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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
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
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통신과금서비스, 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모바일 서비스, 휴대폰 결제 시장, 전자금융서비스

Abstract  Carrier billing services market is growing according to the technical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miting factor in carrier billing service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factor for it using the 
Delphi Method. The amount money to use in carrier billing charges should be provided in their credit based 
and the accumulated payment using a text message is displayed and also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carrier billing firms are the least responsible for consumer harm. It also provide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ons carriers and billing services company for non recognition and payment. The service 
provider to prove negligence not proven by consumer and telecommunications billing service delinquency rate is 
applied at a rate such as a credit card and it also should integrate retail payment and service fe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mmunication billing services market growth through improved communication billing 
servi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e the study of the factors that emerged from communication and 
billing services due to emerg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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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스마트폰및태블릿 PC 보급의확산으로모바일

결제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과 오프

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1,2].

2013년 온라인쇼핑의규모는약 55조원에달하며특

히 모바일 쇼핑 시장은 2012년 1.7조에서 2013년 4조 규

모로급성장하였다. 2014년에는국내소셜커머스거래액

은 3.75조원으로 1.5배가량의성장하였으며. 모바일소셜

커머스의 거래액은 약 60%까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은더욱다양한플랫폼으로확장되고있

다. 이에따라소비자보호방안에대한연구와서비스제

공 기업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3] 온라인에서의주요거래수단인신용카드거

래와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Division Credit Cards Carrier Billing

Fee About 3%
Digital Content 7%, Products

3%

Fee About 2.5%
Digital Content 5%,

Products 1%

Margin About 0.5% 2∼3%

Payment

period

7 days from the

settlement date

early next week, month

and the month from the

settlement date

Key

Customers
Stores

Online game companies,

shopping malls

Authentica

tion

Method

Credit card

number,

expiration date

After entering phone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name

Enter password

Input certification Number

which is sent by SMS or

ARS

Good point

Credit card and

earn points,

discounts,

tax-deductible

Ease of payment and security

systems

Note

Certificate

required for

more than ₩

300,000 payment

Monthly upper limit is ₩

300,000

Source : KG mobillians Co, Ltd

<Table 1> Comparison of credit card transactions
and carrier billing services transactions

통신과금서비스는 신용카드 대신에 통신요금에 청구

서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정산을 처리하는 주체가 신용

카드사가 아닌 이동통신사이다[4]. 신용카드와 통신과금

결제서비스는후불제시스템으로적용되고있으며신용

카드는 소비자의 사용금액 한도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부

여받고 있다. 통신과금의 경우 최대 사용한도 금액이 지

정되어월기준으로사용전화회선당최대 30만원까지

결제에이용할수있다. 이는정보이용료로서실물이아

닌 콘텐츠 구입 시 추가로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사기거래 방

지 및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연구를 해왔다.

공명제(2008)는 ‘소액결제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소액

결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액결제업무의 금융기관

확대문제, 모바일확대에따른문제, 금융의국제화에따

른결제문제및운영주체의관리문제등에대한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5].

고형석(2010, 2014)은 통신과금서비스에서 법적 제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6,7].

이재학, 박철(2010)은 ‘온라인 소액결제의 속성중요도

에대한연구-안정성차원을중심으로’에서 399명의참가

자를통해온라인환경에서소비자들이소액결제를이용

할 때 선호하는 결제수단과 중요시하는 속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8]. 소비자들이통신과금서비스이용시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안정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온라인소액결제활성화를위해전자거래시스템

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서영(2011)은 ‘주요국가 소액결제 시스템 운영구조’

에서각나라별소액결제시스템의운영형태를살펴보고

국내의소액결제시스템과비교하였다[9]. 소액결제는대

량 거래수행에 따른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백업을 통한 소액결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산업경제 정책연구원(2011)이 발간한 ‘통신과금

서비스제도개선방안연구’에서 통신과금서비스로인한

피해유형, 이용자 보호방안 통신과금에 대한 법체계, 정

보통신망법개정안, 통신과금서비스분쟁을해결하기위

한 별도의 분쟁해결기관의 설치를 제시하였다[10].

유순덕, 김정일(2013)은 ‘통신과금서비스 개선방안 연

구’에서 전자결제시스템보완및관리강화, 사기거래모

니터링및사기에대한예방을위한홍보강화등을제시

하였다. 전자결제시스템의보완, 사기거래에대한모니터

링 및사기감지 기능강화, SMS 인증 외에새로운 인증

서비스 도입 유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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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2013)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

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에서 모바일 기기와 전자상거래

특성에맞는소비자문제대응을위한기준마련이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인 해석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수있어모바일전자상거래전반에서소비자문

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에게 권고 측면이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유순덕, 김정일(2013)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 시 책임

주체에 PG 서비스기업과통신사에책임을부과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상세하게 소비자 측

면에서 한계 요인 및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2. 연구 설계 및 통신과금서비스 피해현황
2.1 연구 설계 및  vc방법
본연구는통신과금서비스에서등장하고있는한계요

인을추출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에대한연구로

서전문가를통해한계요인의원인과해결할수있는개

선 방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

제에대해전문가들의견해를유도하고종합적으로판단

하여 정리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델파이 기법

의경우패널의규모에대해정확히언급하고있지않으

나선행연구에따르면, 10명 이상을주로채택하고있어

서 본 연구도 전문가 13인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은 통신과금서비스 분야 전문

가 8인과 한국소비자연맹의직원 5인으로총 13인이 참

여하였다. 참여한 패널 전문가에는현업전문가 6인과 법

학교수 2인이포함되었다. 연구에참여한패널들의 개방

형인터뷰는 2014년 12월 30일에한국소비자연맹정광모

홀에서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선정된 13인의패널에게개방형질문으로

진행하였다. 1차 질문 주제는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

인으로서 한국소비자피해연맹이 제공한 2014년 소비자

불만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차 라운드에서 제시

한 통신과금서비스 다음과 같이 8가지 한계요인 요소를

제시하여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1) 월 이용

한도 소액결제 30만원, 정보이용료 50만원의 적절성, (2)

소액결제 이용금액한도 표시, (3) 소비자 소액결제로 인

한피해발생시 주책임명확화, (4) 소액결제 피해 빈발

업체에대한 PG 및이통사관리책임, (5) 소비자미인지

상태에서 장기간 피해 발생에 따른 입증을 통한 피해보

상 문제, (6) CP 인수시 회원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을

시자동인수인계문제, (7) 소액결제현금화(깡) 업체관

리책임, (8) 소액결제대금 연체로 과중.

2차 라운드에서는 1차 라운드를 통해서 각각 제시된

한계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이를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개방형으로 진행하였다.

3차 라운드에서각제시된개선방안에대한 중요도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평가하였다.

2.2 통신과금서비스 피해현황
2013년도에는스미싱등다양한사기거래가등장하였

다.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으로 2014년도

의 전자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온라

인의대표적인거래수단인통신과금서비스는여전히거

래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13].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처리한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모두 1,622건

이다[14,15]. 1,622건의 소비자피해를 유형화하여 구분해

보면, 크게①소비자가피해발생과관련된어떤행위를

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와②소비자가피해발

생과관련된어떤행위를인지하고있는경우로나눌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 ‘해당 사

이트미방문 해당서비스미사용’ 등으로다시구분할수

있으며, 후자는 ‘무료이벤트’, ‘미승인 미동의’, ‘자동결제’,

‘미성년자’, ‘오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소비자피해 발생 순위를 보면, ‘미방문 미사

용’, 즉, 소비자가해당서비스의이용및사이트에방문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액결제가 발생한 소비자피해

가 484건(29.83%)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미승

인 미동의’로 해당사이트를방문 가입하였지만해당서

비스 이용에 대해 승인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가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209건(12.89%), ‘자동결제(178

건, 10.97)’, ‘미성년자(168건, 10.36%)’, ‘무료이벤트(167

건, 10.30%), '해킹 스미싱’(158건, 9.74%)의순으로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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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2011 2012 2013 Total(%)

Act

recognized

Free event 30 91 46 167(10.30)

Unauthorized 21 82 106 09(12.89)

Automatic

payments
49 51 78 178(10.97)

Infancy 42 89 47 168(10.36)

Error 25 86 22 133(8.20)

Act not

recognized

Smishing,

hacking
31 47 80 158(9.7)

Identity Theft 84 23 3 110(6.78)

Unused 125 186 173 484(29.83)

Other

Other (lost,

accidentally

payment)

5 8 2 15(0.92)

Total 412 663 547 1,622(100)

<Table 2> Micro payments claim type

다음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통신서비스의 한계요인은 한국소비자연맹이

2013-2014년도에 걸쳐 소비자로부터 직접 민원처리한

자료를근거로추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민원중에서

민원요청이가장많았던것을중심으로상기에서언급한

8가지로 정리하였다.

3. 통신과금서비스 한계요인
3.1 소액결제에 이용한도금액 과다
첫째, 소비자가측면에서통신과금서비스이용한도금

액이지나치게높다는것이다. 통신과금서비스에서이용

한도금액은 각 휴대전화 회선당 소액결제 30만 원과 정

보이용료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정 통신사의 경

우 1인당 5회선의전화사용이가능하고 1회선당소액결

제와 정보이용료가 최대 80만원이므로, 5회선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월 사용금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여

실질적인 소액결제 이용 한도금액이 과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물론 2014년도 제도 개선 요청으로 최초 가입

시 3개월 미만의 경우 최소금액인 3-5만원 내외가 부과

되나,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3년 한국소비자연맹이조사한 ‘2013 사기소액결제

피해 등 민생침해행위 실태조사’(성인남녀 1004명)에 따

르면 월 평균 5만 원 이하 사용율은 89.5%를 차지했다

[9]. 또한, 2013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2013 사기

소액결제 피해 등민생침해 행위 실태조사’(성인남녀 1004

명)에따르면소액결제월한도 30만원이 ‘매우적절’하다

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으며 월 10만 원 이하가 적정

하다는응답이 56.2%로 나타났다. 따라서한도금액이 30

만원으로책정된것은사용금액대비과도하다는견해이

다.

둘째, 소비자의 평균 이용금액대비 과도한 월 이용한

도금액으로전자금융사기의피해가능성이증가하게된

다. 즉, 사용하지 않는 한도금액으로 사기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2 소액결제의 이용한도 금액 표시
소액결제 이후 결제알림문자 중 ‘이용한도’ 항목혼동

우려를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1월 신설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제 14조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청구금액과 함께

이용한도액을 알려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한도액은 해당 월에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

제 월 한도를 해당 이용한도에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충분한것으로오해하여불필요한소비를야기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액 결제 시 이용한

도 금액 표시방법이 부적절하므로 변경 및 검토가 필요

하다.

[Fig. 1] Billing SMS example of Carrier Billing Services

3.3 통신과금서비스 피해발생 시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이동통신사, PG

사, 판매업체, 소액결제피해중재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

원회 등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책임보상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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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소액결제 특성상 소비자와 생산자간 1 : 1 거래가 아닌

소비자, 생산자, 중개자(결제 지급대행) 등 복잡한 거래

관계가형성되어소액결제로인한피해발생시주요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특히 소액결제는 CP(콘텐츠 제공업

자)의 정보를소비자가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 소

액결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CP 보다는비용이 지불된 이

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또는 결제대행기업명으로 문자를

발송하고있다. 따라서전자지불결제기업으로연락하는

경우가대부분이나책임소재가불명확하여 CP사로연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중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받기 어려워 소비자가 불편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거래형태별 또는 소비자 접근성, 최종 비용지급주체

등을 기준으로 책임주체를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이동통신사또는 PG사의통신과금서비스이용약

관중책임에대해미비한경우가많아소액결제로인한

피해발생시 주체별로 피해보상여부나 금액이 상이한 경

우가있다. ‘떠넘기기’로인해고의과실없는소비자가모

든피해를감수해야하는경우를줄이기위해서는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

3.4 소액결제 피해 빈발업체에 대한 책임관리 
부재

2013년 한국소비자연맹이조사한 ‘2013 사기소액결제

피해등민생침해행위실태조사’(성인남녀 1004명)에 따

르면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평균 피

해금액은 56,175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콘텐츠, 전자상거래 등) 피해 금

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 피해보상/구제에 소극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월에 청구되는 소액결제 특성

상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소액결제 이용 후 결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책임주

체가불명확할경우짧은기간내소액을보상받기위한

이용자의 수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로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발생건수는 2013년 대비많이감소하였으나, 소비자

에게장기적인피해를유발하는업체에대해서는지속적

인 모니터링 및 제재가 필요하다. 파일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상품 중 1회 승인 후 매달 일정금액이 결제되는

자동결제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거나(무료이벤트 참여,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결제

로 전환)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회원가입한 적 없음 등)

소액결제기간이 연장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비자가 PG사, 또는 이동통신사에 사실 확인 및

보상을요청하게된다. 특히이러한피해는짧은기간집

중되어일어나는경우가많아, PG사 및이동통신사의적

절한 모니터링 및 제재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넘게소액결제된것을알고소비자단체등을

통해해당업체, PG사, 이동통신사에피해보상을요구하

여일부분보상을받거나피해입증을하지못해보상받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

고 사후 처리가 지속된다면,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규모

가더커질수있다. 특히이경우에는피해를입고도알

지 못하는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3.5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 장기간 피해발생 
후의 피해보상 문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하여 큰 비율은 아니나 자동결

제로 인한 피해가 있고, 피해상담자는 장기간 피해가 발

생하는동안안내를받은적이없거나해당서비스를이

용한적이없다고응답한다. 자동결제신청시기한만기

없이지속적으로결제되어, 이용자가신청한서비스라고

해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이 어렵다.

자동결제 신청 시 결제 전후 문자를 통해 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이거나 이

용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이 다른

요금과합쳐져서부과되는경우(통신사부가서비스의경

우 통신요금과 함께 결제)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여

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늦어진다. 결

제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경우에는 피해금액 규모도

크고시간이경과되었다는이유로손해배상을받기어렵

다. 실제피해사례를보면, 2007년도에음원사이트에 PC

로가입하여이용하였는데. 현재 2G폰 사용내역을확인

해보니 2007년~2014년 동안매달기타이용료라는명의로

해당사이트로부터 10,000원이청구된경우가있었다. 소

비자는 지금까지 해당 음원 사이트를 사용한 적도 없는

데 요금이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

을 요구하였으나 60%의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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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비자 피해 입증의 원칙에 의한 한계성
소액결제피해로소비자가피해보상을업체에요구해

도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았음, 또는 회원가입하지 않았

음’을 입증하지못해피해보상이어려운경우가많다. 실

제피해사례를보면, 쿠키런게임비만 2014년 2월부터현

7월까지 총 66만원 결제되었으나 소비자는 결제한 적이

없었고 신용카드결제내역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되

었다. 이동통신사와 게임 결제 기업에 모두 문의했으나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게임 개발자에게 문의하라고 하였

다. 이러한 소비자의 책임여부 입증이 어려운 환경을 반

영하여, 소비자 피해 입증을 통한 피해 보상제도의 보완

이 필요하다.

3.7 높은 통신과금 연체료
전자지불결제 대행 기업의 이용약관 중 연체료 명시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

지납입하지아니한때에는그요금의 100 분의 4에상당

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소액결제대금의연체료는월 3%～5%로공과금과신

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산방식이 ‘일할’이어

서하루만연체해도 3%이상의연체료가부과되고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인포허브,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

스의소액결제연체료는 4%로, 10만 원을 1일연체할경

우 4천원의연체료가부과된다. 신용카드의경우동일금

액을 1일 연체할 경우 68원(연 25% 적용), 수도요금은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3.8 소액결제 한도와 정보이용료 분리 필요
휴대전화사용인구대부분이스마트폰을사용하고소

액결제나 정보이용료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대부분

이스마트폰환경에서만이용가능한상황에서소액결제

와정보이용료를구분하여유지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

재검토가필요하다. 특히이동통신사가소액결제로정보

이용료를별도로구분하여월이용한도를부여하는상황

에서(30만원, 50만원) 일반인의 경우 소액결제와 정보이

용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정보 분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3.9 연구 결과 분석
통신과금서비스의 설문에서는 5점 리커드 척도에 의

해이루어졌다. 8 가지한계요인과관련해서소비자가소

액결제 사용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통신과금서

비스사용가능잔액이아니라사용한금액인것으로나

타났다. 2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은 통신과금서

비스연체요금의과다로제시되었다. 전문가들사이에서

개방형 토론에서 통신과금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한도

금액의 유지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과반의 의견에서는 축

소를 지지하였다.

Classification

Mean

Standard

DeviationValue

The

standard

error

Displayed using amount required on

SMS
4.31 0.26 0.95

Excessive charging late fees 4.08 0.21 0.76

Service providers need to prove

negligence principles
3.92 0.24 0.86

primarily responsible body is PG

provider and Telecommunications

firm

3.85 0.25 0.90

Responsibility for damages frequent

supplier is allocates to PG provider

and Telecommunications firm

3.62 0.21 0.77

Integrated payment and information

fees
3.46 0.35 1.27

Excessive limit amount of

communication billing fee
3.15 0.32 1.14

<Table 3> The limited factor and its improvement factors

다음은 개방형 토론에서 제시된 개선방안과 이에 따

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4. 개선 방향
4.1 소액결제 이용한도 금액 과다
첫째, 월간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를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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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이통통신사에서 가입 3개월미만 이용자의한도를축

소하여제공하고있다. 신용카드회사에서이용자의가처

분 소득이나 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조절하는 것

과 같이,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월 이용한도를 최고액

인 30만 원과 50만 원으로기본설정하는대신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고(예를 들면, 각각 월 5만원 또

는월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이용자에게한도증

액신청할수있는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그리고이용

자가 원하는 경우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 한도축소를

보다더쉽게할수있도록이용자가직접고객센터에요

청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모바일 App에

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사용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환경에 따른 적절한 신용기반의 사용

금액을제공해주는제도가필요하다. 통신과금시장이기

술발달에따라빠르게성장하고있어한도금액제시보다

는 신용카드처럼 이용자의 신용 및 환경에 따라 적절한

한도금액을 제공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

하다. 휴대전화 관련 기술 발달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

비자의 성향으로 통신과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

는 추세를 반영하여, 한도금액 제한보다는 소비자가 직

접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그 한도

는이통사등신용공여제공자가검토하는방안이필요하

다. 물론 신용공여제공자는 소비자 피해 및 사고처리에

대한대안을동시에제공하는신용공여를통해사용금액

을 제시해야 한다.

4.2 소액결제의 이용한도 금액 표시
소비자가결제시알림문자제공항목을이용한도액이

아닌 당월 사용 누적금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용

자의계획적이고합리적인소비생활유도를위해신용카

드이용결제내역문자와 동일하게 당월 누적사용 금액 제

공을 제안하고, 필요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

지나통신과금서비스업을수행하는기업의약관등에삽

입도록 하는 정부의 유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사용누적금액 표시를 유도했으

나 시장 정착이 지연되어 2012년 8월에 금유감독원에서

사용액알림서비스를통해누적사용금액표시를일괄적

용하도록 조치하여 시장에 적용된 전례가 있다.

4.3 통신과금서비스 피해 발생 시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2013년 한국소비자연맹이조사한 ‘2013 사기소액결제

피해등민생침해행위실태조사’(성인남녀 1004명)에 따

르면 소비자는 소액결제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서비스

제공/제품판매업체에있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나결제

대행업체와 이동통신업체 또한 19.5%, 13.8%의 사람들

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

임을부담하는것이일반적이나소액결제피해가발생하

는경우가 CP가운영을중단또는폐업했거나애초정상

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의도가 없는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 통신과금서비스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기업과 이동통신사

또한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최소한의노력과보상책임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고의과실 없는

분실에대해서는책임을지우지않는신용카드업의사례

를 참고할 수 있다.

4.4 소액결제 피해 빈발업체에 대한 책임관리 
부재와 소비자 미인지 상태에서 장기간 
피해발생 후 피해보상 문제

실제 피해사례로서 2014년 상반기 연맹에 접수된 소

액결제피해상담사례중업체명이확인되는파일동영

상다운로드사이트상담 101건중 33건이한개기업관

련 상담이었다. 해당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사업진흥원에

도 상반기 21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되었던 기업이었다.

해당기업은과징금을부과받았지만기본적으로 PG기업

등에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관리 가능한 사례로서 이

동통신사및 PG 기업의경우관리에대한책임을명시할

필요가 있다.

짧은 기간 피해 빈발업체 및 비정상적인 거래행태(자

동결제이용자수가많은업체등)의경우업체에대한모

니터링을통해피해발생전사전제재또는결제중지가

가능하다. PG사는 피해 발생사례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빈발한업체의경우결제를중지하거나관련기관

에 해당업체의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통신과금서

비스관련제도및정책추진을협의하기위해구성된 ‘통

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1)’에서는 정기적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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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해소액결제피해현황및피해의심업체등의명단

및 내용을 공유하여 적절한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5 소비자 피해 입증의 원칙에 의한 한계성
소비자가책임여부를입증하기어려운환경을반영하

여소비자피해입증을통한보상제도에대한보완이필

요하다. 통신과금서비스를통한결제내역및처리내역에

대한정보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과결제를수행하는

PG기업이 보관·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업

이 소비자의 기만이나 사기 행위로 직접 증빙하지 못하

는 경우, PG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피해

보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4.6 높은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료
신용카드의 경우 10만원을 1일 연체할 경우 68원(연

25% 적용), 수도요금은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따

라서상기의사례를근거로통신과금서비스의통합기준

을 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7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분리 필요성에 대
한 재검토

소액결제와정보이용료가통합되어져야한다. 또한소

비자에게 소액결제 비용과 정보 이용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위해소비자에게청구되는서비스이용료표시

방법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전화통화요금내역을별도

로 제공하고,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료를 분리하지 않은

요금내역을 정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의 순위는 첫째, 피해가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하는 기관의 불명확성, 둘째, 소액결제 한도금액의 과다,

셋째, 이용금액표시순으로나타났다. 이는소비자문제

가발생시초기에원활하게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소

비자 보호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서 기인하고 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
전화결제산업협회,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
협회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협의체이다.

Division Limiting factor Improvement factors

The upper

limit

Excessive amount of

carrier billing payment

User adjustment, based

on available credit

Display the upper limit Display spending money

Manageme

nt

Responsibil

ity

Uncertainty of the

responsible body for the

demage

Ensuring responsibility

of PG companies and

telecommunications

firms

Responsible Care

shortage for damage

increased enterprise

long-term damage

compensation issues

Limitations due to the

proven principles of

consumer harm

Overdue

costs

Amount overdue of

carrier billings service

The need to change

based on credit card

benchmark

Other

Review the need of

integration of carrier

billings and service fee

Integration need for

carrier billing payment

and service fee

<Table 4> The limited factor and its improvement 
factors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은 2013년 3.6조원에서 2014년 4

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한계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첫째, 소액결제에이용한도금액과다는소비자가직접

한도를 자유롭게 지정하고 사용한도금액은 신용카드처

럼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방향으로 보

안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 결제 시 알림문자 제공항목을 잔여이용

한도액이아닌당월사용누적금액으로변경하여제공해

야한다.

셋째, 통신과금서비스거래로수익이발생한통신과금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동통신사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

한 최소한의 노력과 책임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소비자미인지상태시장기간피해발생후피해

보상 문제의 경우, 이동통신사 및 PG 기업의 서비스 관

리에 대한 책임 명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

다섯째, 소비자 피해입증의 원칙이 아닌 방식으로 기

업이 소비자의 기만이나 사기 행위를 통해 이용을 직접

증빙하지못하는경우, 결제내역및처리내역에대한정

보를 보관하고 있는 PG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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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피해 보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신과금 연체료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의 경

우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

일곱째,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의 통합이 필요하고,

요금청구서도 전화요금과 소액결제 등의 요금은 청구내

역에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청구

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제언을통해성장하고있는시장과서비스및기술발달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

다.

통신과금서비스가 14년 이상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진행된연구는다른분야와대비하여상대적으로미비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통신과금 서비스에 대

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013년과 2014년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비자 문제를

기반으로연구한것으로실질적인대안제시에기여하는

바가크다. 그러나전문가패널이 13인 참여로많은전문

가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라는측면이강조되어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의 애로사항이 미흡하게 반영되었다.

향후 연구 방향은 통신과금서비스 시장 규모 증가와

기술발달로기존에는나타나지않던새로운서비스등장

에 따른 한계요인과 각종 새롭게 등장하는 사기거래에

따른대응방안연구로지속적으로소비자보호방안에검

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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