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1995. 9 한국전산원 KIX 설립
◦ KT-IX, Decom-IX 병존

 1999. 6 KINX (한국전산원내)

 2004. 7 인터넷접속사업 기간역무 지정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
◦ 망을 보유한 접속제공사업자가 망을 보유하지 못한 접속
이용사업자와의 접속조건을 결정

 현재는 KT-IX, SIX(구Hanaro-IX), DIX, KINX





IX 시장 (2011 매출액) ISP 시장 (2011 매출액)

KT 57.1% 45.9%

SKB 21.0% 23.0%(19.0+4.0)

LGU+ 21.9% 16.9%

기타 14.2%



 상호접속 시장 및 관련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통신민영화 이전 국가공공망의 독점지렛대 유지

 독과점백본사업자의 도소매 접속서비스사업에 대
한 독점지렛대 유지

 독과점백본사업자의 IDC사업에 대한 독점지렛대
유지

 독과점백본사업자의 직접접속/중계접속 협약에
대한 독점지렛대 유지



 역내 상호접속 시장의 경쟁촉진

 독과점 백본사업자의 육양국(Cable Landing 
Station)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지렛대 유지

 독과점 백본사업자의 국내유출입 백홀(backhaul)
에 대한 독점지렛대 유지

 독과점 백본사업자의 지역(region)단위 IXPs에서
의 상호접속형식(ex. paid peering)및 가격구조에
대한 독점지렛대 유지

 국내 독과점 백본사업자의 해외와의 중계접속
(transit) 배제



 Local Neutral IXPs로 해외 CP들의 CDN, Cache 
서버 유치효율적인 투자처, 투자비용 절감  투
자유인
◦ 그러나 현재 Local IXPs는 국내 ISP에 대한 효율적 접속경
로 제공이 주 역할

 해외 유출입 트래픽 감축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
향상
◦ 현재 해외 유출입 트래픽은 local IXPs 보다 주로 거대 백
본사업자와의 private peering에 의존

◦ 거대 백본사업자의 local IXP 연동 유도 필요



 트래픽 증가경향

 연결망 유지, 접속품질 안정화, 상호접속방식의 변
화(paid peering, partial transit 등)

 독과점 백본사업자의 독점지렛대 효과로 망의 효
율성보다 지대추구경향 강화

 CP, 최종소비자로의 부담전가



 Local, regional level에서 IXP, ISP 시장에서의 독과점
으로 인한 시장실패 점검 및 평가

 상호접속 시장실패로 역내 트래픽의 원활한 유통을 제
약하는 장애요인 확인 ex) 한류정보에 대한 역내 접근
경로제약 요인

 역내 정보접근경로 장애요인 제거/완화를 위한 공공정
책 수립, 개선

 역내 유관국가들간 역내정보유통시장에 대한 정보교
환 및 정책개선사항 협의

 Local, regional level에서 IXP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
자 – IBPs, ISPs, CPs, IDCs, CDNs, Users 들의 정책결
정과정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