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보통신정책 제 13 권 7호

통권 276호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정책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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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은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한 대안으로, 우리 나라도 2000년 12월 시
내전화와 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EU 실행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
가별로 도입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정책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나라 번호이동성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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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이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지역이나 사업자 혹은 서비
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번호이
동성은 번호이동의 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사 등을 통하여 가입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위치이동성(Location Port ability)이라고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사업자이동성(Operator Portability), 그리고, 가입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서비스이동성(Service Portability)이라고 분류
하여 정의한다.
연락처 :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570－4357, kimjk@kis di.r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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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첫째,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지역 중심이나 사업자 중심의 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지역이나
사업자를 변경할 때 필연적으로 번호의 변경이 따르게 되는데, 번호이동성의 도입은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사업자이동성에 해당하는 사항으
로, 기존 사업자의 이용자가 신규 사업자로 가입을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기존 번
호의 변경에 따른 불편으로 인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번호이
동성은 이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번호이동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EU는 회원국내 통신시장의 경쟁확대를 위한 하나의 정책방안으로 번호이동성을
고려하고 있고, 국가별로 시장환경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이동성의 도입시기를 권고
한 바 있다.
우리 나라도 2000년 12월 정보통신부가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
였고, 2001년 1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 정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는 우선적으로 시내전화와 착신과금서비스(080)에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시내전화의 경우 통화권내에서만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로 했
다. 도입시기는 각 통화권별로 전전자교환기의 보유비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도입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03년 상반기부터 시
내전화의 번호이동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현방식은 Query on Release(QoR)방식1) 으로
선정하였다.
2000년 정책결정의 후속작업으로 번호이동성의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검토에 EU 회원국의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U 회원국 중
에는 영국과 같이 조기에 번호이동성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최근에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
토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정책비교는 국내 번호이동성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더구나 번호이동성정책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간의 비교는 국내에도 번
1) 발신망 교환기에서 착신망 교환기로 신호가 전달되었을 때 착신망 교환기에서 이 신호가 이동된
번호라는 것을 인식하면, 착신망 교환기는 발신망 혹은 신호를 중계한 중계망의 교환기에 이를
통보하고 발신망 혹은 중계망 교환기는 번호이동DB(NPDB)를 검색하여 변경된 새로운 착신망
교환기로 신호를 재전송하는 방식(번호이동성 구현방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번호
이동성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0. 12. 1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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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동성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정책에 관한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정책
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내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Ⅱ.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정책현황
1. EU차원의 번호이동성 권고
EU는 번호이동성을 이용자가 요청에 의해 서비스제공사업자와는 무관하게 공중통신망
에서 그들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번호이동성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과 경쟁적인 통신환경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EU에서 번호이동성에 대한 언급은 Directive 제25조에 명시하고 있다.2) 번호와 관련한 공
정경쟁차원의 주요 정책이슈는 크게 사전선택제와 번호이동성으로 구분되는데, EU는 이들
정책대안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러한 Directive에 따라 각 국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U Directive에서 규정한 번호이동성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번호이동성, 사업자 선택, 사전선택제
1. EU 회원국들은 이동전화를 포함한 모든 공중통신망의 이용자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
공사업자에 독립적으로 그들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a) 특정 지역에서의 지역번호(geographic numbers)의 경우3 )
(b) 모든 지역에서의 지역번호 이외의 경우
3. 국가의 규제당국은 번호이동성 제공과 관련한 상호접속에 대한 요금설정을 확정해야 함
4. 국가의 규제당국은 번호이동성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비용을 번호이동
의 이용요금으로 전가하는 등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는 행위는 규제해야 함
3)

EU는 번호이동성의 제공의무를 시장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 : SMP)이 있는
기존의 지역전화사업자,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비지역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
고 이동전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무선사업자간 번호이동성의 제공은 아직 의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COM(2000) 392, Brussels, 2000. 7. 12.
3) 지역번호(geographic number) : 번호체계상 번호이용자의 물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로,
호를 라우팅할 때 이 번호를 이용하여 지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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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검토과정에서 제안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유무선간 번호이동성, 즉 서비스이동성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이용자들에게 번호를 통한 이용요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용
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통화가 유선요금으로 과금되는지 아니면 이동전화 요금으로 계산되는
지를 번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여전히 유무선간 통화요금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은
유무선간 서비스이동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EU에서 제시한 번호이동성의 시한은 2000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나, 각 국가의 기술 및
통신시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현방식과 시기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EU는 번호이동성의 형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표 1> 참조).
<표 1> 번호이동성의 형태
구

분

내

용

Local Geographic Number Portability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 한정된 지역내에서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사
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가입자의 번호가 변경되지 않도
록 하는 것

Non-Geographic Number Portability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 지역과 상관없는 서비스(예, 착신과금)에 대해서 서비
스 제공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가입자의 번호가 변경
되지 않도록 하는 것

Mobile Number Portability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 이동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가입자의 번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이 경우 각 국가별로 식별번호의 부여유무상황이 다름.
따라서 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포함
한 번호이동성과 포함하지 않는 번호이동성으로 분류
할 수 있음

EU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회원국들에게 번호이동성의 정의와 분류, 도입범위 및 구현시한
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번호이동성 도입정책을 수
립하였고, 이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후에서는 이러한 각 국가들의 번호이동
성 정책현황과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2. 각 국별 번호이동성 정책현황
가. 영 국
영국은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4) 을 1996년부터,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은 1997년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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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1996년이후 약 100만개이상의 지역전화번호가 전환되었고, 1997년이후 9만
1,000개이상의 비지역전화의 번호가 전환되었다.
비교적 지역전화와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은 이미 도입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나, 1999년
1월부터 제공된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운영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1999년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 도입된 이후로 약 50만명이상의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이
용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에 있어서 현재 영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역시 이용요금의
수준과 비용의 배분문제이다.
현재까지는 이용자들이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요금을 전환전 서비스제공업체
에게 지불하고 있다. 이는 이동전화사업자들간에 번호당 초기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OFTEL (Office of Telecommunications)은, 번호이동성의 이용요금수준은 번호이동성
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증분비용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서 전환이전의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이용자의 요금으로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5)
OFTEL은 지역전화와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제공할 때 BT의 비용과 요금에 적용했
던 완전배분비용방식에서 최근 증분원가방식으로 번호이동성의 비용과 요금을 전환하는 것
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또한 OFTEL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용요금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
나, 몇몇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다른 업체들이 그들의 번호를 전환한 이용자에게 행정비용(전
환당 50파운드)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리고, OFTEL은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전환요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
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6)
나. 스웨덴
스웨덴은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당시 몇몇 사업자들이 정해된 일정에 번호이동성을 구현
4) 본 원고에서는 Geographic Number Portability를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Non-Geographic
Number Portability를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Mobile Number Portability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5) OFTEL, Numbering Directive: Number Portability Requirements, 2000. 1.
6) OFTEL은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비용은 업체들의 비효율적인 거래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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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고, 규제기관은 실질적인 구현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
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9년 7월부터 ISDN을 포함한 유선전화와 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성이 도입
되기 시작하여, 1999년 12월에 완료되었다. 구현방식은 onward-routing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번호이동을 이용한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만 착신과금서비스(600
번 서비스)만 다소 높은 이용빈도를 보이고 있다.
많은 사업자들은 이러한 낮은 이용빈도의 원인으로 번호이동의 높은 이용요금을 지적하고
있다. 번호가 이동된 경우 전환후 사업자가 이 번호이동과 관련된 비용과 증가된 통화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러한 지불요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규제기관은 번호이동의 지불비용에 관한 원칙 규정
을 수정하여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변경전 사업자는 번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통화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 규제기관
은 이러한 점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라우팅을 하는데 있어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6월 규제기관은 이 법의 수정을 제안하여 전환전 사업자와 발신사
업자가 추가적인 통화비용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였다. 현재 기존 사업자는 초기비용으로
740～1340 SEK를 징수하고 있고, 추가 비용은 지역전화의 경우 호당 0.11 SEK, 비지역전
화의 경우는 호당 0.05 SEK를 징수하고 있다.
번호이동의 이용요금 분배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에 현재 합의를 도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규제기관에게 번호이동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수준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2001년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실제적인 구현을 위해
서는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사업자들간에 번호이동을 위한 공통DB의 구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번호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유선전화의 경우처럼 수동지원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많은 이동전화의 번호가 전환될 경우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통DB의 구축에 관하여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01년 9월에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구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덴마크
덴마크는 1999년 10월 15일부터 번호이동성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범위는 동일 지역에서
ISDN을 포함한 유선통신망간의 번호이동성이다. 구현방식은 지능망방식을 이용하고 있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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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양의 번호를 이동시킬 수 있는 중앙집중식 DB를 사용하고 있다. 번호이동성은 기업
이용자들에 의해 주로 이용되고 있고, 개인이용자들의 이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 5월 31일 덴마크는 통신시장의 경쟁조건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3항에
따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과 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의 제공과 그 시한을 법률로 규정하였
다.7)
원래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과 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이들 설비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있어서 사업자간에 이견이 존재하
고, 기술적인 문제들도 발생하였다.
2000년 10월 2일 정보기술연구부(Ministry of Research and Information Technology)
장관은 완전한 형태의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최종시한을 연장하여 발표하였다. 연장된 시
한을 보면,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2001년 7월 1일, 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은 2002년 4월 1
일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에 통화권내로 한정하였던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 제공범위를
2001년 1월 1일부터 확대하여 지역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완전한 형태(유선전화간, 이동전화간, 유선－이동전화간)의 번호이동성을 구현하는데 있
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통화를 할 때 번호만으로는 기존의 유
선전화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는지 아니면 보다 높은 이동전화의 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통화의 요금이 유선전화요금인
지 이동전화요금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핀란드
핀란드의 통신감독청(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Centre : TAC)은 1999년 2
월 24일 번호이동성에 관한 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8)
이 규정에 의하면, 핀란드의 번호이동성 도입은 1997년 4월 30일에 개정된 통신시장법
(Telecommunications Market Act, 396/ 1997)과 1997년 12월 22일에 발표된 교통통신부
의 규정(1393/ 1997)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 핀란드의 번호이동성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가 통화지역에

7) Telestyrelsen, Executive Order on Full Number Portability , Executive Order No. 1044, 2000.
11. 24.
8) TAC(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Centre), Regulation on Telephone Number Port ability , Helsinki, 199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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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번호이동성(통화권내 지역번호의 위치이동성과 사업자이동성)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번호이동성(전국적인 지역번호의 위치이동성과 사업자이동성)이고, 셋째는 서비스이동성
(비지역번호의 번호이동성)이다.
통화권내의 번호이동성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현재의 번호를 통화권내에
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국적인 번호이동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식별번호 071을
부여받는 것이다.
즉, 통화권내의 번호이동성은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NXX-XXXX, N: 2-8, X: 0-9)9) 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번호이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별번호 071을
포함하여 10자리의 번호체계(071-NXX-XXXX)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10자리의 번호체계는 미래에 개인번호(Personal Number :
PN)로 전환이 가능한 번호체계로, 핀란드는 이미 번호이동성을 개인번호체계와 연계하여
고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자는 이러한 전국적인 번호를 할당받기 위한 비용을 TAC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용하는 번호의 양에 따라 <표 2>와 같이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표 2> 핀란드의 전국번호 이용비용
(단위: FIM)
번호수

지불비용

1～9

100

10～1,000

300

1,000개 이상

1,000

자료: TAC

이러한 번호이동성의 최초 도입은 1997년 6월 1일부터 이루어졌고, 전국적인 번호이동성
도입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 통화권내에 지역전화의 번호
이동성의 이용수준은 이용요금의 문제로 여전히 낮다.
2000년 1월 1일까지 약 1,500개의 번호만이 번호이동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 번호는
대부분 대형 이용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약 20개의 대형 이용자가 이들 대부분의 번호
를 사용하고 있다.
9) 일반적으로 번호체계를 표시할 때 N은 2~ 9의 숫자를 나타내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0XX와
9XX는 유보 식별번호로 관리하고 있어서 N을 2~ 8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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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은 2000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
러나,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에 대한 수요는 점차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번호이동성에 대한 조건들의 미비가 여전히 경쟁에 중대한 걸
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존 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에 대한 비용이 높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TAC가 번호이동성의 구현비용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함에
따라 TAC는 번호이동성 구현비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기초하여 번호이동의 이용요
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기 타
1) 벨기에
벨기에는 아직 번호이동성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였다. 당초 2000년 1월까지 도입하
기로 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구현하지 못했다. 2000년에도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
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매우 늦게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도입과 운용에 있어서 사업자
간에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번호이동성과 관련하여 사업자간에 이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역시 이동된 번호에 대한
통화비용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
들은 현재 청구서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사
업자에게 배분할 비용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때까지는 Belgacom이 제시한
비용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Belgacom이 자사 망을 통해 다시 설정된 호에 대해 높은 비용방식의 상
호접속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Belgacom이 제안한 처리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이를 운용하는데 큰 불편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Belgacom은 번호이동성 운영을 외부에
용역으로 의뢰했을 경우 불법가입변경(slamming)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을 들어 신규 사업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 독 일
독일은 번호이동성에 관해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 제6편 제43조 번호 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10)
10) Telecommunications Act of Germany, Part Ⅵ. Numbering, §43 Numbering, 199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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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라 모든 통신망사업자들은 위치이동성과 사업자이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그
리고, 이용자가 번호를 전환하는 경우 이 때 발생하는 비용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이
동성의 제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술적인 이유로 인하여 번호이동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들은 동일한 지역번호에서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과 비지역전화
의 번호이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비지역전화서비스의 경우는 번호이동성의 제공을
2002년 1월 3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3) 그리스
그리스는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모두 현재 번호이동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Directive에
따르면, 그리스는 2년간 번호이동성의 구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다.
4) 스페인
EU의 Directive에 의해 스페인은 번호이동성을 2000년 12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
용을 받았다. 그러나, 스페인 당국은 번호이동성을 늦어도 2000년 2월까지 앞당겨 실시하겠
다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스페인 CMT (Comisio n del Mercado de las Telecomunicaciones)는
1998년 11월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였다. 이 포럼
을 운영한 결과, 1999년 5월 CMT는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채택하
였다.
스페인 정부는 1999년 10월 법률로 2000년 1월 1일부터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실시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때부터 제공되었고,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도 2000년 7월부터 제공되
고 있다.
5) 프랑스
프랑스는 번호이동성을 3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둘째, 비지
역전화의 번호이동성, 셋째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이다. 프랑스는 현재 이들 서비스에 대
한 식별번호를 <표 3>과 같이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0년 10월말 현재 지역전화의 사업자이동성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업자를 변경할 때 번
호이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사업자이동성만을 제공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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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랑스의 식별번호체계
서비스

식별번호

지역전화

01, 02, 03, 04, 05

비지역전화

08

이동전화

06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번호이동성을 EU의 시한이었던 2000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는데
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규 사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패가 완전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France Telecom과의 효과적인 경쟁에 큰 장벽이 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EU의 Directive는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과 함께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도 2000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관인 ART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는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행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프랑스는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EU의 일정에 맞게 제공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ART는 즉시 번호이동성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들은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6)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00년 1월 1일 비지역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Eircom은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들은 2000년 11
월 30일까지 번호이동성의 제공을 의무화하였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부분적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
하는 경우 가입자 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다만 사업자식별번호만 변경된다. 통신규제청(Office of the Director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 ODTR)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
한 형태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번호이동성 도입은 유럽연합의 시한인 2000년 1월부터 이루어졌으나, 실제 번

11)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Télécommunications(ART), ART Launches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Use of Telephone Number Portability, A RT Press Release, 200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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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동성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는 번호이동성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인데, 기존
사업자가 요청한 최소 수준인 1일 1,100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규제기관은 번호이동성의
진행과정과 구현체계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가동중이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은 2001년 6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동전화의 번
호이동성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4 사업자만이 강력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이다.
8) 네덜란드
번호이동성은 1999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
업자들이 FIST라는 포럼에서 동의한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 통신규제기관인
OPTA는 현재 번호이동성의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도 제공되
고 있고, 사업자들은 다른 EU 회원국들간의 번호이동성도 고려하고 있다.
9) 오스트리아
EU가 2000년 1월 1일부터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규제기관은 이를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0년 3월 27일 규제기관은 기존 사업자에게 2주안에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0년 5월 9일에는 최종적으로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도 요청하
였다.
10)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EU가 2002년 1월 1일까지 완전한 형태의 번호이동성의 구현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 포르투갈 규제당국은 이들 서비스의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포르투갈 정부는 2000년 2월에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
다. 명령(Despacho) 12809/ 2000에 따라 번호이동성은 유선전화의 경우 2001년 7월, 이동전
화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이동DB(NPDB)는 Portugal Telecom과
주요 사업자대표 협의체가 구성한 ICP라는 컨소시엄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Ⅲ.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정책의 특징
앞서 살펴본 EU 회원국들의 번호이동성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
다. 비교의 대상은 정책도입시기 및 범위, 구현방식, 그리고, 비용분담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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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도입시기 및 범위
EU 회원국들의 번호이동성 정책 도입시기를 번호이동성의 종류별로 비교해 보았다. 지역
전화, 비지역전화 및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현황은 <표 4>와 [그림 1]과 같다.
<표 4>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도입 현황
도 입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Geographic
Number
Portability)

도입예정

미도입

－영국, 핀란드, 독일, 네
덜란든, 스웨덴, 덴마
크,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비지역전화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번호이동성
스웨덴, 덴마크, 스페
(Non-geographic
인, 아일랜드, 이탈리
Number
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Portability)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도입일정 확정: 이탈리
아, 덴마크, 스웨덴, 포
르투갈
－도입일정 미확정: 독
일,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Mobile
Number
Portability)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주: 국가들의 순서는 도입국가의 경우 도입시기 순서이며, 도입예정국가와 미도입국가는 가나다순서임

가.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은 몇몇 회원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입된 상태이다. 특이한 점
은 영국이 EU의 Directive 일정과는 상관없이 1996년에 일찍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시내전화시장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영국은 1984년부터 BT와 Mercury간의
복점체제로 운영되었고, 1987년부터는 케이블TV의 제한적인 전화사업이 허용된 이후로 케
이블TV사업자는 자체 교환기를 설치하고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991
년 정부의 복점 정책에 따라 122개 케이블TV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 면허를 획득했으며,
26개의 회사가 추가로 면허를 획득하였다.12)
12) 류정우, 제3장 영국의 통신서비스정책 , 주요 국가간 통신서비스 정책비교 분석 , 정보통신정
책연구원(KISDI), 연구보고 00-23,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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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도입시기
1996

1997

1998

영국
(1996)

1999

핀란드
(1998. 10)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2000

2001

2002

독일
(1999. 1)

스페인
(2000. 1)

포르투갈
(2001. 7)

네덜란드
(1999. 4)

이탈리아
(2000. 1)

프랑스

오스트리아
(2000. 3)

스웨덴
(1999. 7)

덴마크 아일랜드
(1999. 10) (2000. 7)
1996

1997

1998

1999

영국
(1997)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2000

2001

2002

독일
(1999. 1)

스페인
(2000. 1)

포르투갈
(2001. 7)

네덜란드
(1999. 4)

아일랜드
(2000. 1)

프랑스

스웨덴
(1999. 7)

이탈리아
(2000. 1)

핀란드
덴마크
(1999. 10) (2000. 1)
오스트리아
(2000. 5)
1998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1999

2000

영국
(1999. 1)
네덜란드
(1999. 4)

스페인
(2000. 7)

2001

2002

이탈리아
(2001. 6)
덴마크
(2001. 7)
스웨덴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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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케이블TV사업자는 서로간의 연합을 통해 BT, Mercury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
적인 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케이블TV사업자들은 시내전화시장에서 BT에게 강
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으며, 또한 Mercury는 3개의 대형 케이블TV사업자를 합병하기로 결
정함에 따라 시내전화 분야에의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듯 영국 시내전화시장의 경쟁은 BT의 독점시장에 C&W와 다수의 케이블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킴으로써 도입되었는데, 이들 케이블사업자들이 정상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
지 못하자 영국의 규제기관은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일찍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게 되었다.
나.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비지역전화의 경우도 지역전화의 경우에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역시 영국이 1997
년에 이를 도입하여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EU Directive의 시한인 2000년 1월을 전후하여 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과 유사한 시기에 도입하였다는 점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비지역전화에 해당하는 착신과금서비스(1-800)의 번호이동성을 1993년에
도입하고, 지역전화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의 번호이동성은 1997년에 도입하였다.13) 이것은 시
내전화시장에 비해 착신과금서비스시장이 보다 경쟁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이고, 신규 착신과
금서비스사업자들은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하여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1996년 통신법 개정에서 시내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을 보면, 시내
전화시장이 그만큼 경쟁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는 번호이동성 도입을 제
기할 동기가 착신과금서비스에 비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착신과금서비스의의 번호이동성 도입이 결국 지역전화와 이동전화의 번
호이동성 도입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착신과금서비스의 번호이동성 도입당시 주
요 정책결정들이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도입시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선행자료
로 이용되었다.
이에 비해 EU의 회원국들은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과 대부분
같은 시기에 도입하였다.
13) 서보현·김용규·김진기·이승훈, 번호이동성의 수요조사 및 손익분석 , 수탁용역과제보고
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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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이동전화의 경우는 영국도 다른 EU 회원국들과 유사한 시기에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국가
들이 이동전화는 시내전화보다는 늦게 도입되었고, 현재까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
도 많다.
이는 EU가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동전
화의 번호이동성 도입은 시내전화와는 달리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단말기의 교체 등의 추
가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3세대 이
동통신서비스인 UMTS(Universal Mobile Telephone Service) 14) 의 허가가 2000년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와의 번호이동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
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실은 덴마크의 경우 2002년 4월부터 유무선
간 번호이동성(Fixed-Mobile Number Portability)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이것은 결국 완전한 형태의 번호이동성 구현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의 도입은 번호가 가지는 요금안내기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
로, 현재처럼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요금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서비스간의 요금격차의 축소나 어떠한 형태로든 번호가 가지는 요금고지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구현방식과 이용요금의 부과방식
가. 번호이동성의 구현방식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구현방식을 지능망방식과 비지능망방식으로 분류한 것이 <표 5>
이다.
ITU-T에서는 번호이동성의 구현방식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5) 이들 방식
들은 신호를 전달할 때 교환기의 신호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지능망방식으로 분류하고, 신
호전달을 지능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망방식으로 분류한다.

14) 유럽의 제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IMT-2000과 동일한 개념임
15) 번호이동성의 구현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TU-T, The International Public Telecommunication Numbering Plan Supplement 2 : Number Portability , ITU-T Recommendation E. 164
Supplement 2, ITU. 1998.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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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구현방식
비지능망방식
－영국(CDB)
－스웨덴(RCF)

지능망방식
－덴마크
－이탈리아(이동전화-ACQ)
－네덜란드(ACQ)

주: RCF : Remote Call Forwarding( = On-ward Routing)
CDB: Call Drop Back
ACQ: All Call Query

Remote Call Forwarding방식(On-ward Routing)과 Call Drop Back방식을 비지능망방
식으로 분류하고, Query on Release방식과 All Call Query방식을 지능망방식으로 분류
한다.
EU 회원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조기에 도입한 국가들이 주로 비지
능망방식을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지능망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통신망체계가
지능망에 기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입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
이다.
반면에 후기에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지능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가의 면적이 작은 네덜란드는 All Call Query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이한 사실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기존의 유선통신망이 지능망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ACQ 방식의 선택이 용
이하였다.
이처럼 기존 통신망의 구성체계는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요
소이다. 우리 나라도 번호이동성에 대비하여 반전자교환기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통신은 전체 교환기 회선의 20%를 넘는 반전자교환기를 당초 2004년보다 1년 6개월
앞당겨 오는 2003년 상반기까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16) 반전자교환기는 2003년 도입예정인
번호이동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교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와 한국통신은 지난 1998년 말 당시 762만 회선에 달하는 반전자교환기의 대·개체를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으며 최근 다시 2003년 상반기로 일정을 단축한 것
이다. 한국통신의 반전자교환기는 지난해 말 현재 496만 회선으로 아직도 전체 교환기 회선
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16) 조시룡, 반전자교환기 조기철거 , 전자신문 , 200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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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체적으로 구현방식의 선택은 번호이동성의 도입시기와 기존 통신망의 구성체계
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번호이동성을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사항중의 하나가 번호이동 DB(NPDB)
의 운영방식이다. EU 회원국들은 대부분 중앙집중식 번호이동DB를 구성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는 통신망의 중심에 번호이동DB를 두고, 이로부터 개별 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정보와 번
호정보를 받아서 개별 통신사업자의 망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대부분 번호이동DB
의 관리는 제3의 기관에서 맡게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 이용비용의 부과방식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모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초기 비용은 번호이동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
고 있지 않다.
다만, 번호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 수준에서 이용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영국의 경
우는 OFTEL의 Directive에서 이용요금의 수준을 번호이동성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증분비
용으로 한정하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을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환시 약 50파운드 정도이다.
유사한 경우로 독일도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한 차례의 전환비용을 징수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현재 기존 사업자의 경우 초기비용으로 740～1340 SEK를 징수하
고 있고, 추가 비용은 지역전화의 경우 호당 0.11 SEK, 비지역전화의 경우는 호당 0.05
SEK를 징수하고 있다. 즉, 초기비용에 통화당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국가별로 징수하는 방식이나 수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러한 이용요금이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까지는 이
러한 요금수준이 이용자들에게는 다소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 결과 번호이동의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Ⅳ. 시사점
지금까지 번호이동성과 관련하여 EU의 Directive와 회원국의 정책 및 추진경과를 살펴보
았고, 여기서 나타난 몇 가지의 특징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EU Directive에서 명시한 번호이동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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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기에 맞추어서 도입을 추진한 반면에 영국은 시내전화시장의 환경에 의해 번호이동성을
조기에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시내전화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케이블TV사
업자들이 경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EU 회원국들의 번호이동성 도입범위는 대체로 지역전화, 비지역전화와 이동전화이
다. 지역전화와 비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은 대부분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반면에, 이동전
화의 번호이동성은 다소 늦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 덴마크의 경우는 유무선
간의 번호이동성(Fixed-Mobile Number Portability)을 2002년 4월까지 도입한다는 것이
고, 둘째는 핀란드의 사례로, 새로운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전국적인 지역전화의 번호이동성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EU 회원국들이 통화권에서의 지역전화 번호이동성을 도입
한 것에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고, 이러한 방식은 향후 개인번호(PN) 체계로의 전환에 유
리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는 네덜란드의 사례로, 지역전화, 비지역전화, 그리고 이
동전화를 동시에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3가지 서비스의 번호이동성을 도입함으로써 비
용절감의 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시사점을 준다.
EU 회원국의 번호이동성 정책에서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번호이동성 구현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크게 2가지의 요소 －도입시기와 기존 통신망의 수준－ 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다. 첫째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빠른 국가는 비지능망방식을 선택한 반면에, 도
입시기가 늦은 국가들은 지능망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능망방식의 도입에 따른
비용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기존 통신망의 지능망정도로, 네덜란
드와 같이 기존의 망이 지능망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는 지능망방식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의 시사점으로는, 번호이동성의 도입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사업자간
이해의 상충이었다는 것이다.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비교적 쉽게 해결한 국가들은 번호이동
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도입한 반면에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된 국가들은 도입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역
할이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호이동성이 도입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이용자들의 이용요금 수
준이라는 점이다. 번호이동성을 도입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여전히 번호이동수준이 낮
은 것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금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요
금설정이 번호이동성의 도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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