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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실정에서 기존 사업자와 접속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

 

발생할 가장 중요한 문제중하나는접속료정산문제일 것것이다

 

본고에서는현재 제외국에서 접속

료 정산방법으로 연구중인 통신망 비용모델들의 특징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서술하였다

 

서 론

시내 외전화등신규통신사업자가 년 월

일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통신시장도 본격

적인경쟁시대에접어들었다 년 월통신시

장개방을앞둔시점에서국내통신서비스시장은

무한경쟁시대에돌입하게된것이다 기술적인면

에서본다면새로운통신망이생기게됨을의미하

며이러한통신망들은서비스를위하여서로유기

적인접속이불가피해지고이에따른접속료정산

문제가발생하게된다 접속료정산방법에는여러

가지가있으나현재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

법중하나는증분비용산정방식이다 현재각국에

서는 이 방식을 이용하여 자국에 맞는 통신망 비

용모델을개발하여 통신망비용산정시표준모델

로 활용하려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망 비

용산정 표준모델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연구 동향

년개정된미국의통신법에서는정부승인

독점의틀을해제하여독점을보호하는진입장벽

과 규제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육성하기

위하여통신규제개념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 이

법안은 향상된 보편적 서비스 목표들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도록 시내전화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

에 관한 법적 규제적 경제적 운용상의 장벽들을

제거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에 따라 에 설치된 연방 주

합동위원회는보편적서비스에관한모델을연구

하던 중 최근에 미래지향적 통신망 경제 비용 모

델이규제도구로도활용될가능성이있음을알았

다 따라서 년 월까지 적절한 모델을 개발

하기로 하였고 먼저 년 월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관련워크샵을개최하였다 또한이

것을바탕으로보편적서비스 상호접속과시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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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쟁환경에서의 통신망 표준 비용모델 사용가

능성을검토하여 년 월까지새로운표준비용

모델을 확정하여 관련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통신망 표준 비용 모델들

이 위원회에 제안되었다 년 월

과 에 의해 제출

된 비용 대리 모델 스

프린트와 가 월에 제출한 벤치마크 비

용 모델 와

월에 와 가 제안한

등이 있다

과 은 년 월에

으로 통합되었는데

등이참가하였다 년 월

에 은

로개정되었고 년 월에는

로 발전되었다 이 모델들은 원래 고 비용 서

비스 지역을 결정하고 보편적 서비스 지원 비용

을산출하기위하여설계되었으나상호접속 세분

화된 망 요소와 전송 및 단말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과 모델이 유력한 후보이다

모델은 사와 사의 요청으

로 가 개발한 것이

다 본 모델은 다음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체요소

장기증분비용

원리에 기초한 세분화된 통신망

구성요소의 비용 보편적서비스 재원을 마련

한다는목적으로보편적서비스에관련하여연방

주 합동위원회

가 정의한 기본적인 시내전화 서비

스 비용 시내교환망에서의 상호접속 비용 등

의 세가지 항목들이 본 모델의 가정과 절차 및 입

력자료에의해계산된다 또한경쟁적인전화사업

자들간의상호접속망구축과상호접속에소요되

는 비용을 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델은 망간 접속장치

가입자설비 분배장치

가입자설비 집선장치

가입자설비 피이더

단국교환기 공통회선 전용회

선 직통회선

중계국 교환기 신호

링크 신호전달점

서비스제어점

운영시스템 등의 통신망

요소들에 관한 비용을 산정한다 그림 은

모델에서의 통신망 표준모델 구성도이

다

본 모델은 고객수요 망 구성물 비용 운영비

용 망운영기준 그밖에지역서비스제공에수반

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자세

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방법으로 적

절한 투자 비용이 산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

를 들어 고객수요에 관한 자료는 대상 지역의 고

객의 위치 회선 수요 통화량 등에 의해 측정된

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와

총 수요량에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여 시내 전화

망의 공학 모델을 구축한다 본 모델의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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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델의 통신망 구성도

로는여러가지자본비용자료에근거하여설치와

구축 비용을 포함한 망 구성 요소들에 대한 비용

등이입력된다 예를들면 여러가지규격의동축

케이블이나광케이블의단위길이당비용 라인당

교환 비용 채무비용 망 장비들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 등과 같은 입력 항목들로 구체화된다 이러

한 자료를 사용하여 본 모델은 전화국의 상세한

규격에 따라 필요한 망 투자액을 산정한다 그림

는 모델의 흐름도이다

초기에는 연방 주 합동위원회로 와

IXC/CLEC
Network

SCP

STP Pair

Tandem / OS

A LinkCommon
Transport

Direct
Transport

Dedicated
Transport

End
Office

End
Office

Copper
Feeder

Copper
Feeder

Copper
Feeder

Fiber
Feeder

SAI SAI

Distribution Distribution

Distribution Distribution

PBX PBX

Remote Terminal Remot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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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흐름도

는 를 제시하였

으며 는 을 제시

하였다 이 두 모델들의 통신망 비용계산에 대한

접근방법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는유사하였다 이러한유사성으로인하여 년

월 일로 이행이 계획된 고비용기금을 위한 최

종적 대리모델의 공감대를 전개시키기 위한 노력

으로 세 회사가 결합하여

을 개발하였다

사업자간 상호접속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하

여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투자비용의 산출이 필요

하다 이것은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는 서비스비용을 의미한다 그

러나 모든 소비자에 대한 실제 투자 비용을 결정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현재 및

미래의 공학을 통합하여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적인 비용에 접근하

기 위한 방법이 발달되어야 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은 상업용과 주거용의 기본적인 시

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비용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은가상의시내망을지리학적기초로하

는 공학 모델이다 단계에서 그 모델이 사용하

는 지리학적 단위는 가 설

계한 이다 미국에는

이상의 가 있다

은 으로가동된다 그모

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제어 모듈이 관리하는

다수의 모듈로 구성된다 제어 모듈은 망투자가

계산되는 투자모듈 자본비용요소와 지출이 계산

되는 자본비용모듈과 州 또는 회사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모듈 등의 세가지를

포함한다 그림 은 의 흐름도이다

 

그림

 

흐름도

통신서비스업계로부터 에서필요로하

Input Work Files
CBG demographics,
terrain factors, ARMIS data

Distribution Module
Calculates distribution
distance and investment

Feeder Module
Calculates feeder distances
and investment

Switching & Interoffice Module
Calculates switching, signaling, and
interoffice investment

Expense Module
Calculates cost of capital,
expenses, UNE unit costs,
USF requirements, access costs

Output Reports

BCPM Investment
●  Network Development Logic
●  Manual Inputs
        Material Prices
        Structure Prices

Capital Costs/Expense
●  Expense Data
●  Capital Cost Factors

BCPM Reports
●  Area Summary
●  Density Summary
●  ARMIS Format

BCPM-Control
●  Process
●  Reports
●  Review
●  Edit Inputs
●  Capital Costs
●  Expenses

CBG Data

CB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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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개별망요소의입력사항을위하여시내전화사

업자로부터 재료 설치 구조비용 등의 정보를 제

공받았다 여기에는 케이블 디지털 루프 수행 장

비 교환기 피이더 배선 인터페이스 맨홀 전주

등의 가격을 포함한다 이 변수들로 은 시

내전화사업자가지불하는다양한장비와설치가

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은 최단거리의 전화국보다는 서비스중

인 전화국으로 를 할당한다 이러한 할당은

전화국 경계와 의 중심 위치에 기초한다

의 단계에서는지리학적으로더정확한망

할당을제공하여현재서비스중인전화국에할당

될 것이다 이것은 대리모델은 가입자망에서 현

재 전화국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합동위원회의

규칙을 이 만족함을 의미한다

 

영국의 연구동향

한편 에서는 최근 통신시장의 경쟁이 치열

해짐과 더불어 년초부터 시작된 통신시장 경

쟁에대한조정의필요성은통신서비스제공과부

대시설에대한비용산정및모델링의중요성을부

각시켰다 국가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비용

산정이나모델을개발하고있으며 일부에서는통

신사업자의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해보고

있는중이다 이들중영국이가장앞서가고있다

영국은 가 의 통신망 사용비용을 산정

하는데 년부터 이개발한비용산정모

델을 활용하였다

이 개발한 비용산정 모델에 입력되는

모든비용자료는 사의회계자료를사용하고있

으며 자산은 과거비용 기준으로 계상된 것이었

다 이러한비용산정방식은 년부터연차적으

로많은수정을가하여비용계산시적용되었던과

거비용기준방식에서자산의교체등을고려한미

래증분비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개발한 두가지 모델이 바로

과 모델이다

상향식 모델의 비용계산은 미리 정해진 용량

의 가상 통신 네트워크의 설계를 바탕으로 행해

진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

는 비용과 유니트 비용 를 합산하는 방

식을 취한다 가상 네트워크에는 단국교환 중계

국교환과전송장비가포함된다 이러한방식은앞

장의미국통신망모델접근방식과유사한방식이

다

하향식비용산정모델은가상의네트워크가아

닌실제존재하는네트워크의비용을산정한다 영

국의 경우 하향식 비용산정 모델 실행을 위한 준

비는 실제자료를갖고 있는 가 맡을수밖에 없

으므로결과는 과컨설턴트들이면밀히검

토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 동향

한편 일본 우정성은 신규 통신사업자가 일본

전신전화 등의 지역통신회선 임차시 지불

하는접속요금산정에과거투자비를제외하고계

산하는방식을도입하기로하였다 년 월에가

장효율적인네트워크를구축한경우의경비를기

준으로 접속료 산정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우정성은 이를 위한 전문연구회를 구성하

여 년후인 년도입을목표로연구에착수하

였다 새로운 방식은 신설하는 접속설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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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용만을 계산하는 것으로 특히 가장 효율적

인네트워크를구축한경우의경비를기준으로접

속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결 론

상기와같이제외국에서는통신망투자비용산

출모델의표준화는점차국가표준화하려는경향

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년에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개념이 정립될 예정이며 상호접

속시 관련비용의 정산에는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의 원가를 토대로 접속료율을 산정하는 대

표원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

원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

해야하고이것을검증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 국내에도국제적인추세인표준투자비용

산출모델에 따른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통신망 상

호접속 비용의 원가계산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국내 통신

망 시장에서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조성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었다 년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올바른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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