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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 탐색 연구:
2016년 1월 개정안을 심으로

Alternatives for New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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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월부터 기통신설비의 상호 속 기 에 한 고시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상호 속료 정산방식

을 기존의 용량 기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 의 종량제로 변경하고 속요 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

해 운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 속 제도의 개선안에 한 안을 탐색한다. 이를 해, 련 신문 기사를 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통해 주요 쟁 을 탐색하고 이에 해 AHP 방법론을 용, 인터넷 상호 속 제도 개선을 해 고려되어야 할 기 에 

한 상  요도  안의 우선순 를 도출하 다. 인터넷 상호 속제도와 련된 핵심 문가들은 가장 요한 안 선택 기

은 ‘해외 사업자에 한 공정한 과 ’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은 ‘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평가하 다.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세부 과제로는 ‘ 속료 산정원칙에 한 재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 다.

☞ 주제어 : 인터넷 상호 속제도, 인터넷 생태계, 망 사용료, 토픽모델링, AHP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reasonable alternatives to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atterns of the Internet usage are changing rapidly, including increase of video streaming servic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lively discussion of the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which integrates various Internet service operators into one 

ecosystem. We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with 16 experts in government/public, and academic sectors, 

and alternative selection criteria and their corresponding alternatives and detailed task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alternative selection criteria was a "fair charge against foreign service operators", and 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 

was "partial revise". Moreover, the experts responded that "reassessment of the principle of the charge" is the most urgent task to 

improve the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 keyword : Internet Interconnection, Internet Ecosystem, Bandwidth Cost, Topic Model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서   론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역 심의 서비스가 등장

하면서, 동 상 심 서비스의 이용이 증하고 일부 헤

비사용자들의 트래픽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인터넷 사용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사업

자들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한 논의 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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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들의 네트워크들이 직간 으

로 속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약 등을 통해 ISP들이 

물리 , 논리 으로 하나의 망으로 연동되는 “인터넷 상

호 속”에 의해 운 되고 있다[1, 2]. 인터넷 상호 속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 ISP에만 가입하면  세계 모

든 인터넷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콘텐츠에 속할 수 있

다. 한, 다양한 네트워크들과의 상호 속은 천재지변이

나 트래픽 쏠림 상으로 인한 혼잡  장애를 피할 수 있

고, 안 한 연결성에 을  수 있는 변수들에 처할 

수 있게 해 다.

한편, 인터넷 트래픽의 증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

수가 더욱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ISP들은 기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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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서비스 모델로는 더 이상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힘들고 통신 인 라에 한 투자유인이 감소하여 통신망

을 고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

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콘텐

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C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 SO) 등에게는 상호 속에 따른 망사용

료 는 용회선 사용료의 증가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3, 4].

한국은 2002년 이후 인터넷망 상호 속 담반 운 을 

통해 인터넷 상호 속의 제도화 논의를 시작하 고, 2004

년 7월 20일 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기

간통신역무에 인터넷 속역무가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상호 속제도가 시행되었다. 하

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정성과 공정성에 

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으며, 특히 국내 소 ISP의 부

담 증가와 해외의 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 한 과

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인터넷 상호 속제도를 개편하 으나, 이후에도 

이에 한 논쟁은 여 히 뜨거운 상황이다. 반면, 인터넷 

상호 속 제도의 요도와 큰 효과에 비해 이와 

련된 학술연구의 수는 다소 제한 인 상황이다. 한 과

거 연구들의 부분이 2016년도 주요개정 이 에 작성되

었으며, 최근 발행된 보고서들 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제도가 지향해야 할 체

인 방향성과 종합 인 안에 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상호 속 제

도에 한 논의의 배경  황을 재 검하고, 제도에 

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AHP 

방법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한다. 
 

 - 연구문제 1 : 국내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합리 인 안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 제도 개선을 한 선결되어야 할 과제

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 에서는 

인터넷 상호 속의 개념을 정리하고, 제3 에서는 기존

의 인터넷 상호 속제도 황과 이슈에 해서 살펴본다. 

제4 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결과

를 도출하여 제5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인터넷 상호 속의 개념

2.1 인터넷 상호 속 개요

인터넷 상호 속이란, ISP 간의 기술 , 상업  정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해 서로 다른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것”을 의미한다[1, 2]. 인터넷 상호 속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ISP들까지 서로 연결하여, 서비

스 이용자들은 다른 ISP에 가입한 이용자와 통신하며 인

터넷 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호 속은 소비자에 한 연결성 제공뿐 아니

라, 인터넷 시장의 발 과 신 측면에서도 매우 요하

다[5]. 이를 통해 다양한 ISP들의 경쟁을 진하여 경제 

반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시

장에 진입하여 기존 ISP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 시장경쟁의 활성화는 투자를 유인하여 인터넷 인 라

의 성장과 신을 진할 수 있다.

인터넷 상호 속과 련된 국내 련 법령으로는 「

기통신사업법」, 「방송 기통신설비의 상호 속기 」

등이 존재한다. 「 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제39조(상호

속)을 통해 “ 기통신사업자는 다른 기통신사업자가 

기통신설비의 상호 속을 요청하면 정을 체결하여 

상호 속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방송

기통신설비의 상호 속기 」에서는 “제3장(인터넷망 

상호 속)”에서 용범 와 조건, 장비, 그리고 정산방법 

등에 해 정의하고 있다.

그림 1은 인터넷 상호 속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 한 

것이다. CP1과 가입자1은 ISP1의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있

고 가입자2는 ISP2의 인터넷망에 연결되어있는 경우, 가

입자1과 가입자2가 서로 통신하는 경우, 는 가입자2가 

CP1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ISP1과 ISP2 사이의 상호

속이 필요하다.

(그림 1) 인터넷 상호 속 개념도

(Figure 1) Concep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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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 상호 속의 계 구분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인터넷 연결하기 한 물리  인

라를 제공하는 사업자(Internet Backbone Provider, IBP), 

ISP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수직  계층구조를 이룬다[6, 

7]. ISP들은 서로를 사업자 등 인 “계 (Tier)”로 구분하

며, 이를 기 으로 상호 속에 따른 가의 정산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 으로 계 구분은 보유 가입자 수(number of 

customers), ISP 간 지리  다양성(geographic spread), 트래

픽 양(traffic volume), 트래픽 비율(traffic ratio), 마

(marketing consideration), 콘텐츠 규모, 라우  정보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하여 ISP들이 자발 으로 망가치를 평

가하여 계 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6].

일반 으로 ISP의 계 를 구분할 때는,  최상  계 에

는 국  커버리지의 송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모든 IP 주소와 라우  경로에 한 정보를 갖고 있어 타 

ISP에게 국내외 인터넷망에 하여 연결성을 제공하는 

사업자(IBP, Transit Service Provider)가 치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KT와 LG유 러스, SK 로드밴드가 이 IBP에 

해당된다. 하  계 에는 이를 제외한 ISP로서 최상  계

로부터 계하여 가입자에게 인터넷에 한 보편  연

결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치한다. 

국내의 경우, 일반 으로 ISP를 3개의 계 로 나 어 

구분하고 있다. IBP로서 ISP에게 국내 인터넷에서의 보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LG유 러스, SK 로드

밴드는 1계 , 소형 통신기업인 드림라인, 세종텔 콤 

등은 2계 로 평가하며, 3계  사업자의 부분은 종합유

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인 CJ헬로비 , 티 로

드 등이 포함된다.

2016년까지는 국내에서도 ISP 간의 자율에 따라 계

평가가 이루어져 왔지만, 상호 속 계  산정의 고착화와 

이에 따른 상력 하 등의 형평성 문제가 꾸 히 제기

되면서,  2014년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를 

개정, 정부가 계 평가 문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과 함께 모든 ISP에 공통으로 용되는 「표 인터넷

속조건」을 마련하여 ISP들의 계 평가 기 을 제시한 

바 있다. 「표 인터넷 속조건」의 도입 이후 기 으로 

속제공사업자는 속이용사업자에 해 제시된 계

평가 기 에 따라 상  계 , 동일 계 , 하  계  등으

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 해서는 여 히 계 를 일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3 인터넷 상호 속 계약 유형과 트래픽

일반 으로, 인터넷 상호 속에 따른 비용 정산은 ISP 

간의 자율 인 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정산 계

약의 기 은 ISP간 계 차이, 트래픽의 양 등 상황에 따

라 다양한 모델을 용한다. 인터넷 상호 속의 계약유형

은 데이터 트래픽 교환과 가지불의 방식에 따라 크게 

Peering 계약과 Transit  계약으로 구분된다[8, 9, 10].

Peering 계약은 두 ISP의 서비스 가입자(직 가입자  

해당네트워크의 ISP 고객에 속한 가입자)간에 이루어진 

발신  착신 트래픽에 한 정산 방식을 정하는 정이

다[11]. 속요 은 일반 으로 이용자 규모,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와 수용력, 트래픽 등의 척도가 동등하다고 단

되는 계  간에는 무정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호

정산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Transit 계약은 특정 ISP의 망에 직  연동되지 않은 

ISP로부터 발신되거나 착신되는 트래픽을 계하고 이에 

한 가를 받는 정이다[12]. Transit 계약은 일반 으

로 계 가 다른 ISP간에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속요

은 용회선 용량에 비례한 완  정액제, 기본료와 종량

제의 혼합, 완  종량제 등의 유형이 있다. Transit 계약의 

특징  하나는 규모가 큰 ISP가 클라이언트에게 일정 수

 이상의 서비스 리티(Quality of Service, QoS)를 보장

하는 정(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체결한다는 

것이다[6]. 이 때문에, 특히 망의 안정성이 요한 자상

거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ISP들은 Transit 계약을 선호

하기도 한다.

인터넷망간 상호 속 트래픽의 형태는 계 와 속호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계 는 동일계 (α)와 차등

계 (β)로 나뉘며, 속호는 직 속호(1)와 계 속호

(2)로 구분한다. 유형 구분에는 일반 으로 계 와 속

호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계  직 속은 α1, 동일

계  계 속은 α2, 차등계  직 속은 β1, 차등계  

계 속은 β2라 부른다. 

인터넷 상호 속에 따른 트래픽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사업자 1과 2가 동등한 계 의 상

 사업자, 사업자 3과 4가 동등한 계 의 하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1과 2, 는 사업자 3과 4 사이의 peering 계

약을 통한 트래픽의 송은 동일계  직 속(α1)에 해

당된다. 한, 사업자 1과 3, 사업자 2와 4 사이의 peering 

계약을 통한 트래픽의 송은 차등계  직 속(β1)에 

해당된다.

서로 상호 속 계약이 되지 않은 사업자 3이 사업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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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는 사업자 4가 사업자 1에 해 발생한 트래픽

은 차등계  계 속(β2)을 통해 Transit 계약을 맺은 상

 계 의 사업자인 사업자 1과 2에게 달되며, 사업자 

1과 2가 서로에게 하  사업자가 발생한 트래픽을 동등

계  계 속(α2)으로 달한다.

(그림 2) 인터넷 상호 속 계약에 따른 트래픽 유형 

(Figure 2) Traffic Types of Internet Interconnection 

Contract

3. 국내 인터넷 상호 속제도 황

3.1 국내 인터넷 상호 속제도 주요 변천사

3.1.1 인터넷 상호 속 제도화(2005년 시행)

과거의 인터넷 상호 속 체계는 정부의 별도의 사 규

제 없이 ISP들 사이의 자발 이고 상업 인 상에 기반

을 두어 서로 인터넷 상호 속 정을 맺는 형태로 이루

어졌다. 당시 인터넷 시장은 백본 서비스 시장을 KT와 데

이콤의 2개 ISP가 복 하고 외국의 백본 사업자와의 계

속을 통해 타 사업자들에게 해외에 한 연결을 제공

하 다. 이들은 서로 상호 속에 따른 트래픽 교환은 무

정산, 속회선은 50: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등(동

일계 ) 속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계 속에 따른 

가는 계 속 이용료와 속회선료를 동시에 구매하여 

지불하도록 하 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당시 인터넷 시장에 해 백본 

사업에 한 진입장벽이 높으며, 백본 사업자가 시장지배

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하 다[13]. 

한 상 으로 계약 ISP 수와 이용자 수가 많은 KT가 상

 ISP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해 규모가 비슷한 경쟁 

ISP와의 동등 속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 속을 속

회선과 묶어서 매하고 있어 ISP들의 선택권을 제한한

다고 지 하 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 

환경의 개선에 한 요구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정보통신부)는 「 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

여 제3조(기간통신 역무)에 제5호(인터넷 속역무)를 포

함하면서,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상호 속을 제도화하

여 시행할 것을 공포하 다. 표 1에는 인터넷 상호 속의 

제도화 과 후의 차이를 정리하 다.

(표 1) 인터넷 상호 속제도 비교(2005년 시행)

(Table 1) Comparison of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05)

구 분 제도화 이전(~'04) 제도화 이후('05~)

접속유형 
구분

없음 직접접속, 중계접속

계위구분 
기준

없음
사업자들간 자체 
접속조건작성

접속료 
산정원칙

접속회선 동시 
구매

접속회선 비용, 
접속통신료 산정방식 
이용사업자 선택 가능

정산
방식

접속
회선비

접속회선비
+port접속료

(회선비의120%),
이용사업자부담

동일계위: 1/2씩 부담
다른계위: 하위계위 부담

접속
통화료

직접접속:
무정산(동일계위), 

하위계위 부담(다른계위)
중계접속: 접속사업자 

부담

호소통범위 제한적　
중형 ISP 중계접속 허용
중계접속 제공시 Full 

Routing 제한/거부 금지

 

3.1.2 인터넷 상호 속 주요개정(2016년 용)

2014년 7월 29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공고 제

2014-316호를 통해 “데이터 심으로의 통신시장 환경 변

화를 반 하고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 투자 유인 제공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해 인터넷망 상호 속제

도를 새로이 개선”하기 한 「 기통신설비의 상호 속

기 」의 개정을 고하 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①‘표 인터넷 속조

건’의 마련, ②인터넷망 상호 속 범 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 ③ 속통신료를 트래픽 량 기반으로 변경, ④

직 속시 속통신료를 동일계 간 ‘상호정산’으로 변

경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존 ISP 간의 의를 통해 자발

으로 이루어져 왔던 계 평가를 정부가 사업자 모두에

게 공통으로 용되는 ｢표 인터넷 속조건｣을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등의 문기 과 함께 마련하여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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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ISP들이 서로 계 를 평가하도록 개정하 다(①). 

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증하면서 무선

인터넷망에도 상호 속제도를 용하도록 개정하 으며

(②), ③과 ④의 경우, IS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운 비용

을 보다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표 2) 인터넷 상호 속제도 비교(2016년 시행)

(Table 2) Comparison of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16)

구 분 개정 이전(~’16) 개정 이후(’16~)

접속유형 
구분

직접접속, 중계접속
①표준인터넷접속조건 

작성

접속료 
산정원칙

접속통신료: 관련 
사업자간 협의

③접속통신료: 트래픽 
누적량×접속통신요율, 
계위별 분리 산정

정산
방식

접속
회선비

동일계위: 1/2씩
다른계위: 하위계위 

부담
(좌동)

접속
통화료

직접접속: 
무정산(동일계위),

하위계위 
부담(다른계위)

중계접속: 
접속사업자 부담

직접접속: 
④상호정산(동일계위)

(이하 좌동)

호소통범위 무선인터넷 비포함 ②무선인터넷 포함

3.2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정 후 주요 쟁

3.2.1 해외 형 CP에 한 과

최근 SNS와 동 상 심으로의 인터넷 사용패턴 변화

로 인하여 트래픽이 증하고 있는데[14], 트래픽의 상당

량이 해외 사업자들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구 , 

페이스북, 넷 릭스와 같은 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SP가 설치한 인터넷망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면서 막

한 수익을 가져간다고 비 받고 있다.

2016년 인터넷 상호 속제도가 개정되면서 해외 형 

CP에게 망 이용 가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나, 아직까지 해외 형 CP  일부만이 망 이용 가

를 지불하고 있으며 그 액 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에 방송통신 원회는 최근 ISP와 로벌 CP 사이의 망 

이용 가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을 때, 이에 응하기 한 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10].

법령상 ISP가 국내 CP와 해외 CP에게 용하는 가

의 수 은 동일하다[10]. 하지만 실제 속 가 산정은 

ISP와 CP간의 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 상

호 속제도의 개정 이후 동일계 간 직 속이 상호무

정산에서 정산으로 바 면서, 개별 ISP 모두와 속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국내 소 CP의 경우에는 타 

ISP 이용자가 착신하는 트래픽에 해서 속 가를 지

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형 CP에게는 트래픽 사용량이 매우 많

은 데 반해 요 이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에

는 큰 규모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 으로 규모가 큰 CP는 개별 ISP들과 직  속하고 

있어 ISP간의 상호 속 이용이 불필요하다. 한, 규모가 

큰 해외 CP들은 서비스 품질 하를 감수하고 해외 서버

를 이용하여 속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거나, 자사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을 속 가 산정 시 상력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CP간 속료 산정에 불

공정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호 속제도의 추가 인 개

정을 통해 해외 형 CP에게도 과 을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3.2.2 계  구분에서 정부의 역할

인터넷 상호 속 아래에서는 계 에 따라 속료를 차

등 으로 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계 를 설정

하는 데 있어 그 기 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이슈이며, 국내에서도 계 의 결정방식에 한 논의

가 계속되고 있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다양한 기

을 활용하여 ISP들이 자발 으로 망가치를 평가하여 계

를 구분하도록 하는 해외와는 달리[6], 재 국내에서

는 정부가 일 으로 계 구분과 속료 등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개정 이후, 일부 사업자(ex. 세종, SO 

등)들의 경우 가입자 수, 망 규모 등 분명한 차이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계 로 평가되게 되었다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가입자 수 등의 망 규모와 가치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제도에 의해 동일한 계 로 평가되는 경우, 

상 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자는 더욱 낮은 요율을 

용받게 되지만, 반 로 그 부담을 규모가 큰 사업자가 지

게 된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생태계 반의 투자 유인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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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하 계  사업자의 비용 증가

2016년 개정에서는 인터넷 망의 상호 속료 정산방식

을 기존의 용량 기  정액제에서 사용 트래픽량 기 의 종

량제로 변경하 으며, 속요 의 상한제를 도입하 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상  계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소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 상 등 고용량의 

데이터 심으로 통신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

픽량 기반의 종량제 정산구조에서는 하  사업자들의 부

담이 더욱 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 의 정산 체계에서는 인터넷 속료와 

망 사용료 등을 일 으로 포함하 지만 행의 종량제 

요  방식에서는 인터넷 속료 외에 망 사용료 등을 별

도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는 에서 하 사업자들의 부

담이 한층 더 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

부 조사에 따르면, 망사용료는 세계 으로 감소하는 추세

이나 한국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다[15].

3.2.4 유발호(sending party)의 비용 지불 원칙

행 상호 속제도에서는 데이터를 발신한 측에서 비

용을 부담하는 발신자지불방식(Sending Party Network 

Pays, SPNP)이 채택되고 있다. SPNP 모델은 트래픽을 

송하는 측이 속이용사업자이며 트래픽을 수신하는 측

이 속제공사업자가 된다. 

그러나 인터넷 트래픽에 한 상호정산을 하기 해서

는 속 이용자와 속 제공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야 하지만, 인터넷은 양방향 통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

므로 발신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반 로 인터넷 트래픽은 부분이 착신하는 측의 

ISP 가입자들이 요청하여 발생한 것이며 트래픽의 송

에 따른 편익은 가입자와 CP들이 얻게 된다는 주장도 있

다. 결국 착신측 ISP는 자신의 가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

고, 발신측 ISP는 CP에게 비용을 부과해 서로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유럽통신사업자 회(ETNO)에서도 SPNP 방식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지만, OECD, EU, ITU 등의 조직들은 

보고서를 통해 여태까지 규제 없이 자유로이 발 해온 

인터넷 생태계에 규제를 도입할 시 인터넷 시장의 발

에 부정 인 향을 래할 것으로 측하며 이를 반

하 다[16].

3.2.5 정산소 운 의 신뢰성과 비효율성

인터넷 상호 속을 오고 간 트래픽의 용량을 기반으로 

정산하기 해서는 트래픽의 흐름을 기술 으로 정 하

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해 한

국에서는 유무선 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

합회(KTOA)에서 2016년 1월 인터넷교환센터(IX)를 공식 

개소하 다. IX(정산소)는 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을 

서로 연동해주고 속료를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각 통신사들이 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다. 

트래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되는 인터넷의 특성

상 복잡한 정산방식으로 인해 인터넷 반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산소 

운 을 반 하는 입장에서는 도매가격의 변화는 최종소

비자에게 향을 미치게 되므로, 망 사업자 간의 상호정

산 비용은 콘텐츠 사업자와 ISP들이 부담하게 되어 결국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한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연구방법  결과

4.1 연구방법

4.1.1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한 AHP 항목 선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인터넷 상호 속제도는 

2016년 개정 이후에도 다양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AHP(Analysis Hierarchical Process) 방법론을 사

용하여 행의 인터넷 상호 속제도를 개선하기 한 바

람직한 안을 탐색한다. 

AHP는 의사결정자를 상으로 직 인 질문 는 설

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로부터 각 요인에 한 선호도와 

우선순 를 측정한다[17]. 연구자는 계층 구조로 구성된 

평가 기 들에 하여 각각 별 비교 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자들이 각각의 

평가에 한 순 를 매기면 이를 토 로 상  요도

(weight)를 계산한다.

AHP 분석은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차를 따라 수

행된다[18]. 먼  1) 해당 AHP 분석의 목표를 설정하고, 

2) 우선순  평가 상인 안을 악한다. 그 후, 3) 우선

순 의 평가 기 을 설정하고 4) 계층 구조를 개발, 5) 계

층 구조가 한지 악하여 계층 구조가 하지 않

으면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서 수행한다. 계층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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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안 우선순  평가 계층 구조도

(Figure 3) Hierarchy of Alternative Priority Assessment

하다고 단되는 경우 6) 설문조사( 비교)를 실시하

여, 7) 비교의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측정한다. 일반 으로 CR이 0.1 이하일 경우 다시 6단계

로 되돌아가서 설문조사를 재실시한다[19]. 일 성이 확

보된 경우, 8) 각 기 과 안의 가 치를 수학  방법으

로 계산, 9) 가 치를 용한 각 안의 최종 수를 산출

하여 10) 안의 우선순 를 결정한다.

일반 으로 AHP에서는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단에 

따라 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즉, 평가 기   안이 연

구자의 단에 의해 설정되기 때문에, 일부 요한 항목 

 안이 평가 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AHP의 안 평가 기 을 보다 객

으로 설정하고 범 한 쟁 들을 포 하기 해, 토픽

모델링을 추가로 시행하 다. 토픽모델링을 해 인터넷 

상호 속 제도와 련된 뉴스들을 수집하고, 주요 쟁 을 

도출하여 기 설정된 AHP 변수들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

행하 다. 

토픽모델링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의 하나로서 비정

형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토픽)들을 추출하는 

확률모델 알고리즘이다[20]. 이 알고리즘은 방 한 텍스

트로부터 맥락을 확률 으로 분석하여 해석가능성이 높

은 주제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차 그 용

분야가 확 되고 있다. 토픽모델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

고리즘은 잠재 디리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이라는 모델로, LDA는 주제별 단어의 분포, 문서별 

주제의 분포를 모두 추정하여 주어진 텍스트에 하여 

각 텍스트에 어떤 토픽들이 존재하는지를 확률 으로 추

정하여 단어를 추출한다[21].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

간 동안 보도된 인터넷 상호 속 제도에 한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기사들  복된 내용의 기사를 제

외한 76개 기사의 본문을 자료로 사용하 다. 체 분석 

과정은 Python 3.7.3 버 을 사용하 으며, 토픽모델링에 

앞서 한  자연어 처리 라이 러리인 KoNLPy에 포함된 

형태소 분석기인 Okt를 이용하여 2음  이상의 명사만을 

추출하 다.

LDA 분석에는 표 인 토픽모델링 라이 러리  

하나인 LDAModel을 활용하 다. 해당 모델의 라미터

는 기본 으로 문헌-토픽 디리클  분포의 하이퍼 라

미터는 0.1, 토픽-단어 디리클  분포의 하이퍼 라미터

는 0.01로 설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두 기본값

을 사용하 다. 토픽 분포를 추론하기 한 반복 학습 횟

수는 200회로, 학습을 통해 가 치 상  10개 단어를 출

력하도록 설정하 다.

앞서 설정한 라미터 이외에도 연구자가 사 에 지정

하는 표 인 라미터  하나로 토픽의 수가 존재한

다. 토픽의 수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perplexity, 

coherence 등이 제안된 바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도 최

의 토픽 수에 한 통계  해법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으며[22], 일부 연구에서는 토픽 수는 해석가능성, 

타당도와 연구 질문과 련한 유용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토픽 수

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토픽 수는 

6개로 정의하 다. 표 3은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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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추출된 단어를 바탕으로 주제를 결정하 다.

단,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다양한 이해 계자의 의견

과 상황을 립성과 객 성에 기반하여 달한다는 언론

의 기본 속성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토

픽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주제와 단어들은 2016년 주요 

개정 이후 상호 속제도와 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며, 단어의 가 치는 주제와의 련성을 나타

낸다는 에서 나름의 의미는 존재하지만 제도 개선을 

한 요도와 시 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3) 추출 단어별 주제

(Table 3) Topics of Extracted Words

번호 주제 가중치 상위 10개 단어

1 경제성
트래픽, 정산, 문제, 정부, 방식, 경로, 

원칙, 요구, IX, 위원회

2
통신 인프라의 
선순환적 투자

서버, 캐시, 투자, 기업, 데이터, 제도, 
결정, 역차별, 입장, 대가

3
통신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국내, 협상, 비용, 계위, 변경, 논의, 
규제, 계약, 방통위, 용량

4
콘텐츠 산업의 

발전
인터넷, 통신사, 동영상, 콘텐츠, 

설치, 발생, 업계, 적용, 네이버, 계위

5
해외 사업자 
공정 과금

페이스북, 사용, 업체, 네트워크, 
유튜브, 부담, 고시, 역차별, 논의, 

논란

6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이용자, 서비스, 상호, 협상, 방통위, 
지불, 규제, 망중립성, 기준, 제공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의 

우선순 를 탐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하므로, 토픽모델링

과 더불어 안의 우선순  평가를 한 AHP를 실시한

다. 안 평가는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

계에서는 개정안의 안 평가 기 과 안의 우선순 를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한 세부과

제를 평가한다. 최종 안 우선순  평가 계층 구조도는 

그림 3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의 안 우선순  평가를 한 안 평가 

기 은 앞서 수행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정리한 주

제를 바탕으로 결정하 다(표 4). ‘경제성’은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을 선택할 때, 련 사업자들

이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 화하는 등의 

최 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 인 라

의 선순환  투자’는 제도 개정을 통해 ISP가 얻을 수 있

는 이익을 다시 통신 인 라의 발 에 투자하도록 유인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통신 산업의 균형있는 발 ’은 

ISP의 계  간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콘텐츠 산업의 발 ’은 콘텐츠 사업자의 사업환경을 우

선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 공정 과 ’은 해외 

CP에게 속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느끼는 상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것을, 

‘소비자 효용 극 화’는 최종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이

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 평가 기

(Table 4) Criteria for Evaluating Alternatives

번호 항목 설명

1 경제성
- 비용 대비 편익 극대화
 ex) 트래픽 측정 시 기업의 지출  

대비 수익

2
통신 인프라의 
선순환적 투자

- 발생한 편익이 다시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구조 형성

 ex) 상위 계위 확보를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인 등

3
통신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 상위·하위 계위 통신사업자들 간 
불균형 해소

 ex) 통신 산업 내 사업자들의 균형
있는 발전 

4
콘텐츠 산업의 

발전

- 접속료 부담해소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5
해외 사업자 
공정 과금

- 국내 트래픽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대형 CP(구글, 넷
플릭스 등)에 접속료 부과

6
소비자 효용 

극대화

-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들에게 저비용 고품질
의 서비스를 제공

‘소비자 효용 극 화’를 제외한 각각의 안 평가 기

들은 3.2 에 정리한 제도의 주요 쟁 과도 연 되어 있

다. ‘경제성’은 3.2.5 , ‘통신 인 라의 선순환  투자’는 

3.2.2 , ‘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 ’과 ‘콘텐츠 산업의 

발 ’은 3.2.3  3.2.4 , ‘해외 사업자 공정 과 ’은 3.2.1

의 쟁 과 련성을 찾을 수 있다.

총 여섯 가지의 안평가 기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개정 이 으로 롤백’, ‘일부 수정’, 그리고 ‘ 행 유

지’의 세 가지 안을 제시하 다(표 5). 첫째, ‘개정 이

으로 롤백’은 2016년 용된 개정들을 모두 개정이 으

로 롤백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일부 수정’은 계 구분

방식이나 속료 산정원칙, 트래픽 모니터링 혹은 계 별 

정산방식에 한 내용을 일부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마

지막 안으로는 행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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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

(Table 5)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번호 항목 설명

1
개정 이전으로 

롤백
- 2016년 적용된 개정들을 모두 개정 
이전으로 롤백

2 일부 수정

-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항목 중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계위구분방식
·접속료 산정원칙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계위별 정산방식

3 현행 유지 - 현행의 제도를 유지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세부과제는 다음의 

표 6과 같이 2016년 개정을 통해 도입된 3가지 주요개정 

내용과 제도의 핵심 이슈인 계 별 정산방식 재검토의 

총 4가지로 구성하 다. 

(표 6)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세부과제

(Table 6) Tasks for Improvement of Internet 

           Interconnection Policy

번호 항목 설명

1
계위구분
방식 
재검토

- 2016년 도입된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 
의한 계위구분을 다시 사업자들의 자
율에 맡김, 또는 기타 방안을 검토

2
접속료 
산정원칙 
재검토

- 2016년 도입된 트래픽 양(TB) 기반의 
접속료 산정원칙을 다시 용량기반으
로 돌림, 또는 기타 방안을 검토

3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

- 현행의 모니터링 방식(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에서 트래픽을 전수 모니터링
하고 통신사들이 비용을 지불)을 대체
할 방안을 모색

4
계위별 
정산방식 
재검토

- 계위별 접속통신요율 등 정산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

먼 , 첫 번째 세부과제인 계 구분방식 재검토의 경

우 2016년 도입된 표 인터넷 속조건에 의한 계 구분

을 다시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거나 기타 방안을 검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속료 산정원칙 재검토

는 2016년 도입된 트래픽 양(TB) 기반의 속료 산정원칙

을 다시 용량기반으로 롤백하거나 다른 산정원칙을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세부과제인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에서 트래픽을 수 모니터링하고 통신사들이 비용을 지

불하는 행의 방식을 체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계 별 정산방식 재검토는 계 별 

속통신요율 등 정산방식을 체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말한다.

4.1.2 AHP 설문 표본 선정  자료 수집 방법

AHP 분석을 해 국내 통신 련 연구소와 학계 문

가 16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일반 인 

설문조사의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유의성 확

보를 해 일정 수 이상의 설문 응답을 요구하지만, 일반

인이 아닌 문가를 상으로 하는 계층화 분석의 경우

에는 설문 응답의 문성과 논리 일 성이 어느 정도 

제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은 표본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18].

설문 상은 모두 통신 련 연구를 10년 이상 진행한 

경력을 보유한 문가들이다. 최종 으로, 설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consistency ratio(CR)가 0.2 이하인 총 16명의 응

답이 분석 상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인터넷상호 속 제도는 상 으로 고난도의 기

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설문 상 문

가를 다시 두 그룹으로 나 어 인터넷 상호 속 련 논

문을 1편 이상 게재하거나, 련 세미나  토론회에서 1

회 이상 발제  토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문가를 핵

심 문가 그룹으로 구분하고, 핵심 문가의 의견만을 별

도로 제시하 다.

설문 응답자에게 계층별로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하여 비교를 요청. 응답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9  척도를 사용하 다. 설문 상

인 문가  핵심 문가의 수는 표 7과 같다.

(표 7) 설문 상자 통계

(Table 7) Number of Respondents

조사자 영역 전체
일관성 기준 (CR<0.2)

만족 응답

학계 11 8

핵심전문가 5 4

합계 16 12

4.2 분석 결과

4.2.1 체 문가 상 분석 결과

문가 상 AHP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안 평가 

기  6개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 문가들은 인터넷 상호

속제도의 개선을 한 안의 우선순 를 선택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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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비자 효용 극 화(0.295)를 가장 요한 요소로 꼽았

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산업의 발 (0.208), 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 (0.171), 통신 인 라의 선순환  투자

(0.136) 순으로 평가하 다. 경제성이 상 으로 낮은 

요도를 보인 것은, 통신사가 인터넷 상호 속제도의 개선

을 한 안을 선택함에 있어 경제  성과나 산업 인 

측면보다는 소비자 에서의 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반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안 평가 기 에서 요도가 가장 높았던 소비자 효

용 극 화 차원(기  6)에서는 행 인터넷 상호 속제도

를 일부 수정(0.586)하는 것이 행 유지(0.212), 는 개

정 이 으로 롤백(0.202)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8) 체 문가 그룹 가 치 계산 결과

(Table 8) Results of Total Expert Group

대안　
평가

기준

가중

치

평가

기준 

순위

대안1
대안

점수1
대안2

대안

점수2
대안3

대안

점수3

A B A*B C A*C D A*D

1 0.056 6 0.219 0.0122 0.556 0.0310 0.225 0.0125

2 0.136 4 0.143 0.0195 0.626 0.0853 0.231 0.0314

3 0.171 3 0.158 0.0270 0.631 0.1076 0.211 0.0360

4 0.208 2 0.279 0.0580 0.540 0.1122 0.180 0.0375

5 0.135 5 0.203 0.0273 0.616 0.0830 0.181 0.0243

6 0.295 1 0.202 0.0595 0.586 0.1729 0.212 0.0626

점수 　 　 　 0.2036 　 0.5920 　 0.2044

순위 　 　 　 3 　 1 　 2

(표 9) 체 문가 그룹 세부과제별 우선순  평가 결과

(Table 9) Task Priority of Total Expert Group

항목 가중치 순위

계위구분방식 재검토 0.164 3

접속료 산정원칙 재검토 0.351 1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 0.143 4

계위별 정산방식 재검토 0.341 2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세부과제에 한 

가 치 결과는 표 9와 같다. 문가들은 2016년 도입된 

트래픽 양(TB) 기반의 속료 산정원칙을 재검토(0.351) 

하는 것이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가장 요

한 세부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

순 로는 계 별 정산방식 재검토(0.341)로 평가하 으

며, 1순 와의 가 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계

구분방식 재검토(0.164),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

(0.143)의 경우, 상  2개 세부과제에 비해 그 가 치가 

반 이하로 평가되었다. 

4.2.2 핵심 문가 상 분석 결과

핵심 문가 상 AHP 분석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

다. 안 평가 기  6개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 핵심 문

가들은 인터넷 상호 속제도의 개선을 한 안의 우선

순 를 선택함에 있어 해외 사업자 공정 과 (0.316)을 가

장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 문가 

그룹이 해당 항목에 한 우선 순 를 5 로 평가한 것에 

비하면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상호 속

제도에 한 문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공정 과  문제를 핵심으로 꼽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핵심 문가들은 체 문가 그룹에 비해 통

신 인 라의 선순환  투자(0.150)를 콘텐츠 산업의 발

과 통신산업의 균형 있는 발 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소비자 효용 극 화(0.243)의 경우, 핵심 

문가 그룹에서도 두 번째로 요한 안 평가 기 으로 

평가되어 소비자 효용 극 화 항목의 요도에 해서는 

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감 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핵심 문가 그룹 가 치 계산 결과

(Table 10) Results of Core Expert Group

대안　
평가

기준

가중

치

평가

기준 

순위

대안1
대안

점수1
대안2

대안

점수2
대안3

대안

점수3

A B A*B C A*C D A*D

1 0.054 6 0.274 0.0148 0.577 0.0310 0.149 0.0080

2 0.150 3 0.263 0.0394 0.588 0.0879 0.149 0.0224

3 0.107 5 0.358 0.0382 0.487 0.0519 0.156 0.0166

4 0.131 4 0.345 0.0450 0.552 0.0721 0.102 0.0134

5 0.316 1 0.258 0.0818 0.625 0.1979 0.116 0.0368

6 0.243 2 0.217 0.0526 0.570 0.1383 0.213 0.0518

점수 　 　 　 0.2717 　 0.5792 　 0.1490

순위 　 　 　 2 　 1 　 3

평가 기 과 안의 요도를 곱한 체 가 치를 

안별로 더한 안 최종 수는 일부 수정(0.5792), 개정 

이 으로 롤백(0.2717), 행 유지(0.1490)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안으로는 일부 수정

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결과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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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상 설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부 수정에 한 

가 치가 소폭 상승하고, 행제도 유지의 가 치가 하락

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문가들은 2016년 도입된 트래픽 양 기반의 

속료 산정원칙을 재검토(0.477) 하는 것이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가장 요한 세부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체 문가들의 결과

와 다르지 않으나, 체 문가들이 평가한 가 치(0.351) 

비 그 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계 별 정

산방식 재검토(0.232)로 평가하 으나, 속료 산정원칙 

재검토의 반 수 으로 나타났다. 계 구분방식 재검토

(0.149),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0.142)의 경우 서로 

가 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  2개 세부과

제에 비해서도 그 가 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11) 핵심 문가 그룹 세부과제별 우선순  평가 결과

(Table 11) Task priority of Core Expert Group

항목 가중치
핵심 전문가 

평가 순위

전체 전문가 

평가 순위

계위구분방식 재검토 0.149 3 3

접속료 산정원칙 재검토 0.477 1 1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

0.142 4 4

계위별 정산방식 재검토 0.232 2 2

4.2.3 인터넷 상호 속제도의 개선을 한 문가 추

가 의견

먼  일부 문가들은 기존에 제시된 안 외에 비트

마일(Bit-mile) peering 방식의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트마일" 방식은 각 트 가 다른 

트 와 정확히 같은 거리에 걸쳐 그들의 네트워크로부

터 정확히 같은 양의 데이터를 운반한다는 것을 기본으

로 하는 계산법을 의미한다. 즉, 비트마일은 거리와 총 수

용할 수 있는 비트의 곱으로 계산되는데, 각 사업자는 서

로에 해 얼마나 많은 비트마일을 제공했는지 계산하고, 

라우  변경을 수행하여 서로에 해 더 동등한 유율

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해당 방식은 2016년 구 과 

Level3가 처음으로 용하 는데, 트래픽 모니터링에 

한 복잡성과 비용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12) 제도 개선을 한 문가 추가 의견

(Table 12) Additive Opinions for Improvement 

             of Policy by Experts

전문가 

기타 의견
내용

1 Bit-mile peering 방식 고려

2
제도 변화 전/후의 망 사용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

3
단순 Patch 개념의 수정보다는 접속의 개념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친 

수정 보완 필요

4
상호접속료 갈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필요 

5
글로벌 CP들의 비용분담 현황에 대한 검토와 

추정 필요

한편, 제도 변화 /후의 망 사용료 변화에 한 객

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변경 후, 가

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일부 CP 들의 비용부담 증가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 ISP와 CP 간의 주장에 한 명확

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 이 있었다. 따라서 

문제 인식에 있어서 객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한, 상호 속 제도 역시 간 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향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속 갈

등에 따른 소비자 비해 사례에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끝으로 문가들은 인터넷 상호 속제도를 보완함에 

있어, 단순 Patch 개념의 수정보다는 속의 개념이 훼손

되지 않도록 규제 임워크 반에 걸친 수정 보완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본 제도의 기 목   

하나인 로벌 CP들의 비용분담의 형평성 문제는 여 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데, 이 문제에 한 객 인 황 조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 결론  시사

2016년 1월 시행된 인터넷 상호 속제도는 ①‘표 인

터넷 속조건’의 마련, ②인터넷망 상호 속 범 에 무선

인터넷망을 포함, ③ 속통신료를 트래픽 량 기반으

로 변경, ④직 속시 속통신료를 동일계 간 ‘상호정

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

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해당 제도에 한 재검토를 요구

하는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쟁 들의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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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상호 속제도를 개선하기 한 안

을 도출하고 우선순 를 정하기 해 토픽모델링과 AHP 

분석을 수행하 다. AHP의 안 평가 항목  안들은 

1차 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되고, 추후 변수들의 

표성을 확인하기 해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토

픽모델링의 결과는 립성과 객 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

사의 특성상, 주로 논의되는 주제라는 것을 의미하며, 도

출된 가 치는 각 단어의 주제와의 연 성을 나타낸다. 

물론 논의의 빈도 나름 로의 의미는 존재하지만, 제도 

개선을 해 우선순 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두 가지 방법론을 보완 으로 활용해 련 주제를 포

으로 설명하는 변인들을 도출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

를 도출할 수 있었다.   

AHP 분석을 하여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6개의 

주제를 각각 안 평가 기 으로 결정하 으며, 2016년 

개정안의 롤백 수 에 따라 3개의 안, 그리고 안에 

포함된 4개의 세부과제를 결정하 다. 분석을 해 통신 

련 연구소와 학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통

신 련 연구 경력을 보유한 문가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이와 함께, 인터넷 상호 속제도에 해 

보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핵심 문가의 의견만을 모아 

추가로 분석하 다.

표 13은 AHP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체 문가들은 안 평가 기 에 하여 ‘소비자 효용’ 

극 화가 가장 요한 안 평가 기 이며, ‘콘텐츠 산업

의 발 ’과 ‘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 ’을 우선하여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 다. 반면, 핵심 문가들은 

응답자 체에서는 상 으로 요도가 떨어졌던 ‘해외 

사업자 공정 과 ’을 가장 요한 안 평가 기 으로 평

가하 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효용 극 화’와 ‘통신 인

라’의 선순환  투자를 우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상호 속 제도를 고려함에 있어, ‘해외 

사업자 공정 과 ’ 문제를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을 확인해 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투 , 페이스북, 넷

릭스와 같은 동 상 기반의 해외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

를 제 로 지불하고 있는지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

다. 인터넷 상호 속을 제도화하여 도입함으로써 ISP가 

임의로 특정 CP들의 캐쉬서버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의 행이 사라질 것으로 측되었지만, 아직 특별한 변

화가 찰되고 있지 않다. 문가들 역시 이러한 해외 CP

들의 망 이용료 부과에 한 요성을 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 인 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사실 해

당 문제에 한 객 인 자료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

은 것이 실인데, 장기  에서 국내/외 CP들의 망 

이용료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의 발 ’ 역시 요한 고려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문가들은 상호 속 제도가 ISP들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결국 도매 가격의 변화가 소매 가격에도 

향을 미친다고 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 변

화 후 일부 CP들의 망 이용료 부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지만, ISP와 CP간의 주장에 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진단하

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는 추가 인 분석이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효용’ 역시 상호 속 제도 개선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인으로 악이 되었다. ‘소비자 효용’의 

요성에 해서는 체 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감

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통신 서

비스와 련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가 배제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호 속 제도는 ISP들 간의 속

에 한 기 을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상호 속 제도 역시 간 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향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

속 갈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에 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인터넷 상호 속제도의 개선을 한 안으로는 두 

문가집단 모두 행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평가하 으나, 차선책에 해서 체는 개정 

이 으로 롤백, 핵심 문가들은 행 유지를 꼽아 차이

가 나타났다.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정 시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부과제에 해서는 두 집단 모두 ①

속료 산정원칙, ②계 별 정산방식, ③계  구분방식, ④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순으로 응답하 다.

이와 함께 문가들은 인터넷 상호 속제도 개선을 

한 추가의견으로 ①비트마일 peering 방식의 고려, ②제도 

변화 /후의 망 사용료 비용 문제에 한 객 인 검증, 

③단순한 Patch 개념의 수정보다 속의 개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의 반 인 틀에 한 수정 보완, ④상호

속료 갈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⑤ 로벌 CP들

의 비용분담 황에 한 검토와 추정 등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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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AHP 분석 결과 요약

(Table 13) Summary of AHP Analysis Results 

항목 내용

전체 

전문가 

평가 순위

핵심 

전문가 

평가 순위

대안 
평가 
기준

경제성 6 6

통신 인프라의 선순환적 투자 4 3

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3 5

콘텐츠 산업의 발전 2 4

해외 사업자 공정 과금 5 1

소비자 효용 극대화 1 2

대안

개정 이전으로 롤백 3 2

일부 개정 1 1

현행 유지 2 3

세부
과제

계위 구분방식 재검토 3 3

접속료 산정원칙 재검토 1 1

트래픽 모니터링 방식 재검토 4 4

계위별 정산방식 재검토 2 2

국내에서 인터넷 상호 속 제도에 한 논란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한 학계

의 심은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인터넷 상호

속 제도에 한 논의의 배경  황을 재 검하고 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제도에 한 바람직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AHP 방

법론을 토픽모델링과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에

서 학술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호

속 제도가 사회 으로 큰 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기사 자체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상

호 속에 한 국내외 문가들의 의견 비교분석 는 

해외 뉴스  련 논문을 활용한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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