가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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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상되는 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해 

착신 속료를 규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3.2.5. 동태  효율성

3.2.5.1 련연구

동태  효율성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투자유인이

나 기술 신의 유인을 으로써 향후 네트워크 고도화

를 통한 사회후생의 증가를 의미한다. 

효율  상호 속료는 시장변화에 따라 조정될 필요

가 있다. Dodd(2009)는 효율  상호 속 모형은 네트

워크 사업자의 략, 외부 시장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됨을 지 하고, B&K은 정의상 상호

속료가 ‘0’이고 안정 인 시장조건(트래픽 균형, 발착

신측의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각선일 경우)에 한하

여 효율 이므로 상 으로 유연성이 다고 평가하

다. 반면 CPNP 속모형은 속료를 시장상황에 따

라 유연하게 용할 수 있다고 한다. 를 들면, 착신망

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경우 착신 속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이러한 속료의 유연성이 지니는 장 은 속

료를 고정된 수 에서 채택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왜

곡된 행 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

서 Dodd(2009)는 CPNP가 하게 용될 경우 략  

행 에 의한 왜곡을 포함하여 시장 환경의 변화에 해 

B&K이 지닌 비유연성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CPNP/RPNP가 시장조건과 비용을 반 하는 방식

에 의해 용되고, 속료가 이러한 요인의 변화를 반

한다면 이러한 모형은 B&K에 내포된 경제  문제를 회

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 Dodd(2009)의 결

론이다.

3.2.5.2 용

시장 환경과 비용변화에 해 유연성을 달성할 수 있

는 것으로 보면 B&K보다는 CPNP/RPNP가 유리한 평가

를 받을 수 있다.

3.2.6. 사업자  규제에의 향

3.2.6.1. 련연구

Ofcom의 시에 따르면, 규제 안별 속료 수 은 

LRIC+ > LRMC >Reciprocity > B&K 순이며, B&K로 갈

수록 네트워크 활용을 증진하고, 유무선 융합에 합한 

정산방식이며, 통화 외부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인 것으

로 보고 있다. Ofcom은 CBC과 Reciprocal, B&K은 실행

가능성이 없으며 시의 하지 않다는 단아래 채택

되지 않았다. 반면 LIRC +와 Pure LIRC 안은 경제  

효율성과 실행가능성면에 있어 높은 수를 얻어 최종 

안으로 선별되었으며 그 에서 Ofcom은 EC 권고안

에 충실한 pure LRIC를 번 속료 규제 안으로 최종 

제시하고 있다.

3.2.6.2. 용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RPNP는 재의 소매요 은 

CPP방식이 지배 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속료 산

정모형으로서 실 으로 가능한 안이라고 보기 어

렵다. CPNP 에서는 LRIC +와  Pure LRIC가 가장 합

하다. 이는 Ofcom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CBC 

안은 소매요 이 정액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 에 

있어 합한 한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존 분당 트

래픽기반을 capacity기반으로 망 운 체계를 변환해야 

하는 것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한 계산이 어렵고 

사업자간 논란(낮을 경우 사업자 원가 회수 미진, 높을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제한 논란)이 상된다. 

RPNP는 재의 소매요 이 CPP인 체계하에서는 도입

하기가 힘들다. B&K는 B&K의 성과에 한 실증이 부

족하고 hot-potato 라우  등 투자 유인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직 강제 으로 규제한 사례가 없어 규

제자가 강제하기엔 규제부담이 높다. 

3.2.7. QoS 보장

3.2.7.1. 련연구

All-IP 환경에서 소매 서비스에 QoS 요소가 도입될 경

우, 상호 속에서도 QoS 라미터의 고려가 필요하다. 

Dodd(2009)는 QoS 차별화 환경에서는 B&K이 효율 인 

조건(peer간의 안정 인 트래픽 균형 조건 등)에 한 모

니터링이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에, B&K 정산시스템의 

용이 어렵다고 보았다. 트래픽 균형을 단함에 있어

서 QoS를 고려해야 하고, 그 균형이 모든 QoS 클래스 간 

균형이 이 질 때만 유지된다고 본다면 더욱 더 B&K의 

용 조건이 까다롭게 된다는 것이다.[8] 반면, ERG 

(2009)는 음성 착신과 련하여 착신사업자가 통화를 착

신하는 자신의 망 가입자에 해 합리 인 서비스를 

송할 유인을 갖기 때문에, QoS 수 에 변화를 야기하지

는 않으며, 어도 음성망 속에서 QoS에 한 인센티

는 CPNP나 B&K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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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용

비용 측면에서 높은 QoS는 코어망의 고정비용  소

트웨어 업그 이드 비용을 수반하고 QoS 보장을 

해 모든 네트워크 부문의 한계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QoS 차별화 환경에서는 B&K이 효율 인 조건(peer간

의 안정 인 트래픽 균형 조건 등)에 한 모니터링이 더

욱 어렵게 되기 때문에, B&K 정산시스템의 용이 어렵

다. 따라서 이 경우 CPNP나 RPNP가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Ⅳ. 종합  평가  정책  시사

지 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안별 속료 산정모형 평가
Table 3. The Evaluation of Interconnection Model

평가기 안의 선호도

배분  

효율성

․사업자간 

트래픽균형

․균형의 안정성

B&K

․사업자간 트래픽 

불균형

․안정  시장

편익, 비용발생 형태에 따라 

다름 

․불안정  시장  CPNP, RPNP

착신독  배제  RPNP, B&K

소매요 구조 왜곡방지  RPNP, B&K

비효율  속배제  CPNP, RPNP 

동태  효율성  CPNP, RPNP

사업자  규제 향  CPNP(pure LRIC, LRIC plus)

QoS 제공  CPNP, RPNP

앞의 안분석에서 보듯이 B&K 방식은 착신독 을 

배제하고 재의 소매요 구조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

는 좋은 안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음성통신망에 용되

는 CPNP 방식의 속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착신독 과 

이로 인해 속료가 높게 유지되는 구조가 NGN 이행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진 으로 속료 인하를 

유도하여 NGN하에서 B&K방식의 정산체계를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은 B&K를 도입하기에 하지 않으므

로 화망과 IP망이 혼재하는 재의 상황하에서는 네

트워크별로 차등화된 속료 산정모형을 설정하는 것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화계망에는 재의 CPNP 방식을 LRIC + 방

식에서 pure LRIC 방식으로 환함으로써 속료를 

차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착신 속료 

인하의 경우, 목표치를 정하고 진  인하(glide path)를 

유도하되, 이 에 정된 시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착신

속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IP망에는 재의 CBC 방식에서 B&K방식으

로 환하는 것이다.  B&K 방식이 거래비용을 감하고 

규제기 의 개입 필요성도 축소시키며, 정확한 착신료

를 결정할 필요가 없고, 착신독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

며, 네트워크 효과(positive network externalities)가 내

부화되는 장 이 있다.  다만 “hot potato”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 제공사업자는 가능하면 빨리 다

른 네트워크로 자사 네트워크에 속한 트래픽을 송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소투자를 유

발할수 있는 단 도 있다. B&K 방식의 환으로 인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백본망은 재의 CBC 

방식으로 하고 속망은 무정산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속료 차등을 계속해 간다면, 체성이 높은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이윤의 감소는 더욱 커지게 되며 후발사업자

의 이윤증가는 더욱 커지게 된다. 좀 더 심할 경우엔 후

발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기존사업자의 시장 유율보

다 높아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차등규제

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Ⅴ. 결론

상호 속료 산정모형을 비교검토하기 한 기 을 

설정하기 해 효율 인 상호 속료의 조건을 도출하

고, 소매요  과 방안과 속료 정산방안을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NGN하에서 용가능한 상호 속

료 모형선택을 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 으로 검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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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검토 결과 모든 기 을 충족하는 기 은 없으며, 

기 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배분  효율

성 에서 보면 사업자간 트래픽이 균형이고 이 균형

이 안정 인 경우 B&K가 가장 효율 이다. 그러나 트

래픽이 균형이 아닌 경우엔 편익이나 비용의 분포에 따

라 최 안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 착신독  배제나 

소매요 구조 왜곡방지 측면에서 보면 RPNP와 B&K

이 보다 효율 이지만 비효율  속배제나 동태  효

율성, 사업자  규제 향, QoS 측면에서 보면 CPNP와 

RPNP가 가장 효율 이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RPNP의 경우 실 으로 착신측에서 편익이 발생하고 

발신측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효율 인 안

인 경우로서 일반 으로 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

며 속서비스가 발신망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CPNP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

 실행가능성을 보면 CPNP가 가장 효율 인 안이 

될 수 있지만 착신독 성이나 소매요 구조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

나의 방법으로 화계망에는 재의 CPNP 방식을 

LRIC + 방식에서 pure LRIC 방식으로 환함으로써 

속료를 차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착신 속료 인하의 경우, 목표치를 정하고 진  인하

(glide path)를 유도하되, 이 에 정된 시기를 단축하

여 조기에 착신 속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IP망의 트랜짓에는 재의 CBC 방식에서 B&K

방식으로 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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