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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한국에서  

인터넷 가치사슬에 대한 경쟁 및 투자



핵심 요약  
통신사는 인터넷 가치사슬의 연결 부문의 일부를 구성한다. 통신사, 콘텐츠 제공업체 및 가치 사슬의 기타 참여자 간에 공생 관
계가 존재하며, 연결성이 확장되고 더 많은 콘텐츠가 사용 가능하게 되면 모든 참여자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연결 부문 내의 경
쟁 압력은 유선 vs. 무선 및 음성 vs. 데이터에서 대규모 vs. 소규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가치
사슬의 각 부문에 대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수립되어 있어 해당 부문에 적용되고, 각 부문은 고유의 리스크, 투자 요건 및 수익 
기회를 가지고 있다. 

라스트 마일(last mile)에 대한 시장 접근은 운영 및 주파수 면허와 기타 규제 요건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콘텐츠 
공급업체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자를 제한한다. 따라서 기술 플랫폼은 주로 데이터 센터, 캐시 및 국제 연결성에 투자한다. 
통신사들은 다른 인터넷 가치사슬 부문과 비교하여 전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낮은 자본 비용과 높은 EBITDA 마진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인터넷 가치사슬의 연결성 부문에 대한 통제된 접근과 그로 인한 과점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수익률은 여전히 자본 비용보다 훨씬 높운 수준을 기록하겠지만, 높은 진입 장벽,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그리고 통신 부문의 성숙은 성장이 더 둔화되고 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들도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인식
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마진과 100% 배당금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부 통신사들은 규제 당국에 개입을 호
소함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을 지연시키려 했다. 한국과 호주의 규제기관이 가치사슬의 연결성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연결성 부문을 통해 가치사슬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며 관련된 모든 당
사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부 통신사가 겪는 마진 압박은 OTT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정부 개입의 결과이다. 일부 통신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 수
익성 하락의 원인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OTT 애플리케이션을 꼽고 있다. 이는 경쟁과 규제의 역
할이라는 더 어려운 이슈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정부 소유 회사인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Company)을 설립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유선 라스트 마일
(last mile) 접근 시장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통신사의 마진을 압박하는 복잡한 도매 가격제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통신
사들은 국가가 개입하여 인터넷 피어링(Internet peering)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규제 체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했다. 당사자
들 간의 합의를 통제하는 상업적 방식 대신, 한국의 규제 기관은 시장에 개입하여 네트워크 간의 국내 트래픽 교환에 대한 지불
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소비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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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구는 호주와 한국의 인터넷 가치사슬(Internet value chain) 연결성 부문에 대한 규제적 개입의 영향을 분석한다. 호주 
통신사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사업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의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낮
고, 해당 부문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익률, 자본 비용 및 NBN에 의
한 마진 압박에 대해 호주 통신사들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가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사례 연구도 포함하고 있는
데, 옵터스(Optus)와 텔스트라(Telstra)가 모델로 여길 수 있는 한국의 인터넷 피어링(Internet peering) 및 IP(Internet 
Protocol) 전송 가격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대한 논의는 벤치
마킹을 위한 것이며, 또한 시장 포화가 통신사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가치사슬  
글로벌 인터넷 가치사슬은 다양한 관할구역의 다양한 산업을 통합하며, 다음과 같이 5개의 구별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 권한,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연결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표 1). 각각의 부문에 대한 법률, 규칙, 규정 및 규제 
기관이 수립되어 있어, 해당 부문에 적용된다. 또한 각 부문이 고유의 리스크, 투자 요건 및 수익 기회를 가지고 있다.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가치사슬의 연결(connectivity) 부문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통신사는 활성화 서비스, 온라인 서비
스, 심지어 콘텐츠 부문까지 포함한 가치 사슬의 다른 부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자체 강화 메커니즘으로 인해 인터넷 가치사슬은 가치 서클(value circle)이 된다.  그림 1은 여섯 번째 1

부문, 즉 최종 사용자를 가치 서클에 추가한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광대역 수요를 촉진하여 소비자들이 광대역 서비스 및 더 
많은 데이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광대역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용량 및 커버리지 확장 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한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그 자체 강화의 특성상 다른 콘텐츠와 구별된다. 즉, 온라인에 있는 사용자가 많
을수록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신규 사용자에게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OTT 사용은 인터넷 가치
사슬의 모든 부문에 혜택을 준다. (방송이나 케이블 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콘텐츠 전달 메커니즘에서 주문형 또는 스트리밍 
콘텐츠로의 전환은 광대역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다. 유럽 전자 통신 규제 기관(Body for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이 지적했듯이 ,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더 높은 속도와 데이터 허용량에 2

표 1: 글로벌 인터넷 가치사슬에 따른 가치 창출

부문 활동 예시 

2008 2015 2020

성장률 미화 (단
위: 10억) 비율% 미화 (단

위: 10억) 비율% 미화 (단
위: 10억) 비율% 

콘텐츠 권한 프리미엄 콘텐츠 권한 37 3% 66 2% 186 3% 403%

온라인 서비
스

전자 여행, 비디오 및 오디오 출
판, 게임, 도박, 검색, 소셜 미디
어, 정보 및 참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타 온라인 서비스

477 40% 1,595 48% 3,792 57% 695%

활성화 기술 
및 서비스

웹 디자인 및 호스팅, 지불 시스
템, 광고 교환, CDN 188 16% 442 13% 812 12% 332%

연결성
모바일 액세스, 타워 회사, 유선 
액세스 229 19% 586 18% 988 15% 331%

사용자 인터
페이스

하드웨어 장치, 소프트웨어 및 시
스템 251 21% 659 20% 897 13% 257%

총계 1,182 3,348 6,675 465%

출처
https://www.gsma.com/publicpolicy/wp-content/uploads/2022/05/
Internet-Value-Chain-2022.pdf

 가치 사슬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가치 서클(value circle)은 소셜 미디어의 자기 강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가치 사슬이라1

는 용어는 본 보고서 전반에서 사용된다.
 BEREC, 2022년. ISP에 대한 대규모 CAP의 지불에 대한 기본 가정에 대한 BEREC의 예비 평가, https://www.berec.europa.eu/en/document-2

categories/berec/opinions/berec-preliminary-assessment-of-the-underlying-assumptions-of-payments-from-large-caps-to-i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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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는 ISP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BEREC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지적하며, 통신사가 콘텐츠 제공자
(Content Access Providers, CAPs)에게 네트워크 액세스를 위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무시한 것
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1: 인터넷 가치 서클 

인터넷은 모든 정부에게 법적, 규제적 문제를 제기한다.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판매되고,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의 비디
오를 시청할 수 있으며, OTT가 음성 통화 및 SMS와 같은 규제된 서비스와 경쟁할 수도 있다. OT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
용자 간의 상호 작용이 공용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OTT는 또한 주파수, 설치
권(rights of way), 번호 지정(numbering range) 등과 같은 제한적이고 규제된 자원을 위해 경쟁하지도 않는다. 주로 가치
사슬의 연결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형식 승인) 부문이 통신 규제 기관의 사전 규제를 받는다. 

인터넷은 연결된 생태계이다. 통신 회사는 콘텐츠의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s, CP)는 통신사처럼 고품질 사용자 경험을 높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연 시간을 줄이고 국제 대역폭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s, CDN)를 최종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제공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  

가치사슬 부문의 수익성 
라스타 마일(last mile)에 대한 시장 접근은 운영 및 주파수 허가에 의해 제한된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콘텐츠 공급자와 소
셜 미디어 플랫폼의 투자는 제한적이 된다. 따라서 기술 플랫폼은 주로 데이터 센터, 캐시 및 국제 연결성에 투자한다. 연결성 
부문은 여전히 인터넷 가치사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며(표 2), 수익률은 자본 비용보다 훨씬 더 높다.  

시장 접근이 제한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본 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권의 결과로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자본 
비용과 높은 EBITDA 마진이 발생한다. 2022년 1월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평균 자본 비용(미화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4.7%~5.2%였는데, 이는 94개 전 부문의 평균 자본비용인 5.7%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자본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는데, 통신 회사는 더 이상 위험한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블루칩 투자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통신 회사들은 더 이상 위험한 기술 스타트업들이 아니라, 블루칩 기업으로 여겨진다. 블루칩 기업은 성장기업에 비
해 수익성 기대치가 낮게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EBITDA 마진이 가장 높은 부문 중 하나로, 
94개 부문의 EBITDA 마진 평균치인 12%를 크게 상회하는 29.3~30.6%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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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섹터는 다른 섹터에 비해 위험도가 낮아 자본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통신 섹터는 시장 접근 제한으로 인해 다른 섹터에 비
해 수익성도 높다. 그러나 무선 접속 장비는 5년에서 7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며, 이 때문에 높은 EBITDA 마진이 요구된다. 이
는 94개 섹터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3.2%인 것에 비해, 이동통신사는 14%, 그리고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는 
12.9%인 것에도 잘 나타난다. 소프트웨어, 온라인 소매 및 정보 서비스 업체들만이 인터넷 가치사슬 내에서 더 높은 자본 수익
률을 보인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2020년 호주의 이동통신사업자의 평균 
자본 비용을 5%로 보았다.  텔스트라(Telstra)의 EBITDA 마진 32.2%는 자본 비용보다 높다. 2021년, 텔스트라의 RoE는 3

1호주 달러(자본)당 12센트이다. 텔스트라의 RoE는 자본 비용의 두 배가 넘는데, 정의상 이는 이미 부채와 자본에 대한 상당한 
수익이 있음을 의미한다. TPG 텔레콤의 RoE는 보다폰(Vodafone)과의 합병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자본 비용
보다 낮았지만, 이는 합병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표 2: 인터넷 가치사슬에 따른 글로벌 부문 평가

부문 섹터 EBITDA 마진 자기자본이익률(ROE) 자본 비용

콘텐츠 권한 
방송 19.5% 13.4% 5.5%

엔터테인먼트 12.8% 4.8% 6.9%

온라인 서비스 

광고 7.4% 5.6% 7.0%

정보 서비스 23.8% 15.9% 7.7%

소매(온라인) 7.4% 26.7% 8.6%

소프트웨어(엔터테인먼트) 24.4% 32.0% 8.1%

활성화 기술 및 서
비스 

통신장비 14.2% 11.4% 7.2%

소프트웨어(인터넷) 7.9% 4.3% 7.2%

연결성 
통신(무선) 29.3% 14.0% 4.7%

통신 서비스 30.6% 12.9% 5.2%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자제품(소비자 및 사무용품) 8.4% 14.6% 7.1%

소프트웨어(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25.1% 20.5% 7.6%

94개 부문 평균 12.0% 13.2% 5.7%

출처: Aswath Damodaran, adamodar@stern.nyu.edu, 업데이트  
2022/01/05

 벤치마크 모델은 모두 세전 가중 평균 자본 비용(WACC)을 입력으로 요구한다. ACCC는 이를 위해 세전 WACC를 산정했다. ACCC는 실제 세전 3

WACC(2.511%)와 명목 세전 WACC(4.996%)를 모두 제공했는데, 동종 그룹의 다른 모델에는 다른 형식의 WACC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호주에서 
MTAS 제공 비용 벤치마킹(2020년 9월), https://www.accc.gov.au/system/files/
Analysys%20Mason%20final%20benchmark%20report%20for%20the%20ACCC%20- 
%20September%20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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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수익성 부족에 대한 근본적 주장은 CAP가 그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 오렌지(Orange), 텔레포니카(Telefonica), 보다폰(Vodafone)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접속 네트워크의 비용은 최종 소비자 요금에서 회수된다고 한다.   즉, CAP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무4

임승차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표 3: 일부 APAC 국가에서의 EBITDA 마진

EBITDA Margins 2019년 2020년 2021년 

호주 

Telstra 30.3% 32.2% 32.2%

TPG telecom (Vodafone ) 33.5% 32.0% 32.7%

NBN 마이너스(-) 마이너스(-) 29.3%

Optus (Singtel) 32.4% 32.9% 26.6%

인도네시아 

XL 39.6% 50.2% 49.6%

Ooredoo 43.0% 46.0% 49.0%

Telkomsel 49.2% 51.1%

말레이시아 

Digi 52.6% 50.1% 47.5%

Maxis 49.8% 48.7% 48.8%

Celcom 39.0% 41.5% 42.8%

한국 

Korea Telecom 21.8% 23.0% 23.3%

LG Plus 22.2% 21.6% 25.3%

SK Telecom 34.0% 31.6% 31.1%

태국 

Dtac 37.5% 38.3% 36.9%

AIS 43.5% 51.7% 50.4%

TRUE 24.0% 38.1% 40.2%

출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NO)의 AFS 

표 4: 일부 APAC 국가에서의 RoE

Return on Equity 2019년 2020년 2021년 

호주 
Telstra 14.0% 12.0% 12%

TPG telecom (Vodafone ) 23.0% 6.0% 1%

말레이시아 
Digi Group 217% 201% 184%

Maxis 22.4% 20.7% 19.5%

한국 

Korea Telecom 4.0% 4.0% 9%

LG Plus 6.0% 6.0% 9%

SK Telecom 4.0% 6.0% 20%

태국 Dtac 23.1% 20.7% 15.1%

출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NO)의 AFS 

 Frontier Economics, BEREC에서 인용, 2022년, https://www.berec.europa.eu/en/document-categories/berec/opinions/berec-4

preliminary-assessment-of-the-underlying-assumptions-of-payments-from-large-caps-to-i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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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섹터의 성장은 시장 침투가 증가함에 따라 둔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가정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대부분
의 성인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근본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요구되는 온라인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의 성
장은 어려울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더 많은 콘텐츠가 생긴다고 해서 모바일 사용자가 200GB에서 300GB 패키지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HD 대신 8K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사용자가 대역폭 한도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임은 통신사의 또 다른 잠재적 성장 시장이며, 통신사는 게임 가입자를 타깃으로 하여 대기 시간이 짧은 서
비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제품 설계가 매출 증가를 제한하고 있다. 표 5는 한국 SK 텔레콤의 LTE와 5G로 나누어진 가입자당 평균 데이터 사용
량을 보여준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사용량이 LTE 사용자의 경우에는 10GB 미만, 5G 가
입자의 경우에는 30GB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나, 대다수의 사용자
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100GB, 110GB, 150GB 및 250GB 후불 5G 제품의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많은 고객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더 높은 요금제로 전환하지 않고도 데이터 사용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SK텔레콤 평균 데이터 사용량

Unit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GB 5.2 6.0 7.1 8.2 7.8

5G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GB 28.0 26.6

LTE 가입자 1,000 21,078 22,865 24,796 25,022 22,848

5G 가입자 1,000 2,084 5,476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LTE TB 109,606 137,190 176,052 205,180 178,214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5G TB 58,352 145,662

총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TB 109,606 137,190 176,052 263,532 323,876

출처: AFS YE2020,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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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 
이터는 통신 사업 모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매출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나, 그 중에서도 가입자 수, 가입자 
프로필, 제품 디자인, 소매 가격, 해당 섹터의 경쟁 수준, 규제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들 요인은 아래와 같이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경제적 요인: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 실업률 및 기타 요인의 함수로서의 모바일 및 유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 
• 경쟁 및 규제 환경: 시장 부문에서 운영되는 통신 회사의 수, 경쟁의 공정성,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투명성 및 예
측 가능성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 구조 

• 통신회사 전략: 제품 디자인, 타 통신회사 대한 대응 및 자체 비즈니스 모델 
• 투자: 네트워크 커버리지, 투자 주기 및 서비스 품질 

통신 비즈니스 모델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유선 비즈니스 모델은 광대역 액세스 모델로 전
환되었다.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는 모바일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이다.   지난 20년 5

동안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의 투자는 대부분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MNO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되어 속도와 서비스 품질로 그들의 제품을 차별화하고, 업무공간과 학교 및 가정에서 
공공 Wi-Fi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다. MNO는 더 이상 음성 및 SMS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대역폭 및/또는 데이터 소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표 6: 디지털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아날로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연결성

측정 기준 분(Minutes) 및 SMS 대역폭 또는 처리량

비용 민감도 거리, 기간 및 위치가 중요 시간, 거리 및 위치에 민감하지 않음

청구
접속 및 사용량 과금(음성 및 SMS 오프넷/온
넷, 피크/오프 피크) 단순 액세스 청구

트래픽 모니터링 청구 시스템의 일부로 상세한 트래픽 모니터링 데이터 사용으로 제한된 사용 모니터링

후불 가입자
통화 종료 및 보조금 지원 단말기로 인해 발생
하는 위험 또는 수익 손실 및 비용을 줄이기 위
한 세부 검토

•   후불 위험은 한 청구 주기의 수익으로 제한됨 
•   외부 비용 위험 없음 
•   선불과 후불은 가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   후불은 중요한 심사 없이 연장 가능함

네트워크 인프라 GSM 1G 및 2G 2.5G, 3G, 4G, 5G

 데이터 수익은 전 세계 대부분 통신사의 음성 및 SMS 수익을 초과한다. 아프리카 통신사의 경우에는 MNO 증거 포털 참고: https://5

researchictsolutions.com/ict-evidence-portal-africa/ict_evidence_portal_afric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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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시장 비즈니스 모델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통신 시장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 부분이다. 더 많은 사용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통신 시스템의 가치는 증
대된다. 신규 가입자는 통신 네트워크 및 모든 가입자를 위한 가치를 높이는데,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소셜 미디어 플
랫폼과 사용자 생성 콘텐츠는 광대역 채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동인이며, 따라서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도 필수
적이다. 새로운 사용자가 발생하면 새로운 상호 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더 많아진다. 소셜 
미디어도 사용하는 신규 사용자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갖는 부가가치는 그렇지 않은 신규 사용자보다 더 높다.  

네트워크 효과는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에도 적용되나 그 정도는 덜하다. 스트리밍 구독자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
키지만, 새로운 스트리밍 구독자가 다른 스트리밍 구독자를 위한 가치를 직접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상호작용은 스
트리밍 구독자 간이 아닌, 콘텐츠 제공자와 스트리밍 구독자 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구독자는 콘텐츠를 제작 또는 취득하기 위한 더 많은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통신사들이 성공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기존 구독자들을 타깃으로 하면서 전체 시장은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넷플릭스(Netflix)는 통신업체에 독립적이며, 국가 또는 지역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 2: 양면 시장으로서의 알파벳과 메타 

인터넷 가치사슬의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권리 부문의 일부 회사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하고 있다. 양면 시장은 분명히 다르지만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시장을 특징으로 한다. 양면 시장의 전형적인 예는 신문사이다. 
신문사는 신문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또는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할 수도 있다. 독자 수가 많아지면 광
고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경우, 독자가 하나의 시장이고 광고주가 다른 하나의 시장을 구성한
다. 기본적으로 한 시장이 다른 시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즉 광고주가 신문 판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
는 것이다. 신문의 가격과 광고의 가격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기업의 사업 전략은 두 시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검색 엔진도 양면 시장  모델을 운영하는데, 플랫폼이나 검색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고 광고를 통해 수6

익이 발생하는 형태이다. CNN 및 기타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권리 부문의 회사 역시 양면 시장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순한 단면 시장(single-sided market)이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광고로 
자금을 조달하여 더 저렴한 또는 무료의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 서비스도 양면 시장이 될 것이다.  

가치 사슬의 연결성 부문에 대한 규제적 개입은 단면 시장 및 양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단면적 비즈
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는 단순히 해당 국가의 구독료를 인상함으로써,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법원이 넷플릭스(Netflix)가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s)”  를 지불할 7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에,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인상했던 것이다. 무료 "구독" 서비스가 제공되는 양면 시장 비즈니스 모델
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인터넷 피어링(Internet peering) 및 IP 트랜짓
(IP transit) 협정을 규제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호환 가능한 용어로 본다.6

 넷플릭스, 네트워크 사용 논란 속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 https://en.yna.co.kr/view/ AEN2021111900250032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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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피어링 및 IP 트랜짓 vs. 발신자지불방식(SPNP)   
데이터 흐름(data flows)을 처리하고 청구하는 메커니즘은 피어링(peering) 및 IP 트랜짓 가격 책정(IP transit pricing)이
다. 이 두 개념은 미국 정부의 국방 네트워크인 ARPANET과 학술 연구 네트워크인 NSFNET에 상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던 
초기 인터넷 형성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의 초기 형성 시기에는 소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만이 있었고, 따라서 트8

래픽 교환을 협상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트래픽은 피어(peer) 간에 동등하게 교환되었다.

 

피어링(peering)은 두 인터넷 공급자 간의 트래픽 교환을 의미하며, 이 때 트래픽 양은 거의 같기 때문에 트래픽 교환은 지불
(정산) 없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이 확장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IXP(Internet 
Exchange Point)라 불리는 중앙 교환 지점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IXP를 사용하면 값비싼 국제 링
크를 우회하여, 트래픽을 로컬로 교환할 수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텔레지오그래피(TeleGeography)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적으로 1,044개의 IXP가 있는데,  여기서 IP 트랜짓(IP Transit)의 개념이 생겨났다. IP 트랜짓은 소규모 네트워크(ISP)가 9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kom)이나 프랑스 텔레콤(France Telecom)과 같은 훨씬 큰 네트워크(백본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를 구입한 후, 백본 제공자와 다른 네트워크와 간의 피어링 계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
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림 3: IP 상호 연결의 피어링 및 전송

 https://www.analysysmason.com/consulting-redirect/reports/ip-interconnection-korea-white-paper/8

 https://www.internetexchangemap.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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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엣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비디오 스트리밍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저지연 데이터 연결성(low latency data 
connectivity)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s)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CDN은 비디
오, 음악 또는 CNN처럼 일반적으로 액세스되는 웹 사이트와 같은 콘텐츠의 캐시(cache)이다. 이 캐시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지점에서 호스팅된다. 처음에는 백본 네트워크에서만 호스팅되었지만, 점차 사용자에게 더 가까워졌다. 오늘날 많은 로컬 ISP
도 CDN을 호스팅한다. 이를 온넷 CDN(그림 4의 시나리오 4)이라고 하며, 캐시에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이 기
본적으로 무료라는 이점이 있다.  10

온넷 CDN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ISP에서 호스팅되는 CDN은 IP 트랜짓 비용을 낮추는데, 백본 공급자
로부터 해당 콘텐츠를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CDN은 사용량이 적은 시간(off-peak times)에 업데이트된다. 백본 제
공업체에게 있어서 단점은 이전에는 콘텐츠 캐시가 없었던 ISP로부터 받았던 IP 트랜짓 비용이 손실되어 도매 수익이 감소한
다는 것이다. 그림 5를 보면, 프랑스에서 온넷 CDN 트래픽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OVID가 데이터 소비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있는데, COVID의 유행 시기 동안, 종종 온넷 CDN에서 호
스팅되는 비디오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참고: ARCEP, The State of the Internet in France 2018, 39 페이지, https://www.arcep.fr/uploads/tx_gspublication/report-state-10

internet-2018_conf050618-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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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트래픽의 교환은 이미 시도 및 테스트된 일련의 자발적 상업 약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약정은 상업적 필요에 따라 
변경된다. 통신 블럭키지(blockage) 문제가 발생하면, CDN과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개발되어 혼잡을 완화하고 제공 비용을 낮
추었다. 현재의 상업적 약정은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형태인데, 즉 최종  소비자가 데이터 요청을 시작하는 주체인 것
이다. 이는 수신측이 통화를 시작할 수 없는 아날로그 전화 통신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발신자지불방식(Sending Party Network Pays, SPNP) 제도는 모든 ISP에 지불 의무를 부과하고, 미미한 거래 비용만이 
있었던 시스템을 규제 감독이 필요한 고비용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모든 피어링 계약의 99.5%는 서면 계약이 없고 , 따라서 11

관리 비용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신자지불방식(SPNP)은 이 시스템을 모든 당사자에게 높은 관리 비용
을 부과하는 계약 관계로 대체하여, 인터넷 액세스 비용을 높인다.  “복잡하고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글로벌 결제 거래 웹을 12

그런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경우임)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13

요약  
통신 사업 모델은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콘텐츠 성장은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를 격려한다. 연결성이 확대
되고 더 많은 콘텐츠가 제공될 때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현재 광대역 연결성
에 대한 수요로 인해 평균 이상의 EBITDA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광대역 연결성에 대한 수요 증가는 초기에는 주로 페이스북
(Facebook), 위챗(WeChat),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서 
발생했다. 앞으로는 고품질 스트리밍과 게임이 점점 더 수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에 대한 비용 부과가 아니라 광고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양면 시장이다. 반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면 시장이다. 이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 가치 사슬의 연결 부문에 대한 규제적 개입에 의해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
다.  

인터넷 가치사슬의 온라인 서비스 부문은 운영 허가와 같은 법적인 진입 장벽이 없다. 통신사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스
트리밍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고품질 콘텐츠 및 연결성은 매우 다른 비즈니스이며, 각
각의 경우에 매우 구체적인 일련의 기술이 요구된다. 콘텐츠 시장 진출을 시도한 많은 통신사들이 실패했다.   14

2016 2017 2018 2019 2020

7.1

3.93.8

1.21

그림 5: 프랑스의 로컬 ISP 네트워크에서 호스팅되는 CDN의 트래픽 증가(출처: ARCEP)

 Wik Consult,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15062611

 Marcus (2012년), Revising the ITRs: A European Policy Perspective,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12

abstract_id=2150626.
 Marcus (2012년), Revising the ITRs: A European Policy Perspective, 35페이지,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13

abstract_id=2150626.
 남아프리카 공화국 통신사의 경험 참고: https://dailyinvestor.com/technology/182/billion-rand-mistake-all-south-african-telecoms-14

operators-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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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미들 마일(Middle Mile) 독점의 영향 
호주 통신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즈니스가 마이너스 수익(즉, 투자 수익이 자본 비용보다 낮음)을 올리고 있다
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섹터 내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프라 투자가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호주 
통신사들은 호주의 인터넷 섹터가 직면한 문제의 상세한 리스트를 제시했다. 표 7은 이들 통신사가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에서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다른 일부 APAC 국가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느린 상태이다. 호
주의 저조한 성과의 원인으로 하나의 근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 호주 통신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도매 부문
의 경우, NBN이 다운로드되는 전체 데이터의 93%를 차지했다.  모바일 소매 부문의 경우, 3개 기업(텔스트라, TPG 15

Telecom 및 옵터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TPG 텔레콤(TPGTelecom)과 텔스트라(Telstra)는 인프라 공유 계약을 체
결했는데, 이를 통해 TPG는 텔스트라의 3,700개 모바일 기지국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 그 대가로 TPG는 텔스트라가 4G 및 
5G 대역 모두에 걸쳐 주파수 스펙트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ACCC는 "3개의 대형 MNO가 현재 전
체 소매 휴대폰 시장의 91% 이상, 후불 시장의 거의 9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여전히 약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ACCC, 2021).  16

표 7: 호주 통신사 CEO들의 미디어 성명

CEO 및 고위 경영진 성명서 이에 대한 의견 

Optus* º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섹터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NBN, Tier 2 MVNO 시장의 성장, 그리고 사용하는 인
프라에 거의 기여하지 않으면서 사용량 증가를 주도하고 
통신 인프라 제공업체의 계속된 투자를 야기하는 OTT 
서비스 제공자들

• NBN은 호주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규제적 독점을 도입했다. 

• 높은 도매 가격은 소비자에 대한 높은 소매 가격을 의미한다.  
• 콘텐츠 공급자는 광대역 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 • MVNO 시장은 인프라 소유자에게 수익을 제공한다.

우리는 실제로 호주의 통신 섹터, 인터넷 사용자 및 납세
자로부터 막대한 교차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규모 글로
벌 제공업체(대형 게임사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 통신사는 대부분 글로벌 인터넷 가치 사슬의 연결 부문에서 운영
한다. 가치 사슬의 각 부문에는 고유한 투자 요구 사항, 위험 및 
수익 기회가 있다.

• 콘텐츠 공급자는 광대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 증가
에 따른 마진 감소는 콘텐츠 사업자의 교차보조금으로 인한 사례
가 아니고, 해당 섹터의 국내적 특성이다.

Telstraª

대부분의 통신사의 투자 자본 수익은 이미 자본 비용보
다 낮다.

이는 텔스트라(Telstra)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TPG 텔레콤
(TPG Telecom)의 경우에는 사실이다(하지만 마이너스 RoE는 
보다폰(Vodafone)과의 합병 후에만 발생했다).

따라서 업계의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많은 국제 시장에 볼 수 있듯이 네
트워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업계는 유선 및 
모바일 시장 모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진짜 문제는 NBN으로 인한 호주 운영자들의 마진 압박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자 등에 대한 데이터 허용량은 
증가했고, 가격은 하락했다. 경쟁은 산업과 소비자 모두
에게 좋은 것이지만, 현재 호주에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
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가격, 시장 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및 낮은 서비스 품질과 같은 경쟁에 대한 전통적
인 평가로 판단하면,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Bayer Rosmarin, Optus의 CEO, https://www.afr.com/companies/telecommunications/nbn-netflix-squeezing-
margins-to-breaking-point-optus-20201129-p56iwp  
ª Andrew Penn, Telstra의 CEO, https://bulletin.webull.com/
20191014/150362653/0e41a0206268a49dd42d41fc44aadc53 
º Andrew Sheridan, Optus 규제 및 공공 업무 부문 부사장(Vice President Regulatory and Public Affairs), https://
www.optus.com.au/content/dam/optus/documents/about-us/media-centre/speeches-and-reports/2022/
commsdayas.pdf 

 https://www.accc.gov.au/regulated-infrastructure/communications/monitoring-reporting/internet-activity-record-keeping-rule-15

rkr/june-2021-report 
 https://www.accc.gov.au/system/files/Communication%20Monitoring%20report.pd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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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도매 시장은 NBN이 장악하고 있다. NBN의 수립 절차는 2009년에 시작되어 2020년에 완료되었으며, 그 목표는 호주 
가정의 93%에 광섬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광섬유 구축이 진행되면서, NBN은 텔스트라(Telstra)에서 기존 유선 네트워크
를 인수했다. 종국의 지향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텔스트라(Telstra)가 주로 소매 사업으로 전환하여, 소매 사업과 도매 사업 
간의 구조적 분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다. 

 

2017년에는 NBN 액세스를 위한 새로운 가격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새로운 체계는 리셀러가 연결 품질에 더 큰 제어권을 갖
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리셀러의 가격에는 2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는 AVC(Access Virtual Circuit)와 
CVC(Connectivity Virtual Circuit)이다. AVC는 사용자당 표준 월별 요금이다. CVC는 리셀러가 AVC에 할당된 대역폭을 
초과하는 대역폭에 대해 NBN에 지불하는 금액이다(그림 7 참조). 즉, AVC의 일부로 초기 할당된 대역폭을 초과하여 필요한 
추가 대역폭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리셀러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NBN 가격 책정 체계는 리셀러가 사용자가 인터넷
에 액세스해야 하는 시기를 체계화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인터넷 경험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신부 장관(Minister for Communications)은 NBN의 2022년 3월 가격 제안을 거부했다. 이 제안은 최대 인플레이션을 
3% 초과하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격 인상 외에도, NBN의 제안은 호주경쟁소비자위17

원회(ACCC)의 허가 없이 재량껏 가격 인상을 하는 방안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승인을 구하고 있었다. 장
관은 새로운 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NBN은 새로운 제안에 대한 승인을 최대한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

2017-18 2018-19 2019-20 2020-21

9%15%13%13%
17%

17%19%19%

31%
26%27%27%

44%42%41%41%

Telstra Optus TGP Telecom MVNOs

그림 6: 모바일 서비스 소매 시장 점유율(출처: ACCC, 2021)

그림 7: NBN의 책정 제도

 https://www.smh.com.au/business/companies/unacceptable-nbn-co-sent-back-to-square-one-on-pricing-model-20220727-17

p5b51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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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26년까지 CVC를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제안을 8월 12일에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최신 제안에 대해 보다 18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올해 안에 제안서에 대한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9

NBN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모바일 광대역도 성장했지만, NBN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훨씬 더 많
다. 표 8은 NBN 데이터 양이 모바일 광대역보다 빠르게 증가한 반면, 비 NBN 데이터의 양이 가파르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고속 서비스를 이용한 데이터 다운로드는 저속 서비스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했다. 도매 수준에서, NBN은 다양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의 상품을 제공한다. 그림 8을 보면, 2019년 6월과 2020년 12월 사이의 18개월 동안 100Mbps 이상의 상품
에서 다운로드된 데이터 양이 265% 이상 증가했지만, 50Mbps 속도 상품의 이용이 여전히 가장 많으며, 100Mbps 속도 상
품과 비교하여 다운로드된 데이터 양이 3배 이상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NBN의 가격 책정 체제 하에서 리셀러의 비용이 소매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이는 
NBN에게 초과 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리셀러에게 불가피한 마진 압박을 야기하게 된다. 호주에서 거의 모든 사업자들
은 NBN을 연결성에 대한 주요 제약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텔스트라(Telstra)는 연례 보고서에서 "NBN 역풍(NBN 
headwind)"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반복적인 순 마이너스 EBITDA가 비즈니스에 갖는 영향으로 정의된다.  텔스트라20

는 "NBN 역풍"이 2021년에 약 7억 호주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다.  옵터스(Optus)는 2020 회계연도의 EBITDA 마21

표 8: 데이터 양(단위: 페타바이트)(출처: ACCC, 2021년)

19년 6월 19년 12월 20년 6월 20년 12월 21년 6월 % 변동

NBN (유선) 3,479,104 4,874,087 6,277,856 7,761,529 8,204,246 135.8%

비 NBN (유선) 1,811,362 1,383,295 1,135,182 836,589 588,452 -67.5%

총 유선 5,290,466 6,257,382 7,413,038 8,598,118 8,792,698 66.2%

비 NBN에 대한 NBN의 
비율(유선) 66.0% 78.0% 85.0% 90.0% 93.0% 40.9%

모바일 브로드밴드 143,994 146,878 175,303 245,847 250,740 74.1%

출처: ACCC, 2021 https://www.accc.gov.au/regulated-infrastructure/communications/
monitoring-reporting/internet-activity-record-keeping-rule-rkr/previous-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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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도매 속도 계층에서 다운로드한 NBN 데이터의 양(출처: ACCC, 2021)

 https://www.itnews.com.au/news/nbn-co-proposes-to-axe-cvc-across-all-plans-by-mid-2026-58390618

 https://www.itnews.com.au/news/telstra-tpg-telecom-optus-assess-nbn-co-price-model-rejig-583930 19

 텔스트라(Telstra) 연례보고서 2020년, 2페이지20

 텔스트라(Telstra) 연례보고서 2020년, 7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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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낮은 NBN 재판매 마진을 꼽았다.  TPG 텔레콤(TPG Telecom)도 NBN으로부터의 낮은 마진을 22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NBN으로부터의 낮은 마진으로 인해 TPG는 5G를 FTTH(Fiber to Home: 광섬유를 집안까지 연23

결)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5G가 도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

 

도매 비용이 증가하면 소매 가격이 상승한다. 호주는 APAC 국가 중 1GB 데이터 비용이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이다. 예를 들
어, 말레이시아에서 1GB 데이터의 가격은 호주의 가격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그림 9). 선불의 20GB 데이터 사용의 
경우에도, 호주에서의 가격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보다 훨씬 더 비싸다(그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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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22년 1분기 USD 기준 1GB 선불 데이터의 가장 저렴한 가격(출처: RIS)

 옵터스(Optus) 연례보고서 2020년, 120페이지 22

 TPG 텔레콤 연례보고서 2021년,  8페이지 23

 TPG 텔레콤 2021년 연례 보고서, 6페이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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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faces particular geographical challenges in maintaining  profitability for broadb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It is a massive country with a widely dispersed population. Figure 11 below 
shows that Australia has the second lowest average broadband speeds of the APAC countries. While 
some APAC countries are very different to Australia, Thailand has over 11.5 million fixed broadband 
subscribers  and an average speed that is more than 3 times faster than Australia and at a price that is 25

nearly a third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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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22년 1분기 USD 기준 20GB 선불 데이터의 가장 저렴한 가격(출처: RIS)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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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22년 2월 평균 광대역 다운로드 속도(Mbps)(출처: Ookl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IT.NET.BBND?locations=T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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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MNO는 이미 후불 상품의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 및 TGP 텔레
콤(TGP Telecom)의 모든 SIM 전용 계약은 무제한 국내 통화 및 SMS를 제공한다. SIM 전용 계약의 경우, GB당 가격은 
AUS0.13에서 AUS2.25까지 다양하다. 옵터스와 TGP 텔레콤은 텔스트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시장에서 특히 특이한 점은 최저 비용 계약과 보다 고가의 계약 사이의 가치 차이이다. 호주에서 제공되는 가장 저렴한 SIM 전
용 계약은 보다폰(Vodafone)의 40GB 상품으로 가격은 AUS40이다. 그러나 AUS45가격에 두 배의 데이터인 80GB을 제
공하는 상품 패키지도 있다. 80GB와 300GB 상품의 가격 차이는 단지 AUS15에 불과한데, 이는 수요 증가가 사업자의 주요 
관심사가 아님을 시사한다.  

선불 가격제는 또한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채택을 나타낸다. 옵터스의 모든 그리고 TPG 텔레콤의 대부분의 선불 데이
터 번들 상품은 무제한 SMS와 통화 시간을 제공한다. 선불 가격제와 후불 가격제의 GB당 가격 차이는 매우 크다. 완전한 데
이터 중심의 모델에서는 선불 및 후불 데이터의 가격이 비슷할 것이다. 디지털 통신 회사에게 선불제는 은행에 즉시 입금되는 
돈을 의미한다.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후불 결제는 고객이 의무로 묶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이탈에 대해 많은 보호를 제공하
지 못한다.  

추세는 다음의 주요 2개 고객 그룹을 향하게 될 것이다: 고품질 비디오 또는 증강 현실을 스트리밍하는 고객층 및 낮은 대역폭 
요구사항으로 일반 인터넷만 사용하는 고객층. 상품 차별화 요인은 속도와 대기 시간이 될 것이다.  

표 9: 2022년 1분기 호주의 SIM 전용 후불 제품

MNO Sim 전용 상품 구독료(단위: 
A$)

번들 데이
터 GB 속도 무제한 저속 

데이터
무제한 음성
및 SMS

일반 데이터 
GB당 가격

(A$)

Telstra

40GB 55 40 4G LTE Yes 1.38

80GB 65 80 5G Yes 0.81

120GB 85 120 5G Yes 0.71

180GB 115 180 5G Yes 0.64

Optus

200GB 65 200 5G Yes Yes 0.33

500GB 115 500 5G Yes Yes 0.23

500GB 12개월 스
페셜 65 500 5G Yes Yes 0.13

240GB 85 240 5G Yes Yes 0.35

20GB 45 20 5G Yes Yes 2.25

80GB 55 80 5G Yes Yes 0.69

TGP 
Telecom

40GB 40 40 5G Yes Yes 1.00

80GB 45 80 5G Yes Yes 0.56

200GB 50 200 5G Yes Yes 0.25

300GB 60 300 5G Yes Yes 0.20

unlimited 65 무제한* 5G Yes 0.13

출처 MNO 웹사이트, * GB당 가격 산정 시 500GB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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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옵터스(Optus)와 텔스트라(Telstra)의 CEO는 높은 연결 비용에 대해 NBN 가격제를 비난했다.  호주 경쟁소비자26

위원회(ACCC)는 NBN 가격제에 대해 조사했지만, 2020년 말에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NBN 가격제에 대해 조27

사하지 않기도 했다는 것은 사업자들이 호주의 부진한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OTT에 집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현재 도매 부문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통신사의 마진을 압박하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복
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도매 가격제  를 적용한다. 호주는 가격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 면에서 거의 모든 비교 가능한 APAC 28

국가보다 뒤쳐져 있다. NBN은 통신사들이 불평하는 열악한 경제성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는 도매 경쟁
의 부족과 잘못된 규제 개입이다.c

표 10: 2022년 1분기 호주의 선불 데이터 상품

MNO 상품 일회성 가
격 유효일 번들 데이터 

GB 음성 무제한 SMS 무제
한

GB 당 가격
(A$)

Optus 
(Singtel)

선불 35GB 30 28 35 O O 0.86

선불 45GB 40 28 45 O O 0.89

선불 50GB 45 28 50 O O 0.90

선불 55GB 50 28 55 O O 0.91

선불 65GB 60 28 65 O O 0.92

Telstra 1주 2GB 10 7 2 O O 5.00

14일 동안 5GB 20 14 5 4.00

28일 동안 12GB 30 28 12 2.50

28일 동안 35GB 50 28 35 1.43

TPG 
Telecom

1개월 2GB 15 30 2 7.50

1주 4GB 10 7 4 O O 2.50

1개월 7GB 30 30 7 4.29

14일 동안 8GB 20 14 8 O O 2.50

28일 10GB 30 28 10 O O 3.00

1개월14GB 45 30 14 3.21

1개월 20GB 40 30 20 O O 2.00

1개월 30GB 50 30 30 O O 1.67

1개월 45GB 60 30 45 O O 1.33

출처 MNO 웹사이트 

 예시 참고: https://www.zdnet.com/article/telstra-blames-nbn-for-h1-profit-plummeting-by-au500-million/26

 https://www.accc.gov.au/system/files/27

Inquiries%20into%20NBN%20access%20pricing%20and%20wholesale%20service%20standards%20-%20Final%20report.pdf
 https://www.zdnet.com/article/nbn-pricing-remains-too-high-too-complex-and-uncertain-telstr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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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피어링 규제 
2016년에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SPNP 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피어링(peering)과 IP 트랜짓(IP transit)29

의 전통적인 조합을 폐기하여 IP 트랜짓 시스템만을 채택하고, ISP는 결제 없는 옵션(즉, 피어링) 대신에 트래픽 전송에 대해 
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서 결제가 불필요한 피어링이 사라지게 되었다.  소규모 30

ISP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2019년에 이를 수정하여 이미 상업적으로 존재하는 이전의 약정에 더 가까워지도록 했
고, 이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 비율이 두 ISP 간의 트래픽 불균형 계수 1.8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ISP에 더 많은 트래픽을 보
내는 ISP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비율이 1.8 미만인 경우, 표준 피어링 약정이 가능했다. 31

한국에서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광대역(모바일 및 무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상장사
이고, 재벌 제도의 일부이다(재벌은 가족 소유의 기업체로 정치 엘리트 계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7년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SPNP 규칙에 따라 KT가 전송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
데,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로부터 수신한 트래픽의 1.8배를 초과하여 트래픽을 전송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32

KT는 이 요금 중 일부를 페이스북(Facebook)에 전가하려 했는데, KT가 페이스북 트래픽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송했기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KT와 페이스북 간의 협상이 결렬된 뒤에 페이스북이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KT와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연결경로 위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
졌고, 트래픽 라우팅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US$ 321,000)의 벌금
을 부과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페이스북 편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사건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한33 34

국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KT의 사례는 SPNP 제도의 반인센티브적 특성을 보여준다. 콘텐츠 제공자는 국내 ISP와 트래픽 교환을 위한 연결 지점을 구
축하기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콘텐츠 제공자가 국내 ISP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에 처하게 된다면, 콘텐츠 제공자는 최종  소비자에 더 가까운 연결 지점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세계의 나머지 국
가들은 콘텐츠 캐시가 최종 소비자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이 ISP에게 비
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최종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상호 연결 지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대신, 교환이 해외
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잠재적으로 대기 시간 증가와 ISP의 비용을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2는 SPNP 제도에 내재
된 반인센티브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글로벌 모범 관행과 한국의 비교

MSIT Intervention Global best practice 

2016 발신자지불방식(SPNP) 규칙 도입. ISP는 트래픽 전송을 위해 서로 비용을 지
불해야 함(즉, IP 트랜짓만 적용).

트래픽 교환을 위해 피어링과 IP 트랜짓을 결
합

2019 IP 트랜짓 지불 기준점으로 1.8 비율 도입. 정해진 비율 내인 경우, 피어링이 다
시 도입됨.

네트워크 간 상업적 계약

2020 CP가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함(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수수
료 지불 가능성 포함).

CP, ISP 및 백본 제공자 간의 상업적 계약

 http://opennetkorea.org/en/wp/3122?ckattempt=129

 https://www.internetsociety.org/wp-content/uploads/2021/06/Internet-Peering-in-Asia-Pacific-EN.pdf 30

 https://english.etnews.com/20191223200001 31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827000844 32

 https://epicenter.works/sites/default/files/background_southkoreaspnp.pdf 33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3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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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ISP는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의 캐시를 호스팅하면 좋다. 즉, 다른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
에 노출되지 않고(시나리오 1), 높은 IP 트랜짓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시나리오 2). CP는 소규모 ISP의 네트워크
에 캐시를 배치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꺼린다. 소규모 ISP에 연결된 보다 대규모의 ISP가 캐시를 호스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ISP는 소규모 ISP에 지불해야 하는 SPNP 비용을 CP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면 캐시를 호스팅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 결과, 일부 CP는 한국 환경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캐시를 한국 밖에서만 호스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IXP에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ISP들은 수수료 요구의 정당성이 35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옵션을 거부한다는 보고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2020년에 모든 CP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TBA) 시행령을 통과시
켰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부가통신사업자(CP 등)는 '서비스 안정성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 이는 하루 사용자가 10036

만 명 이상이고 한국에서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1%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 이 시행령은 본질적으37

로 콘텐츠 제공자, 특히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대규모 콘텐츠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법(Netflix 
Law)"이라고 불린다. 언론은 이 시행령이 따라, CP가 ISP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

그림  12: 캐시 호스팅에 대한 인센티브

 Analysys Mason, 15페이지, https://www.analysysmason.com/contentassets/f0a00cc9ba3946bdb5e0be2f46396f04/analysys-35

mason—ip-interconnection-white-paper-210520.pdf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31614호, 2021년 4월 6일, 제 30-8조 36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0/09/10/business/industry/Netflix-Naver-Kakao/20200910194700425.html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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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행령 어디에서도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CP는 데이터 양 증가가 예상되면 미
리 서비스 안정성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 :  38

• 콘텐츠 전송 최적화(예: 적절한 비디오 인코딩 기술 사용) 
• 서버 용량 증대 
• 콘텐츠 전달을 위한 최적의 경로 계획 
• 원활한 인터넷 연결 보장(네트워크에 수요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있다는 가정) 
• 트래픽 증가에 대해 ISP에 협의 및 사전 통지함. 

현재 네트워크 사용료 지불을 다루는 여러 법안이 회람되고 있다. 향후 CP가 일종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료가 어떻게 산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시행령은 라스트 마일(last mile) 네트워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CP에게 넘긴다. 이에 대해서, Mozilla  는 "전 세39

계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반하여, 이 개정법은 ISP 대신 웹 사이트가 웹사이트 오픈 지연이나 다운로드 속도 저하와 같은 기
술적인 문제없이 사용자들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Netflix)가 제작한 오징어게임의 대성공 후, ISP인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리스에게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 비용을 분
담하라고 하면서 미화 2,300만 달러를 요구했다 .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한 로컬 캐시를 호스팅했고, 캐시에서 40

증가된 트래픽에 대해서 소규모 ISP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
(K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법에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방송
통신위원회(KCC)의 중재심리를 파기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넷플리스가 네트워크 41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42

있다고 판단하여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정확한 비용은 상업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현재 항소 43

중이며, 2022년 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서비스 안정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준(threshold)이 자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
체 네트워크 트래픽의 3% 또는 5%가 아닌 1%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2020년 9월 이전에는 국내 콘텐츠 제
공업체들만이 대역폭에 대해 로컬 ISP에 연간 미화 5,600만~8,000만 달러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했었다.   2020년 시44

행령은 이 기준을 모든 콘텐츠 제공자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들이 네트워크 사용료에 관련하여 부당하게 차별받
았다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불만에 호응했다.  

표 12: 10GigE IP 트랜짓에 대한 Mbps당 가중치 중앙값

Q3 
2019

Q4 
2019

Q1 
2020

Q2 
2020

Q3 
2020

Q4 
2020

Q1 
2021

Q2 
2021

Q3 
2021

서울 3.5 4.12 4.12 3.71 3.71 3.3 3.27 2.33 2.27

도쿄 1.62 1.48 1.49 1.44 1.44 1.39 1.39 1.05 1.04

홍콩 1 1.21 1.21 1.04 1.05 1 0.98 0.93 0.92

싱가포르 1 0.9 0.9 0.8 0.8 0.8 0.8 0.73 0.73

로스앤젤레스 0.4 0.38 0.39 0.35 0.35 0.3 0.3 0.28 0.29

프랑크푸르트 0.26 0.25 0.25 0.22 0.23 0.24 0.24 0.24 0.24

출처 Korea Internet Business Association: http://www.kinternet.org/
cfile1/00fa2721-4ef4-4bac-a740-3b3aab796387.pdf)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614호, 2021년 4월 6일, 제 30-8조38

 https://blog.mozilla.org/netpolicy/files/2020/10/Mozilla-South-Korea-Network-Stability-Law-Letter.pdf3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0-25/netflix-pushes-back-against-squid-game-juiced-korea-usage-fees 40

 https://chambers.com/articles/korean-court-ruling-over-a-network-usage-fee-dispute-between-netflix-and-sk-broadband41

 https://www.koreatechtoday.com/netflix-files-civil-lawsuit-against-sk-broadband-over-network-fees/42

 https://www.bnnbloomberg.ca/netflix-pushes-back-against-squid-game-juiced-korea-usage-fees-1.167125543

 https://www.econotimes.com/Naver-Kakao-seek-network-usage-fees-from-Netflix-16197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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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CP는 로컬 캐시 호스팅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계 다른 지역의 경우, 이
는 상업적으로 협상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로컬 캐시 호스팅 비용은 ISP와 CP 간에 분담된다. 한국에서는 CP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CP가 한국 내 호스팅 인프라 비용 지불을 거부하면, 행정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45

SPNP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캐시 철수 및 해외 CP로의 확대 등을 채택한 결과는 부정정이었
다. 상업 체제 하에서는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면 상업적 솔루션을 찾아서 해결해 왔다. 이는 매우 성공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높은 수준의 이중성 및 낮은 비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SPNP 접근 방식은 이러한 유연성을 제거하고, 오히려 더 높은 가46

격, 더 긴 대기 시간 및 높은 규제 비용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일한 중립 인터넷 거래소인 케이아이엔엑스(Korea 
Internet Neutral Exchange, KINX)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내 전송 가격은 국제 전송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47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서울에서의 국제 전송 가격(표 12)도 이미 이 지역 다른 도시
들에 비해 높다. 

한국의 SPNP 제도는 투자를 촉진하고 최종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구독료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시간이 길거지고, 사용자 경험은 악화될 것이다. 콘텐
츠 옵션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더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48

SPNP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대된다면 복잡한 글로벌 지불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인데, 규제 비용이 증가하고 공정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높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
례는 SPNP 제도가 의도한 목표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고(CDN의 수가 늘기보다 
줄어듬),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CDN 수 감소의 결과),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49

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대응은 추가 규정을 도입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인데, 이는 과기부의 의도된 목표
를 고려할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https://blog.mozilla.org/netpolicy/files/2020/10/Mozilla-South-Korea-Network-Stability-Law-Letter.pdf, 2 페이지45

 https://blog.mozilla.org/netpolicy/files/2020/10/Mozilla-South-Korea-Network-Stability-Law-Letter.pdf46

 https://35v.peeringasia.com/files/Internet.Regulation.in.Korea.pdf47

 WIK Consult 2022년, https://www.wik.org/en/veroeffentlichungen/studien/weitere-seiten/transit-and-peering-markets, 38 페이지48

 2021년 11월에 넷플릭스(Netflix)는 프리미엄 패키지 가격을 17.2%, 표준 요금제 가격을 12.5% 인상했다(https://en.yna.co.kr/view/49

AEN20211119002500320). 넷플릭스는 몇 달 후인 2022년 1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표준 요금제 가격을 11% 인상했다. (https://9to5mac.com/
2022/01/14/netflix-now-up-to-4x-apple-tv-per-month/).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가격 인상이 네트워크 사용료 분쟁과 관련이 없으며, 콘텐츠에 대
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1&no=1082220). 하지만 사업비 상승은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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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신사 사업 모델은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콘텐츠 성장은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를 장려한다. 연결성이 확
대되고 더 많은 콘텐츠가 제공되면, 모든 참가자가 혜택을 얻는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통신사들은 광대역 연결성에 대한 수요로 인해 평균 이상의 EBITDA 마진을 기록하고 있다. 광대역 연결성에 대한 수요는 처
음에는 페이스북(Facebook), 위챗(WeChat),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되
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품질 스트리밍과 게임 부문에 의해 수요 증대가 주도될 것이다.  

호주 정부는 현재 도매 유선 서비스 부문의 9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호주는 통신사의 마진을 압박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
시키는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도매 가격제를 적용했다. 호주는 가격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 면에서 거의 모든 비교 가능한 
APAC 국가보다 뒤쳐져 있다. NBN은 통신사들이 불평하는 열악한 경제성의 가장 큰 원인이다. 도매 경쟁의 부족과 잘못된 규
제적 개입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SPNP 제도는 투자를 촉진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초
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사용자 경험은 악화될 것이다. 소비
자들은 콘첸츠 옵션이 줄어든 상황에서, 더 악화된 서비스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SPNP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 최종 사용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글로벌 지불 체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규제 
비용의 증가와 공정한 경쟁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SPNP 제도가 
의도한 목표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대응은 추가 규정을 도입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이었는데, 이는 과기부의 의도된 목표를 고려할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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