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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분석

WTO 기본통신협정 합의로 시작

1997년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 WTO 회원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방을 골자로 하는 기본통신 협정 합의로 시작된 별정통신사업은, 1998년 1월의 전기통
신사업법 개정후 KT, 데이콤 등의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1999년
에는 외국사업자가 일부 제한된 형태로 별정통신사업 진입되었고 2001년 외국사업자 
지분제한 폐지되었다. 

도입목적은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확대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통신산업 경쟁

력 강화임

별정통신사업의 도입배경
18)
은 1) 틈새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

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2)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
인 음성재판매업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시장을 육성하는 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
방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3)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촉진을 위함이다. 별정통신사업
의 장점인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 진입은 다수 사업자의 경쟁체제와 요금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통신망 이용
률이 향상시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망보유 사업자의 경 효율성이 증대시키는 간접

효과를 얻게 되었다.

* 통신방송연구실 주임연구원, (02) 570－4164, milip@kisdi.re.kr
18)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정책자료 (1999), ‘별정통신사업 등록요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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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3항19)
에서는 별정통신사업을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

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및 2) 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이
용을 통해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하면 별정통신업무는 크게 재판매와 구내통신으로 나누어
진다. 구내통신의 경우는 3호로 분류되고, 재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
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1호와 2
호로 사업자를 구분한다. 한편 별정 2호에는 재판매 뿐 아니라 재과금, 가입자 모집 등 
포함된다.

<표 1－30>  통신사업자 분류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 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

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
는 사업자

1호 2호 3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

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

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

간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구내에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공

서비스

전화(시내․외, 국제)역무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역무 주파수를 할

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부가통신역무(기간통신사
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

신역무 이외의 역무)
 

주: 별정1호 및 2호는 교환기 보유 유무로 판단함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부문 겸업이 가능

기간통신사업자는 타 기간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의 겸업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별정통신사업 등록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기 때
문에, 기간통신사업자도 별정통신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인과 동
일하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법 제24조는 별정통신사업 결격사유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규정한 
별정통신사업 범위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본체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등록 

19)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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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별정통신사업 수행 가능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
하여 허가받지 않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별정통신사업이 아니고, 법 제10조20)

에 의하

여 역무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 1－31>  별정사업자 세부구분

구  분 세부구분 설  명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별정1호)

음성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등을 통해) 
전화 역무를 제공

인터넷 폰 인터넷 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전송(교환기보유)하여 전화역무를 제공
국제전용

회선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음성데이터전용회선 (전기통신회선설비) 임차하
여 이를 분할 또는 전제로 재임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별정2호)

호집중

여러 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 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음(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하지 않음)

재과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 통신사업
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

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요금 청구)

무선재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

하여 이를 다시 일반이용자에게 판매(호집중, 재과금의 일종으로서 서
비스가 무선통신이란 점에서 차이)

인터넷폰 별정 1호와 유사한,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
구내통신사업

(별정3호)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
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2. 사업자 및 시장 동향

2005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총 481개사

2005년 5월말 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481개이며, 과거 별정통신사업
자 증가추이는 199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3년에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4
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 진출현황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998∼2001년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 진출이 꾸준
히 나타나다가 2003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04∼2005년에는 다시 기간통신사업

20)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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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별정사업 진출이 나타났다. 

<표 1－32>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사업 진출 현황

등록

일자
상호 호별 역무1 역무2 역무3 역무4

1998 삼성네트웍스(주) 1,2,3 음성재판매(1) 국제전용회선재판매(1) 인터넷전화(1) 구내통신(3)
1998 (주)데이콤 2,3 호집중 재과금 구내통신(3)
1998 에스케이텔링크(주) 1,2 인터넷전화(1) 음성재판매(1) 호집중 재과금

1998 ㈜아이즈비전 2
1998 (주)케이티 2,3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2) 구내통신(3)
1999 (주)온세통신 1,2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2) 음성재판매

1998 하나로텔레콤(주) 1,2,3 인터넷폰(1) 호집중 재과금 구내통신(3)
1999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1,2,3 호집중 재과금 음성재판매 구내통신(3)
1999 (주)케이티프리텔 1,2 음성재판매(1) 호집중 재과금

2000 에스케이네트웍스㈜ 2 무선렌탈(2) 호집중

2001 (주)두루넷 2 호집중 재과금 인터넷전화(2) 인터넷접속(2)
2001 (주)엘지텔레콤 2 무선렌탈(2)
2004 케이티파워텔㈜ 1 음성재판매(1)
2004 서울국제전화㈜ 2 인터넷접속(2)
2005 ㈜드림라인 2 인터넷전화(2)
2005 ㈜케이티씨정보통신 2 호집중

주: 정보통신부, ‘2005년 7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및 ‘2005년 별정사업자 등록현황’을 근거로 
재작성

2004년 별정통신시장의 매출액규모는 보합세, 2005년 일정정도 감소 예상

2004년에는 2003년과 비슷한 규모의 시장추세가 나타났으나 시장규모는 소폭 감소하
다. 이러한 이유는 매출 비중이 별정1호 인터넷전화 부문이 다수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 됨에 따라 가입자 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화 부분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이전에 따

른 매출액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별정통신 서비스 부문 중 유일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별정 1호 설비보유재판매 
부분으로서, 이중 음성재판매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별정 2호중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선재판매로서, 2005년 5월 기준 전체 481개 업체에 11.6%에 해
당하는 규모인 총 56개의 별정통신사업자가 무선 재판매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 중 무선재판매업으로 별정사업자 등록한 업체는 온세통신과 KT이다. KT는 
2005년 3사분기 기준 무선재판매 수익이 2,74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7% 상승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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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 별정부문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10 ’03∼’04 성장률
설비보유재판매 (별정1호) 454,449 442,562 332.973 2.7%
음성재판매 391,913 353,509 10.9%

1) 국 내 53,003 42,502 24.7%
2) 국 제 286,828 258,667 10.9%
3) 이 동 52,082 52,340 －0.5%
인터넷전화 45,330 70,676 －35.9%
국제콜백 172 177 －2.8%
국제회선재판매 17,034 18,200 －6.4%
설비미보유 재판매(별정2호) 433,563 438,458 405,397 －1.1%
과금서비스 295,453 311,321 －5.1%
호집중 112,556 99,739 12.9%
인터넷전화 25,554 27,398 －6.7%
구내통신(별정 3호) 141,598 145,432 105,369 －2.6%

합 계 1,029,610 1,026,452 843,739 －0.3%

자료: 정보통신산업협회

<표 1－34>  무선재판매 별정사업자 목록(기간사업자 제외)

등록일자 상 호 호별 역무1 역무2
1998－06－09 (주)나래텔레콤 2 호집중 무선재판매(2)
2000－04－28 (주)아이투라인 2 무선재판매(2)
2000－06－09 (주)무한넷코리아 1, 2 인터넷전화(1) 무선재판매(2)
2001－06－13 (주)텔피아 2 무선재판매(2)
2001－07－30 ㈜모바일인터넷 2 무선재판매(2)
2002－04－26 (주)테크노코리아 2 무선재판매(2)
2002－05－24 (주)메타텔레콤 2 무선재판매(2)
2002－07－20 마이모아(주) 2 무선재판매(2)
2002－08－22 (주)나이스모비콤 2 호집중 무선재판매(2)
2002－09－02 ㈜아이젠텔레콤 2 무선재판매(2)
2002－10－01 (주)리더스텔레콤 2 무선재판매(2)
2002－10－21 ㈜계몽드림월드 2 무선재판매(2)
2002－12－30 (주)드리미정보통신 2 무선재판매(2)
2003－03－27 원샷텔레콤(주) 2 무선재판매(2)
2003－04－30 ㈜비앤에스솔루션 2 무선재판매(2)
2003－05－16 군인공제회 2 무선재판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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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상호 호별 역무1 역무2
2003－06－27 ㈜캡슐 2 무선재판매(2)
2003－08－28 현대자동차㈜ 2 무선재판매(2)
2003－09－26 ㈜위컴넷 2 무선재판매(2)
2003－10－24 ㈜아레오커뮤니케이션즈 2 무선재판매(2)
2003－11－10 텔코인㈜ 2 무선재판매(2)
2003－11－18 ㈜모비스트 2 무선재판매(2)
2003－12－15 ㈜트윈세븐텔레콤 2 재과금 무선재판매(2)
2003－12－20 ㈜아이웰컴 2 무선재판매(2)
2003－12－30 ㈜에넥스텔레콤 2 무선재판매(2)
2004－01－19 ㈜리치앤죠이인터내셔날 2 무선재판매(2)
2004－02－24 ㈜이모바일 2 무선재판매(2)
2004－04－07 ㈜디지털지엔지 2 무선재판매(2)
2004－04－17 ㈜인일네트웍스 2 무선재판매(2)
2004－06－03 ㈜국제텔레폰서비스 2 재과금 무선재판매(2)
2004－06－22 ㈜텔레넥스 2 무선재판매(2) 재과금

2004－06－22 ㈜지디엘케이 2 호집중 재과금

2004－07－02 ㈜씨씨엠프라자 2 호집중 무선재판매(2)
2004－07－05 ㈜바이셀텔레콤 2 무선재판매(2) 호집중

2004－07－13 ㈜아이센스텔레텍 2 무선재판매(2) 호집중

2004－07－23 ㈜텔레센스 2 호집중 재과금

2004－07－28 ㈜두리텔아이앤에스 2 호집중 무선재판매(2)
2004－09－30 ㈜더나인닷컴 2 무선재판매(2)
2005－01－13 ㈜에이티아이정보통신 2 호집중, 재과금 무선재판매(2)
2006－03－28 ㈜네이더스 2 무선재판매(2)
2004－02－17 ㈜모던 2 인터넷폰무선재판매

자료: 정보통신부, ‘2005년 별정사업자 등록현황’을 근거로 재작성

3. 향후 전망

장기적 시장 정체 예상되나 정책변수에 따라 방향성 달라질듯

별정통신서비스 시장은 2005년, 2006년에 큰 매출액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
년 수준인 1조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원인은,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진출, 전체 유선 시장 침체 등이다. 그러나 신규 서비스 도입과 그에 따
른 망 연동 의무화에 따른 기회가 제공되어 신규 수익모델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MVNO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큰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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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해, 2006년에는 구간 1.4% 성장 하락이 전망되어 전체 매
출액 규모도 약 1조 63억억원대 수준으로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틈새시장 육
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 기조에 따라 MVNO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시장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서비스 분류제도 개
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별정통신 관련 제도 개선 및 재편 역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변화도 제기될 것이라 보인다.

<표 1－35>  별정통신서비스 매출액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체 11,795 10,296 10,265 10,208 10,063
증가율 22.7% －12.7% －0.4% －0.6% －1.4%

자료: 2002∼2004년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5년부터는 KISDI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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