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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5의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
의하고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5 가맹국의 전
반적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5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
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 머리말
과거 선진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전기통신정
책의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
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편적 서
비스 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 미국은 P년 통
신법Y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통신정책의 중요한 목
표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

속화되고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의한 멀티미
디어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범
위를 음성전화에서 고도 정보통신서비스로 확대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년 들어 /%#$에
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년 )45에서도 전기통신 규제완화와 관련하

행하여 왔다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 보편적 서비스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시작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하지는 않았지만 통신사업을 국가독점체제로 운

한편 74/기본통신협정이 년 월 일부

영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정책

터 발효되어 각국의 통신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

을 시행해 왔다

됨에 따라 각국은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과 제

최근 들어 각국의 통신시장은 경쟁도입이 본격

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년

화되어 과거 독점하에서 시행되어온 상호보조 및

월 일부터 역내통신시장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

요금정책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어

라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렵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부문의 기술혁신이 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경쟁환경 하에서의 보편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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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효율적으로 전 미국 및 세계를 포괄하는 유선q무선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최근까지 보편적 서비스

의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

정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후 %5 가맹국의

공할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부터 발전되었다 그

보편적 서비스 현황을 전반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후 최근 들어 미국의 전기통신정보청.4)! 에서

%5 가맹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

년 발행한 P인프라스트락쳐 보고서Y 제장에

국 독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최근 정

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VAILABILITY어디에 살고 있

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

건 이용 가능할 것 와 !_ORDABILITY경제적으로 이

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용 가능할 것 의 개 요소로 나누어 보다 다각적
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 년에 발표한 P보편적 서비

)) 보편적 서비스의 변화

스와 전기통신 요금의 전면 재검토Y에서는 보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적 서비스의 개 요소로서 5NIVERSAL 'EOGRAPHI


보편적 서비스5NIVERSAL 3ERVICE 의 전통적인
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 통
일된 개념은 없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통신서
비스의 제공수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
비스는 어느 일정시점에서의 정태적인 개념이 아
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맞춰 달
라지는 동태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
념은 년 미국의 연방통신법에서 보편적 서비
스를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CAL !CCESS전국 어디에 거주하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5NIVERSAL !_ORDABLE !CCESS누구나

경제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5NIVER

SAL 3ERVICE 1UALITY균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
을것

5NIVERSAL 4ARI_요금에 차별적 취급이 없

을 것 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보다 넓은 정의를 내
리고 있다 %5의 상호접속지침/.0 )NTERCONNEC
TION $IRECTIVE  에서도 년 /%#$가 정의한 보
편적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립된 정설이 없는 상태로 국
가마다 다르게 사용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태

 보편적 서비스는 세기말 교통부문에서 사용되기 시작
된 것이지만 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로 통신부문에서 사
용되어 왔다 통신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용어는
!44의 연차보고서와 광고문안에서 </NE 0OLICY /NE
3YSTEM 5NIVERSAL 3ERVICE의 문구로 처음 표현되었다 이
는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공공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독립계非벨계 전화
회사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던 !44가 통합된 하나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
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벨시스템의 독점유지 필요성
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었다

적으로 변화해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45에서
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동일
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
 $IRECTIVE %# OF THE %UROPEAN 0ARLIAMENT AND OF THE
#OUNCIL OF  *UNE  ON )NTERCONNECTION IN TELECOMMU
NICATIONS WITH REGARD TO ENSURING UNIVERSAL SERVICE AND IN
TEROPERABILITY THROUGH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PEN
.ETWORK 0ROVISION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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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던 전화중심의 전통적인 보

자잉여를 감소시키는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편적 서비스 개념은 통신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경

통신망의 외부효과 를 근거로 상호보조의 당위성

쟁도입과 통신기술 개발로 멀티미디어 서비스까

을 주장해왔다 통신망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신규

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전체적인 편익이 개



인의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통신망 가입자를 증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변화

대시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

이다 따라서 통신망의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

해서 가입비 기본료 및 시내전화 요금을 원가이

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편적 서비스 정책

하로 책정하여 통신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 목표로서 인식하여 왔다 첫째 전화서비스가

망가입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른 적자부문을 내부

제공되지 않는 농촌이나 산간벽지 지역까지 공중

상호보조를 통해 보전받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수

전화망034. 을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 살고 있

단이 필요한 것이다

건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저
소득층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전화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전화를 이용가능하
게 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개발q보급하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
는 것이다 넷째 전화를 즉각 설치하여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간 또는 이용자
간 요금차별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목표중 특히 첫
째 둘째 다섯째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내부상호보조라는 정책적 수단이 사용되었다
내부상호보조는 독점하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유
지해 온 유일한 정책수단으로 국가가 공중통신사
업자의 통신사업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공중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보편적 서비스를 이행하도

그러나 오늘날 통신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
화는 독점하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새롭게 변
화시키고 있다 그림  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정
책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신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 전통적인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경쟁환경에 적합한 정책으
로 변화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
배적 사업자가 내부상호보조라는 수단을 통해 보
편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통신산업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경쟁환
경 하에서 지배적 사업자는 원가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설정된 요금구조를 상호보조를 통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경쟁
환경은 요금 구조를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원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도록 강요하고 만약 상호보조

록 요구하였으며 공중통신사업자는 내부상호보
조를 통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상호보조를 통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가에 기초하는 가격책정이 아니므로 소비



 상호보조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망
외부효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TEPHEN 'RAHAM *AMES
#ORNFORD AND 3IMON -ARVIN <4HE 3OCIO %CONOMIC "ENE
`TS OF A 5NIVERSAL 4ELEPHONE .ETWORK  4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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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정보
사회로의
이행

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개방

전통적 보편적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가 부담
전화서비스 중심
내부상호보조

오늘날 보편적 서비스
모든 시장참여자가 부담
전화포함 멀티미디어
접속료부가 및 보편적 서비스 기금

기술개발에 따른
통신수요의
다양화 및
고도화

그림  보편적서비스 정책의 변화 요인

에 의한 정책적인 요금구조를 유지한다면 신규사

스에 대한 규제도 가지 규제원칙 중에 포함되어

업자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있다 즉 회원국들은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정책

다

목적에 합당하게 명백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
따라서 경쟁환경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
에게로 확대되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비용을 접속
료에 부가하거나 기금설정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
으로 변화되었다 더 나아가 74/ 기본통신협상
에 따라 년 월 일부터 세계 기본통신시장이
개방된 후 경쟁이 국가차원을 넘어 지구적인 차
원으로 진전됨에 따라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은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
었다

립적인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결국 독점하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붕괴되
고 각국은 경쟁환경하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통신기술 혁신은 통신서비스의 수요를
다양화 또는 고도화시킨다는 것이다 )3$.이나
광케이블에 의해 문자나 음성의 전송이 대용량화
되고 고속화됨에 따라 고도의 신규서비스가 등장

74/ 기본통신협상의 REFERENCE PAPER에서는

하고 영상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

가능해져 음성전화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련의 규제원칙들을 정하고 있는데 보편적 서비

정책이 고도의 신규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자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년 월


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 발전에 관한 보고 를 하였으며 이는 년




셋째 각 국가들이 고도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유럽이사회 와 유럽의회 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

위하여 정보기반구조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는 통

었다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와

신기술의 개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들 결의서에서는 보

현재 각국은 광대역종합정보망의 구축을 국가적

편적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투명성 비차별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성 비례성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 보편적

를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

서비스 의무는 경쟁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

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

위내에서 각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져야 할 것 보

책은 고도정보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양분

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기술진보 시장발달 사용

화INFORMATION RICH INFORMATION POOR 를 막고 모

자 수요의 변화에 맞춰 진화될 필요가 있음을 기

든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

술하고 있다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년과 년 발간
된 정보통신하부구조에 관한 'REEN 0APER 0ART )

)))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및 실태

 과 ))



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주요 요소 즉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비용산정 방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주요 추진경위
%5는 통신자유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제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
다 년 월 유럽이사회는 보편적 서비스의 유
지를 역내 전기통신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결

의서 를 채택하였다 또한 유럽이사회와 유럽의

회는 년 월에 경쟁환경하에서 보편적 서비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최근까지 기존전화사업자와 인터
넷폰사업자 사이에 UNIVERSAL SERVICE FUND 공방이 계속되다
가 년 월 일 &##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
터넷폰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할 가능성
을 시사하였고 독일의 경우는 )3$.이 향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보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3$. 서비스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발
표한 바 있다
 미국의 .)) %5의 4%. 캐나다의 "EACON 프랑스의
0!4)0 일본의 6)0 및 신사회자본 한국의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OUNCIL 2ESOLUTION ON THE 2EVIEW OF THE 3ITUATION IN
THE 4ELECOMMUNICATIONS 3ECTOR AND THE .EED FOR &URTHER
$EVELOPMENT IN 4HAT -ARKET #



법 비용분담 메커니즘 등에 대한 명백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그 이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년 월에 %5 집행위원

 $EVELOPING 5NIVERSAL 3ERVICE FOR 4ELECOMMUNICATIONS IN A
#OMPETITIVE %NVIRONMENT #OMMUNICATION TO THE #OUNCIL
AND %UROPEAN 0ARLIAMENT #/-  
 #OUNCIL 2ESOLUTION OF  &EBRUARY  ON UNIVERSAL SERVICE
PRINCIPLE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
# 
 %UROPEAN 0ARLIAMENT 2ESOLUTION OF  -AY  ON THE COM
MUNICATION FROM THE #OMMISSION ACCOMPANIED BY THE PRO
POSAL FOR A #OUNCIL RESOLUTION ON UNIVERSAL SERVICE PRINCI
PLES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 #

 'REEN 0APER ON THE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IN
FRASTRUCTURE AND CABLE 46 NETWORKS[0ART ) 0RINCIPLE AND
4IMETABLE #/-   AND 'REEN 0APER ON THE
LIBER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CA
BLE 46 NETWORKS[0ART )) ! COMMON APPROACH TO THE PRO
VISION OF INFRASTRUCTURE IN THE %UROPEAN 5NION #/-
 
 %UROPEAN #OMMISSION <3TATUS 2EPORT ON %UROPEAN 5NION
4ELECOMMUNICATIONS 0OLICY  $'8)))! *ANUARY 
P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H표 I 보편적 서비스관련 주요지침 및 보고
지침 보고 및 결의

주요 내용

{ #OUNCIL 2ESOLUTION # /*# 


{ 유럽전역에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을 채택

{ #OMMUNICATION #/-  

{ 경쟁환경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발전에 관한 보고

{ #OUNCIL 2ESOLUTION # /* # 

{ %UROPEAN 0ARLIAMENT 2ESOLUTION ! 
/* #  

{
{
{
{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필요가 있음

원칙저가 고품질의 서비스제공 확인
재원 투명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
의무 각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부담
개념 기술진보 시장발달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진화될

{ )NFRASTRUCTURE 'REEN 0APER 0ART )
0ART ))

{ 보편적 서비스정책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
범위 기본음성전화 서비스와 팩스 저속데이터 음성을 전송하는
네트워크의 접속
비용 산정방법 순비용방식
비용 분담방법 기금방식 또는 접속료부과 방식이 가능하나 기금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

{ %UROPEAN #OMMISSION 4HEME 0APER 

{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

{ &ULL #OMPETITION $IRECTIVE %# /* ,
 

{ 보편적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틀을 설정
{ 유럽차원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규정

{ #OMMUNICATION #/-  

{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검토

{ $IRECTIVE %# /* ,  

{ 비용위주의 서비스요금 요금재조정을 의무화

{ 0ROPOSAL #/-  

{ $IRECTIVE %#의 수정안

{ #OMMUNICATION #/-  

{ 보편적 서비스 비용계산원칙적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 기금 운영방식
분담방법 비용부담자 및 부담수준 결정

{ )NTERCONNECTION $IRECTIVE %# /*, 


{ 경쟁환경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 재원 비용산정과 분담원칙을
명백하게 설정

회의 테마 페이퍼에서 제기되어 년 월 브

다 년 월에는 완전경쟁하에서 전기통신의

뤼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의되었다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어

한편 년 월에 채택된 /.0 6OICE 4ELE



보편

적 서비스의 범위를 검토하였으며 同月에 채택

PHONY $IRECTIVE 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구성하

된 &ULL #OMPETITIVE $IRECTIVE에서는 기존사업자

는 요소에 대한 최초의 틀을 설정하였는데 유럽

의 서비스 요금을 비용위주COST ORIENTED 로 고치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팩스나 데이터 전송

고 요금재조정을 의무화 하였다 이에 따라 년

을 지원하는 전화선을 통해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월에는 기존의 /.0 6OICE 4ELEPHONY $IRECTIVE를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UROPEAN 0ARLIAMENT AND #OUNCIL $IRECTIVE ON THE AP
PLICATION OF OPEN NETWORK PROVISION TO VOICE TELEPHONY
%# /* , 

 #OMMUNICATION TO THE %UROPEAN 0ARLIAMENT THE #OUNCIL
THE %CONOMIC AND 3OCIAL #OMMITTEE AND THE #OMMITTEE OF
THE 2EGION 5NIVERSAL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S IN THE
PERSPECTIVE OF A FULLY LIBERALIZED ENVIRONMENTpAN ESSENTIAL
ELE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  



전자통신동향분석 제권 제호 년 월

H표 I 가입자전화의 보급 실태


전화가입세대의 비율






세대당 가입회선수


벨기에

[

[

[







덴마크

[

[

[



[

[

독일









[

[

그리스

[

[

[



[

[

스페인

[











프랑스













아일랜드














국명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

[

[

[

[

포르투갈













핀란드





[







스웨덴



[

[







영국













 전화가입세대의 비율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한 것으로 세대당의 가입자회선수는 총가입자 회선수와 총세대수의 자료에서
산출한 것이다 일세대가 복수의 회선을 사용하거나 복수세대가 회선을 공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수치사이에는 다소의
오차가 있다
 덴마크의 자료는 주택용과 기업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자료는 년 현재의 세대수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핀란드의 전화가입세대 비율은 고정전화와 휴대전화 모두를 포함하지만 세대당 가입자 회선수는 고정전화 가입자만의
자료이고 휴대전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 近藤 麻美 <%5加盟國のユニバ[サルサ[ビズの實態  +$$總硏 2!   P 



수정하는 안 이 제출되었다 또한 년 월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운영과 분담방법 보편적 서비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산정과 분담에 대한 국가 제

스 비용부담자와 부담수준의 결정 등에 관한 지침

도의 산정 기준과 제도 적용을 위한 회원국의 가

을 포함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이드라인에 관한 보고 에서는 원칙적으로 장기

년 월 /.0 )NTERCONNECTION $IRECTIVE에서 경

증분비용 방식에 근거한 보편적 서비스 비용계산

쟁환경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 재원 비



용산정과 분담원칙을 명백하게 설정하였다H표 I
 0ROPOSAL FOR A %UROPEAN 0ARLIAMENT AND #OUNCIL $IRECTIVE
ON THE APPLICATION OF OPEN NETWORK PROVISION TO VOICE TELE
PHONY AND ON UNIVERSAL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REPLACING %UROPEAN 0ARLIAMENT
AND #OUNCIL $IRECTIVE %# #/-  
 #OMMUNICATION OF  .OVEMBER  ON ASSESSMENT CRITERIA
FOR NATIONAL SCHEMES FOR THE COSTING AND `NANCING OF UNI
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EMBER 3TATES ON THE OPERATION OF SUCH SCHEMES #/-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5는 P상호접속지침%# Y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자의 지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특정한 품질
을 지닌 일련의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P음성 /.0수정지침Y 제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H표 I 보편적 서비스 관련 공중전화의 보급대수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국명

인구  명당
공중전화 대수




벨기에







덴마크







독일







장애자 서비스

저소득층 서비스

가입료  할인 회선사용료  할인 통화료는 개월간
유닛 정도 무료 약 만명의 장애자 및 고령자가 이용

左記의 서비스를 적용

번호안내 서비스의 경우 청각장애자에 대한 문자통화서비
스 시각장애자에 대한 특별단말기 및 특별할인 서비스 제
공

없음

없음

없음

시각장애자에 대해 할인서비스월 유닛까지 무료로 통
화가능 공항 역 병원 등에 장애자용의 특별공중전화단
말기를 설치 /4%의 면허에 전공중전화의 는 특별단
말기로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장애자 및 세 이상의 고령자단 일정한 수입이하의 자에
한정 에 대한 할인서비스 월액기본료의 할인 등

그리스







없음

스페인







프랑스







장애자에 대한 특별할인 시각장애자는 번호안내가 무료
청각장애자에 대한 특별단말기 무료제공 전쟁장애자에 대
한 특별할인 세 이상의 고령자는 기본료가 무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이탈리아







[

특별할인 있음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실업보험의 수급자 등
저소득자층에 대한 할
인서비스 등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시각장애자는 번호안내가 무료 청각장애자에 대해 문자통
화단말기 무료제공
장애자는 월액기본료가 무료 시내통화 시간정도에 상당
하는 요금을 매월 할인

포르투갈







장애자용 특별단말기의 보급을 사업자에 의무화하고 있음

핀란드







요금상의 시책은 특별히 없음 장애자에게는 국가로부터
의 재정적 지원이 있음

없음

[

시각장애자에 대한 무료 번호안내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특별
한 제공의무는 없지
만 공중 통신사업자
가 할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전화가 특별히 중요한 라이프라인인 이용자에게는 고장시
우선적으로 복구해 줌 농아자에 대한 특별서비스 문자전
화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특별할인 시각장애자에 대한
무료 번호안내서비스 등

스웨덴



[

영국







%5 평균







없음
저소득자 학생 연금
수급자에 대해 左記와
같은 서비스가 있음
저소득자 연금수급자
에 대한 특별할인 있
음

가입료의 분할지불제
도가 있음

자료 近藤 麻美 <%5加盟國のユニバ[サルサ[ビズの實態  +$$總硏 2!   P p에서 재작성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

있도록 가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

에게 공평하고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스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로는 고정공중망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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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국내 및 국제전화 팩시밀리 데이터통신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접속과 전
화 서비스에의 접속을 제공할 것제조

전화번

년에 채택한 P완전자유화지침%#


Y 제C조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호부의 발행을 포함하여 전화번호안내 서비스를

비용부담 의무 는 공중전기통신 네트워크사업자

제공할 것제조 대수 및 지리적으로 충분한 양

에게만 부과할 것 비용부담의 할당은 객관적이

의 공중전화PUBLIC TELEPHONE 를 공급하고 무료

고 비차별적 기준 비례성의 원칙에 기초할 것

로 긴급전화를 공중전화로 걸 수 있을 것제조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P상호접속지침$IRECTIVE

장애자나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

%# Y 제조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대해 공중전화 서비스 및 번호안내 서비스를 평등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UNFAIR BURDEN 으로 간주

하고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

될 경우는 그 제공과 관련한 순비용을 다른 공중

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조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및 공중음성전화 서비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에 관련

스 사업자 사이에 분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 %5의 P면허지침%# Y에서도 공중전

비용을 분담할 경우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

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정되고 수익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해 운영되

인 인가GENERAL AUTHORIZATION 조건으로 보편적

는 메커니즘보편적 서비스 기금설립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재정면에서의 분담 전화

가 아니면 상호접속요금에 부가하는 형태부가요

번호 안내에 필요한 고객정보 교환 긴급전화 서

금 시스템

비스 제공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의 조건

사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해도 좋다고 인정하고 있

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

다 단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과 관련한 부가요





을 취하던

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개
별적인 면허INDIVIDUAL LICENSE 를 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고정전화 가입자수 공중전화보급 대수 장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5 가
맹국의 실태는 H표 I H표 I과 같다

 %5의 P,ICENSING $IRECTIVE %# Y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가GENERAL AUTHORIZATION 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하면 취득할 수 있고 규제당국에 의한 사전심사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면허INDIVIDUAL LICENSE 는
전반적인 인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특정
권리를 주기위해 또는 특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규제당
국이 부여하는 면허이다 近藤 麻美 <%5 認可qライセン
ス付 に關わる指令案を採擇  +$$總硏 2!  
PP p



 #OMMISSION $IRECTIVE %# OF  -ARCH  AMEND
ING $IRECTIVE %%# WITH REGARD TO THE IMPLEMEN
TATION OF FULL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MARKETS
%# /* ,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분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로는
#5' 서비스CLOSED USER GROUP SERVICE 를 제공하는 사설
통신망 사업자 데이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과 같은 부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화상회의 음성메일 홈뱅
킹 또는 원격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UNIVERSAL SERVICE FUND 은 회원국의 독
립적인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회
원국내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징수할 책임과 기금이
정당하게 이전되는지를 감시한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순비용에 대한 검증책임은 회원국의 규제
기관에게 있다
 부가요금 시스템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순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상호접속요금에 부가하는 형태로 다른 사
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
며 비례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회원국의 규제기관
이 감독한다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H표 I %5 가맹국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 상황
국명

년중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53/ s 기금
도입여부

년 도입시의 방법

향후 도입 예정

벨기에

×

[

년 이후에 53/기금을 개시할 예정

덴마크

×  도입할 예정 없음

[

[

독일

○

보편적 서비스기금

년 월 일부터 예정하고 있으나 시
장경쟁 상황을 보아 실시를 결정

그리스

검토중

[

검토중

스페인

자유화 후의 시장상황을
보아 판단

[

보편적 서비스 기금설립까지는 상호접
속요금에 부가

보편적
준화와
년
요금에

서비스기금 단 지리적 평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월 일까지는 상호접속
부가하여 징수

프랑스

○

년에 53/기금을 설립

아일랜드

년 월 일까지는 도
입하지 않음

[

검토중

이탈리아

○

[

[

룩셈부르크

×

[

기금설립은 년의 통신법으로 결정되
었으나 구체적인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미정

네덜란드

×

[

현재 미정

오스트리아

년 통신법에 규정은 있
으나 미도입

53/기금 음성전화시장에서 억
!3이상의 매상이 있는 사업자는 각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금에 공헌

비용분담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발효되며 53/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이상일 경우는 비용분담의 필요성
은 인정하지 않음

포르투갈

[

[

검토중

핀란드

×

×

예정 없음

스웨덴

×

[

도입한다면 53/기금

영국

×

[

검토중

53/ 5NIVERSAL 3ERVICE /BLIGATION
자료  )BID P 

금은 상호접속과 관련된 요금과는 명확하게 구별

있다

되도록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5의 가맹

현재 %5가맹국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분담 상

국중 개국은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사업자간에

황은 H표 I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오스트리아 벨

분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

기에 독일 룩셈부르크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기

가는 그 이유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사업자에

금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미 성립되었지만 실제

게 과중한 부담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비용이 아직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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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서비스 기금은 운용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산정
년에 위원회가 제출한 P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과 분담에 관한 회원국의 가이드라인
H#/- IY에서 보편적 서비스 비용은 보편
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즉 고정공중전화망
과 고정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만
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보편적 서비스 비용에 포함시키지 말아
야 할 항목으로 첫째 기존사업자의 회선기본료
가 적정한 보수율에 의거하여 결정되지 않기 때
문에 요금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속적자보

둘째 병
전ACCESS DE`CIT CONTRIBUTION !$#
원과 교육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
스 이외의 통신서비스에 관련한 비용 셋째 서비
스에 불만족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나 반환금 및 그와 관련한 비용 넷째 통
상 네트워크정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통신
설비의 교체 및 고도화와 관련한 비용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은 P상호접속지
Y
침 부칙 )))에 의하면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
우의 순비용의 차액으로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
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
리고 비용산정에 있어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
업자가 그 서비스에서 얻는 수입 및 그 외 보편
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또 비용과 수입은
모두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 인 것이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5에서는 !$#를 설정한다 해도 그것은 요금재조정
이 완료될 때까지 과도적인 조치이고 보편적 서비스
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5가맹국은 요금
불균형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요금재조정 일정
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P완전자유화지침Y
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년 월
일까지 요금재조정을 완료하고 !$#를 폐지하여야 한다



H표 I %5가맹국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 실태

국명

벨기에

보편적 서비스의
순비용 산정액
공적인 산정결과는 없음

53/ 비용이
음성전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덴마크

[

[

독일

독일텔레콤이 현시점에서는
53/에 관련된 수치를 비공개

[

그리스

[

[

스페인

연간 억에서 억 페세타

[

프랑스

년 억 만 프랑
년 억  만 프랑

아일랜드
이탈리아

[
현재 산정하지 않음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억  만 길더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


[
[
[

[

산정중

[

핀란드

53/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산정한
적이 없음

[

스웨덴

복수의 산정모델을 검토중

[

영국

 만에서  만 파운드
이지만 보편적 서비스제공으
로 사업자가 얻는 편익을 감
안하면 분담비용은 전부 상쇄
할 수 있다고 봄

[

자료  )BID P 에서 재작성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은 보편적 서비스 의
무에 대한 순수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순수
비용의 계산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야 한다 순수비용을 계산
할 때 공중전화 긴급전화 장애자에 제공되는 특
정 설비와 서비스의 순수비용은 분리하여 계산하
여야 한다
%5가맹국 중 현재 실제로 보편적 서비스비용
을 산출하고 있는 가맹국은 H표 I에서 보는 바와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같이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불과하다

이 보편적 서비스는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제공하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개국에 있

는 것임을 법률이나 면허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서 보편적 서비스 비용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부담 가능

사업자의 음성전화 서비스부문의 매출에서 차지

한 요금수준으로 판단하는지의 기준을 설정한 가

하는 비율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각각 로 스

맹국은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 불

페인의 [ 영국의 [에 비해 높은 비

과하다 사실상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가 부담 가

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

능한 수준인지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한다

수준이 가맹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국

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음성서비스 매
출액 규모의 차이에 기인하지만 가맹국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강도와 그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6 %5 주요국의 보편적 서비스 현황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도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요금의 부담가능성!_ORDABILITY
P상호접속지침%# Y과 P음성 /.0수
정지침Y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규
정함에 있어 부담 가능한 요금수준으로 이용 가

가 정의 및 제공범위
영국은 보편적 서비스를 <거주하는 장소에 관
계없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수가
능한 기본전기통신 서비스에 접속하게 하는 것

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제공

있는 바와 같이 %5는 부담 가능한 요금으로 서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는 "4와 +#+INGSTON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의 가장 중

#OMMUNICATIONS 0LC 이고 이중 +#는 (ULL시 지

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요금수준은 회

역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원국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

무료긴급전화 항목별 요금청구서 선택적 통화

도가 부담 가능한 요금수준인지는 회원국의 판단

제한

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5는 요금의 부담가능

는 모든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미 각 사

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에 의해 효
과적인 요금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프라이스
캡PRICE CAP 등의 요금규제 실시를 인정하고 있
다
유럽위원회가 년 월 %5의 보편적 서비
스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5가맹국의
요금상한규제 실시상황 및 요금부담가능성과 관
련된 내용은 H표 I에서와 같다 %5가맹국 대부분
이 요금상한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 가맹국



교환원 보조통화 전화번호안내에 대해서

업자의 면허부여시 의무화되어 있다 /&4%,은
P년 이후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제도

안Y 에서 년까지 전국에서 널리 이용가능한

서비스 수준으로 ① 음성 저속 데이터통신 팩시
 전화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할증요금PREMIUM RATE SER
VICE 국제전화 이동통신전화 등을 정지시키는 조치
 /&4%, 5NIVERSAL 4ELECOMMUNICATIONS 3ERVICE 0ROPOSAL
!GREEMENTS FOR 5NIVERSAL 3ERVICE IN THE 5+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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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5가맹국의 요금규제와 부담가능성
국명

부담가능성의
규정

프라이스캡 규제 실시상황
{ 벨가콤에 대해 사업면허 중에서 규제

벨기에

년 이후 일반소비자에 대한 소매요금의 인상폭은
20)p내외로 함

있음

부담가능성의 판단기준
현행요금 20)p까지를 부
담가능한 수준으로 간주

{ 년 동안 텔레덴마크에 대해 이하 종류의 프라이스
캡을 적용
①기본전화서비스는 .0)[까지
②그 외 .0)[까지

없음

{ 년 월 일부터 도입할 예정

있음

그리스

{ /4%에 대해 년 동안 요금인상폭은 #0)의  이내
로 허용

없음

없음

스페인

{ 비용 생산성 #0)에 기초해 프라이스캡을 적용

있음

특별히 없음

프랑스

{ 프랑스텔레콤에 대해 종류의 프라이스캡을 적용
①기본음성서비스
년은 #0)[ 년은 #0)[
②전용선
연평균 #0)[ 또 회의 가격인상폭은 #0)의
를 넘지 못함

있음

다른 이용자층의 비교 및
국제비교 등으로 판단

아일랜드

{ 4ELECOM %IREANN에 대해 당분간 매년 #0)[씩 요금을
인하하도록 의무화

있음

특별히 없음

이탈리아

{ 텔레콤이탈리아에 대해 적용을 검토중

있음

특별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0.의 가격인상률은 #0)와 연동하여 결정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특별히 없음

없음

특별히 없음

오스트리아

{ 04!의 신요금 인가조건에 프라이스캡의 조항도 포함
되
어 있음

있음
통신법으로
규정

년 월 일 시점의 요금
을 부담가능한 요금수준의
지표로 함

포르투갈

{ 포르투갈텔레콤의 년부터 년까지 고정전화요
금의 변동률은 #0)[를 넘지 못함

있음04의
면허에 규정

요금은 비용에 근거하고 또
비차별적이어야 함

핀란드

{ 프라이스캡을 적용하지 않음

있음

특별히 없음

스웨덴

{ 독점적 통신사업자에 대해 회선사용료와 기본전화서비
스 요금에 프라이스캡을 적용

있음

소비예상 서비스 제공비용
을 감안

영국

{ "4에 대한 034.바스켓의 가격인상률은 다음과 같음
[ 20)[
[ 20)[

있음

특별히 없지만 전화요금의
경향 가정에의 보급 상황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

자료  )BID P 

밀리 통신이 가능한 고정네트워크에의 접속 ② 저

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4는 시

렴한 요금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옵션 ③

각장애자용 무선번호안내서비스 보청기 이용이

공중전화를 타당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리

가능한 0#"PRINTED CIRCUIT BOARD 를 의무적으로

적인 접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자용 안내번호 장애자용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전화기



큰 글씨의 요금청구서 등을 자발적으로

을 조절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패키

제공하고 있다 장애자 서비스에 대해 /&4%,은


지 도입을 고려 하고 있는데 "4가 새로운 서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기술개발이

지하는 년에 성립된 P장애인 차별금지법4HE

필요하기 때문에 년까지 검토해서 도입할 계

$ISABLED $ISCRIMINATION !CT $$!  Y의 범위

획이다

내에서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또한 /&4%,은 요금체납으로 인한 서비스정

가 특정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견

지 고객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과거처럼 서비스

해를 밝히고 있다

를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서비스정지 대체방법의

공중전화박스 제공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자

도입을 제안하였다 즉 사업자와 체납이용자 사

택에 전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

이에 체납지불계획을 작성하고 체납요금이 지불

스로 "4는 면허지역내에서 0#"제공이 의무화

될 때까지 전화회선을 착신전용으로 하여 접속을

되어 있다 /&4%,은 공중전화박스 제공에 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4와 +#를 비롯한 대

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전국에서 타

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한 요금으로 지리적인 접속을 확보하기 위하

나 비용분담 메커니즘

여 "4가 0#"를 철거하고자 할 때 교구회0ARISH
#OUNCIL 와 지역개발청,OCAL 0LANNING !UTHORITY
,0! 과 대체0#" 제공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공중전화박스 보급률은 인구
 명당 대로 %5 가맹국 평균인 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H표 I
한편 모든 사람에게 주택용 전화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표준요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이용자에게 요금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53,IGHT
5SER 3CHEME 통화수신과 긴급 통화 발신만 할 수
있는 저요금 서비스인 ,IFE ,INE 서비스 가입료 분
할지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4%,은 "4의
,53나 ,IFE ,INE을 확대하여 고객이 자신의 요금
 예를 들면 청각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양쪽 끝에 전
용단말기를 설치하여 문자데이터를 주고 받는 문자전화서
비스에 사용되는 4EXT 0HONE 4EXT 0HONE의 문자데이터
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문자중계기서비스에 사용되는 4EXT
2ELAY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보편적 서
비스 기금을 설정하여 그 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분담은 개별면허를 갖
는 모든 공중통신사업자가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
 /&4%,이 검토중인 새로운 서비스는 "ASIC 3ERVICE &IXED
3UM 0ACKAGE  고객이 낮은 월 고정 요금만을 선불로 지불
하는 제도로 수신은 항상 가능한 대신 발신가능 전화량 및
전화번호 긴급 비상전화 교환원 및 무료 번호 실패복구
서비스 등이 제한됨 발신통화량이 고정요금의 한계수준
에 다다르면 자동음성메세지가 이를 경고하는 기능도 제
공함 0AY !S 9OU 'O 3ERVICE 긴급비상전화 등을 제외하
고는 미리 선불로 지불한 금액만큼의 발신통화만 가능하
며 지불금액이 고갈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불함으로
써 발신가능통화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음 이는 기본료
가 면제되기 때문에 통화요금은 일반 가정고객의 요금보
다는 비싸고 카드전화나 공중전화 요금보다는 싸게 책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HARGECARD 3CHEME  발신전화금지
OUTGOING CALLS BARRED 서비스를 위한 약간의 고정료를 제외
하고는 기본료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0AY !S 9OU 'O와 흡
사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불카드번호와 보안을 위한 0).번
호가 부여되며 어느 전화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는 특성이 있음 통화요금은 기존의 공중전화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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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4%,은 보편

기금에 의해 보상하는 원칙은 계속 존재하며 /&

적 서비스기금에 의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효과적

4%,은 년까지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전면적

으로 해주기 위하여 가지 방법으로 보편적 서비

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금설정의 타당성을 타진할

스 제공에 경쟁도입을 제안하여 년까지 구체

예정이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원칙적으로

적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쟁도입 방법중

/&4%,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

의 하나는 경쟁적 입찰#OMPETITIVE 4ENDERING 방

지만 새로이 설립되는 기관에 의해 운영하는 방

법으로 비경제적인 지역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

법!CTUAL &UND 보다 산정된 금액을 각 사업자가

공을 입찰에 부치고 최저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

직접 결제하는 방법6IRTUAL &UND 이 노력과 비용

를 제공하고자 하는 낙찰사업자에게 기금으로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터 보상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4가 기금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보상을 받지않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면 "4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권이 우선

다 비용산정 방법

적으로 부여되고 만약 입찰실시후 응찰자가 없을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은 장기회피가능비용

경우에는 "4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순수장

LONG RUN AVOIDABLE COST 에서 유실수입REVENUE

기회피비용을 기준으로 기금에서 보상된다 다른

FOREGONE 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하나는 자발적 혹은 선택적 보상0AY OR 0LAY 방법

수 있는 무형간접적 편익을 뺀 순수비용을 계산

으로 보편적 서비스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한다 장기회피가능비용은 어떤 사업을 중지한 경

"4· +#이외의 사업자가 저소득층 고객에 대하

우에 장기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입

여 자발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에

회선의 경우는 착신 및 발신호와 가입회선제공의

서 보상받는 방법이다 /&4%,이 이처럼 보편적

한계비용이며 이는 장기증분비용과 같다 유실수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보

입은 제공한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생기는 수입으

편적 서비스를 의무에 의해서 보다는 경쟁에 의

로 가입회선의 경우에 가입자가 지불하는 기본

해 제공하게 함으로써 비용의 최저화를 유도하여

료 발신요금 접속일시금과 다른 가입자가 지불

비용분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회선의 착신통화료로 산정한다

이다
/&4%,은 "4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비용을 산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무형간접적 편익에는 ,IFE #YCLE 효과 편재

정한 결과 "4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5BIQUITY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을 모두 상쇄하여 실질

등이 포함된다 /&4%,이 "4의 년 보편적

적인 보편적 서비스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

서비스 비용을 산정한 결과 장기회피가능비용

정하였으며 단기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설

은  만i 만 파운드로 산정되었으며 간접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보편적 서비스

적 편익은 H표 I과 같이 산정되었다 따라서 /&

기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4%,은 "4의 유실수입을 제외하고도 간접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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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4의 간접적 편익 종류와 산정액
간접적 편익

개념

,IFE CYCLE 효과

{ 현재의 비경제적 고객이 미래에 경제적 고객으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이익

만i 만 파운드

편재성5BIQUITY

{ 현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4 가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보다도 "4를 선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익

 만i 만 파운드

브랜드이미지 향상

0#" 광고효과

산정액

{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4의 브랜드이미지가 향상되
는
효과
마케팅비용의 로 가정
{ 공중전화박스의 로고마크나 광고문안 등에 의한 "4의 광고효
과

 만 파운드

 만 파운드

자료  細谷 毅 <オフテル ユニバ[サルサ[ビスに關する諮問文書を發表  +$$總硏 2!   PP p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만으로 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보편적 서비스 기금
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3$.적
특성을 지닌 음성전화 서비스 전화번호부 발행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

및 번호안내 서비스 공중전화기의 설치가 포함
된다 그러나 장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가 정의 및 제공범위

는 %5의 여타 가맹국과는 달리 보편적 서비스 차

%5의 자유화 일정에 맞춰 년 월 일 연

원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방의회에서 통과된 독일의 신통신법은 입법 목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사업자는 $4이나

을 독일전역에 걸쳐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

년 월 일 이후부터 보편적 서비스가 적절

신서비스를 보급하는데 두고 있으며 제조에서

히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는 보편적 서비스를 정의된 일정한 품질로 거주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이상의 매출

지나 장소에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이

액을 차지하는 면허사업자 및 해당지역 시장에서

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공중에 대한 최소한의 통

경쟁제한법에 의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신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중에 대해 반드

각 면허취득자가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규제기

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통신서비스에는 음성전

관은 보편적 서비스 확보에 문제가 있는 시장에

화서비스 부문과 전용회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대해서 보상 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는 기술적 진보

사업자가 없으면 해당서비스q지역에서의 지배적

나 사회적 진보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명할 수 있

고 있어 향후 통신기술의 개발과 통신수요의 변

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

화에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입찰제를 실시해 최저보상액을 제시한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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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

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범위 및 의무적 제공서

재까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되

비스 항목을 재검토한 정부보고서가 적어도 년

는 기준인 시장점유율이 가 넘는 신규사업자가

에 한번씩은 의회에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없기 때문에 $4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의무

신통신법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

화되어 있다

게 균질의 전화서비스를 부담가능한 요금으로 제

나 비용분담 메커니즘

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는 가입자간 전화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보상은 보편적

전송 번호안내 및 전화번호부 발행전자 정보에

서비스 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금분담은 해

의한 것을 포함 공중전화박스의 제공 긴급전화

당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이상 차지하

의 무료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 중 가입자간 전화

는 사업자가 분담의무를 지며 기금분담액은 각

서비스 전송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고기능 음성전

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

화서비스 )3$. 전용회선 패킷교환 데이터 서비

정된다 시장점유율이 이상인 해당 사업자중

스 텔렉스 서비스 등에 대한 접속을 포함한다

기금분담불이행 사업자가 있을 경우 기금분담불

한편 장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도 보

이행 사업자의 분담액은 나머지 사업자들이 자신

편적 서비스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시각

들의 분담액에 비례해서 추가로 분담한다

장애자에 대해 무료번호안내 서비스 청각장애자

다 비용산정 방법

에 대해 특별단말기 무료제공 전쟁장애자에 대한
특별할인 서비스가 있으며 세 이상의 고령자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를 효율

기본료가 무료이고 실업보험 수급자 등의 저소득

적으로 제공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장기증분비

층에 대해 할인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요금체

용에 의거한 비용에다가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를

납자에 대해서도 년 동안 착신서비스와 긴급전

합한 금액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

화 및 무료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생하는 수익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수익은 법에

된다

의해 규정된 타당한 요금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프랑스전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고 또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모든 사업자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가 정의 및 제공범위
프랑스는 %5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진다 현재는 &4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진 공중통신사업자이
며 무료긴급전화에 대해서는 모든 공중통신사업
자가 제공의무를 지고 있다

국내통신법을 년 월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였는데 보편적 서비스는 신통신법의 주요

나 비용분담 메커니즘

내용 가운데 하나로 제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은 원

에 대해서는 통신기술 발전과 서비스 변화에 대응

칙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통해서 공중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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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5 주요 가맹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비교
정책N국가

정의 및
범위

복지
서비스

비용분담
메커니즘

비용산정
방법

영국

독일

프랑스

{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
게 거주장소에 관계없이 입수
가능한 기본통신 서비스에 접속
하게 하는 것
공중전화박스 제공
무료긴급전화
항목별 요금청구서

{ 정의된 일정한 품질로 거주지나
장소에 관계없이 저렴한 요금으
로 모든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공중에 대한 최소한의 전기 통신
서비스
)3$.의 특성을 지닌 음성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및 전화번호부 발행
공중전화의 설치

{ 모든 이용자에게 균질의 전화서
비스를 부담가능한 요금으로 제
공하는 것)3$. 전용회선 패
킷 교환데이터 텔렉스 등에 대
한 접속을 포함
가입자간 통화의 전송
번호안내 및 전화번호부 발행
공중전화박스 제공
무료 긴급통화 제공

{ 장애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
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로 다
룸
문자전화 서비스 문자중계기
서비스청각장애자 의 보급과
요금할인
무료번호안내시각장애자
농아자에 대한 특별서비스
저소득층에 대한 ,53 LIFE LINE
서비스 및 가입료 분할 지불제
도

{ 장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
스를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지원

{ 장애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서비스 제공을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로 다룸
무료 번호안내시각장애자
특별단말기 무료청각장애자
전쟁장애자에게 특별할인
세 이상 고령자 기본료무료
저소득층실업보험수급자등
에 대한 할인서비스
요금체납자도 년 동안 착신
전용의 무료· 긴급전화를 이
용

{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로 개별
면허를 갖는 모든 공중통신 사
업자가 일정액 이상의 매출액에
따라 분담
/&4%,에 의하면 현재 "4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비용은 편
익에 의해 상쇄되어 실질비용
이 존재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년까
지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전면
적인 재검토와 보편적 서비스
기금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로 해당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를 넘는 사업자가 분담함 기
금분담액은 총매출액에 대한 해
당 면허취득자 매출액 비율에 따
라 결정
시장점유율이 이상인 해당
사업자중 기금분담불이행 사
업자가 있을 경우 기금분담 불
이행 사업자의 분담액은 기금
분담이행 사업자들이 자신들
의 분담액에 비례해서 추가로
분담

{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로 &4를
포함한 공중통신망사업자와 공
중 음성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분담단 지리적인 요금평준화와
관련된 비용은  년 말까지 상
호접속요금에 부가하여 징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기금분
담액이나 접속부가료는 각사
업자의 통화량에 비례하여 결
정

{ 장기회피가능비용어떤 사업을
중지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삭감
할 수 있는 비용 즉 장기증분비
용과 갈은 비용 에서 보편적서비
스 제공에 따른 편익유실수입과
간접적 편익 을 공제한 순수비용

{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
요된 실질적 장기증분비용에 의
거한 순비용에다가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보편
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법
에 의해 규정된 타당한 요금에 기
초하여 계산 을 공제한 비용

{ 비용산정은 적합한 원가산정시
스템에 의해 순비용을 산정하
며 가지로 분류하여 산정
지리적인 요금평준화비용
요금개정을 위한 비용!$#
년 말까지
공공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

망 사업자와 공중음성전화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례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보편적 서

서 분담되며 분담액은 각 사업자의 통화량에 비

비스 기금에 의한 분담과 상호 접속료에 부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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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표 I %5 주요 가맹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비교 앞에서 계속
정책N국가
비용
산정액

의무제공
사업자

특징

영국

독일

프랑스

$4가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 수
치를 공개하지 않음

년 억 만 프랑
년 억  만 프랑

{ "4와 +#
+#에게는 (ULL시 지역에서 보
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과

{ $4
보편적 서비스가 적절히 확보
되지 않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서비스 시장
에서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면허사업자 및 경쟁제한 법에서
규정하는 지배적 사업자

{ &4
긴급전화 무료 제공의무는 모
든 공중음성전화 서비스 사업자
에게 의무로 부과

{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COM
PETITIVE TENDERING이나 PAY OR
PLAY 등 경쟁방법을 도입하여 보
편적 서비스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구
{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시 간접
적 편익을 강조하여 계산하는 경
향

{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시장수
요변화에 따라 변경시킨다는 관
점이며 )3$.특성의 전화서비
스를 포함
{ 장애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
스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
{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경쟁입찰
제를 적용함

{ 비용분담방식으로 기금제도와 접
속료부가제도를 복합적으로 적용
{ 보편적 서비스에 )3$. 전용회
선 등에 대한 접속을 포함
{ 통신법중 보편적 서비스에 관련
된 부분은 년에 한번씩 정부보
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포함여부를 제안

년  만i 만 파운드

징수되는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즉 지리적

평준화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

인 요금평준화를 위한 비용과 요금재조정을 위한

는 비용이다 둘째 요금재조정을 위한 비용으로

비용은 상호접속료에 부가하는 형태로 보상되며

과거에는 기본료 및 시내통화료가 낮기 때문에 발

공공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기

생하는 적자를 장거리 부문에서의 흑자로 보조해

금을 통해서 보상된다 이 중 요금재조정을 위한

왔으나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에 따라 요금불균형

비용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부담할 의무가 없

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료 및 시내통화료를 인상하

으며 요금재조정이 완료되는 년 말 이후에는

고 장거리통화료를 인하하는 요금재조정을 실시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요금재

하는 과정에서 시내부문의 적자가 요금재조정이

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지리적인 요금평준화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적자부문을 보

를 위한 비용도 공공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과 마

편적 서비스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찬가지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분담된다

사업자는 이동통신의 발전과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해

다 비용산정 방법

야 하는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통화비용 때문

보편적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다음과

에 요금재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면제

같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계산된다 첫째 지리적

된다 셋째 공공적 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공중

인 요금평준화를 위한 비용으로 수익성이 낮은

전화박스 번호안내 긴급통화 장애자 등에 대한

비경제적인 지역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할인요금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다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보편적 서비스 비용중 요금재조정을 위한 비

전화보급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확

용은 결국 요금재조정으로 발생하는 접속적자보

대하고 장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전!$# 을 보편적 서비스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

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

인데 !$#는 원칙적으로는 보편적 서비스 비용에

보하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

포함되지 않지만 요금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과

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도기적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5가 발표한

%5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고정된 개념이

년「보편적 서비스 비용산정과 분담에 대한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

국가제도의 산정기준과 제도적용을 위한 회원국

파악하고 통신기술 개발과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보고」에서도 !$#는 보편

고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

적 서비스 비용과는 다른 과도기적 비용으로 간주

대 보급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미 독

해야 하지만 !$#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3$.서비스를 보편적 서비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

스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간에

#는 기존사업자의 적자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한

통신시장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5 차원에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사업자에게 부담지

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동

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영국의

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는 일정 수준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

자에게만 부담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반해 프랑스

한편 %5는 보편적 서비스의 재원조달 방법으

는 &4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고정전화 사

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접속

업자가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에게

료에 부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

이상에서 살펴본 %5 주요 가맹국인 영국 독

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순수비용을 계산하는데 있

일 프랑스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요약해서 비

어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해 보면 다음의 H표 I과 같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중
에서 간접적 편익의 계산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6 향후과제 및 시사점

회원국의 규제기관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
간에 계산상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더

%5는 통신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

구나 보편적 서비스의 순수비용을 명확한 기준에

서부터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문제도 중요한 사항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저해

으로 다루어 왔으며 시장개방후의 공정경쟁과 관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시급히 해결

련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비용산정

해야 할 과제이다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5는 회원국들이 실시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

특히 %5는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정책에 대한 지침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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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이러한 지침에 근거해서 보편적 서비

미디어 서비스까지 점차로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

스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

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단순히 음성전화서비스를

제 이외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로 다루는 것은 부족하다

남아있다 따라서 %5는 회원국내의 모든 이용자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확보

부담가능한 요금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보편

비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적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년까지 재검토
할 예정이다

둘째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서비스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시장 점유

앞서 고찰한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토

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대로 우리나라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시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장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서비

것이다 한편 경쟁이 성숙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

스 개념과 범주를 점차로 확대해서 적용 할 수 있

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다수 출현될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

것이므로 경쟁적 입찰COMPETITIVE TENDERING 이나

라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과 관련

선택적 보상PAY OR PLAY 방법 등을 도입하여 보



된 법 에서 정의 및 제공의무 사업자 등을 규정

편적 서비스 제공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종

한다

류는 기본료와 시내요금의 저렴하고 전국 균일적

셋째 재원조달은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있어

인 요금으로 제공 장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현재 %5뿐만 아니라

지서비스 제공 공중전화박스 보급 무료긴급통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동안 많은 논

의 제공 등이다

의를 거친 끝에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를 도입하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는 통신기술의 개발과 수

여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요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확대될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을 장

호접속요금에 부가하는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

기적으로는 음성전화수준에서 )3$. 서비스 멀티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
면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 중에서 공중전화박

 P정보화촉진기본법Y 제조에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
로운 접근과 활용 및 <지역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
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P전기통신
사업법Y 제조와 동법시행령 제조에서 정보통신 이용
촉진과 보급확산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
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조역
무제공 등 제항에서도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 무료긴급전화 장애자 및 저소득층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을 통해서 분
담하고 전국적으로 균일적인 저렴한 요금의 확보
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즉 시내적자 부문은 상호
접속요금에 부가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5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동향분석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를 통한 비용분담은 경

용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한다는 측

쟁중립적으로 제공의무 사업자가 소요한 비용을

면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자

모든 기본통신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나 장애인들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계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분담 수준의 결정은 매출

층에 대해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할 것

액 통화량 회선수 영업이익 등 여러 측면에서

이다

검토할 수 있다 비용분담은 동등하고 비차별적
인 원칙하에 모든 통신사업자가 분담하지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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