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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의 OFTEL은 가입자 회선 세분화를 검
토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직접접속(direct connection)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회선 제공 대안, 제공 대가 등과 관련된 현재의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의
가입자 회선 세분화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 서 론

익보전을 요구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간접접속 의
무를 지배적 사업자인 BT에게 부과함으로써 신규

최근 시내망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접속

경쟁사업자는 가입자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규칙 제정 및 그 실행을 놓고 세계 각국에서는 열

기존 사업자는 ’96년도에 폐지되었던 적자보전금

띤 논쟁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서는 통신법

(Access Deficit Contribution: ADC)1)을 받았었

개정으로 자체적으로 망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다. 그러나 경쟁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고객에

사업자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로의 직접접속 의무(가입망 세분화 의무)는 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시내망을 가지고

입자망 고도화 측면에서 허용하지 않았으며 경쟁

있는 기존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

사업자도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쟁 서비스가 일반 가입자

점차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에게 경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

발생함에 따라 고도 서비스 제공자가 기존 사업자

로 하여금 간접접속(indirect access) 의무를 부여

의 가입자에게 직접접속(direct access) 할 필요

하고 있다. 자체의 시내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
쟁사업자로서 이러한 접속권한은 매우 중요한 사
업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시장잠식을 반영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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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OFTEL은 ’96년도에 폐지하였으나 ’99년도에 이동
망으로의 통화에 대한 소매요금규제의 설정으로
MMC(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는 이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수정안을 만들었다.

영국의 가입자 회선 망세분화 동향분석

성이 제기되어 현재 OFTEL은 이것을 검토중에

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타사업자가 고객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의 직접접속과 관련된 기존

에게 청구하는 요금은 통화요금과 가입자 회선 임

의 입장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 회선
제공 대안, 제공 대가 등과 관련된 것에 대해 살펴

차비용 등이 될 것이다. OFTEL은 접속사업자가
보기에, 가입자망에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con-

보고자 한다.

venient) 지점은 BT의 고객으로부터 발신된 호가
타사의 교환기로 넘겨지는 B T의 주배선반(Main

II. 가입자 회선 세분화에 대한 기존의
입 장[ 1 ]

Distribution Frame: MDF) 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BT는 가입자망(access network)을 독점적으

입장은 가입자망으로의 직접 접속이 비록 기술적

로 소유함으로써 규모와 범위의 경제 등에 있어서

으로 가능하지만 설비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영국
의 정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쟁사업자에게 B T

상당한 편익을 누리고 있다. 또한 가입자 회선에
대해 이러한 독점적인 위치 때문에 이용자에게 제
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통제권을 가지

그러나 이 당시의 직접 연결에 대한 OFTEL 의

의 통신망을 규제가격(regulated price)으로 제공

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가

하는 것은 자체 망 구축을 촉진하기 보다는 억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입자 회선 세분화는

입자 회선에 대해 타사업자로 하여금 직접접속을

케이블 회사와 같이 자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속의
허용은 BT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업자에게는

업자에게는 기존의 가입자망을 발전시키려는 유

가입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신규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많
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OFTEL은 미국의
통신법(1996년)이 시내망에서의 독점상태를 종
식시키고 타사업자에게 세분화된 망요소의 접속
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의 가입자망 접
속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OFTEL

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통신정책 목표는, 모든 이용자는 BT,
케이블 사업자, 이동망 사업자, 간접접속 사업자
등을 포함해 최소한 3개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OFTEL 은 B T
접속망에 대해 직접연결은 경쟁의 발전에 역효과
를 가져올 것이며 이용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보
고 있다.

은 미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시내전화서비스
의 경쟁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이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와 대가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
고 있다.

III. 광대역 서비스 제공 대안과 가입자
회 선 세분화
1995년 OFTEL은 기본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

가입자망으로의 직접연결은 BT가 가입자 회선

한 가입자 회선 세분화에 대한 이슈를 검토했다.

혹은 일부를 타사업자에게 임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타사업자는 BT 고객에 대한 접속권한을 인

그러나 경쟁 사업자들은 이러한 가입자 선로 세분
화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입자 선

수 받아 자체의 통신망으로서 발착신 서비스 모두

로 세분화의 경우 타사업자가 가입자 선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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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면 B T의 교환국사까지 회선을 구성하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BT 고객이

거나 자체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에게로 떠난다면 이 고객은 더 이상
BT나 간접접속 사업자(BT의 망을 이용해 서비

OFTEL이 가입자 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부담시
가입자 선로를 이용한 직접접속은 타사업자에게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가입자 선

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간접접

로의 통제권이 신규사업자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

속을 통해 이용자에게 접속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간접접속은 가입자 선로를 무

규사업자로부터 광대역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화서
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

료로 이용하는데 비해 가입자 선로 세분화는 그

안은 기술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세분화된 가입자 선로를 통해 제공

키지 않는다고 결정이 난 상태 하에서 세분화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OFTEL은 1996 년의 성명서에서 영국의 통신

되는 광대역서비스와 기존의 BT나 타사업자에

시장에서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가입자

의해 제공되는 전화서비스간에 잠재적인 인터페
이스 문제가 언급되어야 한다. 전화선은 수백 개

선로 세분화에 대해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으며,
현재 그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
한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2) OFTEL은 광대역 수요

의 개별 가입자 선로가 서로 밀접하게 뭉쳐져 있
으며 이들간의 혼선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를 일반 가정이나 중소규모 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2]. 보다 광대역을 요하는 서비스는
영국에서 대부분의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입자 회선 세분화 논의는 시내망 경쟁도
입의 취지보다는 이러한 광대역 서비스 수요 충족
을 위한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하는

2. 대안 2 : 부분적 기저대역 전용회선(Partial
Baseband Leased Circuit)
이 대안은 대안 1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BT와 신규사업자간의 계약적 관계에 있어서 서
로 다르다. 대안 1 은 B T가 신규사업자에게 전화
선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대안 2 는 (그림 2) 와 같

이러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 이용자 단말과 교환기간의, BT에 의해 미리
정의된(defined) 특성을 가진 전용회선 서비스를

1. 대안 1 : 동선가입자 회선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제공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보통 부분적 기저대역 전용회선 서비스라고 부른

대안 1 하에서 (그림 1)과 같이 BT는 자사의 가
입자 회선을 타사가 이용하여 타사의 통신망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BT의 교환국사에
병설된 설비를 이용하여 타사업자는 자체의 광대
역 장비 부착을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광대역 서
2) 현재 데이터 트래픽이 음성트래픽을 능가하고 있으며 패
킷교환기술이 영국 전체 통신망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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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부분적이라 부르는 것은 보통의 전용회
선은 단말기에서 단말기간의 단대단(end-to-end)
서비스인 반면 이 서비스는 이용자 단말에서 시내
망 교환기까지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
저대역의 의미는 전용회선이 제공하는 대역이 0
Herz까지 곧장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보통의 전화선상에서 직류(direct current)를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음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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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BT 교환국사

이용자 측
Other Provided
Equipment

Other Collocated
Equipment

BT로부터 임차한
가입자 회선

* MDF: Main Distribution Frame

(그림 1) 가입자 선로 세분화

MDF
이용자 측

NTP
Other Collocated
Equipment

Other Provided
Equipment
NTP/POI
BT Partial Baseband
Leased Circuit
* NTP: Network Terminating Point
* POI: Point of Interconnection

(그림 2) 부분적 기저대역 전용회선

전용회선이 4,000Hz 이상의 정보를 실어 나를 수

는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타 사

없는 반면 이 경우는 대역의 상한이 없다는 것이다.

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미치는 서비스 제공효과는 대안 1
과 비슷하다. 그러나, 타 서비스와의 상호간섭을

3. 대안 3: 비트흐름( Bitstream) 접속

피하기 위한 스펙트럼 관리(spectral management)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BT는 타

이 대안 3하에서는 신규사업자는 가입자 회선

사업자의 장비가 개별적인 회선에 부착될 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적합하게 검증된 장비인지를 알고

양 끝단에 DSL 장비를 붙이지 않는다. 대신 BT가
DSL 모뎀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신규사업자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EC 의 새로운 “무선과 통신장

(그림 3)과 같이 BT의 교환국사의 병설을 통해 이

비 지침(Radio & Telecoms Terminal Equipment

회선이 제공하는 광대역 디지털 비트흐름에 연결

Directive)”에서 PTO는 통신망에 전혀 해를 끼치

하여 데이터를 자사의 통신망으로 유입한다. 이 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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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이용자 측
NTP

NTP/POI
DSL
Modem

DSL
Modem

Other Collocated
Equipment

BT Bitstream Circuit
* DSL: Digital Subscriber Line

(그림 3) 비트흐름 접속

MDF
NTP
DSL
Modem

DSLAM
Local Concentrator
Building

* DSLAM: DSL Access Multiplexer

ATM/IP
Router

NTP/POI
OLO/SP

OLO/SP에게 Permanent
Virtual Circuit 제공

(그림 4) 영구적인 가상회선

해서 B T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한다면

법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접속과 비디오 서
비스와 같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BT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방법은 BT가 북서부 런던에서 수행한 ADSL

또한 신규사업자로부터 광대역 서비스를 받는다.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시범사업

이 대안에서 스펙트럼 관리 문제는 순전히 B T의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다. 데이터 서비스는

안 3 하에서 이용자는 통신망 접속에 있어서 계속

내부적 문제로 남게 된다.

4. 대안 4 : 영구적인 가상회선(Permanent
Virtual Circuit) 접속
이 대안 4 하에서 BT는 (그림 4) 와 같이 신규
사업자에게 광대역 이용자 접속회선과 서비스 제
공자 설비간의 점대점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최종
이용자까지의 광대역 접속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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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프로토콜(IP)이나 ATM 혹은 두 가지의
혼용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구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 이용자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통화
시(call by call) 사업자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가
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각 이용자가 연결할 경우
에 물리적 회선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여러 이용자로부터 오는 데이터가 함께 다중화되
고 서비스 제공자는 각 이용자와 회선상에서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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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NTP
DSL
Modem

ATM

DSLAM
Local Concentrator
Building

To Rest of
Public Network

Short Code
Dialing
NTP/POI

공중망 Virtual
Circuit 연결 OLO/SP

* OLO/SP: Other Licensed Operator/Service Provider

(그림5) 간접접속

는 데이터 패킷간의 논리적 연결을 인식한다.

직접접속 경쟁사업자, 사업자들의 투자유인 등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대안 3과 같이 계속해서

결정정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는 OFTEL 의

BT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서 원한다면 BT로

대가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려사항들

부터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을 정리하고 있다.

있어 주요 특징은 전국적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B T의 6,000 개 교환국사에 장비와 회
선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규사업자에게 통신망 시설 투자비용을 훨씬 줄
여 줄 수 있다.

5. 대안 5 : 간접접속

1. 대안 1 과 대 안 2 에 대한 대가 산 정
세분화된 가입자 선로에 대한 대가 산정방법에
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비용에 근
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자 회선 접속 제공
에 따른 현재의 기본료에 근거하는 것이다. 요금
이 비용과 일치하고 있다면 두 가지 접근방법은

이 대안 5하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디지털 가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업적, 정책

입자 회선(DSL)이 광대역 공중교환망으로 연결
된다. 이 방안은 현재의 PSTN 과 같이 고객번호

적 이유 때문에 기본료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통화요금은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를 누름으로써 자기의 회선과 타 광대역 회선이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접근방법에는 상당한 차이

서비스간에 통화가 성립이 된다. 타사업자나 서비

가 발생한다.

스 제공자 선택시 특수 서비스 제공자 코드를 이

먼저 현재의 요금에 근거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용한다. 또한 사전 선택제도 가능하다.

하자. BT의 가입자 회선을 현재의 기본료로 제공
하게 한다면 경쟁사업자는 기본료가 비용보다 낮

IV. 대안별 대가산정

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 낮게 가입자

가입자 회선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이
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장의 경쟁, 기존의

회선을 제공받게 되며 이것은 경쟁사업자의 가입
자 회선 신규 구축이나 기존의 시내망 개선의 유
인을 줄이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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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매요금에 대

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매서비스를 구입하는 사업

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가입자 회선 자체에

자는 적정 자본보수를 포함하고 통신망의 개선비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회선상에서 흐르는

용과 미래의 서비스 증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

통화에 대한 수익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을 생각할

람직하다는 것이다.

수 있다. 수익 모두가 세분화된 가입자 회선의 대

신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B T의 가입자 회선

가로 산정된다면 B T는 자체의 전화서비스를 제

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회선에 대한 대

공하는 것과 가입자 회선을 타사업자에게 임대하

가 산정은 가입자 회선 세분화의 경우보다 덜 민

는 것에 무차별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BT보다

감한 사안이다. BT는 통화요금 징수에 있어서 현

효율적으로 가입자 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만이

재의 방식대로 가입자 회선에 대한 어떠한 적자분

가입자 회선을 임차하도록 해줄 수 있는 장점도

도 보전할 수 있다. BT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있는 반면 BT로 하여금 경쟁상황에 직면하게 하

하는 데 있어 신규사업자는 BT에게 적정 투자보

기 보다는 B T의 수익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

수를 포함한 증분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전화부문

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에서 발생하는 접속부문 적자는 간접접속 사업자

다음으로 비용에 근거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

와의 경쟁 때문에 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있

다. 비용에 근거한 요금산정방식은 다양하며 또

지만 이것은 광대역 서비스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

이것이 이용자, 경쟁자, 기존사업자에 미치는 영

이 없는 것이다.

향 또한 다르다. 영국의 OFTEL의 정책은 시장의
전 영역에 걸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며 여기에
시내통신망 제공에서의 경쟁과 서비스 경쟁 모두
가 포함된다. 영국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장
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사업자보다 실제로 투자비용이 낮은 기업만이 진
입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사업자의
역사적 비용 모두를 보전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OFTEL은 장기증분방식을 기초로 mark-up
을 10.3 % 로 하여 가입자 회선의 대가를 연간 £
100 ~115로 산정하였다.

2 . 대안 3 ~ 대안 5 에 대한 대가 산정

3 . 지역적 차 별 화(Geographic Deavera ging)
또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요금 적용 여부이다. 현재 BT의 가입자
회선 기본료(line rental)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
로 발생하는 비용과 상관없이 평준화되어 있다.
문제는 광대역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지역적
으로 평준화된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아니면
비용차이를 반영하여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인가이다.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요금을 적
용하면 이 요금은 투자에 대한 정확한 신호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사업자는 신규투자를 할 것인가 아
니면 BT로부터 임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정

이 대안은 가입자 회선을 타사업자에게 임차해

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재와 같이 지

주는 것이 아니라 BT가 스스로 자체의 가입자 회
선 설비를 개선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가입자 회선 소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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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하에서는 저비용 지역에서의 부당한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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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려 저비용 지역에만 진입하고 고비용 지역에는

나 대안 2하에서는 이용자가 신규사업자로부터

진입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3].

광대역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이 사업자가 제공하
는 서비스 이외에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와 광

V. 대안선정시 고려사항

대역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전화와 광대역 서비스 모두에 있어 선택

1. 투자유인 효과
OFTEL은 B T와 타 직접접속 사업자 모두가
계속해서 자사의 통신망을 개선시키고 고도화된
통신망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유인을 가지기를 원
할 것이다. 분명 이러한 유인은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입자 회선에 대한 대가산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BT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폭이 매우 좁다. 대안 3과 대안 4 는 광대역 서
비스에 대해서만 선택의 폭이 있다. 반면 대안 5
는 이용자가 광대역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 모두에
있어서 어떠한 서비스 제공자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3. 투자위험
BT와 타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상업적 투자위

• 상기의 대안 중에 어떠한 대안이 B T의 투자유

험은 대안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대안 1 과 대

인을 감소시킬 것인가? 감소시킨다면 이용자에

안 2는 B T에게는 추가적인 투자 위험이 따르지

게 미치는 영향이 광대역 용량을 가진 전화회선
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자의 투자에 의해 상쇄될
것인가?

않는다. BT는 가입자 회선을 임대해 주면 광대역

• 장기적으로 볼 때 B T가 전화선을 광케이블 등

의 광대역 용량의 가입자 회선 제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인가?
• BT에 의한 투자감소 유인이 있는 경우, BT에게

가입자 회선 임대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
다면 이러한 투자감소 유인이 완화될 수 있는가?
현재 OFTEL은 BT 이외에는 광대역 서비스
접속의무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에 대한 의무사항은 타 직접접속 사
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경쟁과 이용자 선택 효과
대안별 경쟁에 미치는 효과나 이용자 선택의
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안 1이

서비스 제공이 있어 투자 위험은 신규사업자가 모
두 부담하게 된다. 반면 대안 4 와 대안 5에서는,
BT는 광대역 교환, DSL 모뎀 등에 있어서 모든
투자위험을 안아야 한다. 광대역망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통신망 투자
에 대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
대안 1 ~ 대안 4 하에서는 사업자간에 있어서 전
환비용이 매우 높아 이용자는 신규사업자에게 속
박당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안 5 하에서는 전환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
에 이러한 가능성이 적다.

4. 기술적 문제
모든 DSL 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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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L 모뎀은 고주파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

폭을 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 심각하게 신호감쇄
의 변화폭이 매우 크다. 이것은 인근 교환국사
에서 수용 가능한 이용자 수를 매우 제한한다.
• 전화선의 용량을 최대화하고 동일 전화선상에

서 제공되는 서비스간의 상호간섭을 피할 수 있
는 효율적인 스펙트럼 관리가 필요하다.
• 대안 1과 대안 2 는 집선국사 내에서의 병설을

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고도로 밀
집된 도심의 국사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기술적
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VI. OFTEL 에서 제안한 대안의 장단점
분석
OFTEL이 제안한 대안은 서비스 제공자 혹은
신규진입자가 DSL 장비를 자체적 보유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안1과 대

1. 대안 1 과 대 안 2
대안 1 과 대안 2는 기존의 협대역 전화선을 광
대역 xDSL 회선으로 전환에 필요한 장비가 신규
사업자에 의해 소유되고 BT 교환국사에서 병설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 가입
자 회선 세분화(“raw” local loop unbundling)라
고 불리는 대안 1은 미국의 xDSL 환경에서 도입
된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 대안 하에서 신규사업
자는 양자간의 최소한의 의무를 지니고 기존의 사
업자로부터 가입자 회선을 제공 받는다. 기존 사
업자는 MDF가 있는 시내교환국과 가입자간의
물리적 무결성만 유지하면 된다. 반면 대안 2 하
에서는 가입자 회선은 기존사업자의 시스템으로
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
자로부터 전용회선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계약적 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안 2는 자체적으로 DSL 장비를 보유하는 것이며

대안 1과 대안 2에 있어서 이용자 편익은 별 차

대안 3 ~ 대안 5 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대안 1과

이가 없으나 신규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

대안 2 는 사업적용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

용에 있어 대안 1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는 난제를 지니고 있다[4].

대안 1과 대안 2 모두 기존사업자의 교환국과 연
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면에

• 스펙트럼 관리(spectrum management)

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안 1은 신규사업자

• 장비간 연동(interworking)

에게 운영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xDSL은 혼선

• 병설문제(공간확보, 유지, 사업적 기밀문제)

(cross talk)과 잡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

한편 시내교환국 병설문제의 존재 유무에 따라

망 품질관리 이슈 등이 중요하다. 대안 2 하에서는

대안 1 ~ 대안 3 과 대안 4 ~ 대안 5 로 나누어 볼

이러한 스펙트럼 관리문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널리 그 중요

의된 서비스수준협정(service level agreement)

성이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하에서 BT의 책임 하에 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는 대안 1보다 대안 2에서 유지비용이 저렴하다고

여기서는 DSL 장비 보유유무에 따라 분류된 첫

할 수 있다. 종합적인 비교는 <표 1>에 정리되어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한다[5-7].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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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안 1과 대안 2
공통사항

대안 1

대안 2

- DSL 장비 신규사업자 보유
- 신규사업자는 모든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기술적 제약성
외에는 제약이 없음.
- 시내교환국 병설문제

장점

단 점

- 이용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통
제권 증가
- BT가 기존사업 잠식 회피를
위한 기술제한 위험성 약화

- 신규사업자의 유지비용 증가
- 스펙트럼 관리에 기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공식적인 계약으로 인한 스펙
트럼 관리문제 감소, 서비스
수준 향상

- BT의 영향력 잔존

<표 2> 대안 3 ~ 대안 5
공통사항

장점

단점

대안 3

- BT가 DSL 장비를 보유하므로 신규사업자
의 초기 자본지출이 적음.

- 병설비용에 기인한 자본
비용과 비효율성 발생
- 서비스 품질 덜 보장

대안 4

- BT가 DSL 장비를 보유하고 병설하지 않으
므로 자본비용 적음.
- DSLAM에 의해 다수의 이용자 서비스 이용
가능으로 규모의 경제 발생
- 타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역과 서비스 품
질 보장
- 이용자는 신규사업자로부터 광대역 서비스
를, 기존사업자로부터는 전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ATM 교환기 도입을 위한
초기투자비용 증가

- 이용자에게 최대의 선택권을 보장

- BT가 광대역망 구축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도입지
연 가능성 존재

- DSL 장비 기존사업자 보유

대안 5

2. 대안3 ~ 5
대안 3 ~ 대안 5는 대안 1과 대안 2와는 기술적
으로나 사업적으로 매우 다르다. 대안 3 ~ 대안 5
에서는 BT가 가입자 회선에서의 DSL 장비에 대
한 소유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대안 4 와 대
안 5는 신규사업자가 BT의 시내교환기 이외의

사업자들이 광대역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점이 있지만 간접접속이라는 본래의 특성에
의한 불리한 점도 있다. 종합적인 비교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지점에서 BT와 상호접속하기 때문에 병설문제를

VII. 종합정리 및 신규대안의 가능성
탐색

피할 수 있다. 이 대안 하에서 이용자는 B T와의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지금까지의 분석을 이용자 선택권, 투자위험,

사업자로부터 뿐만 아니라 BT로부터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 5는 다수

기술적 어려움, 신규기술 도입 정도 등의 측면에
서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투자유인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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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안별 종합적 비교 검토
소비자 선택/전환비용

투자위험

기술적 문제

신규기술 도입

대안 1

- 신규사업자의 전화, 광대역 서비스

- 신규사업자 장비부담
- 신규사업자 병설비용

- 스펙트럼 관리
- 병설필요

높음

대안 2

- 신규사업자의 전화, 광대역 서비스

- 신규사업자 장비부담
- 신규사업자 병설비용

- 스펙트럼 관리
- 병설필요

높음

대안 3

- 기존사업자의 전화서비스
- 모든 광대역 서비스

- 기존사업자 장비부담
- 신규사업자 병설비용

- 병설필요

중간

대안 4

- 기존사업자의 전화서비스
- 모든 광대역 서비스

- 기존사업자 장비부담

낮음

대안 5

- 모든 전화서비스
- 모든 광대역 서비스

- 기존사업자 장비부담

낮음

- 신규사업자의 전화, 광대역 서비스

- 신규사업자 장비부담

높음

신규대안

MDF
이용자 측

NTP

Other Provided
Equipment

Other Local
Exchanges

BT Full Baseband
Leased Circuit

(그림 6) 완전기저대역 전용회선

요한 고려 요소이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가산정

적인 문제나 스펙트럼 관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

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또한 OFTEL에서 제안한

국내에서도 가입자 회선 세분화에 대한 논의가

대안 이외에 대안 2 와 대안 4의 혼합적 형태인 새

현재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운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대안은 (그림 6)

대안 1 ~ 대안 2와 영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5가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사업자에게 완전기저대

대안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은 시내전화망 경

역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용회선 서비스

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8, 9], 영국

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안 2와 동일하고, 신

은 일반가정이나 중소규모의 기업에게 광대역 서

규사업자의 가입자로부터 신규사업자의 교환기까

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

지 단대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대안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내경쟁을 도입하는 첫

4와 유사하다. 신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병설을

번째 목표가 시내전화망의 경쟁 그 자체보다는 시

하지 않기 때문에 병설비용이나 병설로 인한 기술

설경쟁을 촉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광대역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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