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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머리말머리말머리말머리말    

최근 들어 통신시장 대외개방, 다수 사업자 출현, 

시내경쟁도입, 인터넷 및 무선통신서비스의 확산 등

으로 우리 나라 통신시장이 광범위하고도 급격한 속

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 배경에는 기술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 진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창

출함으로써 다수사업자를 출현시키면서 정보통신시

장에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통신 선

진국, 특히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하게 경

쟁 우위력이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

하여 통신시장 개방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와중에서 상호접속 문제가 통신산업의 세계적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 통신 선진국에서

는 앞다투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공정ㆍ유효 경쟁촉

진의 관점에서 기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각 합리적인 상호접속체계 및 접속료 산정방식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아 우정성 

산하의 전기통신심의회는 1996년 4월에 「접속의 

원활화에 관한 특별부회」를 설치하고, 관계사업자

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상호접

속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별부회는 네 

개의 소위원회로부터 30회에 이르는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8회에 걸친 회의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토의를 거듭한 결과 1997년 9월 20일「접속기본규

칙안」을 작성하였다[1]. 

한편 일본에서는 1996년 12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접속의 기본적 규칙의 형태에 관하여」)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접속료 산정 검토가 제안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3월에 장기증분비용모형

연구회가 설치되면서, 장기증분비용모형(안)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공모가 마감

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1998년 1월부터는 모형(안)

에 관한 연구가 장기증분비용모형 연구회를 중심으

로 착수되었다. 일본에서 장기증분비용모형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1998년 5월에 미국은 실질적

인 통신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

제완화를 일본에 요구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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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

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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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

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1998년 

5월의「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미일간 강화

발의안」공동현황보고에서는 그때까지 미정이었던 

장기증분비용의 도입 방침이 확정되었다. 미국은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규제

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 공동

현황보고서」발표를 통하여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

입과 접속료 인하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 

한편 1998년 6월, 멀티미디어시대를 향한 요금ㆍ

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회보고(「보편적 서비스의 

새로운 확보방안에 대해서」)에서는 접속요금의 산

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에다가 보편적 서비스 비용산

정에 필요한 지역별 비용산정이 장기증분비용모형 

작성의 새로운 목적으로서 추가되게 되었다. 1998년 

7월부터는 장기증분비용방식 모형개발이 시작되었

으며, 1999년 3월에는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에

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을 가능한 한 조기에 도입하도

록 2000년 봄, 정기국회에 소요 법률안을 제출한다”
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1999년 4월에는 해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으며, 1999년 

7월에는 연구회가 작성한 모형안을 발표하였다. 이

후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8월 26일 

기한의 제1차 의견수집 시에는 국내외 사업자,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합계 2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9월 6일 기한의 제2차 의견수집 시에는 국내외 관계

자로부터 합계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3]. 

 우정성은 연구회 보고를 토대로 접속료산정의 

형태에 대해서 1999년 9월 21일, 전기통신심의회

에 자문하여 검토단계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장기

증분비용방식 도입을 포함하는 현행 전기통신사업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0년 5월 12일에 

성립, 19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우정성(현재 총무성)에서는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

기로 하였다[4],[5]. 

전기통신심의회(회장 那須 翔)는 접속료규칙(안)

과 관련하여 각 사업자들로부터 2000년 8월 31일

에 의견청취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20일에는 우정성에 답신을 제출하였다. 우정성에서

는 이 답신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접속료 규칙에서는 종래

의 접속료 규정을 일원화시킨 것 이외에 (1) 장기증

분비용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 (2) 동서 NTT가 

실시하는 통신량 등의 기록, (3) 사업자용 할인요금

(carriers rate)의 도입(전용역무 관계)에 대한 규정

을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2000년 10월에 우정성이 제정한 접

속료 규칙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

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우정성의 견해

를 살펴본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

고자 할 때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일본의 접속료 규칙 제정이 우리 나라 통신정

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 우리 나라가 접속료 규칙

을 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II. II. II. 현행현행현행현행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규칙의규칙의규칙의규칙의    근거근거근거근거    법률법률법률법률    및및및및    

개관개관개관개관    

1. 1. 1. 1. 현행현행현행현행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규칙의규칙의규칙의규칙의    근거근거근거근거    법률법률법률법률    

일본의 접속료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6] 제38조의 2, 제3항ㆍ제1호ㆍ나, 

제3항ㆍ제2호, 제4항, 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 제3항. 총무대신은 전 항
1)
의 인가신청이 다

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동항을 인가해 

                                              
1) 제38조의 2 제2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
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하여 당해 제1종 전기통
신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금액(이하 이 조에 있어서「접속
료)라고 한다.) 및 접속조건(제4항에서 규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을 제외)에 대해 접속약관을 규정, 총무대신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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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제1호. 다음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할 것 

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

하는 것이 기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접속개소 

중 표준적인 것으로서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개소에

서의 기술적 조건 

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능별 접속료 

다.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

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다른 전기통

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라. 가.에서 다.까지의 사항 외에 지정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호. 접속료는 능률적인 경영을 토대로 적정한 

원가를 산정한 것이어야 하며,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 공정 타당할 것 

(2) 제4항. 전항 제2호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지정전기통신설비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고

도로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새로 구성했을 경우에 당해 지정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으로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로 제공되

는 전기통신역무에 관련된 통신료 또는 회선수의 증

가에 따라 증가하게 될 당해 지정전기통신역무에 관

련된 비용을 감안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제10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과 관련된 제3항 

제1호 “나”의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기능별로 통신

량 또는 회선수 그 외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제

12항에 있어서 「통신량 등」이라고 한다.)을 기록

해 두어야 한다. 

(4) 제12항.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접속료에 있어

서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그 외의 접속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회계를 정리했을 때 통신량 등의 기록 및 전항의 규정

에 의한 회계정리의 결과에 기초하여 제3항 제2호의 

우정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게 되도록 접속료를 재계산해야 한다. 

2. 2. 2. 2.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규칙의규칙의규칙의규칙의    개관개관개관개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접속료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2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 제4항, 제10항 및 제1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기능, 제3장 

자산 및 비용, 제4장 원가산정, 제5장 접속료설정, 

제6장 통신량 등의 기록, 제7장 재계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용

어, 제3조에서 준수의무를 다루고 있다. 접속료 규

칙의 제정목적은 지정전기통신설비
2)
와의 접속과 관

련하여 당해 지정전기통신설비[7]를 설치하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 할 접속료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나”에 규

정되어 있는 “기능”을 비롯하여 기능에 따른 적정원

가 산정방법, 통신량 등의 기록 및 재계산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별 접속료가 적정하고 명확

하게 결정되고 능률적인 경영을 전제로 원가에 비추

어 공정하고 타당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성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기통신사

업법 및 시행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5호), 전기

통신사업회계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6호) 및 지

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1997년 총무성령 제

91호. 이하 「접속회계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기

능에 따른 접속료와 관련하여 이 성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만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이 성령의 규정에 따

르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장은 제4조와 제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2) 지정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장에서 가
입자회선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입자회선을 가
지고 있는 고정통신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
한 시장이란 사회경제 생활권으로서의 일체성 및 현재의 통
신망 구성을 고려하여 도도부현(道都府県)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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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법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나”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기능은 13개의 기능

(1. 단말회선전송, 2. 단말계교환, 3. I인터페이스가

입자모듈반환, 4. 시내전송, 5. 중계계교환, 6. 중계

전송, 7. 통신로설정전송, 8. 신호전송, 9. 호관련 데

이터베이스, 10. 번호안내, 11. 수동교환, 12. 공중

전화, 13. 단말간 전송)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기

능에 대응하는 대상설비, 부속설비 및 이들을 설치

하는 토지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법 제38조의 2 제4항의 기능에 관한 자

산 및 비용의 정리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제4장은 원가산정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접속료 

원가
3)
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능에 관한 지

정설비관리운영비
4)
에 타인자본비용(제11조), 자기

자본비용(제12조) 및 이익대응세(제13조)의 합계액

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그리고 접속료원

가의 산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기통신역무가 신규

인 동시에 향후 상당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

는 접속료원가 산정기간을 5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장은 접속료 설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접

속료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별로 당해 접속료 

수입이 당해 접속료 원가에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14조). 기타 교환기능ㆍ전송기능ㆍ단말간 전

송기능에 관한 접속료를 각각 제15조, 제16조, 제

17조에서 취급하고 있다. 

제6장은 통신량 등의 기록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법 제38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할 경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기록은 

전자적(電磁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장은 재계산 및 정산을 취급하고 있다. 법 제

                                              
3) 제4조의 표13항 기능에 관한 접속료는 제외한다.  
4)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5) 타인 및 자기 자본비용, 이익대응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타인자본비용 =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에 관한 요금기저 ×   

타인자본비율 × 타인자본이자율 
자기자본비용 = 당해 기능에 관한 요금기저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이익대응세 = [자기자본비용 + (유이자부채 이외의 부채액 ×   

이자상당률)] × 이익대응세율 

38조의 2 제12항의 총무성령에서 규정하는 접속료

의 재계산 기간은 3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0조

와 제21조는 접속료 재계산, 제22조는 정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칙에서는 제1조에서 시행기간, 제2조에서 일

부 총무성령의 폐지, 제3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시

행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25호)의 일부 개정, 제4

조에서 지정전기통신설비접속회계규칙(1997년 총

무성령 제91호)의 일부 개정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

5조 이하에서는 경과조치를 다루고 있다. 

III. III. III. III.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규칙의규칙의규칙의규칙의    주요주요주요주요    내용내용내용내용    

1. 1. 1. 1. 장기증분비용방식에장기증분비용방식에장기증분비용방식에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설정설정설정설정    

가. 기능별로 서로 다른 원가산정방식 

접속료 설정 단위인 기능구분(접속료규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과 그 구분별 접속료의 원가산정 

방식은 <표 1>과 같다. 원가산정방식은 장기증분비

용방식과 실제비용방식으로 나뉜다. 

나.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한 자산과 비용의 보

고의무 

제6조에서 동서 NTT는 장기증분비용방식에 따라

현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설비와 기술로 새로 구축했을 경우의 네트워크 자산과 

비용을 총무대신이 통지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당

해 통지로부터 60일~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통지에서 정해지는 당해 절차의 적용일까지 정리하여 

이것을 총무대신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장기증분비용방식에 의한 원가산정 및 접속료 

설정(제7조~제18조) 

제7조에서 제18조에서는 접속료 원가는 지정설

비관리운영비,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이익

대응세의 합계로 한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장기증분

비용방식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접속요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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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능별 원가산정방식 

기능 구분 원가산정방식 

가입자회선(dry copper) 실제비용방식(*1) 

가입자회선(line sharing) 실제비용방식(*1) 

PHS 기지국회선 실제비용방식(*1) 
1. 단말회선전송기능 

전용선단말회선 실제비용방식(*2) 

단국교환기(GC) 
장기증분비용방식(단, 번호이동성은 
실제비용방식(*3)) 2. 단말계교환기능 

우선접속기능 실제비용방식(*3) 

3. I인터페이스가입자모듈 반환기능 ISM(정액) 실제비용방식(*3) 

4. 시내전송기능 GC-GC 회선 장기증분비용방식 

5. 중계계 교환기능 중계교환기(ZC) 장기증분비용방식 

GC-ZC 회선(공용형) 장기증분비용방식 
6. 중계전송기능 

GC-ZC 회선(전용형) 실제비용방식(*2) 

7. 통신로 설정 전송기능 전용선 실제비용방식(*2) 

8. 신호전송기능 신호망 장기증분비용방식 

9. 호관련 데이터베이스 기능 호관련 데이터베이스 실제비용방식 

10. 번호안내기능 번호안내 실제비용방식(*4) 

11. 수동교환기능 오퍼레이터에 의한 교환 실제비용방식(*4) 

12. 공중전화기능 공중전화 실제비용방식(*1) 

13. 단말간 전송 등 기능 사업자용 할인요금 실제비용방식(*5) 

*1:가입자회선의 모델에 대해 지중화의 실태를 토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전용선에 대해 모델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3:새로운 기능으로 모델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4:1998년도의 전면 위탁화를 토대로 한 모델개정이 필요하다. 

*5:이용자 요금 할인 

 

계의 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법 제38조의 2 제4항의 기능에 관한 접

속료의 경우, 지정전기통신설비의 자산 및 비용에 

입각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기타 기능에 관한 

접속료의 경우에는 접속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지

정설비관리부문에 정리된 자산 및 비용에 기초하여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라. Model C의 채용 

과거 미국은 USTR의 미일 제1, 2차 공동보고서

(Joint Status Report)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속료 

수준의 인하와 접속료산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왔

다[8],[9].
6) 7)

 미국 당국은 1999년 7월 말 일본 우 

                                              
6) USTR, “First Joint Status Report on The U.S.-Japan 

Enhanced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y,” 1998. 5. 15. 

정성이 발표한「LRIC 모형연구회 보고서」[10]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속료 수준

은 미국에 비하여 3~4배 높은 수준이어서 일미 양

국간 합의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자상거

래 보급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값비싼 일본 국내 

통신비용 인하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일본 우정성 장

관에게 공식적으로 개선요구를 전달하였다. 한편 우

정성으로부터 LRIC 방식에 대해 자문을 받은 우정

성 자문기관인 전기통신심의회는 최종적으로 「① 

NTT의 경영 ② 일반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③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를 감안하여 세 가지 모

형을 제시하였다. Model A는 현행 제도를 전제한

                                              
7) USTR, “Second Joint Status Report under The U.S.-

Japan Enhances Initiative on Deregulation and Com-

petition Policy,” 199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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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정성의 산정방법에 따른 접속요금                                                                 (단위: 엔/3분)

  1998 
1999 

(현행요금) 
2000 2001 2002 

요금 5.81엔 5.57엔 
4.96엔 

(-14.6%) 
4.62엔 

(-20.5%) 
4.50엔 

(-22.5%) 

45%[57%] 25%[32%] 8%[11%] 
단국교환기 
(GC) 접속 

진척률 - - 
70%[89%]  

요금 11.98엔 10.64엔 
7.66엔 

(-36.1%) 
5.90엔 

(-50.8%) 
4.78엔 

(-60.1%) 

49%[51%] 29%[30%] 18%[19%] 
중계교환기 
(ZC) 접속 

진척률 - - 
78%[89%]  

주 1) ( ) 안은 1998년도 접속요금에 대한 인하율 

2) 진척률은 1999년도 통화량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3) [ ] 안은 1998년도 통화량기반의 모형요금에 대한 현행요금으로부터의 진척률 

<자료>: 東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 相互接續推進部, 相互接續の動向, 2000. 8., p. 8. 

모형이며, Model B는 원격수용장치(Remote Ter-

minal: RT)를 가입자회선에 귀속시킨 모형이다. 즉 

Model A에서 시내교환(단국) 비용에 산입되어 있

는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가입자회선으로 배분하면 

Model B가 된다. 이 경우, 단국 비용이 하락하는 한

편 가입자회선비용은 상승한다. Model C는 Model 

A의 개조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Model A가 1997

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 반하여, Model C는 

1998년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다. Model A와 비교

하면 Model B는 RT의 귀속에 따라 단국 접속일 경

우의 비용이 3분 기준, 약 24% 인하되는 한편, 가입

자회선 비용은 월 300엔 이상 인상된다. 이 결과는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가입자회선에 귀속시켰을 경

우에는 기본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 교환설비로 분류되

어 있는 원격수용장치를 가입자측 설비에 포함시킴

으로써 접속료에서 원격수용장치 비용을 제외할 것

을 주장하였으나 일본측에서는 이 경우 기본요금이 

월 300엔 정도 인상되어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의 주장(Model B)을 수용하기 곤란

하다고 주장하고, Model C를 채용하였다. 

마. 2000년도~2002년도에 있어서의 조치(부칙) 

① Model C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우

정성은 “Model C(1998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단국교환기(GC) 접속에 22.5% 인하, 중계교환

기(ZC) 접속에 60.1% 인하)”를 바탕으로 한 상

호접속요금 인하가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시

행되도록 법령을 수정하였다(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제1항, 부칙 제9조). 

② 최초 2년간에 걸쳐 요금인하 목표의 대부분 달

성: ①과 관련하여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

은 1999 회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

여, 첫 2년 이내에 ZC 교환과 GC-ZC 전송에 

대해 80%, GC 교환과 다른 기능들에 대해 

70%의 인하를 먼저 실시한다. 그 결과, 1998 

회계년도 요금에 비하여 GC 요금은 2001 회계

년도까지 약 20%가 인하되고 ZC 요금은 2001 

회계년도까지 약 50%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

다(<표 2> 참조)(부칙 제8조 제2항) [11]. 

③ 2000년도 접속요금의 소급적용: 우정성은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2000년도 접속료를 

2000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을 

환영한다(부칙 제10조). 

④ Model C의 2년 후 개선: Model C에 대해 우정

성은 내용연수, 입력치(기기가격, 통화량), 가입

자회선 비용 등에 관하여 2000년 8월부터 모형 

수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2002년까지 완료

되도록 할 것이다. 우정성은 2002년에 2001 회

계년도의 통화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된 

LRIC 모형을 가지고 LLU 가격결정과 추가적인 

상호접속요금 인하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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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의 가능성과 함께 

결정할 것이다(부칙 제16조). 

⑤ NTS 비용회수 검토: 우정성은 통화량에 민감하

지 않은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을 

종량제 접속료로 회수할 것인지 가입자회선비용

으로 취급하여 정액제로 회수할 것인지 여부를 

2000년 가을부터 검토 개시하여 2002년에 결

론 짓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정성은 수정된 

LRIC 모형이 (i) 보편적 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

지 않도록, (ii)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의 

사업경영에 파괴적이지 않도록, 그리고 (iii) 사

용량 기준 상호접속요금에서 최종이용자의 정액 

요금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는 데 대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다(부칙 제16조). 

2. 2. 2. 2. 동서동서동서동서 N N N NTTTTTTTT가가가가    실시하는실시하는실시하는실시하는    통신량통신량통신량통신량    등의등의등의등의    기록기록기록기록

((((제제제제19191919조조조조, , , , 별도표별도표별도표별도표    제제제제6666~~~~별도표별도표별도표별도표    제제제제8)8)8)8)    

접속료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통신량 등에 대

해 동서 NTT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할 사항에 대

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행정구역(道都府県)별 통신량(통신횟수ㆍ시간)

기능 

•  단위요금 구역별 통신량(통신횟수ㆍ시간) 

•  행정구역별 회선수 

•  단위요금 구역별 회선수 

•  국별 회선수 

•  기능의 이용횟수 등 

법 제38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할 경

우, 제1항 및 전항의 기록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6

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해 

두도록 한다. 이 때, 제1항 및 전항의 기록은 전자적

(電磁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3. 3. 3. 사업자용사업자용사업자용사업자용    할인요금의할인요금의할인요금의할인요금의    도입도입도입도입    

단말간 전송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이용자 요금

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설정하는 사업자용 할인

요금을 설정하도록 (당분간 전용역무 관계에 한정)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조, 제18조, 부칙 제14조 

참조). 

IV. IV. IV. IV. 접속료접속료접속료접속료    규칙에규칙에규칙에규칙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각계의각계의각계의각계의    견해견해견해견해    

1. 1. 1. 1. 제제제제3333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제3조
8)
의 단서에 기초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의 허가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

해야 한다(TTNet, JT, DDI). 

2) 우정성 견해:    3조 단서에 기초하여 허가 받은 

사항과 관련된 인가신청에 대해서는 매회 의견

을 청취하고 있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도 현

재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 2. 2. 2. 제제제제4444ㆍㆍㆍㆍ5555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제4, 5조와 관련하여 NTT를 제외

한 많은 사업자들이 단말회선 전송기능을 비롯

하여 모든 기능에 대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적

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회선 세

분화를 동선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되며, 광섬유

도 단말회선 전송기능으로 추가하고, 장기증분

비용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e-

access, 일본교신망, 텔레서비스협회 등). 

2) 우정성 견해:    접속료 규칙에서는「지중화의 실

태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가입

자회선(dry copper 및 line sharing)의 접속료

산정에 실제비용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성령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

지 않고 실제비용방식을 적용하는 단말회선 전

송기능 등에 대해서는 현재「장기증분비용모델 

                                              
8) 제3조: 사업자는 기능에 따른 접속료와 관련하여 이 성령에
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만 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이 성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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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증분비용모델

의 수정작업을 기다린 후, 수정 후의 모델 적용

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

에 대한 시비를 가릴 것이다. 광섬유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요동향도 나타나 있는 바, 

정비 규정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건에 관해서는 2000년 10월 11일에 우정대

신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1997년 6

월 20일 법률 제97호) 부칙 제15조에 기초한 접

속 규정의 수정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이에 대

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3. 3. 3. 3. 제제제제6666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①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한 자산과 비용에 대

한 통지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90일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DDI). 

② 장기증분비용모델에 의한 접속비용 산정은 가상 

망 방식이 아니라 실제 선로 기준으로 해야 하며 

가격 하락이 심한 광섬유, 교환기 설비, 집선 장

치 등에 대해 재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그 상각 

비용을 토대로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筒井). 

2) 우정성 견해 

①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가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산 

및 비용을 정리하는 데 충분한, 그러나 과도하

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다. 

② 현재의 선로가 반드시 효율적으로 부설되어 있

다고도 볼 수 없고, 막대한 가입자회선수의 파악

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외국에서도 장기증분

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가상 망 방식에 의한 

효율적 망설치를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

한 본 모델에서는 광섬유 등의 설비 단가에 대해

서는 복수사업자의 최신 취득가격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값을 채용하고 있다. 의견에서 제시한 재

취득 가격이 동 기능의 설비를 현시점에서 취득

한 경우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본 모델에서도 재

취득 가격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4. 4. 4. 제제제제8888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이익대응세는 일본의 세법체계에

도 맞지 않고, 그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익대응세와 이익을 접속료에 포함

해서는 안된다(일본교신망 등). 

2) 우정성 견해: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설

정하는 요금에 이익대응세분이 포함되는 것 자

체가 세법상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리고 NTT 동일본ㆍ서일본이 접속료로 회수해

야 할 자기자본비용 등에 대해서는 접속료 규칙

에 규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적정한 수치로 설

정하기로 하였고, 그 상당액 및 적정수준에 맞

는 이익대응세 상당액을 접속료로 회수하는 것

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5. 5. 5. 5. 제제제제19191919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접속요금 체계로 통화량을 기준으

로 하는 요금체계와 정액제를 기준으로 하는 요

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筒井). 

2) 우정성 견해:    본 규칙에는 종량제와 정액제 각

각의 요금체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요금체계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접

속사업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

가 있다고 본다. 

6. 6. 6. 6. 제제제제20202020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장기증분비용방식을 적용하는 기

능의 재계산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DDI). 

2) 우정성 견해: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의 

틀 내에서, 장기증분비용모델의 입력데이터의 

갱신시기 및 경과조치 종료 후에 재계산해야 하

는 점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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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제제제제21212121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① 이번에 I인터페이스가입자모듈(ISM) 반환기능

이 접속료 규칙 제4조의 표에 추가되고, 또한 

전용역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용 할인요금을 도

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단 사업자

용 할인요금이 전용역무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는 점이다. ISM 반환기능은 정액제로 제공

되고 있고, 이것은 전용역무의 요금체계와 같다

는 점을 생각하면 ISM 반환기능에 대응하는 접

속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용 할인

요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C&W, IDC). 

② 접속료 규칙 제6조 제3항에 있는 「전기통신역

무에 관한 요금 원가」는 현재 총괄원가방식으

로 산정되지 않고 있고,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하

지 않으므로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또한 재판

매 가격에 대해서도 사업자용 할인요금을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e-access). 

2) 우정성 견해 

① ISM 반환기능을 제공하는 NTT 동일본ㆍ서일

본의 서비스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3호의 시험 역무 서비스로서 제

공되고 있는데, 당해 기능에 대해서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4에 의해 

적정한 원가에 비추어 공정타당한 것으로서 접

속료의 인가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자

용 할인요금에 대해서는 본 규칙 부칙 제13조

에 의해 당분간은 전용역무에만 적용되지만, 공

중망에서의 사업자용 할인요금에 대해서도 전

기통신심의회 답신서(2000년 9월 26일 우정전

기통신심의 제3107호)에서 지적한대로 그 실현

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NTT 동일본ㆍ서일본의 이용자 요금에 대해 총

괄원가방식에 의한 인가제는 전보요금을 제외

하고 폐지되었고, 기본적으로 양 사가 산정근거

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할 의무는 없지만, 단말

간 전송 등 기능의 접속료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 근거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요금의 원가

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단말간 전송 등 기능의 

접속료와 같은 방식의 사업자용 할인요금은 약

관 외 역무에도 적용ㆍ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8. 8. 8. 8. 부칙부칙부칙부칙    전체전체전체전체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규칙의 운용이나 수정 시에 사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종의 조

치가 강구되기를 바란다(NTT 동일본ㆍNTT 

서일본). 

2) 우정성 견해: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 및 향후 

운영이나 수정 시에는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

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로 

NTT 동일본ㆍ서일본이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

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조건이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9. 9. 9. 부칙부칙부칙부칙    제제제제6666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가장 최근의    통신량을 이용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접속료가 실현된다

고 한다면 부칙 제6조에서 제시하는 1998년도

의 통신량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6조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2000년 7월

의 접속료에 관한 미일합의의 공표 내용과도 모

순된다. 2000년도에 대해서는 1999년도의 통

신량을 이용하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의 

통신량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C&W, IDC). 

2) 우정성 견해:「제3회 공동현상 보고」[12] 에

서는 NTT 동일본ㆍ서일본의 경영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

기 위한 경과조치로써 2002년도까지의 3년간 

「1998 년도와 비교할 때 GC 접속은 22.5%, 

ZC 접속은 60.1%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되어 있는 인하 폭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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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통신량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본 성령

안 부칙 제6조는 이 견해에 따른 접속료 인가신

청을 가능케 하기 위한 규정이다. 

10. 10. 10. 10. 부칙부칙부칙부칙    제제제제6, 76, 76, 76, 7조조조조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부칙 제6조를 삭제해 주기를 강력

히 요망하지만,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

우에는 이 허가에 관련된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

체적인 내용으로 총무성이 제정하여 공표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무성 및 심의회는 장기

증분비용에 관한 보고서(2000년 2월 9일)「접

속료 산정형태에 대해」에서 NTT의 주장을 수

용하여 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혹은 이용

자 간의 부담 변동 등을 완화하는 모델을 채용

하였다. 그러나 허가 기준으로 NTT라는 특정 

기업의「경영에 미치는 영향 완화」라는 기준

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용자의 이익 및 공공이익

도 추가해야 한다(C&W, IDC). 

2) 우정성 견해: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행정절차법

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ㆍ공표될 필요가 

있지만, 본 규칙의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허가

에 대해서는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부칙 제6

조 및 제7조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허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허가 신청 시에는「그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한」필요성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 우정

성 심의회는 NTT 동일본ㆍ서일본의 접속료에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NTT 동일본ㆍ서일본의 경영에 미치는 영

향」,「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

을 유의해야 한다. (i)「NTT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장기증분비용방

식의 실시로 NTT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고, 

NTT가 법률상의 책무로 지고 있는 보편적 서비

스 제공에 지장을 주는 사태를 회피하는 취지에

서 실시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ii)「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NTS 요금을 

이용자에게서 정액요금으로 회수하기로 했을 경

우 통신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반해 기본료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

민적인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향후 2002년에 장

기증분비용방식의 모델이 수정되는 기간동안 검

토를 하고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11. 11. 11. 11. 부칙부칙부칙부칙    제제제제8888조조조조    2 2 2 2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ISM 교환기능의 접속요금은 폐지

해야 한다. 이 요금이 왜 필요한지 미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실제비용방식(historical 

cost)에 기초한다 해도 ISDN 요금에 어떤 정당

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ISDN 월액 요금은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ISDN 서비스의 비용

을 커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요금은 요

금의 이중회수라고도 할 수 있다. NTT의 지금

까지의 접속회계에 의하면 아날로그와 ISDN 회

선의 요금의 차이는 정액 인터넷접속에 필요한 

기능인 ISM의 장치사용 기능과 관련된 요금이

다. 이 장치는 라인 카드의 배치를 목적으로 설

계된 것인데, 그 요금은 최종 단말사용자의 월액 

요금에서 거의 회수된다. 이 요금은 최종 단말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Non Traffic Sensi-

tive Cost이다. NTT나 우정성 모두 ISM 이외

에 ISDN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치를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ISDN 월액 요

금의 차이(820억 엔)는 이 하나의 장치에 관련

된 비용의 회수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차액이 

회수되어야 할 다른 비용이라면 우정성 또는 

NTT는 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미국대

사관). 

2) 우정성 견해:    접속료 규칙 부칙 제5조부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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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과 조치에는 1999년도의 

접속료에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완전하게 실시

되는 2002년도 접속료로의 단계적 이행이 제시

되어 있다. NTT 동서주식회사의 ISDN 가입자

에게 착신하는 호의 접속료는 GC 접속의 경우 

1999년도에는 실제비용방식으로 산정되는 가

입자 교환기능의 접속료와 ISM 교환기능의 접

속료를 합계한 것으로, 2002년도에는 장기증분

비용방식으로 산정되는 가입자 교환기능의 접

속료가 될 것이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단계

적 이행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에서 종전의 ISM 

교환기능의 접속료가 2002년도의 완전폐지를 

향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12. 12. 12. 기타기타기타기타    

1) 사업자 의견 

① 향후에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되게 되므로 

접속회계 규칙은 불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e-

access). 

②    설비구분의 변경 등 회계상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고, NTT 접속회계보고

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e-access). 

③ 고객이 NTT 지역회사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라인 세어링 접속료는 매월 증분비용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접속료는 0엔으로 해

야 한다. MDF 교체 접속공사 등 상호접속에 소

요되는 일시비용은 그 때마다 지불하고 있고, 

그밖에 매월 증분이용이 발생할 근거가 없다

(e-access). 

④ 가입자회선의 장기증분비용 모델의 산정에 있

어서 (i) 가입자회선의 자산 및 비용을 광섬유와 

동선으로 명확히 분계하여 광섬유만을 이용하

는 서비스, 동선만을 이용하는 서비스, 광과 동

선의 양쪽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나누어 접속료

를 산정해야 한다. 특히 드라이카퍼나 라인 세

어링은 광섬유나 기선점 RT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선 비용만이 부과되어야 한다. (ii) 선

로 길이나 관로의 이용 가격 등에 따라 지역 격

차가 발생하므로 가입자회선요금은 각 행정구

역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입자회선에 잠정적

으로 실제원가방식이 적용될 경우라도 관로 등

에 대해서는 현행의 NTT 접속약관에서 행정구

역별 요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가입자회선 세

분화 요금에도 당연히 행정구역별 요금이 반영

되어야 한다(e-access). 

2) 우정성 견해 

① 접속회계는 장기증분비용방식 도입 후에도 동 

방식이 도입되지 않은 기능의 접속료 산정이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전기통신

설비 접속회계 규칙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시킬 

것이다. 

② NTT 동일본ㆍ서일본에 대해서는 접속회계보고

서에 접속료 원가산정 상의 중요한 변경조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③ 대역분할 단말회선기능의 접속료 원가에 이용자 

요금으로 회수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인가신청 

시에 판단할 것이다. 

④ 전기통신심의회답신(2000년 8월 31일, 우정성 

전기통신심의 제3076호)에 따르면 광섬유와 동

선을 분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단말회선 

전송기능은 동선과 광섬유에서 각각 접속사업자

의 용도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므로 그 접속료는 

따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입자회선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반영시켜 이를 행정구역

별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심의회답

신(2000년 2월 18일 우정전기통신심의 제111

호)에 있는 그대로, 이용자 요금의 지역간 격차

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요금설정이 될 수 있으

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13. 13. 13. 별도표별도표별도표별도표    제제제제2222의의의의 2 2 2 2    관련관련관련관련    

1) 사업자 의견:    행정구역별 토지단가시가(土地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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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時価) 보정계수(補正係数)를 삭제하고, 지가, 

지대,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참조해야 

한다(筒井). 

2) 우정성 견해:    공시지가는 샘플조사의 결과인데, 

대다수의 국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모델에서는 1994년도의 고정자산평가액을 토

지단가시가 보정계수로 시가 환산하고 보정계

수를 이용하여 최신의 수치로 삼고 있다. 

V. V. V. V. 맺음말맺음말맺음말맺음말    

본론의 제II장과 제III장에서는 현행 일본의 접속

료 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문과 접속료 규칙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각각 개관하여 보았다. 제IV장

에서는 제정 접속료 규칙의 핵심적 내용인 “LRIC 

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 동서 NTT가 실시하는 통

신량 등의 기록, 기업용 할인요금의 도입”의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

항이라 판단되는 LRIC 방식에 의한 접속료 설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제V장에

서는 접속료 규칙에 대한 각 사업자들의 의견과 거

기에 대한 우정성의 견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제III장의 내용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만들고 그 조문을 작성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

한다. 제V장에서는 접속료를 둘러싼 일본의 통신사

업자들의 입장과 정부기관의 시각을 정리하여 보았

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접속료와 관련한 정책 결정

을 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일본에서 신규로 제정된 접속료 규칙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선로 세분화와 광케

이블 개방” 문제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외

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국가자원의 중

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선로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를 실시하고 있거나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10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

시 제119호)에서 가입자선로를 시내전화사업자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현재 가입자선로

의 제공방식, 제공대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안들

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광케이블과 관련해서는 호주

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등의 

소수 국가가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 광케이

블 개방정책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13]. 

광케이블은 부설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설

비이므로 일방적인 광케이블에 대한 접속제공은 광

케이블을 부설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망고도화 유인

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14]. 특히 

국내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의 중요한 자원

을 이용하려고 하는 해외사업자들에게 무임승차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국내의 경우 KT를 비롯

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신규 망구축을 광케이블로 부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광케

이블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향후에는 

다수사업자가 광케이블망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접속료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통신사업자들은 허가 기준으로 이용자 이익 및 공

공이익 추가, ISM 교환기능의 접속요금 폐지, 장기

증분비용방식 적용에 따른 접속회계규칙의 폐지, 

광섬유와 동선을 이용하는 경우 접속료의 차별, 가

입자회선요금의 각 행정구역별 산정 등을 요구하였

다. 여기에 대한 우정성의 견해는 제V장에 정리되

어 있다. 

접속료 산정 방식으로서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

점을 주고 있다. 우선 일본이 1998년 5월에 발표한

「미일간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보고」에서 2000년

에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으로 장기증분원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통산성과 미국의 무역

대표부(USTR)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

의 압력에 의한 일본 국내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간파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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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이용자 요금 및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을 개발ㆍ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점은 선진국들이 우

리 나라에 대하여 동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참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접속료 산정방식에 있어

서 단기적으로는 총괄원가방식에서 표준원가방식으

로 전환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경

제적 효율성을 감안한 증분비용산정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WTO의 정책결정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호접속 규

칙에 관한 동향을 추적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기술변화가 격심한 통

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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