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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링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내의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

공한다. 이 방법은 이하의 단계를 포함한다.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과, 이 특정 링크 대신 이 특정 링크를 포함하

지 않는 대체 경로를 사용하는 가격간의 가격 차이를 판정하는 비교 단계(II)와, 판정된 가격 차이에 따라, 특정 링크

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과, 대체 경로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

을 판정하는 변동 계산 단계(IV)와, 특정 링크에 있어서 그 특정 링크에 대한 전체 가격 변동을 판정하기 위해, 그 특

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을 판정한 것을 네트워크 내의 모든 링크로부터 조합하는 조합 

단계(V)와,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판정된 전체 가격 변동을 그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시장 유도 가격 변동(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병합하는 단계(VII)가 그것이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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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네트워크에서의 특정한 링크를 사용하는 데 대한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

명은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대역폭은 상품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시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장은 여전히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작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네트워크 상품 시장 가격의 구조 및 역학에 관한 연구가 현재 

부족하다는 것에 나타나 있다. 통신 상품의 현물(spot) 가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전기와 마찬가

지로 대역폭은 저장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전기 요금 및 모델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원격 통신 고유의 네

트워크 특징으로 인해 특정한 사항들이 필요하게 된다. 즉, 차익(arbitrage)라 불리는 지리적 치환,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및 지속적인 기술 발전 페이스가 그것이다.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유동성이라 함은 일정한 가격에서 거래 파트너를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를 말한다. 지리적 차익이라 함은, 포인

트 대 포인트(point-to-point) 링크 상에서의 현물 가격 전개(development)는 동등한 QoS를 갖는 대체 경로 상의 현

물 가격 전개와 별개로 파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절히 지정된 QoS 한정 대체 경로에 걸친 부하 조정으로

부터 유도된 가격 변경의 한 가지 형태이다. 기술 개발로 인해 경쟁사들이 새로운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가격은 지속

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상품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강한 하향세인 평균으로 가격이 회귀(revert)하게 

된다. 시장 유동성은 지리적 차익에 의해 링크 가격을 변경하는 정도에 따라 정량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전개는,

동등한 QoS 경로에 대해 가격에 의해 변경된 링크 가격 프로세스의 조합으로서 모델링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차

익 기회의 존재 및 가치는 물론 이것이 가격 전개 및 네트워크 현가(NPV; network present-value)에 미치는 영향까

지 다루게 된다. 이러한 작업의 응용 범위는 네트워크 설계에서부터 인프라스트럭처 평가 및 실제 옵션 구축에까지 

미친다.

통신 가격의 모델링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상품으로서의 대역폭이라는 개념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다. D. Pilopovi

c 저, 'Energy Risk: Valuing and Managing Energy Derivatives'(1998, McGraw-Hill, New-York)에서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가격 모델은 파라미터 선형 변환 하에서의 초기 모델('The stochastic behavior of commodity prices: i

mplications for valuing and hedging', E. Schwartz. 1997, J. Finance 52, pp. 923-973에서 설명됨)과 완전히 동

등한, 일반 상품에 대한 모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정체(congestion)를 관찰

해 보면, 이러한 모델은 가격의 스파이크(spike)나 점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링크일 경우에 대해서조차

도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격 스파이크는 전기 요금의 특별한 특징이며, 일부 모델링이 이에 대해 이루어 진 

바 있고 'Stochastic models of energy commodity prices and their applications: mean-reversion with jumps an

d spikes'(S. Deng, 1998)에서 설명된 바 있다(http://www.pserc.wisc.edu/에서 볼 수 있는 PSERC 제안 문서 98-

28).

링크 가격 프로세스를 따로 놓고 볼 때, 상호 작용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의 영향에 관한 의문이 대두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영향은 지리적 차익, 즉 동등한 QoS에서의 종단 대 종단(end-to-end) 용량(capacity)

에 대해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서 이미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차익 기회의 탐지는 일반

적으로 측면 제약(side constraints)이 있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기초로 한 비다항식 완전 문제(NP complete probl

em)이다. 상품화의 경우에 기대되는 이러한 제약을 정량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유사 다항(pseudo-p

olynomial) 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지리적인 차익 기회는 현물 시장에서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도 시장(forw

ard market)에는 존재할 경우가 있다. 사회 복지의 최대화, 비용 배당, 정체 제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

크 자원의 가격 설정에 관한 수많은 컴퓨터 과학 논문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가격의 역학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에

서 접근할 것이다. 즉, 수요 및 공급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닌 가격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정

한 네트워크에 대해 최적의 가격을 얻는 해를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의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방법은 네트워크

영향으로 인한 링크 가격 변경이 있는 링크 가격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통신 상품의 기대 가격 역학 관계를 모델링하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청구 범위에 나타낸 본 발명의 첫 번째 태양에 있어서, 가격 차이에 기초하여 링크 가격 변동을 계산하여 그 변동을 

네트워크 상에서 조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서 유도된 가격 변동과 병합하여 후속 발생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

공된다.

본 발명의 두 번째 태양에 있어서, 전송 용량 수요를 증가, 감소 또는 유지시킬 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그에 따라 수요

를 바꾸고, 네트워크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크의 전송 대역폭을 매매 또는 보유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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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링크와 독립하여 어떠한 링크에서 발생하는 링크 가격 변동은 물론 동일한 네트워크 내의 다른 

링크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링크 가격 변동도 가격 계산에 있어 고려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브라운가격 변동(Brownian price-change), 레비(Levy) 가격 변동, 이토(Ito) 가격 변동, 프와송(Poisson) 가격 변동,

반 마코프(semi-Markov) 가격 변동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함수를 포함하도록 시장 유도(market-induced) 가격 

변동을 모델링하고/하거나, 가격 스파이크 및/또는 가격 점프에 대한 함수를 포함하도록 시장 유도 가격 변동을 모델

링하는 경우, 이는 실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가격 전개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게 된다.

판정된 가격 차이간의 관계 및 링크 가격 변동을, 시장 유동성의 정량화에 관한 항을 포함하는 차익 보정 함수로 모델

링하는 변동 계산 단계에 있어서도 앞에 서와 같은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다.

대응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요가 관찰될 수 있다는 가정(이러한 가정은 소정 시간 단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 허용됨)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모델에서는, 대체 경로의 링크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과 특정 링크 상의 링크 가격 변동을 동일하게 설정하게 된다.

변동 계산 단계에는, 판정된 가격 차이에 응답하여 특정 링크로부터 대체 경로로 이동하게 될 현재의 전송 용량 수요

량을 판단하는 이동 계산 단계와,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에 대한 이동 예정 전송 용량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링크 가격 변동을 판정하는 영향 계산 단계가 포함된다.

가격차에 반응하는 수요에 관한 이러한 메커니즘은, 실제 네트워크 수요의 작용을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모델이다. 전송 용량 수요를 선형 함수로 근사할 경우, 이는 수긍할 만한 결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정확한 정도로 계

산을 제대로 간이화하는 것이 된다. 전송 용량 공급이 일정한 탄력을 갖는 것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링크로부터 대체 경로로 이동할 수요의 양은 양수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저렴한 대체 경로는 그

경로로의 수요 이동을 야기하게 되지만 더 비싼 대체 경로는 그 대체 경로로부터 관찰중인 경로/링크로의 대응 수요 

이동을 반드시 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은 비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

계산된 링크 가격을 참조하여 특정 링크 또는 대체 경로 상에서의 유닛(정보 유닛인 것이 바람직함) 전송을 위한 전송

용량 수요의 증가, 감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단계는 계산 결과를 실용적이고 유리하게 응용하는 것인 바,

이는 계산 결과에 의해 어느 가격에서 수요가 충족될 지를 판정하게 되고, 그에 대응하는 계약(본래 수요자에 대해 가

능한 한 저렴하게 체결됨)을 낳게 한다. 이에 따라 수요 변경 단계에서 수요자는 계산된 링크 가격에 응답하여 특정 

링크 또는 대체 경로 상에서 상기 유닛을 전송하기 위한 전송 용량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유리한 응용예에는 계산된 링크 가격에 응답하여 네트워크의 전송 대역폭에 대한 구매/보유/판매 행위 중 하

나를 포함하는 행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는 대역폭을 상거래 품목으로 간주하여, 판정된 가격 차이로부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계산된 이후의 링크 가격을 포함하는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기 위해 상기 방법을 순차적으로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가격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가격 전개를 더욱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를 반복하여 여러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순열은 할인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바, 이 

단계에서는 링크 가격 순열 내의 링크 가격들이 그들의 현재 값으로 다시 할인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할인된 가격 

순열을 제공하게 된다. 할인된 가격의 순열은 통합 단계에서 상기 네트워크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크에 대해 통합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네트워크 G n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 크에 대한 NPV를 얻게 된다. 이러한 NPV는, 네트워크 

또는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구매/보유/판매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결정 단계를 위한 근거로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유리한 응용예는 적합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 링크 또는 다른 링크의 전송 용량은 계

산된 링크 가격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예컨대 전송 장비(예컨대 스위치, 교차 접속, 리피터, 멀티플렉서, 앰프, 광케이

블, 또는 이들의 설정)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는 계산된 가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적합

하게 동작하게 된다. 이에 의해 네트워크 용량이 증진될 수 있는 바, 예컨대 수요를 끌기 위해 비싼 경로의 네트워크 

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본 발명은 링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네트워크 내의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을 계산하는 방

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이하의 단계를 포함한다.

a)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과, 이 특정 링크 대신 이 특정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 대체 경로를 사용하는 가격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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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를 판정하는 비교 단계.

b) 판정된 가격 차이에 따라,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과, 대체 경로에 있는 링크를 사

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링크 가격 변동을 판정하는 변동 계산 단계.

c) 특정 링크에 있어서 그 특정 링크에 대한 전체 가격 변동을 판정하기 위해, 그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

서의 링크 가격 변동을 판정한 것을 네트 워크 내의 모든 링크로부터 조합하는 조합 단계.

d)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판정된 전체 가격 변동을 그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에 있어서의 

시장 유도 가격 변동(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병합하는 단계.

본 발명의 예는 도면에 나타나 있으며, 이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모든 도면은 실제 비율에 맞게 그려진 것은 아

니며, 이는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고자 함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세 개의 노드 및 세 개의 에지(edge)를 갖는 네트워크의 예를 나타낸 도면.

도 2a는 한 에지에 있어서, 그 에지로부터 수요 x를 제거하였을 때의 가격 변동 영향 하에서의 가격 p와 수요량 q 사

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2b는 한 에지에 있어서, 그 에지로 수요 x를 이동시켰을 때의 가격 변동 영향 하에서의 가격 p와 수요량 q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 3은 수요 이동의 영향 하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접속된 두 노드를 갖는 네트워크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1에 따른, 가격이 동적인 네트워크에서 새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의 흐름도.

도 5a는 0%의 장기 가격 동향 불확실성 하에서, 10%(맨 아래 선), 50%, 100%, 150% 및 200%(맨 위 선)의 단기 가

격 변동성(volatility)에 대한 차익 대 측 면 길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5b는 10%의 단기 가격 변동성 하에서, 0%(맨 아래 선), 10%, 20%, 30% 및 40%(맨 위 선)의 장기 가격 동향 불확

실성에 대한 차익 대 측면 길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5c는 도 5a의 차익에 대한 NPV를 나타낸 그래프.

도 5d는 도 5b의 차익에 대한 NPV를 나타낸 그래프.

도 6a는 고정 길이 링크상의 평균 가격 변동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6b는 가변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6c는 고정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6d는 가변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7a는 상대 NPV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7b는 NPV의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나타낸 그래프.

도 7c는 NPV 변화량 대 측면 길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7d는 NPV의 표준 편차 변화량 대 측면 길이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도 8은 아시아,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연합 계약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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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는 세 가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삼각형 비율 분포의 빈도 히스토그램.

도 10a는 뉴욕으로부터 LA까지의 DS3 용량에 대한 선물 곡선(forwards curve)(인도월은 2001년 2월에서 시작하여

2002년 1월까지이며, 계약 지속 기간은 1달임).

도 10b는 뉴욕으로부터 LA까지의 DS3 용량에 대한 선물 곡선(인도월은 2001년 2월에서 시작하여 2002년 1월까지

이며, 계약 지속 기간은 1년에 월별 요금 지불임).

도 11a는 세 가지 상이한 네트워크 환경 및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의 F(T,T) 분포도.

도 11b는 네트워크 유무시의 선물 가격상의 콜 옵션에 대한 옵션 가격 대 행사 가격(strike price)을 나타낸 그래프.

도 12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와 고립된 링크의 경우에 대한 콜 옵션 가격의 퍼센트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

실시예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여러 가지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도 1에는 제1 노드 a, 제2 노드 b 및 제3 노드 c

를 포함하는 네트워크(그래프 G n 으로 나타냄)가 도시되어 있다. 제1 노드 a는 제2 노드 b에 제1 링크 ab를 통해 연

결되어 있다. 제1 노드 a는 제3 노드 c에 제2 링크 ac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제3 노드 x는 제2 노드 b에 제3 링크 cb

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제1 경로 ∏ 1 은 제1 노드 a로부터 제2 노드 b까지 이르는 경로이며, 제1 링크 ab를 포함한

다. 제2 또는 대체 경로 ∏ 2 또한 제1 노드 a로부터 제2 노드 b에 이르는 경로이다. 이 대체 경로 ∏ 2 는 제2 링크 a

c 및 제3 링크 cb를 포함한다. 링크 ab, ac, cb 각각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가격 p ab , p ac , p cb 가 어떤 시점에 있

어서 유효하다. 이들 가격 p ab , p ac , p cb 는 서비스 공급자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인 바, 여기서 서

비스 공급자는 네트워크 소유자 또는 임대인일 수 있으며, 상기 시점에서 대응 링크 ab, ac, 또는 cb 상에 특정량의 전

송 용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링크 상에서의 유닛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 네트워크는 임의의 전송 네

트워크일 수 있는 바, 예컨대 도로 네트워크나 우편 배달 네트워크, 또는 여기서 예로 든 통신 네트워크일 수 있다. 통

신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될 유닛은 정보 유닛인 바, 예컨대 데이터 패킷이 그것이다. 특정한 예로는 인터넷이나 통신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트래픽이 있을 수 있다.

대역폭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상품이며, 실제 정보 네트워크에서는 주요 장거리 공급자들이 과점을 형성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유닛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에 따른 네트워크에서의 가격 책정에 관해서 이하에 개괄적

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지리적 차익(Geographical arbitrage)

이는 동등한 QoS가 주어진 경우 경쟁적 유동 시장에 있어서 모든 가용 경로 중 가장 저렴한 것이 종단 대 종단(end-t

o-end) 가격을 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QoS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실제 경로는 정보 전송에 대하여 무

관하다 는 사실에 기인한다. 동일한 QoS 레벨에 있는 소정의 두 장소를 연결하는 일단(一團)의 경로는 완벽한 대체물

이 된다.

이러한 차익은 전기적인 네트워크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 전기적인 네트워크는 전체가 하나이며 각각의 네트워크는 

이들의 군집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 경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 네트워크는 물리학 법칙에 따른 에너지를 갖는 일관된 단일체이다. 대역폭 시장은 이에 대응하는 고유의 대규모

특징을 갖지 않는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은 바로 풀 타입 가격 발견 메커니즘에 

이르게 한다.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라우팅/스위칭 프로토콜은 흐름 형성의 법칙을 서술하는 것이다. 프로토콜의 선

택 및 여러 상보적 기술의 결합 가능성으로 인해 더 높은 정도의 유연성 및 데이터 라우팅 제어를 감당할 수 있게 된

다. 이러한 제어의 정도는 실제로 효율적인 데이터 네트워크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며, 집중식 풀 가격 책정에 필요

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전력 네트워크는 에너지 분배의 수단이며, 이때 에너지는 전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

산이지만, 반면 데이터 네트워크 자체는 모든 대역폭 계약의 기저에 있게 된다.

수요/공급 분리(Supply/demand disassociation)

이는 요구한 상품이 반드시 공급된 상품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칭한다. 전기 시장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예컨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전력은 보통 다른 장소로부터 공급된다. 이는 한 장소에는 전력이 있지만 정체라든지 또는 법률

적 문제로 인해 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송될 수 없는 일부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 특 히 문제가 되어 왔다. 대역폭 

시장에서는, 수요가 종단 대 종단 서비스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 공급은 - 물리적 레벨 및 투자 레벨에서 - 링크마다

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링크의 집합은, 전체 네트워크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투자 정책이 어떤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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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끔 단일 개체에 의해 소유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링크가 생성될 수 있지만, 분리는 여전히 유지된다.

네트워크 영향(Network effect)

네트워크 영향은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즉 투입되는 사람 - 또는 장치 -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효용이 증

가하는 것을 의미함)의 독립 변수(argument)이다. 일반적으로 효용은 사용자 수의 몇 제곱에 따라 증가하며, 단순히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는, 이것이 전기 네트워크에 존재한다면, 선형 또는 준선형(sub

-linear) 현상이 된다. 더 많은 전기 사용자는 더 큰 전기 장치 시장을 의미하지만, 상호 작용은 거의 없다. 새로운 전

기 소비의 개시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반면 대역폭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이는 주로 네트워크 영향 때문이

다. 네트워크 영향은 가격 전개에 대한 지리적 차익의 효과를 이하에 설명하기 위해 쓰이게 된다.

비저장성(Non-storability)

재고는 수요 및 공급의 변동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한다. 재고가 없는 경우에 수요 또는 공급이 갑자기 변할 경우 

가격이 점프할 수 있다. 가격은 또한 수요 또는 공급 상태의 인지 또는 예측이 갑자기 변할 경우에도 갑자기 변할 수 

있다. 대역폭은 저장될 수 없으므로, 가격 점프 및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비저 장성은 전기 가격 모델링에 있어

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점프, 그리고 특히 스파이크가 관찰되는 경우는 악천후, 그리고 종종 장비 고장을 동반한 원인

이 있을 때이다. 실제로는 석유와 같이 저장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가격 점프 및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및 결제 시간 척도(Trading and settlement time-scale)

일부 전기 시장에서는 30분, 심지어는 10분 짜리 블록도 가격을 매기고, 거래하고, 결제될 수 있다. 오늘날, 대역폭 계

약은 제한된 전기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즉 월 또는 연 단위 계약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거래 

계약(즉 대역폭 제한 철폐 및 접속 특징 표준화, 캐리어(carrier) 중립 풀링 포인트 등)에 의해 바뀔 수 있고, 전기 시

장에 더욱 가까이 근사화된다.

유동성(Liquidity)

현재 대역폭 시장은 전기 시장 또는 그 밖의 상품 시장보다 덜 유동적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

규제 철폐 및 보편적 거래 계약에 의해 유동성 레벨이 높아질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장래에 모든 거래 장소가 동등

하게 유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요의 비탄력성(Demand inelasticity)

대부분의 소비자가 시장 거래 및 결제의 시간 척도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의 비탄력성이 그 시간 척도에서의 전

체 포인트 대 포인트 수요의 특징이 된다. 개별적인 링크에 있어서는, 대체물(즉 대체 경로)간의 고속 스위칭을 가능

하게 하는 자동화 기술(예컨대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전자 경매 및 최소 비용 라우팅)로 인해 수요가 탄력적으로 된다

. 이러한 탄력성은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고 이에 기여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수요는 현재 단기 전기 시장의 특징이다. 

비탄력적인 포인트 대 포인트 수요를 가정하는 경우, 대체물 사이의 수요 이동만을 수반하고 전체 수요의 변동은 수

반하지 않는 네트워크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추후의 분석에서 포인트 대 포인트 수요가 유지되는 것

으로 가정하는 이유이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대체물에 대한 수요는 꽤나 비탄력적이지만 반드시 완전히 비탄력적일 

필요는 없다.

성장(Growth)

인터넷, 그리고 가용 네트워크 대역폭은 3 내지 4 개월 주기로 100% 성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는 단지 연간 10

0%로 늦추어졌다. 또한 상당한 양의 미사용 광케이블(dark fiber)이 이러한 성장을 더욱 촉진하도록 매설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인터넷 또는 대역폭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사실상 제1 세계에서의 에너지 성장은 고작 

연간 5%일 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효율의 증대에 기인한다.

규제 철폐(Deregulation)

대역폭 시장에서는 거의 닫힌 사유 네트워크로부터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는 네트워크로의 전이가 진행

되고 있다. 상호 운용성은 공통 인프라스트럭처 층, 예컨대 IP, 공개 공중 접속 지점 및 QoS 보증이 되는 보편적 거래 

계약(UTC; Universal Trading Contracts)의 형태를 취한다. 이들 UTC는 통상의 재화 시장에서의 규제 철폐로부터 

오는 효과가 반영된 효과를 나타낸 다. 이들 시장에서는 규제 철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매우 여러 가지 방식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이 또한 대역폭 시장에서도 기대된다. 그러나 지리적 제한이 있는 패치(patch) 대신에,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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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된 상호 접속 지점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술 발전(Technological development)

지배적인 요인은 대역폭의 발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련 영역이 있는 바, 대역폭과 스위칭/라우터가 그것이다. 대

역폭은 단일 파장을 패킹(packing)하는 정도의 증가 및 단일 파이버(fiber)로 진행할 수 있는 파장 수의 증가(예컨대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즉 DWDM에 의함)에 따라 증가한다. 스위치는 본래 병렬 장치이므로,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개량된다. 즉 이들은 칩의 개량에 따라 개량되며, 복수의 스위칭 유닛을 패킹함에 따라 개량된다. 또한 5 내지 1

0년 내에 완전 광 파장 스위칭(all-optical wavelength switching)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기술 발전과 경쟁의 결

합 효과는 초당 및 마일당 메가비트를 전송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용량 확장(Capacity expansion)

새로운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리며, 새로운 장거리 선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여

러 달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선로를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광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선

로는 미사용 광케이블(즉 전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케이블)을 수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멀티모드 광섬유 및

DWDM에 의해 더 많은 파장을 사용중인 광케이블에 존재하는 파장에 추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경우 

이는 제조업자의 스케줄에 따라 달려 있다. 따라서 상이한 용량이 여러 시간 척도의 범위에 걸쳐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전기 쪽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용량을 추가하는 데 드는 최단 시간 척도가 1년인 것과는 다르다.

공급의 탄력성(Supply elasticity)

대역폭 공급자는 상이한 종단 대 종단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 이는 공급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계약의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상이한 할당을 가능하게 하는 라우팅 도

구 및 대역폭 관리 도구로 인해 가능해진다. 유연성의 정도는 기저 네트워크의 설계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더 많

은 스위칭 포인트가 있는 네트워크는 QoS를 희생하여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더 많은 경쟁/고장 지

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발전소의 자원은 상이한 시장에 대해 할당될 수 있지만, 할당 문제는 이

른바 발전소 한 곳에서만 일어나고 분배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수요/공급 균형(Supply/demand balance)

이용 상태 연구는 인터넷의 상이한 부분 및 사설망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그 결과는 인터넷 백본(backbo

ne)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일부 링크 또는 스위치에서의 정체가 관찰되는 경우에까지 다양하다. 일부 

차세대 연구 네트워크, 특히 더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백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회사의 인트라넷

과 같은 전역 인프라스트럭처의 다른 큰 부분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기 시

장에서 정체(즉 정전)가 관찰되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만, 추진 요인(driving factor)은 상이하다. 전기에 있어

서 정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날씨 및 장비 고장이다. 후자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더욱 자주 발생한다.

변동성의 기간 구성(Term structure of volatility)

상품 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형화단 사실 중 하나는 장기 선물 시장보다는 단기 선물 시장에서 더욱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비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동성이 0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역폭 시장

에서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세일 수 있으나, 적당한 계획 기간(planning horizon) 내에서는 불확실성의 레벨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 거의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비록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레벨 및 국지적인 레벨 모두에서 감소율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양의 가격(Positive prices)

대역폭의 가격은 양수인 것으로 가정한다.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는 실제 가격이 0인 경우가 관찰되며, 이는 수요가 떨

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대형 화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공급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매우 낮고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들 발전소는 무료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것이 유일한 처분 수단이 된다. 즉, 

전기에 있어서 무료로 처분하는 일은 없다.

가격 전개(Price development)

대역폭 가격 전개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거래 상품에 대한 특정 모델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가격 전개에 대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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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계약 C의 그래프 G n

· 최초 링크 가격 p(계약 가격 C init 라고도 불림)

· 시장의 힘(market force)에 의해 어떻게 차익 기회가 제거되는 지를 표현하는 네트워크 함수 f

·이러한 제거에 관한 시정수, 즉 시장 유동성 τ

·각 링크에 대한 확률적 프로세스 모델

계약 C는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약정이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특정 요금 p를 지불하고 공급자는 그 대가로 특정 

네트워크 용량을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가격 전개는 관찰 가격, 즉 시장에서 관찰되는 결과(outco

me)인 C arb 는 차익 기회를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의 힘은 차익의 존재를 제거함은 물론, 정상 또는 비정상 정보와 수

요 및 공급의 변화를 통해 링크 가격을 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두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다음 세트

의 관찰 링크 가격을 생성하게 된다. 차익 제거는 계약 가격의 관찰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시장

력이 여전히 작용하여 이것이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태는 유동성이 높더라도 차익이 없는 상태는 아니며,

이는 항시 새로운 차익이 생성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두 가지 힘, 즉 지리적 차익 제거 및 시장 

유도 가격 변동은 별개로, 또는 그 조합에 의해 모델링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한 후, 결합된 

공식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대역폭 가격(즉 링크 가격)을 고려할 때, 정확히 무엇이 거래 상품의 기저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 여

기서 가격 전개는 링크 레벨에서 모델링된다. 링크 뮤, ac, cb는 풀링 포인트(또한 노드 a, b, c라고 불림) 사이에서 제

공되는 불가분의 계약 C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풀링 포인트는, 상품 시장에 있어서 거래 파트너들 사이의 특정 

지점에 있는 트래픽 교환 설비이다. 어느 당사자도 링크 계약 C를 조합하여 종단 대 종단 계약을 형성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이러한 종단 대 종단 계약을 구매하는 어느 당사자도 경로 ∏에 있는 풀링 포인트(즉 노드)에 따라 이를 분

할하여 새 링크 계약 또는 다중 링크 계약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노드 a, b, c의 임의의 쌍 사이에서의 가격 p도 시

장에서 관찰될 수 있지만, 이들은 링크 가격으로부터 형성된다. 다중 링크 가격 프로세스는 여기서 직접 모델링되지 

않는다.

링크 가격 전개는 세 가지 요인의 조합으로서 모델링된다. 즉 링크 가격 변동, 지리적 차익 및 유동성이다. 시장이 완

전히 비유동적이고 지리적 차익 기회가 있는 경우, 시장이 그 기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링크 가격 p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가 시장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시장이 비유동적인 경우 트래픽(계약 C에 

따라 전송될 수 있는 상품의 흐름)은 가장 저렴한 가용 경로 P를 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완전 경쟁의 

경우(즉 유동적 시장), 차익 기회는 오직 많아야 다음 거래가 발생할 때까지만 지속된다. 유동성은 따라서 시장이 반

응(예컨대 가격 이동에 대한 수요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시장이 더욱 유동적일수록, 수요 이동을 수반하는 

가격 이동은 더욱 빨라지고, 수요 분배를 가격 이동에 적응시킨다.

독립적 링크 가격 모델(Independent Link Price Model)

이후 설명할 독립적 링크 가격 프로세스는 제1 링크 ab의 예를 모델링하는 것이며, 이 링크 ab상의 링크 가격 p ab 는

이 링크가 고립된 것으로 가정하고 전개된다. 따라서 이는 링크 가격 p ab 의 시장 유도 전개를 나타내게 된다. 상이한

의존 형태가 도입될 수도 있다. 제1 링크 ab에 대한 시장에서의 실제 링크 가격 p ab 는, 지리적 차익이라는 독립 변

수와 유동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링크 가격 계산 프로세스로부터 형성된다. 독립적인 링크 가격 프로세스는, 공급자들

이 노드 a, b사이에서의 불가분 계약의 형태로 제공하는 링크 용량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전개를 가능한 한 가깝게 나

타내는 것이다. 우선 생성 방정식(generating equation)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한다.

독립적 링크 가격(Independent Link Price)

각 링크 ab, cb, ac에 대하여 링크 가격 p는 장기적 평균(long과 스파이크 및 점프 항에 관한 프로세스를 추가한 오른

스타인-울렌벡(Ornstein-Uhlenbeck)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모델링된다. 실효 평균상의 스파이크 항에 의해 유도되

는 제한된 국면 전환 또한 포함된다. 이 프로세스는 충격 국면 회귀(SRR; Shock-Regime-Reverting)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는 단일 링크 주변에 네트워크가 없 는 경우 링크 가격 p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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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수학식 3

U는 {0, 1}의 2상태 세미마코프(semi-Markov) 프로세서로서, 숫자 0과 1 사이의 상태에서 식별이 이루어지고, 속도

파라미터 λ U , μ U 가 여기에 대응된다. 또한,

수학식 4

수학식 5

이며, 여기서 Γ는 척도 파라미터 g, 형태 파라미터 α를 갖는 감마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분포 Γ(g,α)는 평균 g

α 및 분산 g 2 α를 갖는다. 세미마코프 프로세스 U가 상태 {0}으로부터 상태 {1}로 점프하는 경우, 링크 가격의 로

그값 X는 G에 의해 증가하고, 프로세스 U가 회귀하게 되는 평균 gα 또한 G에 의해 증가한 다. 세미마코프 프로세스 

U가 상태 {1}로부터 상태 {0}으로 점프하는 경우, 링크 가격의 로그값 X는 이전에 증가한 양만큼 감소하며, 평균 gα

에 있어서 대응되는 잉여항들은 탈락된다. 따라서 링크 가격 스파이크가 생성된다. 링크 가격 p는 속도 파라미터 λ 

U , μ U 따라 지수적으로 분포된 시간의 양만큼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V는 포아송 프로세스이며, 포아송 속도 파라미터 λ V 를 갖는다.

수학식 6

점프가 일어날 확률은 양 방향에 대해 동등하거나, 또는 상향 점프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바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들 점프는 링크 가격 p의 로그값에 더해져서 현재 링크 가격 p의 배수로 나타나게 된다.

η는 평균 링크 가격 로의 링크 가격 회귀 속력이다. σ는 단기 링크 가격 변동 증분의 추진 브라운 운동(driving B

rownian motion) dW의 척도이다. v는 평균 링크 가격 감소의 (양의) 순간 속도이며, 이는 지수적 개선(exponential i

mprovement)이라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ρ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X=log p이므로, 가격 p에 있어서의 로그 정

규(log-normal) 변동이 가정된다. dZ는 단기 링크 가격 변동 증분과는 무관한 장기 링크 가격 변동 증분의 브라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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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는 평균 링크 가격이라 불리는데, 이 값으로 링크 가격 p가 회귀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 술적인 평균이 아

니다. 저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떤 특정 위험 중립 측도(risk-neutral measure)하에서도 프로세스가 마팅게일(M

artingale)일 필요가 없다.

링크 가격 프로세스 모델에 관해 이하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프로세스는 국면 전환이 있는 세미마코프 점프 확산

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인 시장의 뉴스가 링크 가격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단기 링크 가

격 변동 증분의 추진 브라운 운동 dW의 원인이 된다.

상품 시장은 종종 어떠한 장기적 평균으로의 회귀를 나타내며, 통신은 이에 대해 예외가 없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오

른스타인-울렌벡 프로세스가 모델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비제조 상품, 예컨대 석유나 밀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통

신 용량 발전 속도에 대한 기대값은 0이 아니다. 장기 평균 (가격 항에 있어서의 로그)는 이것의 지수적 개선 v에 

의해 통신 용량의 기술적 진보를 모방하는 것이 기대된다. 지수적 개선의 정도 v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해 추

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단일 모드 광섬유 용량은 지수적으로 증가함이 알려져 있는 반면, 멀티모드 전송(예컨대 DW

DM)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용량을 갖는다. 그 밖의 파괴적 개선이 가능한 바, 예컨대 리피터 없는 장거리 전

송이나, 완전 광 스위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장기 링크 변동 증분의 추진 브라운 운동 dZ의 척도 ρ로 

모델링된다. 이들 요인은 시장 유도 가격 변동 dX를 추진시키는 무작위 변수를 나타낸다.

링크 가격의 스파이크는 전기 가격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예컨대 어떠한 장비 고장이 일어난 후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공급에 대해 수요가 매우 가까울 때 그 러하다. 공급 정치를 야기하는 장비 고장과 마찬가지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정체가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스파이크 또한 링크 가격 프로세스의 한 특징으로서 포함된다. 스파이크는 갑작스런 

링크 가격 상승 후 곧바로 유사한 링크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스파이크 동안에는 회귀 평균이 스파

이크의 크기를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이러한 국면 변동은 스파이크가 종료될 때 역전된다. 스파이크 사이즈는 예컨대

감마 분포로 모델링되며, 링크 가격 p에 있어서 가역적 단계적 변동을 생성시킨다.

가격 점프는 석유 가격에서 관찰된다. 장거리 네트워크의 소유주가 과점을 형성하는 경우에 링크 가격 점프의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점프는 단일 링크에 대한 국지적인 것일 수 있으며, 또는 더욱 보편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점프 발

생을 포아송 프로세스로 모델링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점프가 단위 시간동안 기대되는지를 나타내는 소정의 속도가 

사용된다. 이들 점프는 양 또는 음일 수 있으며, 또한 감마 분포로 모델링된다.

종속적 링크 가격(Dependent Link Price)

상이한 링크 가격간의 의존 형태는, 장기적 변동에 대해서는 추진 브라운 운동 dZ, 단기 링크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추진 브라운 운동 dW의 상관 관계를 상이한 링크간에 도입함으로써 모델링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욱 네트워

크에 특정된 의존 형태, 즉 지리적 차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드에 대해 상관 관계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이전

에 나누어지지 않은 경로상에 노드를 도입하는 것을 모델링할 수 있다. 새로운 노드가 실제로 중복되는 것이고 모든 

수요 및 공급이 실 제로 이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완전한 상관 관계가 이 노드의 양측에 있어서의 추진 프로세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노드의 어느 한 쪽에서의 드문 이벤트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지리적 차익 및 유동성(Geographical Arbitrage and Liquidity)

지리적 차익이라 함은 주어진 종단 대 종단 QoS에 있어서, 단일 링크로 연결된 두 노드 사이에 적어도 두 개의 상이한

종단 대 종단 링크 가격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들 두 종단 대 종단 링크 가격은 각각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링크로부터 형성될 수 있으나, 이들 모두는 최소 특정 QoS 레벨을 제공하게 된다. 유동적인 시장에 있어

서 이러한 상황은 모든 다른 요인이 동등한 때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이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 1: 단순한 지리적 차익 기회는, 복수의 링크가 단일 링크를 치환할 수 있을 경우 및 치환된 링크들의 전체 가격이

단일 링크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단일 링크의 QoS와 치환된 링크들(즉 대체 경로 ∏ 2 의 

링크들)의 종단 대 종단 QoS는 동등한 것으로 가정된다.

링크는 불가분 계약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계약이 불가분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지리적 차익에 대한 이하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다.

정의 2: 지리적 차익 기회는, 복수의 계약이 단일 계약을 치환할 수 있을 경우 및 치환된 링크들의 전체 가격이 단일 

계약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단일 계약의 QoS와 치환된 계약들의 종단 대 종단 QoS는 동등한 것으

로 가정된다.

단순 지리적 차익은 단일 링크의 링크 가격에 대해 즉각적인 하향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이 얼마나 빠르게 

작용하는지는 대체 경로가 얼마나 용이하게 파악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유동적인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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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링크의 링크 가격 하락은, 전체 종단 대 종단 수요의 일부가 그 링크로부터 더 저렴한 대체 경로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대체 경로에서의 수요 증가는 그 경로의 모든 링크에서의 링크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한 링크로

부터 대체 경로로의 수요 이동 효과를 링크 가격 레벨에서 어떻게 정량화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단일 링크의 링크 가격에 대한 유일한 영향력은 아니다. 시장 유동성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링크 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용량에 대한 수요 일부가 단일 링크에 대한 대체 경로에 의해 충족되는 경우 유동성에

따라, 단일 링크가 이것의 종단 사이에서 가장 저렴한 용량을 가질 때에 수요가 그 단일 링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그 단일 링크의 링크 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단일 링크에 대한 경쟁적인 상황은 또한 중요할 수 있다.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경우, 또는 여분의 용량을 가진 공급

자가 오직 하나만 남은 경우에는, 단일 링크가 자신의 종단(즉 노드) 사이에서 가장 저렴한 경로일 때 그 단일 링크 가

격에 대한 상향 압력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 압력은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그리고 동등한 QoS를 갖는 가장 저

렴한 대체 경로의 가격에 의해 제한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합쳐보기로 한다. 두 노드 사이의 소정 링크(즉 시장에서 불가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예컨대 제1 링크 ab는 제1 노드 a와 제2 노드 b 사이의 모든 경로 ∏ 1 및 ∏ 2 의 집합 ∧ abq (적어도 q의 Q

oS를 제공함)로서 정의된다. 가격 집합 p ∧ ={p k | k∈∧ abq }은 ∧ abq 에 대하여 관찰된 링크 가격 p k 를 포함

한다.

지리적 차익에 관해 살펴보면, QoS가 q일 때 이 제1 링크 ab에 대하여 시장에서 관찰되는 다음 링크 가격 p'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수학식 7

여기서 p abq 는 QoS가 q인 링크 ab상에서 이전에 관찰된 가격이다.

이하에 설명할 바와 같이, 이것은 제1 링크 ab에 대한 통계적 프로세스와 함께 조합될 것이다. 여기서 e -τ 는 무차

익 보정(no-arbitrage correction) f(p ∧ , p abq )(즉 차익 상황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전개)가 얼마나 빨리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나타낸다. 이완 상수 τ는 시스템 유동성을 정량화한 것이다. 유동성은 지리적 차익 기회가 제거되는 

속도이며, 이것의 시정수 τ를 통해 표현된다. 이는 시장 관찰 결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함수 f(p ∧ , p abq )는 또한 네트워크 함수라 불리며, 제1 링크 ab에 대해 관찰되는 링크 가격 p 및 이에 대한 적합한

보정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차익 기회의 정도를 의미한다. 무차익 보정 함수 f는 또한 네트워크 가격 전개의 시

간 척도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적 에이전트(agent)가 네트워크 G n 의 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는 속도 및 정도

를 구현한다. 대체 경로 ∏ 2 상의 링크 가격 p 또한 영향을 받는다.

관찰된 링크 가격 p가 p ∧ 중 가장 저렴한 대안일 경우, 차익 기회가 없으며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의 더욱 저렴한 대체 경로 ∏ 2 (즉 단순 지리적 차익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도 2a에서는 제1 링크 ab에서의 수요 q와 가격 p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 p가 낮을수록 수요 q는

높아지는데, 이는 네트워크 사용자 중 더 높은 비율이 더 저렴한 가격에 네트워크 용량을 구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곡선은 수요 곡선이라 불린다. 직접 링크(여기서는 d로 표시)에 대한 보정, 즉 그 링크에서 관찰된 가격 p d 로부터

동일한 링크 d의 다음 가격으로의 보정은 링크 d에 대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x만큼 이동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이

는 링크 d 상에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전체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정 가격에 대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비

율이 감소하게 된다.

네트워크 G n 에서의 전체 종단 대 종단 수요는 조사하는 짧은 시간 척도(예컨 대 1일) 내에서 비탄력적인 것으로 가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동일한 수요는 대체 경로 ∏ 2 로 향하게 되고, 이 경로 ∏ 2 에 있는 링크 ac, cb 각각

의 수요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도 2b에 나타난 바처럼 대응되는 수요 곡선이 같은 양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

다.

도 3은 제1 노드 a와 제2 노드 b 사이에 4개의 상이한 경로가 존재하는 다른 그래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한 경로 

상의 수요 이동(-x-y-z)은 대응하는 전체 수요 이동을 다른 대체 경로상에 야기시킨다. 즉 한 경로가 대응되는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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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x)을 받는 경우, 다른 경로는 대응되는 수요 이동(y)을 받게 되고, 제3의 경로는 대응되는 수요 이동(z)을 받는다

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이동된 수요는 동일한 경로에 속하는 모든 링크상에 나타난다.

대역폭에 대한 수요는 불변 탄성 함수 q d =Ap -Ed 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여기서 q d 는 특정 링크 가격 p에서의 

수요량, E d 는 수요 q d 의 가격 탄성, A는 척도 인자(scaling factor)이다. 대역폭에 대해 이러한 커브를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열거했지만, q d = l d p + m d 와 같은 유형의 선형 근사화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지리적 차익에 기인한 링크 가격 보정 정도가 링크 가격 레벨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링크 d에 

대해, 인자 l d 는 현재 링크 가격 p에서의 불변 탄성 함수의 기울기로서 계산된다.

수요 탄성 E d 는 여러 링크에 걸쳐 균일하며, 실제 세계의 데이터로부터 추정 될 수 있다. 여기서 시간 척도는 상대

적으로 짧고 수요 q d 의 탄성 E d 는 일반적으로 시간 척도에 반비례하므로, E d ≥2인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E d

가 무한대인 경우 수요 q d 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척도 인자 A는 시장 데이터(가격 및 거래량)로부터 

추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척도 인자는 A=1인 상수이며 링크에 걸쳐 균일한 것으로 가정될 수 있

다.

공급은 불변 탄성 E s 를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고갈점(point of drying out)에서 보통 멀리 

동작하며, q s = l s p + m s 로 표현된다. 짧은 시간 척도에서는 네트워크 G n 의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유일한 관련 요인은 노드의 위치에서 일단의 포트에 공급되는 용량이 변경될 수 있는 속도이다. 이는 노드 

및 공급자의 네트워크에서 채택된 네트워크 관리 기술에 따라 다르다. 노드에서의 대역폭 관리를 위해 동일 또는 유

사한 기술이 채택되고, 각 링크에서의 전체 공급이 동일한 집합의 장기적 제공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인자 l s 는 

모든 링크에 걸쳐 균일한 것으로 가정된다. 노드에서 제공되는 용량은 대역폭 관리 작업의 속도(매우 빠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시간 척도에 있어서 하나의 추가적인 대역폭 단위를 제공하는 추가 비용은 0에 가깝다. 따라서 공급은 

매우 탄력적이며 l d 보다 크다.

공급 탄성 E s 및 수요 탄성 E d 에 대한 더욱 정확한 추정치는 시장 데이터로 부터 얻을 수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

한 평균 가격의 장기적 하락에 사용될 수 있는, 대역폭 시장의 장기적 추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한다.

단순 차익의 경우는 수요 q d 를 네트워크 흐름으로 취급함으로써 해명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흐름은 지점 대 

지점(즉 노드 대 노드)에서 보존되지만, 직접 링크 d로부터 대체 경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여 부하 조절(load-bala

ncing) 효과를 얻도록 한다. 보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상태이어야 한다.

수학식 8

여기서 n은 대체 경로에 있는 링크의 수이고, z = (l s - l d ) -1 은 수요량의 단위 변동에 기인하는 링크 가격 p의 변

동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차익이 없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식을 x에 대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9

x를 알게 되면, 직접 링크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보정된다.



공개특허 특2003-0090766

- 13 -

수학식 10

대체 경로상의 모든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정된다.

수학식 11

일반적으로 지리적 차익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점 a, b를 연결하는 h>0인 경로가 존재하게 되며, 이때 가격 p h 는 p 

ab 보다 저렴하다. x k 는 직접 링크 d로부터 대체 경로의 모든 링크로의 네트워크 흐름 이동량으로 정의되며, 이때 k

∈{∧ abq /(a,b)}이다. 오직 양의 x k 만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대체 경로가 직접 링크 d를 치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만 대체 경로 ∏가 또 다른 대체 경로 ∏를 치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링크에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하더

라도 치환 경로 ∏상에는 종단 대 종단 흐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단 대 종단 흐름은 다중 

링크 치환 경로 ∏로부터 그 외의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제약을 나타낸다. 직접 링크 d 및 대체 경로 k에 

대한 무차익 상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12

여기서

수학식 13

은 대체 경로 k 및 i가 공통으로 갖는 모든 링크에 있어서의 z의 합이다. 경로들은 일반적으로 해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표현에 비해 복잡해진다. 또한

수학식 14

이다. △ k 는 차익의 크기, 즉 제1 노드 a 및 제2 노드 b와 경로 k 사이의 제안 가격 차이의 절대값이다. 무차익 상태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수학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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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학식 16

경로 k에 대한 이전의 표현은 모든 대체 경로 k에 대한 아래와 같은 행렬식의 (h × h) 선형 시스템으로 확장된다.

수학식 17

여기서

수학식 18

수학식 19

수학식 20

수학식 21

이다.

이는 선형 제약이 있는 선형 최적화 문제이다. Sx = D(x≥0, D는 차익 크기 행렬, S는 가격 변동 행렬)는 표준 선형 

계획 최적화 문제의 형태이며, 계획(programming)이라 함은 방법상의 의미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형 계획 문제는 통상적으로 내부점(interior point)(최악의 경우 다차 시간 복잡도)또는 심플렉스(simplex)(

최악의 경우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갖지만 실제 문제에서 매우 좋음) 방법으로 푼다. 그러나 행렬 S를 구축해야 하는 실

질적인 문제가 있는 바, 이 행렬은 직접 링크의 가격 p ab 보다 낮은 가격을 갖는 모든 단순 경로를 찾을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단순 경로는 반복되는 에지(edge)가 없는 경로를 의미한다. K-최단 단순 경로 문제(K-shortest simple pa

th problem)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다차 시간(polynomial time)이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 할 수 있 는 알고

리즘이 존재한다(가장 효율적이 되려면 K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함). 그러나 최적화 개시에 앞서 가격 변동 행렬 S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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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지 않아도 되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 이하에 설명할 반복적(iterative) 방식을 사용하면 x≥0이라는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바, 이는 행렬 구축시에 이러한 조건이 항시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부하 조정시에는 각 단계에서 행

렬 역변환을 사용한다.

반복적 무차익 알고리즘(Algorithm for Iterative No-Arbitrage)

링크 가격 p 및 직접 링크 d에 대한 직접 링크 가격 p ab 를 갖는 그래프 G n 이 있다고 하자. 비싼 경로의 집합을 R(

=d)라고 할 때, R에 있는 임의의 경로의 가격은 C(R)=p ab 이다.

1.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 가장 저렴한 경로를 찾는다. 이러한 경로에서의 가격은 p next , 경로는 y next 인 것으로 가

정한다.

2. C(R)≤p next 인 경우 더 이상의 차익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프로세스는 종료된다.

3. R과 y next 사이의 부하 조절 단계에 있어서, R의 모든 경로 및 경로 y next 에 있는 모든 링크상의 링크 가격이 갱

신된다.

4. R=R∪y next

이제 상기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종결되는 것에 관해 증명하기로 한다. 종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반복(iteration)

시에 집합 R에 있는 어떤 경로보다 저렴 한 하나의 대체 경로가 R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게 됨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프 G n 은 유한하므로 알고리즘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종결시에 집합 R에 있는 모든 경로는 동일한 가격을 

갖게 되고 더 저렴한 대체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달성되었고 알고리즘이 들

어맞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하 조절 및 링크 가격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상기한 식들을 적용함

으로써 이루어지며, 따라서 Sx=D를 각 단계에서 풀게된다. 그러나 집합 R에 들어가는 경로가 각 단계에서 R에 있는 

경로들과 부하 조절이 되는 것이며, 직접 링크가 모든 더욱 저렴한 경로와 부하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반복

프로시저는 최종적인 해가 x=S -1 D≥0이 됨을 명시할 필요 없이 자명하게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결합 가격 프로세스(Combined Price Process)

네트워크 계약 그래프 G n 에 있는 링크(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의 두 가지 원인이 제시된 바 있다. 즉 SRR 확률 프로

세스(stochastic process) 및 부하 조절 프로세스(지리적 차익 이용에 수반됨)가 그것이다. 이들을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확률 미분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수학식 22

수학식 23

수학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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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식이며, 지리적 (무)차익 효과를 설명하는 ΨdN항이 있는 것만이 다르다. 이 항은 네트

워크 함수 f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자 Ψ는 이전의 유동성 항 τ의 역할을 한다. dN은 무차익 효과가 존재할 때마다 0

이 되는 확률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지리적 차익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확률 프로세스 항 dN은 계약 네트워크에서 

이전에 관찰된 가격으로부터 차익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보정을 주게 된다. 이상의 식들은 차익 거래자(arbitrageu

r)들이 차익 기회로부터 이득을 얻음으로써 그 기회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시장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

타낸다. 실지로 그들은 시장의 일부이며, 이 경우 외연적으로 모델링되었다.

일반적으로 차익 거래자들은 기대값 에 구현된 바와 같은 시장의 예상 추이를 dN에 있어서 그들

의 행위의 크기에 고려한다. 여기서 기대값 E는 기저 상품이 비저장성이므로 실제 척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동성이

낮은 경우에 더욱 중요한 바, 이 경우 이들의 행위의 시간 척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 4에는 도 1의 네트워크 G n 상에서의 다음 가격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나 타낸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각 링크

ab, ac, cb에 있어서, 특정 시점 I에서의 이들의 현재 링크 가격 p ab , p ac , p cb 및 수요량 z=(l s -l d ) -1 의 단위

변동에 기인한 링크 가격 p의 변동 각각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l s 및 l d 는 알려져 있으며, 수요 및 공

급을 선형 근사화한 것인 q d = l d p + m d 및 q s = l s p + m s 로부터 유도된 인자이다(단계 I). 이러한 링크 ab, 

ac, cb 각각에 있어서, 특정 링크 ab, ac, cb를 사용하는 가격 p 사이의 가격 차이 및 이들 특정 링크 ab, ac, cb 대신 

네트워크의 대체 경로 ∏(상기 특정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를 사용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비교 단계(II)가 수행된다. 제

1 링크 ab에 있어서 이는 p ab >p ac +p cb 인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의미가 된다.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이는 대체

경로 ∏ 2 가 제1 경로 ∏ 1 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함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는 변동 계산 단계(III)로서, 앞서 결정된 가격 차이에 대응하는, 특정 링크 ab, ac, cb를 사용하는 가격 p의 

링크 가격 변동 및 대체 경로 ∏ 2 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는 가격 p의 링크 가격 변동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수

학식 9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식은 수요 이동 x가 결정된 가격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결정된 가격 차이에 대응하여 특정 

링크로부터 대체 경로 ∏로 이동될 현재의 전송 용량 수요량 q d 를 결정하는 이동 계산 단계(III)이다. 이는 각 링크 a

b, ac, cb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그 후 링크 ab, ac, cb 각각에 있어서 대응되는 링크 가격 변동 zx(즉 z ab x ab

, z ac x ab , z cb x ab , z ab x ac , z ac x ac , z cb x ac , z ab x cb , z ac x cb , z cb x cb )가 계산된다(단계 IV).

이는 특정 링크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 p에 있어서, 앞서 결정된 이동될 전송 용량 수요량 q d 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링

크 가격 변동 zx를 결정하는 영향 계산 단계(IV)에서 이루어진다.

특정 링크에 대한 결합 단계(V)에서는, 특정 링크의 사용 가격에 있어 앞서 결정된 링크 가격 변동을 네트워크 G n 에

있는 모든 링크로부터 결합하여 특정 링크에 대한 전체 가격 변동 ΨdN ab 를 결정한다. 이는 제1 링크 ab의 경우 z 

ab x ab , z ab x ac , z ab x cb 가 공통의 항 dN ab 로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VI). 여기서 각 링크 자신으로부터 

유래되는 항은 제외되는데, 이는 그 링크로부터 나가는 수요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이며, 다른 링크로부터 유래되는 

항은 그 링크로 들어오는 수요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가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아래 식은 윗 식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학식 25

다음으로 이 항은 유동성 항인 Ψ와 곱해져서 얼마나 빠르게 차익이 제거되는지를 나타내는 인자를 구현하게 된다.

다음에는 결합 단계(VII)가 이어지는 바, 이는 앞서 결정된 전체 가격 변동 ΨdN ab 과 특정 링크 사용 가격 p의 시장 

유도 가격 변동(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병합하여 특정 링크 사용 가격 p를 계산하는 단계

이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여기서 시장 유도 가격 변동은 두 가지 다른 브라운 운동 dW, dZ와 포아송 프로세스 dV 및

세미마코프 프로세스 dU의 조합으로서 모델링된다. 이러한 시장 유도 가격 변동은 앞서 결정된 가격 변동 dN과 병합

되어 가격 변동의 로그값 dX를 정의하게 되고, 결국 새 가격 p'이 정의된다. 이는 수학식 22 내지 24를 사용하여 이루

어진다. 여기서 계산된 새 가격 p'는 후속 결정 단계의 기초로서 쓰일 수 있다.



공개특허 특2003-0090766

- 17 -

따라서 설명한 알고리즘은 수학식 7에 의해 설명한 기능과 원칙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 링크 및 

다른 링크의 이전 가격 p에 대한, 그리고 기저 시장의 유동성(유동성 항 Ψ로 표현됨)에 대한 새로운 가격 p'의 종속성

이 그것이다.

결정 단계에서는 계산된 링크 가격 p를 살펴, 특정 링크 ab 또는 대체 경로 ∏ 2 상에서의 유닛 전송(정보 유닛인 것

이 바람직함)에 대한 수요 q d 를 증감 또는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새 가격 p'은, 관찰된 요인에 기초하여 특정 링크상

에서의 이전 가격 p에 뒤따르게 되는 가격이다. 이 새 가격 p'은 여러 링크(네트워크 G n 의 서브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링크들이거나, 또는 네트워크 G n 전체 자체일 수 있음)에 대하여 계산될 수 있다. 전송 설비를 업무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개체는 본질 적으로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추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송 가격 p의 변동은 여러 가능

한 경로 ∏ 중 어느 것에서 전송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가격 p가 대체 경로 ∏에서 더 낮은 경

우 전송 용량에 대한 수요는 더 저렴한 경로 ∏로 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추가적인 결정 요인이 더 포함될 

수 있는 바, 예컨대 수요-전송 비용, 공급자와의 특별 협약을 통한 할인 가능성, 개인적 또는 업무상 선호도 등이 그것

이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대응되는 시스템에 의사 결정 규칙을 부여함으로써 자동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하나의 유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유닛의 스트림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의사 결정 유닛은 따라

서 어느 시점에서도 가격 전개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직 소정의 시점에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수요 변경 단계가 수행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특정 링크 ab 또는 대체 경로 ∏ 2 에서 유닛

을 전송하고자 하는 수요 q d 가 계산된 링크 가격 p에 대응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이 단계는 계산된 가격 p

에 따라 수요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 전개는 네트워크 사용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마치 주식과 주식 옵션의 경우처럼 가격 차이로부터 이득을 얻고

자 하는 주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가격 계산은 또한 이러한 주체에 의해서도 쓰일 수 있으며, 계산된 링크 

가격 p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G n 상의 대역폭 전송을 위한 구매/보유/판매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행위 단계가 뒤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역폭은 전송 용량과 별개의 상품으 로 거래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체 프로세스를 연속적으로 여러 번 수행함으로써 순차적인 여러 개의 계산된 링크 가격 p를 포함하는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링크 가격 순열은 서로 뒤따라 나타나는 가격의 열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전체 프로시저를 또한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여러 개의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상

이한 순열을 결합하여 이들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할인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링크 가

격 순열 내의 링크 가격 p가 현재의 값으로 다시 할인될 수도 있으며, 이에 의해 할인된 가격 순열을 제공하게 된다. 

다음으로 통합 단계가 수행되는데, 여기서는 할인된 가격 순열이 네트워크 G n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크에 통합되

어 이로부터 네트워크 G n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크의 NPV를 구하게 된다.

하나의 가격이든 링크 가격 순열이든, 또는 NPV이든 계산 결과는 네트워크 G n 또는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구매/보

유/판매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결정 단계에 있어서 결정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계산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적합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인 바, 네트워크 G n 의 특정 링크 또는 다른 

링크의 전송 용량이 계산된 링크 가격 p에 응답하여 변경된다. 이러한 변경은 예컨대 스위치, 교차 접속, 리피터, 멀티

플렉서, 증폭기, 광케이블, 또는 이들의 설정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 네트워크의 특정 설정(예컨대 제어 

가능한 전송 용량, 감폭, 증폭 등)을 바꿀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단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가격 전개(Price Development for a Simple Network)

지리적 차익 및 유동성(이하 GAL)과 링크 가격 프로세스의 결합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하에는 단순한 네트워

크에 대한 고찰을 제시함으로써 직관 형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도 1에 나타낸 무지향성 삼각형 네트워크에 있어

서 링크 중 둘, 즉 ab, ac 변은 동일한 가격 p에서 시작하고 제3의 변 cb의 시작 가격 p cb 는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따

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리적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배치이다. 이는 가격 p에 관한 이등

변 삼각형이 되도록 한다. 다른 두 변에 대한 한 쪽 변의 길이의 비를 10% 내지 190% 사이에서 바꾸면, 삼각형 주변

을 도는 전체 가격은 2.1에서 시작하여 임의의 가격 유닛에 대해 3.9까지 된다. 제공되는 QoS는 각 변에 대해 1로 설

정되고, 허용 QoS는 2로 설정된다. 따라서 어느 두 별개 노드 사이에는 항상 두 가지 상이한 경로가 존재한다. 이 예

에서 시장은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차익 기회는 오직 이들이 관측되는 시간 단계 동안만 지속된다. 새로

운 지리적 차익 기회는 각 시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부하 조절(즉 수요 이동)이 작용하여 이들을 각 후속 시간

단계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고, 또한 링크에 대한 통계 프로세스에 구현된 통상의 가격 추진자(driver) 역시 마찬가

지이다.

차익 존재 및 순현재가치(Arbitrage Existence and Net Present Value)

도 5에서는 차익 존재의 결과(즉 이 배치에서의 발생 빈도) 및 전체 네트워크의 순현재가치(NPV)에 대한 이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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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기회의 NPV가 나타나 있다. 모든 NPV 계산에 있어서는 일정한 5%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합성한다. 도 5a는 차익 

대 변 길이 비율의 그래프로서, 장기 가격 동향 불확실성이 0%일 때 10%(가장 아래 선), 50%, 100%, 150%, 200%(

가장 위의 선)의 단기 가격 변동성의 경우에 따라 도시되어 있다. 도 5c는 이러한 차익에 대한 NPV를 나타내고 있다.

도 5b는 차익 대 변 길이 비율의 그래프로서, 단기 가격 변동성이 10%일 때 0%(가장 아래 선), 10%, 20%, 30%, 40

%(가장 위의 선)의 장기 가격 동향 불확실성의 경우에 따라 도시되어 있다. 도 5d는 이러한 차익에 대한 NPV를 나타

내고 있다.

예상한 바처럼 차익 기회의 빈도는 변동성(단기 가격의 변동성이든 장기 가격 동향의 변동성이든)이 증가함에 따라 

도 5a 및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늘어난다. 단기 및 장기 변동성은 크기나 네트워크의 모양과의 관계에 있어 상이

한 영향을 갖는다. 이는 차익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는 가격은 관찰 가격 p이고, 이는 곧바로 p에 대한 프로세스로 

피드백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동향과의 상호 작용이 차익 거래에 기여하는 경우, 차익에 의해 바뀌는 것은 

링크 가격 p이기 때문에 평균 로그 링크 가격 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기본 구성(즉 0의 변동성)에서는 

차익이 없으므로, 장기적 동향은 어떠한 차익 효과와도 무관하게 유지되고자 한다. 장기적 동향과 가격 프로세스 사

이에는 관련이 없으므로, 시작될 차익이 없는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상이한 링크에서의 독립적인 장기적 가격 동향은 차익에 반하여 작용한다는 것 이다.

차익 기회의 NPV는 또한 도 5c에 나타낸 바처럼 전체 네트워크 G n 의 NPV의 거의 2.5%까지 변동성에 따라 증가

한다. 이는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 가격 동향 불확실성만으로는 네트워크 NPV의 0.1% 미

만의 귀중한 차익 기회를 창출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는 차익 기회의 규모(예컨대 가치)가 주로 브라운 운동의 변량 

σdW에 의해 결정되고, 평균 로그 링크 가격 의 변동은 평균 회귀 속도 η에 의해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

다.

관찰 가격에 대한 GAL 효과(GAL Effects on Observed Prices)

노드간의 지리적 거리, 즉 각 링크의 길이는 그 링크의 평균 가격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길이인 두 변(고정 길이 변이라는 용어를 씀. 다만 이들의 가격 p도 각 시뮬레이션의 각 

시간 단계에서 변동됨)에 있어서의 가격 p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고, 다른 변(가변 길이 변이라 하며, 시작 가격 비율이

가변:고정:고정=1:10:10 내지 19:10:10까지 변함)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도 6은 1년(252일의 거래일) 후의 평균 현물 가격 p의 퍼센트 변동 및 1년 후에 관찰된 가격 변동의 표준 편차(SD)를

평균 가격의 퍼센트로 나타내었다. 도 6a는 고정 길이 링크상의 평균 가격 변동 대 단기 변동성을 도시하였다. 도 6b

는 가변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 대 단기 변동성을 도시하였다. 도 6c는 고정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의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도시하였다. 도 6d는 가변 길이 링크상의 가격 변동의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도시하였다. 그

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서로 다른 선들에 있는 숫자는 이를 n이라 할 때 변들 사이의 비율이 n:10:10임을 나타내며, 커

질수록 더욱 둔각 삼각형 모양의 네트워크가 된다. 교차되는 선은 고립된 링크(iso)의 경우와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

다.

네트워크 영향(즉 차익 유도 부하 조절)이 없는 경우에도 1년 후에 관측되는 평균 가격의 변동이 존재한다. 이는 변동

성이 평균에 영향을 미치고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에도 나타나는 경우에, 로그를 포함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확률 계산

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차익 효과로 인한 변동을 단기 변동성에 따라 변하는 기준선과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선은 도 6 전체에 대각선 방향의 X표로 된 선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 6a 및 도 6c(고정 길이)와 도 6b 및 도 6d(가변 길이)를 비교하자면, 이들 두 카테고리의 가격은 상이하게 반응하

며, 실지로는 반대로 반응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향에 있는데, 첫째로 단순히 변 길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 더욱 미세한 것으로는 두 변이 같은 길이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동의 중요성은 변 길이 비율에 따라 달라진

다. 매우 예각인 삼각형에서는, 고정된 변 중 하나가 쉽게 차익을 야기할 수 있지만, 매우 둔각인 삼각형에서는 가변인

변이 쉽게 차익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기준선에 대한 대부분의 변화는 예각 삼각형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 6에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짧은 변은 더 길어지고(도 6b의 굵은 점선), 긴 변은 더 짧

아진다(도 6a의 굵은 점선). 평균 가격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의 규모는 매우 상이하다. 가장 예각인 경우, 짧은 변에 

있어서 가격이 약 5%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기준선)와는 달리 가격이 250%만큼 상승할 것이다. 반면 긴 변

은 5%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와는 달리 단지 30% 만큼 감소한다. 기준선의 경우는 항상 두 다른 변에 대하

여 동일한 바, 이들이 격리되면 상수항(퍼센트 변화를 고려할 때 탈락됨)과는 별개로 이들은 완전히 동일하게 반응한

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가장 예각인 경우(1:10:10), 차익 효과는 삼각형을 1년 후에 2.5:7:7로 만든다. 가장 둔

각인 경우(15:10:10), 1년 후에는 14:10.5:10.5가 됨을 볼 수 있다. 10:10:10의 경우 그 대칭성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찰되는 평균 가격이 기준선에 대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된 구성으로 나타난다. 차익 효

과는 대칭적인 상황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가격 프로세스는 원래의 변 비율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따

라서 비등변 삼각형에 대한 안정된 제한 구성은 대칭적인 10:10:10의 구성은 아닐 것이나, 이들 두 대항하는 힘 사이

의 조정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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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변동의 표준 편차에 대한 효과 또한 혼합된다. 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에 있어 분명한 진전이 있게 된다.

가변적인 변에 있어서 관찰되는 가격 변동의 표준 편차는 예각에서 둔각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반대 현상이 고정변에

대해 관찰되는 바, 둔각으로 갈수록 기준선에 접근한다. 가변적인 변의 SD는 기준선과 교차하여 이것으로부터 계속 

멀어진다. 매우 예각인 경우, 짧은 가변인 변은 차익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두 변에 의해 끌어당겨지지만, 이는

둔각이 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한다.

대체 경로의 형태를 아는 것은 네트워크에서의 가격 변동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특정한 제한된 상황

을 정량화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차익으로부터의 가격에 대한,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는 

적어도 각 개별적인 링크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 프로세스로부터의 가격에 대한 영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네트워크 NPV에 대한 GAL 효과

도 7은 삼각형 네트워크의 NPV에 대한 GAL의 효과를 나타낸다. 도 7a는 상대 NPV 대 단기 변동성을, 도 7b는 NPV

의 표준 편차 대 단기 변동성을, 도 7c에서는 NPV의 변화량 대 변 길이 비율을, 도 7d는 NPV의 표준 편차 대 변 길이

비율을 도시하고 있다. 도 7c 및 도 7d에서, 단기 변동성은 상이한 곡선들(화살표 방향은 단기 변동성이 증가하는 방

향)에 대한 파라미터이다. 도 7a 및 도 7b는 기준선을 포함하게 되는 바, 이는 즉 고립된 링크의 효과이며(X표로 된 

선), 반면 도 7c 및 도 7d는 네트워크의 추가적인 효과를 포함하게 되는 바, 즉 연결된 링크의 효과이다.

이러한 NPV는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 대한 NPV의 합이다. 개개의 링크에서의 가격 변동과 마찬가지로, 기준선, 고립

링크, 삼각형 NPV는 도 7b에 나타낸 바처럼 단기 변동성의 증가에 따라 변화(증가)한다. 상이한 삼각형 비율을 갖는 

상이한 네트워크 사이의 차이는 0의 변동성에 대한 NPV의 변동(0 변동성 NPV의 거의 140%임)보다 덜 현저하다. 삼

각형 모양이 펼쳐지는 것은 10% 미만이다. 동일한 단기 변동성에 대한 평균 NPV에 관한 네트워크 NPV의 SD에 관

해서는 삼각형 모양의 차이가 더욱 적다.

도 7c 및 도 7d는 네트워크 NPV에 대한 지리적 차익의 추가적인 효과를 보여 준다. 예각 삼각형 네트워크에서는 도 

7c에 나타낸 바처럼 평균 네트워크 NPV가 10%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는 둔각이 됨에 따라 점점 변하여 평균 네트워

크 NPV가 2% 이상 증가하게 되고, 등변일 경우 최대가 된 후 점차 감소한다. 변화량은 오직 50% 이상의 단기 변동

성에 대해서만이 현저해진다. 도 7d에 나타낸 바처럼 네트워크 NPV의 SD는 항상 감소한다. 이러한 감소는 200%이 

단기 변동성에서 예각 삼각형에 대해 약 20%의 감소로부터 시작하여 변 비율이 10:10:10일 때 덜 나타났다가 매우 

둔각인 삼각형일 경우 12%까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는 개개의 링크 가격보다는 삼각형에서의 전체 NPV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 개개의 링크에

대한 퍼센트 평균 가격 변동의 차이는 고려 대상인 변에 따라 위아래로 250%까지이지만, 이 효과는 항상 10% 미만

이다. 어떤 의미에서, 삼각형 네트워크는 적어도 평균적으로 셀프 헤징(self-hedging)이다(개개의 링크는 그렇지 않

음). 네트워크 NPV의 표준 편차 감소는 차익이 관찰될 때마다 가격은 어느 정도만큼 유동성에 따라 더 가까이 움직이

게 된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실험에 있어서 충분히 높은 유동성은 차익이 관찰된 후의 다음 시간 단계

동안 차익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차익 거래 기회의 가치와 무차익이 네트워크 가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사

이에는 타협이 존재한다. 낮은 유동성은 차익 기회의 가치를 이들이 오래 존재하게 함으로써 증가시키지만, 그 밖의 

효과는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가격 전개(Price Development on Network Market)

이러한 결과의 적용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적인 국제적 토폴로지를 사용하기 로 한다. 특히 삼각형 링크 계약의 존재 

가능성 및 이들의 변 비율 분포를 정량화하기로 한다.

계약 네트워크 구축(Contract Network Construction)

다음으로, 불가분 대역폭 계약의 실세계 그래프를 구축한다. 오늘날의 시장은 확장 및 변형의 단계에 있으므로, 단일

한 데이터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저 링크 계약의 토폴로지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광섬유 백본 지

도나 노드 운영자 배치 계획, OTC 대역폭 시장의 거래 등을 사용하여 장래의 가능성 있는 토폴로지를 구축할 수도 있

다. 결과는 대역폭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불가분 계약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낸 지도이다.

도 8의 계약 지도는 여러 공급자의 백본 지도를 겹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축된다. 도 8은 아시아, 미국 및 유럽

에 대한, 결합된 계약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글자의 알파벳은 도시명을 나타낸다(예컨대 NY-뉴

욕, HK-홍콩 등). 지도의 두 노드 사이에는, 다른 노드와 교차하지 않고 이들 노드를 연결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백본이 존재하는 경우 에지 또는 링크가 생성된다. 모든 가능한 네트워크 레벨의 경로가 다른 노드의 위치와 교차하는

경우, 노드간의 링크는 불가분 계약으로서 제공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예는 달라스와 런던 사이의 접속이다. 모든

네트워크 경로는 뉴욕 또는 워싱턴 DC 노드와 교차하므로, 달라스-런던은 이 그래프에서 에지가 아니다. 에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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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강 근사화하면, 두 위치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하버신(Haversine)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접속의 실제 길이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일부 관측에 의하면 미국은 거의 완전히 망이 깔려 있으며, 유럽은 정도가 덜하고, 미국-유럽간은 더욱 덜하다. 이러

한 분석과 관련하여 즉시 알 수 없는 것은, 많은 노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로 연결된 지역에 군집되어 있으며, 한 

국지적인 군집으로부터 다른 군집으로 몇몇의 매우 긴 에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계약 네트워크 토폴로지(Contract Network Topology)

이상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예각 삼각형(변 비율 1:10:10)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여기에

는 187개의 삼각형 서브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두 '고정된' 변이 오직 10% 만큼만 차이가 나는 경우를 허용하면 86개

의 삼각형(전체의 46%)이 남는다. 이 요구 조건을 20%까지 완화하면 129개의 삼각형(69%)이 포함되고, 30%까지 

하면 175개(94%)가 포함된다.

도 9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삼각형 변의 비율 분포를 나타낸 빈도 히스토그램{10% 빈(bin)을 사용함}이다. 

이들 비율은 지리적 거리 비율로부터 구축된 것이며, 관찰 가격으로부터 구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네

트워크 비용은 거리와 대강 선형 관계에 있으며, 장거리 경로에 대한 평균 동향 v를 지배하게 된다. 검은 막대는 두 고

정 길이 변이 가변 길이 변의 10% 이내인 경우이고, 회색 막대는 20%, 흰 막대는 30%의 경우를 나타낸다.

이러한 서브네트워크 분류로부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수의 예각 삼각형(1-5:10:10)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은 상기 요구 조건의 완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요구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매우 둔각인 삼각형(

예컨대 17:10:10 주변)에서 제2의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변 비율이 5:10:10과 15:10:10 사이인 삼각형은 거

의 없다. 잠재적 계약 네트워크에서 예각 삼각형의 비율이 이렇듯 높은 이유는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첨단 기술 및 인

구가 밀집되어 있고, 중부는 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밀집 지역 내에서는 짧은 변을, 상이한 밀집 지역 사이에

서는 훨씬 긴 변을 취하게 된다. 대서양 및 태평양은 이러한 경향을 오직 강화시킬 뿐이며, 육지와 해저 사이의 전송 

케이블 가격차가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즉 네트워크에서 높은 비율의 예각 삼각형이 존재하는 것은 지리적 원인에 따른 결과이며, 매우 견고(robust)한 결과

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비율이 얼마이건 간에 존재하는 지리적 차익으로부터의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현저해짐을 의미하는 바, 네트워크 효과는 이러한 토폴로지에서 가장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고유의 성질을 반영하는 통신 상품 현물 가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고려 대상

인 상품은 노드간의 지점 대 지점 대역폭이다. 링크 가격 확률 프로세스, 지리적 차익 및 유동성의 세 가지 요인이 결

합하여 관찰 가격을 생성한다. 지리적 차익은 동등한 QoS를 갖는 더욱 저렴한 대체 경로로 수요를 이동시킴으로써 관

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차익은 심지어 매우 유동적인 시장에 있어서도 거래 일수 중 35%까지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이 효

과는 매우 예각인 삼각형에 대해서 가장 현저하다. 단기 및 장기 변동성은 상이한 양적, 질적 네트워크 효과를 야기한

다. 개 별 링크 프로세스에서 200%까지의 단기 변동성은 음의 표류(drift)로 평균 회귀를 하고, 따라서 실제 관찰되는

단기 변동성은 네트워크 효과 없이는 80%까지 올라간다. 차익 NPV는 높은 단기 변동성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가치

의 2.2%까지이지만, 40%까지의 장기 변동성 ρ에 대해서는 현저하지 못하다(0.1% 미만).

시뮬레이션에서, 네트워크 링크에 대한 가격은 평균으로 감소하여 기술 비용 v가 감소함을 반영한다. 네트워크 링크

에 대한 평균 가격의 변동은 네트워크 효과(지리적 차익)에 의해 바뀌며, 그 차이는 단기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한다. 가격 변동은 삼각형 변 비율과 관찰 변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도 될 수 있다. 관찰 가격의 변동성(표준 편차)은

거의 항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감소하며 이는 거의 절반까지 될 수도 있다.

1년에 걸친 전체 네트워크 NPV는 예각 삼각형의 경우 10%까지 감소하며, 정삼각형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3

%까지 증가한다. 네트워크 가치의 변동성은 30%까지의 일관된 감소를 보이며, 적절히 예각인 삼각형(5:10:10)의 경

우 가장 감소가 적다.

링크 가격 프로세스는 석유 및 전기 시장에서 나타나는 점프 확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주요한 차이는 가격 역학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리적(무)차익 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및 

장기적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 대신 확률적 편의 수익(convenience yield)이 있는 경우의 단기적 및 장기적 역학 관

계를 고려한다. 여기서 장기적 역학 관계의 평균 표류는 명시적으로 음인 것으로 한다. 이러한 원인 외에 다른 추가적

인 새로운 요인 은 점프 및 스파이크 항, 그리고 특히 국면 전환 모델이다. 스파이크는 가격 점프보다 더 중요한 것으

로 간주된다. 석유 시장에서 가격 점프는 기본적으로 OPEC의 상황 변화의 결과이며, 이러한 상황의 상이한 상태가 

연장될 수도 있다. 대역폭 시장에서는 거래 물자의 과점 공급자들이 카르텔 가격을 생성 또는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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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전기 시장에서(대역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음) 스파이크는 보통, 자원의 피크 수요에 대한 과잉 공급

의 부족과 함께, 설비 고장 및/또는 이와 관련된 수요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된다. 지리적 차익은 다른 상품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가격 역학 간계에 대한 새로운 요인이다. 경제적인 변수와 함께 부하 조정을 사용하여 차익 상황으로부

터 탈피할 수 있고 따라서 링크 가격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갖게 된다.

설명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중 일부, 예컨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평가, 네트워크 자

산 포트폴리오 설계, 네트워크 확장 또는 새 노드 배치에 관한 결정 지원 도구, 가격 시나리오 모델링과 같은 것들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예컨대 삼각형의 모든 세 변의 가치(NPV)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거의 셀프 헤징인 것을 상기

하자.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방법 없이는 정량적인 최적화가 불가능하며, 이는 

현재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적용 사례인 것이다.

현물 가격의 모델링은 네트워크 상품에 대한 시작일 뿐이므로, 다음 단계는 전기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방법을 선물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은 거래 상품이 비저장성인 한 자명한 것이 아니다. 선물 곡선의 

추이를 현물 가격으로부터 유도하는 대신, 선물 곡선 전개는 명시적으로 모델링되며 현물 가격은 단지 최단 기간 선

물인 것이다. 대부분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현물 시장보다 더욱 활동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또 다른 확장은 QoS 제약과 관련된 드문 이벤트의 효과에 대해 더욱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대역폭 시장에 고유한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컨대 통신 상품 가격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가격 전개 및 네트워크 가치에 있어서 매우 현저한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변화

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부호 및 크기에 따라 다르다. 바람직한 선물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비교하면, 네트워크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극단적인 토폴로지가 보편적으로 될 것임을 보여준다.

선물 가격 책정(Forward Pricing)

이하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을 선물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파생 상품, 특히 선물 계약의 파생 상품

이 위기 관리 및 헤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저 자산이 네트워크의 일부에 있는 클레임(clai

m)이고 비저장성인 경우에 조건부 클레임(contingent claim)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쓰이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

는다. 오늘날까지 지리적 (무)차익은 선물에 대한 조건부 클레임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포함된 바 없다. 선물 파생 상

품은 어떤 통상의 상품의 경우보다 대역폭에 있어 더욱 중요한 바, 대역폭은 나중에 쓰기 위해 저장을 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저장성 상품이다. 여기서는 선물 파 생 상품 계약의 특정한 집합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방법

이 제공된다. 선물 계약은 현재 사는 용량이 장래의 고정된 시점에 고정된 기간동안 사용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여

기서는 무차익 조건 및 지리적 무차익을 활용하여 선물에 대한 유럽형 조건부 클레임 가격 책정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오늘날 대역폭 시장, 주로 장외(OTC; Over-The Counter)에서 거래되는 수단(instrument)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월

에서 년)에 걸친 선물 계약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협상 및 계약 결제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새로운 전환 

기술, 공공 풀링 및 상호 접속 지점은 더욱 유동적인 대역폭 시장, 더욱 짧은 계약 기간은 물론 현물 시장의 전개를 위

한 자동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케이블 스왑(swap)도 드물지 않다. 선물 파생 상품, 특히 선물 

콜 옵션(call option)이 위기 관리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선물에 대한 콜 옵션은 계약이 성립된 경우 

협의된 가격을 지불하면 장래에 소정 기간동안 정해진 일시부터 용량을 사용할 귄리(의무는 아님)를 제공하게 된다. 

상이한 네트워크 제공자 사이의 스왑션(swaption)이 네트워크 상품에 대한 고유의 적용성을 갖는 더욱 세분화된 수

단으로 추후에 전개될 것이다. 이는 양적으로 유연한 세분화된 수단을 발전시킨 에너지 시장을 모방하게 된다.

여기서 대역폭 상품은 정의된 지연(delay), 지터(jitter), 패킷 손실 등을 갖는 지점 대 지점 용량(예컨대 T3=45Mb/s)

에 대한 계약으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 계약은 표준화된 개시 시간(예컨대 매 15분부터, 매시 정각부터, 매일 0시

부터) 및 길이(예컨대 15분, 1시간, 1일, 1월, 1년)를 정의해 놓고 있다. 대역폭은 온라인으로만 매매할 뿐 아미라 온

라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것이다. 거래 및 사용 사이에 즉각적인 관계가 있고, 순수 금

융 상품(이율 상품 등)이 아닌 것 중 그 밖의 가장 유사한 상품은 전기이다. 따라서 전기 요금, 선물 곡선 및 파생 상품

을 모델링하는 데 쓰인 방식 및 개념을 지점 대 지점 대역폭의 특징과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저장 용량이 없는 경

우(예컨대 USA나 호주)에 통신 상품과 전기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모두가 비저장성이라는 점이다. 즉 

대역폭을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및 실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러한 비저장성은 통상의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만, 그 수법은 여전히 유용하다. 다른 비저장성 상품에 비하여 

대역폭을 모델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추가적인 특징은, 일반적으로 어느 두 지점 사이에도 소정 QoS를 갖는 여러 개

의 경로가 존재한다는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인하게 된다.

이하에는 비저장성 상품, 네트워크 효과 및 대역폭 현물 가격 모델링에 관한 상기 고찰을 결합하여 통신 상품 선물 계

약에 대한 유럽형 조건부 클레임에 대한 가격 책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계산의 예는 실제 정보에 기

반한 선물 계약에 대한 콜 옵션에 관한 것이다. 유럽형 클레임은 행사될 수 있는 고정된 날짜를 갖는다. 이는 일반적인



공개특허 특2003-0090766

- 22 -

클레임이 일정한 범위의 행사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예컨대 미국형 또는 버뮤다형 옵션)과는 반대된다. 여기서 선물

에 대한 조건부 클레임 가격 책정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더욱 일반적인 조건부 클레임 가격

책정 및 비저장성 상품에 대한 헤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선물에 관한 기술적 설명(Technical Remarks on Forwards)

통상적으로 선물 계약(forward contract)은 두 개인간의 거래이며, 선도 계약(futures contract)이 장내(exchange-t

raded) 수단인 것과는 다르다. 이들 두 계약은 모두 계약 시점에서 합의된 고정 가격으로 자산을 장래에 인도하기 위

한 것이다. 교환에는 보통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일 조정되는 마진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도 및 

선물은 일별 이율 변동에 대해 상이한 민감도를 갖는다. 이율 모델링은 여기서의 목표가 아니므로, 일정한 무위험 이

율 r을 가정한다. 따라서 선물 및 선도 가격은 동일하며, 이들 두 용어는 서로 바꿔 쓰이게 된다.

실세계 확률 측도 P 및 시간 0≤t≤T * 에서 나타난 이벤트 Ŧ(t)를 갖는 필터링된 확률 공간 Ω의 배경을 가정하면, 

선물 계약 F(t,T)는 t≤T≤T * 의 만기(maturity)를 가지며, 거래는 고정된 시간 구간 [0, T * ]에서 일어난다(T * 는

고정된 시점). p(t)(0≤t≤T * )는 현물 가격을 말한다. 이는 선물 및 파생 상품 가격 책정을 논할 경우의 보편적인 설

정이다.

네트워크 모델(Network Model)

대역폭 거래 시장은 거래 그래프 G(N,L)에 의해 표현되며, 여기서 N은 그래프의 노드이며 L은 노드 사이의 링크이다.

계약 그래프 G(N,L)에 있는 링크는 두 노드 사이에서의 대역폭에 대한 불가분 거래 계약을 나타낸다. 구체성을 위해, 

표준 계약은 정의된 지연, 지터, 패킷 손실 등을 갖는 T3(45 Mb/s) 용량에 대한 것이 고, 표준화된 개시 시간((예컨대

매 15분부터, 매시 정각부터, 매일 0시부터) 및 길이를 갖는 여러 가지 시간 척도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

러한 유동성 정도는 대역폭 거래에 있어서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아직 널리 관찰되지 않는 것이긴 하나, 

전기 시장이 전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종국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노드 N은 공공 풀링 또는 상호 접속 지점으로서, 

네트워크간에 임의로 교차 접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여러 공급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급자 중립적인 방식

으로 경로가 모일 수 있다.

대역폭은 네트워크 또는 물리 계층에 있는 여러 기저 링크 L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지점 대 지점 계약의 형태로 판

매되기 위해 시장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계약 그래프 G(N,L)은 거래 계약 레벨의 네트워크 접속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 G(N,L)의 링크/경로는 물리적 또는 네트워크 계층 링크 또는 경로에 1:1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 

그래프 추상화는 대역폭 시장에 고유한 네트워크 효과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즉 어떤 링크 L 상의 가격 전개는 인

접 링크의 가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두 지점을 연결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이 보통 존재하고 구매자는 다른 요인(

예컨대 QoS)이 동일하면 더욱 저렴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물 가격 속성(Futures price properties)

마팅게일{M(t)로 나타냄}은 예상 현물 가치 E는 현재 가치와 동일한 것인 확률 프로세스이다. 즉 t s >t 1 인 경우 다

음과 같다.

25

여기서 Ŧ(t 1 )은 M(t 1 )을 포함하여 t 1 까지 알려진 모든 것을 나타낸다. 위험 중립적인 측도를 사용하면, 이는 특

히 예상 현물 가치 E가 현재로 다시 할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 E가 현재의 값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비

용의 획득 기회, 즉 차익 기회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오직 위험 중립 측도가 유일한 경우에만 들어맞는다는 사실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이 존재한다.

대역폭 통신 상품 시장에서 주요 거래 상품은 고정 만기 및 스트라이크 가격을 갖는 선물 계약이다. 시간에 관한 개개

의 선물 계약 가격은 위험 중립 측도(Q라고 표시)하의 마팅게일이며, 실세계 확률 측도 P와 동등한 것이고, 그렇지 않

을 경우 선물 시장이 차익 기회를 포함하게 된다. 위험 중립 측도는 파생 상품 계약의 가격 책정시 사용되는 구성이다.

이러한 관찰은 선물이 기록된 자산이 저장성인지 비저장성인지에 무관한 바, 선물 계약 자체가 저장성이기 때문이다.

대역폭은 비저장성이므로, 현물 가격 p가 위험 중립 측도 하의 마팅게일일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없다. 이는 시장이 

차익 기회를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 현물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기저 자산의 매매가 다

른 때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는 보통 거래 가능한 아이템의 정의임)에서 현물 가격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물 가격 프로세스는 어느 시점에서 구매한 자산을 다른 시점에서 구매한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 존재한

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오늘 구매한 주식의 지분을 내일 구매한 것으로 치환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들 둘을 구

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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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비저장성은 현물 상품이 어떤 자기 조달 전략(self financing strategy)의 일부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은 현물 가격 p(T)에 대한 현물 가격 프로세스는 실제로 만기시의 선물 가격 F(T,T)

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물 가격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만기시(

0≤T≤T * 내의 임의의 만기)의 선물 가격 F(T,T)은 그 시점의 현물 가격 p(T)와 동등하며, 시간 T에서 인도가 이루

어질 경우 시간 T에서의 가격은 이들 모두 p이다. 선물 자산의 인도는 현물 자산의 인도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가정하자. 또한 F(T,T)(0≤T≤T * )는 비저장성이므로 마팅게일일 필요가 없다. 비저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F

(T,T)와 p(T) 사이의 동일함이 완성된다.

선물/현물 (비)연관성(Futures/Spot (non-)Linkage)

저장 가능한 투자 상품에 있어서, 현물 및 선물 가격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는 현물을 구매하여 이를 선물의 만기(수학

식 26과 같이 될 때 도달함)까지 보유하는 전력과 선물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정해진다.

수학식 26

여기서 p(t)는 시간 t에서의 현물 가격, r은 (일정한) 이율, u는 저장 비용(현물 가격 p의 고정된 비율임), y는 양측을 

같게 만드는 데 필요한 편의 수익 또는 퍼지 요인(fudge factor)이다. 일반적으로 퍼지 요인 y는 상품을 실제로 보유

함으 로써 얻는 이익, 예컨대 가격 p의 일시적인 상승(또한 결핍으로도 불림)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된다. 이 항에 대한 더욱 복잡한 이해를 위해서는 장기 및 단기 가격 역학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기저 자산이 비저장성인 경우 맞지 않게 된다.

유럽형 선물 옵션 및 파생 상품(European futures options and derivatives)

선물 옵션은 상대적으로 가격을 정하기가 용이하며, 여기서는 선물 콜 옵션을 고려한다. 만기시에, 유럽형 선물 옵션

으로부터의 페이오프(payoff)는 max(F(T,T)-X,0)(X는 스트라이크 가격)이고, F(T,T)≡p(T)이므로 또한 페이오프는

max(p(T)-X,0)과 동일하다. F(t,T)는 t에 관한 것이고 T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p(T)는 마팅게일일 필요가 없다. 따

라서 선물 콜 옵션은 현물에 대한 콜 옵션으로 취급될 수 있다.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공식은 여기서 유효하지 않

은 바, 이는 현물 시장 자산의 저장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블랙 선물 옵션 공식은 선물 가격 분포의

로그 정규성(log-normality)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영향으로 인해 이 경우에 또한 유효하지 않

다.

Q는 위험 중립 측도이며, 이것의 존재와 유일성을 가정한다. 위험 중립 측도 Q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학식 27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투자는 정의상 위험 중립 측도 Q 하에서 무위험 이 자율(riskless rate)과 같은 예상 수익(re

turn)을 갖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F(t,T)는 위험 중립 측도 Q 하에서 마팅게일인 것이다. 수학식 27은 위험 중립 

측도의 정의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에 대한 제약인 것이다. 이들 둘 중 어느 것인지는 또 다른 가정, 특히 선물 가격 전

개를 나타내는 확률 프로세스의 파라미터 수에 따라 정해진다. 양측의 e -rT 항은 현재 가격을 영시점(time zero)에 

취한 경우 현재 가격과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수학식 27에서 선물 계약 F(0,T)는 현재(즉 영시점) 시장에서 관찰된다. 이 선물 계약 F(0,T)는 시간 T에 지불될 양

이며, e -rT 항은 이를 현재의 현가로 변환시킨다.

무위험 이자율 r은 공지되어 있으며, 상수인 것으로 가정한다. 선물 계약 F의 만기 T 또한 알려져 있다. F(t,t)≡p(t)이

므로 p(t)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델을 수학식 27에 의해 표현된 것과 같은 시장 예상치를 모델링하도록 

교정(calibration)할 수 있다. 예컨대 지리적 브라운 운동 dp/p=μdt+σdW를 사용하여 주가를 나타내는 경우, 이러

한 교정 프로세스는 주가 표류 항 μ가 무위험 이자율 r에 의해 치환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p(t)를 시장 예상치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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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후(즉 위험 중립 측도 Q를 수학식 27이 유효하도록 선택한 후), 스트라이크 가격 X를 갖는 선물 계약 F에 대한 

콜 옵션의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학식 28

수학식 29

여기서 가격 p(t)에 대한 형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들 식과 옵션 가격 책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지금

까지는 모든 네트워크 효과(즉 지리적 차익)가 p(t)안에 숨겨져 있었다.

수학식 28은 어떤 조건부 클레임 C(0)의 가격 p를 구하도록 일반화될 수 있는 바, 여기서 C(0)은 오직 선물 계약 F(T,

T)의 분포 및 판별 파라미터 일부의 집합 D에만 의존하며, 유럽형(즉 T에서만 행사됨)이다.

수학식 30

수학식 31

조건부 클레임 가격의 전개 방법에 있어서, 대역폭 고유의 성질이 전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세한 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은 비저장성과,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지리적 차익의 가능성이다.

비저장성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 p(0)와 선물 계약 F(0,T)사이의 관련을 끊게 함으로써 현재의 현물 가

격으로부터 현재의 선물 가격으로, 그리고 선물 옵션으로 직접 움직일 수 없게 한다. 이는 선물은 그 자체로 거래되는 

상품이 며, 이것이 선물 대역폭을 확보하는 방법이자 수학식 27과 같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지리적 차익은, 주어진 QoS에 대해 두 위치 사이에 여러 동등한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직접 경로(즉 연결된 링크의 집

합)가 존재하더라도 항상 가장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더 싼 대체 경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링크 가격의 동적인 본질과 함께 차익 기회의 가능성을 야기한다. 이러한 차익 기회는 그 탐지를 위

한 유사 다항 알고리즘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현물 가격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설명

한 바 있다.

예시: 선물 콜 옵션 가격 책정(Example: Forward call option pricing)

이 섹션에서는 뉴욕에서 LA까지(NY-LA)의 1개월 간의 DS3 용량에 대한 선물 계약(2001년 2월부터 10개월 후인 2

001년 12월에 개시됨. 즉 210일의 거래일이 되며, 도 10a 및 10b와 실제 가정으로부터의 데이터에 기초함)에 관한 

유럽형 콜 옵션 가격을 책정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도 10a는 인도월이 2001년 2월에서 시작하여 2002년 1월까지이

며, 계약 지속 기간이 1개월인 뉴욕에서 LA까지의 DS3 용량에 대한 선물 곡선을 나타낸다. 도 10b는 2001년 2월부

터 2002년 2월까지의 인도월에 월별 요금을 내는 1년의 계약 지속 기간을 갖는 NY-LA간 DS3 용량에 대한 선물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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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나타낸다. 점선은 구매 시세(buy quote)이고, 은선은 판매 시세(sell quote)이다.

세 가지 가격 책정 상황이 간주된다.

· 네트워크 영향 및 지리적 차익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함

· 시카고(CH)를 경유하는 대체 경로의 존재 가능성을 포함하여 네트워크가 NY-CH-LA를 잇는 둔각 삼각형(변 비

율은 1:1:1.9)이 되도록 함

· 샌프란시스코(SF)를 경유하는 대체 경로의 존재 가능성을 포함하여 네트워크가 NY-LA-SF를 잇는 매우 예각인 

삼각형(1:0.1:1)이 되도록 함

이들은 시장 조성자(market maker)가 선물 가격을 설정하는 데 고려하는 세 가지 상이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상이

한 네트워크 상황은 시장에서 상이한 관찰 변동성을 갖는 상이한 선물 가격을 야기한다. 이들은 지리적 차익의 정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의 옵션 가치 비교를 위해, 모든 세 경우에 인용되는 선물 가격이 동일

하고 관찰되는 변동성 또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작위적인 것이지만 이로 인해 선물 가격이 아닌 옵션 가치

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수 있다.

도 10에 주어진 선물 가격을 현재로 할인하는 데에는 고정 이율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쓰인 시장 관찰 데이터는 200

1년 12월 및 2001년 2월의 선물 가격이며, 이들은 p(0)로 사용되었다. 2001년 12월의 선물 변동성에 대한 관찰 결과

가 없으므로, 가능한 값으로 50%를 설정한다. 도 10으로부터 선물 가격이 이 시간 척도 상에서 절반이 될 것으로 예

상됨을 알 수 있다.

결과(Results)

위험 중립 확률 Q는 수학식 27(즉 무차익 조건) 및 주어진 선물 변동성에 따라 수학식 23 및 24를 교정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얻는다. 4가지 식과 2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위험 중립 측도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 변동성 및 장

기 동 향을 교정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덜 모호한 선택이다. 이는 분포의 제일 첫 두 모멘트(moment)를 고

정하지만, 더 높은 모멘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포의 형태도 그러하다.

네트워크들(NY-CH-LA 및 NY-LA-SF)에 대한 파라미터는 고립된 링크의 파라미터와 상이하며, 계산된 분포 형태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이다. 도 11a는 세 가지 상이한 상황(실선) 및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X표한 은선)에 F(T,T)의 실

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형태 파라미터는 상이하지만, 실제 분포는 서로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도 11b

는 네트워크 유무의 경우에 옵션 가격 대 선물 가격에 관한 콜 옵션에 대한 스트라이크 가격{스트라이크 및 옵션 가격

은 F(0,T)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냄}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 중립 확률 분포 Q(도 11a에서 명확히 볼 수 있음)를 사

용하면 수학식 29를 사용하여 12월의 선물 계약상의 콜 옵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도 11b는 시작점(0=2월)으로 

다시 할인된 선물 콜 옵션 가격 대 스트라이크 가격{마찬가지로 F(0,T)에 대한 상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선물 콜 옵션 가치의 곡선은 서로 매우 가까이 나타난다.

도 12는 두 개의 네트워크의 경우(실선)와 고립된 링크의 경우(점선)의 콜 옵션 가격의 퍼센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스트라이크 가격이 선물 가격의 두 배가 될 때까지 옵션 가치의 차이는 15% 미만이다. 이 스트라이크 가격을 넘어서

면 수적 불안정이 나타나게 된다. 도 11a 및 도 11b에서는 이러한 높은 스트라이크 가격에서 옵션 가치가 매우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작은 수로 나눔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된 것이다.

10개월 선물 계약에 관한 옵션 가격은 고려 대상인 네트워크(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서로 매우 유사

하다. 이러한 경우 지리적 차익을 포함시키고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다. 즉 높은 정확도가 필

요하지 않고 스트라이크 가격이 극단적이 아니라면(예컨대 선물 가격의 두 배 미만) 고립된 링크를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물 분포의 첫 두 모멘트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네트워크에 무관한 옵션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 충분하다. 지리적 무차익 조건은 매우 비선형인 조건{예컨대 a=min(a, b+c) 같은 연산자와 유사)이므로 이는 

다소 예상 밖이다. 그 이유는 선물이 너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무차익 조건이 중심 극한 정리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로그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분포로 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10개월의 선물 옵션 가격에서 나타나는 작

은 차이는 더 짧은 기간의 옵션에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동일한 만기를 갖는 선물 계약에 대한 유럽형 조건부 클레임의 가격 책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는 현

물 가격 프로세스를 교정하는 것을 수반하는 바, 비저장성 상품을 시작 관측 선물 가격으로 나타내게 되며, 위험 중립

측도 Q인 마팅게일이다. 현물 가격 프로세스는 명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 특히 지리적 차익으로부터의 효과와 함께,

부하 조정을 통한 이러한 조건에 대한 시장 응답을 포함하게 된다. 10개월 선물에 관한 유럽형 콜 옵션에 있어서, 지

리적 차익의 존재는 상이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 상이한 교정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지만, 옵션 가격은 고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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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무관하다. 작은 차이가 존재하며(15% 미만), 이러한 차이는 더 짧은 기간의 조건부 클레임에 대해 더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찬가지로 이 결과는 반드시 비 유럽식 클레임에 관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러한 클레임은 일반적으로 가격 궤도(price trajectory) 또는 그 엔벨로프(envelope)에 영향을 받는다.

유럽식 조건부 클레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선물 곡선 전개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는 바, 만기시에 F(T,T

)≡p(T)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일반적인 수단(예컨대 스윙 옵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선물 곡선 모델링

이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확장은 임의적 조건부 선물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는 선물 가격 곡선의 역

학 관계, 즉 t에 대한 dF(t,T)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한 것을 사용한다. 각 링크 (a,b)에 대한 F ab (t,T)는 마팅

게일이어야 하고, 선물 계약 그래프는 전체로서 지리적 차익이 없어야 하므로 이러한 모델링은 자명한 것이 아니다. 

단지 선물 곡선 모델을 수정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모델은 F ab (t,T)를 마

팅게일로 하게 되지만, 마팅게일 속성을 제거해주는 지리적 차익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그 후 복구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무차익 조건을 사용하여 동일한 만기를 갖는 선물 옵션에 관한 유럽식 조건부 클레임의 가격 책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선물 가격을 입력으로서 사용한 것은 대역폭이 비저장성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현물 가격 프로

세스를 통해 포함되었는 바, 이 프로세스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도 네트워크 전체에서 무 차익 조건이 강제되고 F(T,T)

≡p(T)를 사용하여 현물과 선물 가격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다.

앞서 설명한 실시예는 일부는 물론 전체로도 결합될 수 있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이 하드웨어, 소프

트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또한 단일 컴퓨터 시스템에 집중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또는 상호 연결된 여러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걸쳐 상이한 요소가 분산되어 있는 분산형으로 구현할 수 있으

며, 이의 구현은 임의의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 밖의 장치로 할 수 있다.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통상적인 조합은, 적재 및 실행되었을 때 컴퓨터 시스템이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도록 제어하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탑재한 범용 컴퓨터일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내장되어 여기서 설명

한 방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컴퓨터 시스템에 적재되었을 때 이러한 방법을 수행할 수도 

있다.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시로의 변환 b) 상이한 물체 형태로의 복제중 하나 또는 둘 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 처

리 능력을 시스템이 갖도록 하는 명령어의 집합을 임의의 언어, 코드, 또는 표시로 작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수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개시된 실시예는 하나 또는 그 밖의 개시된 실시예와 결합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징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이러한 구성을 여러 방식으로 수정하여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하의 청구 범위 내에서 구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링크(ab, ac, cb)를 포함하는 네트워크(G n )에서 상기 네트워크(G n ) 내의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가격(p')을 계

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p ab )과, 상기 특정 링크(ab) 대신 상기 네트워크(G n ) 내의 대체 경로

(∏ 2 ){상기 특정 링크(ab)를 포함하지 않음}를 사용하는 가격(p ac , p cb ) 사이의 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비교 단계

(II)와,

b)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p ab )의 링크 가격 변동(z ab x ab )변동과, 상기 대체 경로(∏ 2 )에 있

는 링크(ac, cb)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p ac , p cb )의 링크 가격 변동(z ac x ab , z cb x ab )을, 결정된 가격 차이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변동 계산 단계(III, IV)와,

c) 상기 특정 링크(ab)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G n ) 내의 모든 링크(ab, ac, cb)로부터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

하는 링크 가격(p ab )의 결정된 링크 가격 변동(z ab x ab , z ab x ac , z ab x cb )을 결합(V)하여 상기 특정 링크(ab

)에 대한 전체 링크 가격 변동(dN ab )을 결정(VI)하는 결합 단계와,

d) 결정된 전체 링크 가격 변동(dN ab )을,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상 기 링크 가격(p ab )의 시장 유도 가격 

변동(iLp)과 병합하여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상기 링크 가격(p ab )을 계산하는 병합 단계(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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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상기 시장 유도 가격 변동(iLp)은 적어도 하나의 무작위 변수(dW, dZ, dV, dU)에 의해 추진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장 유도 가격 변동(iLp)은, 브라운(Brownian) 가격 변동(dZ, dW), 포아송(Poisson) 가격 변

동(dV), 세미마코프(semi-Markov) 가격 변동(dU), 레비(Levy) 가격 변동 또는 이토(Ito) 가격 변동 및 이전 가격(p)

의 함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장 유도 가격 변동(iLp)은 가격 스파이크 및/또는 가격 점프에 대한 함수를 포함

하도록 모델링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변동 계산 단계(III, IV)에서 상기 결정된 가격 차이와 상기 링크 가격

변동(z ab x ab , z ac x ab , z cb x ab ) 사이의 관계는 시장 유동성을 정량화한 항(τ), 차익 보정 함수{f(p ∧ , p ab

q )} 및 이전 가격(p)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모델링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링크(ab) 상의 링크 가격 변동(z ab x ab ) 및 상기 대체 경로(∏

2 )의 링크상의 가격 변동(z ac x ab , z cb x ab )은 모두 공통의 수요 변동(x ab )을 기초로 한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변동 계산 단계(III, IV)는

b1) 상기 결정된 가격 차이에 대응하여 상기 특정 링크(ab)로부터 상기 대체 경로(∏ 2 )로 이동하게 되는 기존 전송 

용량 수요(q d )의 양(x ab )을 결정하는 이동 계산 단계(III)와,

b2) 상기 특정 링크(ab)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p ab ) 및 상기 대체 경로(∏ 2 )에 있는 링크(ac, cb)를 사용하는 링크 

가격(p ac , p cb )의 링크 가격 변동(z ab x ab ) - 상기 결정된 이동 예정 전송 용량 수요(q d )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을 결정하는 영향 계산 단계(IV)

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용량 수요(q d )는 가격 탄성(E d )을 갖도록 모델링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용량 수요(q d )는 선형 함수(l d p + m d ) 로 근사화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들(ab, ac, cb)에서 전송 용량 공급(q s )은 불변 탄성(E s )을 갖

도록 모델링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링크(ab)로부터 상기 대체 경로(∏ 2 )로 이동하게 될 수요(q d

)의 양(x ab )은 양의 값을 갖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 내지 d)는 상기 네트워크(G n )의 상기 링크(ab, ac, cb) 각

각에 대하여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G n )는 통신 네트워크(G n )인 것인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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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특정 링크(ab) 또는 상기 대체 경로(∏ 2 ) 상에서 유닛

(정보 유닛인 것이 바람직함)을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 용량 수요(q d )를 증가, 감소, 또는 유지할 것인지를 상기 계산

된 링크 가격(p ab )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결정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특정 링크(ab) 또는 상기 대체 경로(∏ 2 ) 상에서 유닛

을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 용량 수요(q d )가 상기 계산된 링크 가격(p ab )에 대응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요 변경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계산된 링크 가격(p ab )에 대응하여 상기 네트워크(G 

n )상의 전송 대역폭을 구매, 보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 중 하나를 포함하는 행위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연속적으로 여러 번 수행되어, 여러 개의 계산된 링크 가격(

p ab )을 포함하는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여러 번 수행되어 여러 개의 상기 링크 가격 순열을 제공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링크 가격 순열 내의 링크 가격(p ab )을 현재 가치로 다시 할인함으로써 할인된 가격 순열을 제공하는 할인 단

계와,

상기 네트워크(G n ) 또는 이것의 서브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할인된 가격 순열을 통합함으로써 상기 네트워크(G n

) 또는 이것의 서브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현가를 구하는 통합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네트워크(G n ) 또는 서브네트워크에 대한 구매/보유/판매 행위 중 하나를 포함

하는 결정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예컨대 전송 장비(예컨대 스위치, 교차 접속, 리피터, 멀티플렉서, 앰프, 광케이블, 또

는 이들의 설정)를 바꿈으로써 상기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 링크 또는 다른 링크의 전송 용량이 상기 계산된 링크 가격

(p ab )에 대응하여 변동되는 적합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1.
제1항 내지 제20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청구항 23.
네트워크 가격 책정 장치에 있어서,

제22항의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과,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네트워크에 있어서 상기 링크 가격(p ab ) 및 상기 특정 링크(ab) 대신 상기 대체 경로(∏ 2 )를

사용하는 가격(p ac , p cb )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갖는 것인 네트워크 가격 책정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하

여 상기 네트워크 정보를 액세스하는 것인 네트워크 가격 책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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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제23항 또는 제24항에 있어서,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고, 상기 특정 링크(ab) 또는 상기 대체 경로(∏ 

2 ) 상에서 유닛을 전송하고자 하는 전송 용량 수요(q d )가 상기 계산된 링크 가격(p ab )에 대응하여 상기 제2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것 및 상기 네트워크(G n ) 또는 서브네트워크 상의 전송 대역폭을 구매,

보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상기 제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 또는 모두가 가능한 것인 

네트워크 가격 책정 장치.

청구항 26.
제23항 내지 제2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어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 링크 또는 다른 링크

의 전송 용량은 상기 제어기를 통해 변동될 수 있는 것인 네트워크 가격 책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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