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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트래픽의 성격은 최근에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인터넷 트래픽에서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동영상 트래픽은 트래픽의 패턴을 전통적인 쌍방향 통신에서 일방향 콘텐츠 전송으로 변화시키기 때

문에 현행 정액제 중심의 인터넷망  요금구조는 이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

장 큰 이유는 트래픽(비용발생의 주요동인)과 수입간의  불연속이 있기 때문이다. 트래픽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

고 다 예측하고 있지만 트래픽을 전송하는 망 제공자의 수입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

는 예상되는 트래픽 성장을 감당하고 현행 수익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가용 

네트워크 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다 큰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한 유인제도

와 가격신호를 반영하는 대안을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바람직한 망이용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traffic was dramatically changed recently. Especially, the ratio of video traffic in 
internet network is highly increased. Because the video traffic changes the traditional interactive traffic transport into 
one way contents delivery, internet network pricing structure is not efficient to reflect this change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se is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cost and revenue of the internet traffic. Although the internet traffic is 
forecasted to grow highly, the revenue of network provider is not expected to increase as such.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various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resent business model and to accommodate  traffic growth. Then, the 
desirable options is proposed to  invoke the innovation and to reflect the price signal according to some criteria.  

키워드 : 컨텐츠 제공자, 인터넷 트래픽, 인터넷 가치사슬, 양면시장

Key word : contents provider, Internet traffic,  Internet value chain, two-sid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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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트래픽의 성격은 최근에 극적으로 변화했으

며 특히 인터넷 트래픽에서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동영상 스트리밍은 트래픽의 

패턴을 전통적인 쌍방향 통신에서 일방향 콘텐츠 전송

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현행 정액제 중심의 인터넷망 

요금구조는 이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래픽(비용발

생의 주요동인)과 수입간의 불연속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

안들을 검토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가용 네트워크 용량

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보다 큰 혁신을 촉발시키기 위한 유인제도와 가격

신호에 대해 분석한다.

Ⅱ. 문제의 인식

2.1. 인터넷 가치사슬상의 수익구조 왜곡

2.1.1. 인터넷 가치사슬별 수익성 변화

트래픽 량과 수입 사이에 불균형으로 인해 인터넷 가

치사슬 업체들 간 자본 수익성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
를 들면, 지배적 통신망 사업자는 약 12%, 검색, 게임, 
갬블링,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분야는 20~ 
30%의 수익성을 얻는다. 결국 온라인 서비스 수익은 인

터넷 접속제공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림 1. 인터넷 가치사슬별 수익성 변화

Fig. 1 The change of revenue for internet value chain

2.1.2. 인터넷의 양면시장 구조적 특성

인터넷은 마치 대규모의 잠재적인 고객과 연결을 원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를 마음껏 선택하

기를 원하는 최종이용자를 연결하는 통신플랫폼과 같

다.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양면시장 효과로 

본다. 인터넷은 두 개의 그룹을 함께 연결하는 플랫폼

이며, 이 플랫폼 하에서 두 그룹은 수요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제공자는 두 그룹

의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가격을 설정하거나 기타 가

입자 확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1-3].

그림 2. 인터넷의 양면구조적 특성

Fig. 2 The two-sided structures of Internet 

위의 그림 2에서 ISP의 양측 시장은 컨텐츠 제공과 인

터넷 접속제공 시장이다. ISP에 직접 접속된 컨텐츠 제공

사업자는 접속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이지만 직접 접속되

지 않고 다른 ISP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속된 컨텐츠 제공

자는 현재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2.2. 인터넷 수용을 위한 성능개선의 한계

최선형 서비스(best effort) 모델 하에서는 다양한 유

형의 트래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따라서 응용서비스

의 특수한 요구사항(예로 양방향 지연(round-trip delay), 
지터(jitter), 에러율)을 반영하지 못한다. 

A.T. Kearney analysis(2011) 분석1)에 의하면 향후 5
년 후의 유럽의 인터넷 트래픽은 고정망과 무선망에서 

각각 연평균 35%, 107%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 가까

운 미래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변화를 오게 

하는 몇 가지 트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첫째, 비디오 영상물의 증가는 고객 1인당 트래픽 사

용량을 증가시킨다. 시스코에 따르면, 2010년 10월 월 

1)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대안은 대부분 이들 연구를 기초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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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초고속 인터넷 접속 트래픽은 과거 11.4GB에서 

14.9GB로 31% 증가했다. 과거의 트래픽 증가는 주로 

고객 수가 증가해서 발생한 것과는 대비된다[5].
둘째, 인터넷 트래픽은 전체 통신트래픽의 상당한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망사업자가 전송하는 전체 

트래픽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전례에 보기 드문 성

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현재의 인터넷은 소수대 다수의 컨텐츠 분배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불과 몇 개의 사이트가 전체 트

래픽의 많은 비중을 발생시키고 있다.2) 
이러한 인터넷 트래픽 분포와 흐름의 특성 때문에 네

트워크 제공자는 다양한 네트워크 성능 요구를 가진 이

질적인 트래픽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3) 

2.3. 인터넷 신규망 투자유인 감소

시장의 양측에 대한 가격책정이 네트워크 사용량과

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사용 대가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

한 근본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가격신호

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최종사용자와 온라인 서비스제

공자는 수요를 관리하거나 그들이 보내거나 받는 트래

픽을 조절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영상

물 서비스가 요구하는 용량수요에 직면했을 때는 심각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트래픽을 제한할 

유인이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본망 비용

에 대해서만 지불하며 접속망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

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비용과 트래픽이 연계되지 않

으면 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혼

잡기에는 현재의 최선형 모델하에서 적절한 가격신호

가 없다면 네트워크 전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가치

사슬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며 사용량은 많으나 

가치가 낮은 트래픽이 가치가 높은 중요한 트래픽을 구

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4. 망중립성 논쟁 가열

망중립성 논쟁은 결국 인터넷과 함께 고속 성장한 

CP와 새로운 망운영 기술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강화하

려는 ISP 간의 관계 재설정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재 망중립성 논의가 보다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론자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과 이슈들을 새로

운 인터넷 환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망중립성 논의와 관련하여 

실제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크

게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
첫째는, 개방주의자(openists) 입장으로서, 인터넷 트

래픽 차별 행위 자체에 반대하며 인터넷이 기존의 최선

형(best effort) 전송정책과 개방성을 그대로 유지할 때 

콘텐츠/애플리케이션 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 극대화

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비차별주의자(nondiscriminationists) 입장으

로서, 차별화의 효용을 인정하여 트래픽 차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공정경

쟁 및 혁신을 저해하는 부당한 종류의 차별에 대해 경

고하고 반대한다.
셋째는, 탈규제주의자(deregulationists) 입장으로서, 

인터넷이 더욱 지능적인 망으로 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ISP의 전송 차별을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인터넷

망의 고도화와 혁신적 품질보장형 애플리케이션의 활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중립성 논의는 관련 사업자간 문제가 상호 계약과 

합의에 의해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분쟁과 이

에 따른 망 고도화 투자 지연, 소비자 선택권 저해 등의 

문제들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7].

Ⅲ.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대안과 

평가기준의 도출

3.1.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대안

3.1.1. 대안 1 : 소매요금구조의 변경

현재의 수익모델을 유지하며 사용자당 평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매 요금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추가

2) 이 당시에 대표적인 서비스는 웹검색, 이메일, 파일공유 등에 한정되었다. 이들 서비스는 지연에 둔감(delay tolerant)하고 네트워

크 성능이 변화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3) 네트워크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간 트래픽 교환의 비대칭성은 1:10, 심하게는 1: 2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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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입을 올린다. 이 대안은 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

록 현재의 소매요금을 상향 조절하거나 사용량, 트래픽 

유형이나 사용시간대 등에 따른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

하는 것이다. 여기서 CP는 컨텐츠 제공자를 ISP_C는 

컨텐츠 제공자가 접속하고 있는 ISP, ISP_U는 인터넷 

최종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ISP를 나타낸다. IBP는 인

터넷 백본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림 3. 대안 1
Fig. 3 Option 1

이러한 대안을 실현시키는 가장 단순한 접근법은 전

반적으로 소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

은 사용량과 지불요금을 연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유선 광대역망을 사용해서 영화를 하루에 12시
간동안 다운로드 하는 이용자랑 기본적인 웹검색이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이용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기 때

문이다.

3.1.2. 대안 2 : 모든 트래픽에 대해 사용량 기반 요금

책정

대안2는 사용자가 보내는 트래픽 총량과 피크트래픽

에 기반하여 트래픽송신자가 지불해야 할 데이터 요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이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망 투자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안에서는 트래픽 송신자(망제공자와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트래픽 착신망 사업자에게 트래픽 양에 

기반하여 지불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로 보낸 트래픽에 대해 지불하며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접속망 사업자에게로 돌아간다. 실제 과금의 수준이 트

래픽 사용량 기반인지 혹은 피크사용량 기반인지 등 어

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긴 어렵다. 실제적으

로 요금산정은 착신트래픽에 대해 과금하는 접속망 사

업자부터 시작하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온라인 서비

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규

모 네트워크가 트래픽을 부당하게 착신하지 못하는 장

치가 필요하다. 
이 대안의 중요한 특성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보

내는 트래픽량에 기반하여 현행보다 많이 지불하는 것

이며, 이는 상당히 트래픽을 최적으로 보내는데 명확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이다.

그림 4. 대안 2
Fig. 4 Option 2

3.1.3. 대안 3 : 공중인터넷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대안 3은 인터넷상에서 고도 트래픽 전송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전송품질에 따른 프리미엄 요금을 부

과한다. 최선노력형 트래픽 전송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요금은 없지만 망제공자는 프리

미엄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요금을 부과한다. 이는 서

로 다른 유형의 트래픽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한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프리미엄 서비스 전송에 대

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며, 인터넷망 제공자는 그림 

5의 가치사슬망에 있는 타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프

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다.[4] 

그림 5. 대안 3
Fig. 5 Option 3

3.1.4. 대안 4 : 쌍무계약에 기반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대안 4는 쌍무적인 협약에 의해 망제공자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신규서비스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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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인식 평가기준설정 점검포인트
대안평가 

기준

인터넷 

가치사슬상의 

수익구조왜곡

대안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

시키는가?
경제적 

효율성

인터넷 수용을 

위한 성능개선의 

한계

최종사용자의 행위(사용량 증

가/감소와 보급률 증가/감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인터넷 

가치사슬 

영향

인터넷 신규망 

투자유인 감소

네트워크 가용용량을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유인을 제공하

는가?

망용량 

사용 

효율성

망중립성 논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행위

(진입장벽 증가/감소, 혁신, 컨
텐츠 접속가능성 이나 요금 과

다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인터넷 

가치사슬 

영향

인터넷 가치사슬을 개방적이

고 경쟁적으로 유지하는가?

실행상 문제가 없는가? 실현 

가능성

네 번째 대안은 고품질 서비스를 인터넷 접속사업자부

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접속망에서 전

송을 향상시키고 차별화하는데 쌍무적인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품질 서비스는 망제공사업

자의 제공서비스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지역적 수요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화될 수 있다. 이들 서비

스에는 IPTV와 VoD 서비스와 같은 배타적인 컨텐츠나 

최종사용자에게 대중적 컨텐츠를 빠르게 전송하는 서

비스 등이 포함된다.(그림 6 참조)[5]

 

그림 6. 대안4
Fig. 6 Option 4

3.2. 평가기준의 도출

각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앞에서 인식한 4가
지의 문제점으로부터 표 1과 같이 대안의 실현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네트워크 용량사용 효율성, 인터넷 가

치사슬 영향 등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표 1. 대안평가기준의 도출

Table. 1 The criteria for options valuation

Ⅳ. 망이용대가 산정대안 평가  

4.1. 대안 1의 평가

4.1.1. 경제적 효율성과 네트워크 용량사용 효율성

이 대안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면, 향후 유선망 투자

비용 회수에 필요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유선망 접속요

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럽 EC(2010)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여 투자한 것을 회

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까지 월 평균 6유로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7]. SPC Network 
(2008)에 따르면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0.43으로 둘 경우 5년후의 가입자 감소는 5%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12] 한편, 요금인상으로 광대

역 망 이용을 줄이게 되면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필요를 

늦추게 할 수도 있다. 가격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이용자

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8-10].
   

4.1.2. 인터넷 가치사슬 영향

이 대안은 최종이용자가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모델을 유지한다. 보다 유연하게 요금체계가 설계

되면 트래픽 소비가 적은 사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을, 
트래픽 소비가 많은 사용자에게는 비싼 요금을 부과하

되 덜 혼잡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두 이용자 

그룹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

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소매요금에서 트래픽 기반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최종이용자에게도 가격신호를 제공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데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으며 단지 최종이용자간 

비용의 보다 공평한 배분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 대안이 실행되면, 평균 소매요금 증가로 인해 보

급률이나 사용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광대역망의 보편적 접속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잠재적 시장의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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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점하지 못하며 잠재적 고객과 수입을 상실할 수 

있다. 차별화되고 소규모 사용자용 요금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요금에 민감한 고객을 

끌기 위해 보다 낮은 대역폭의 서비스 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광대역을 요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출시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이점 또한 있을 수

는 있다.

4.1.3. 실행상 문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별로 변동이 없다. 모든 트래

픽은 최선의 노력 전송모델(best effort model)을 따른

다. 가장 큰 문제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하에서 평균요

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사용량 기반의 요금제도의 경우 

최종이용자가 종종 그들이 다운로드하는 실제 트래픽

을 감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된다. 소프프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비디오의 압

축이나 암호화 기술은 트래픽 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

수이긴 하지만 최종이용자한데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가격신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용자에게는 트래픽 

소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적절한 메카니즘이 없다면 

이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종이용자가 

요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받는 트래픽에 대

해 과금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로서 팝업이나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4.2. 대안2의 평가

4.2.1. 경제적 효율성과 네트워크 용량사용 효율성

유럽의 A.T. Kearney(2011)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유선망은 GB당 0.05유로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대용량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

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GB당 0.03~0.11 유로가 추가적

으로 부담시키게 된다. 한편 3G와 LTE를 공용으로 제

공하는 이동망의 경우는 GB당 3.03유로를 받아야 한다

고 보고 있다[5].
이러한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

안은 현재 방송사들이 컨텐츠 전송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Arbor Networks(2010)과 

Scott Clealand(2008)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방송사

업자는 수입의 10% 정도를 컨텐츠 전송에 지불하고 있

다[6][11]. 이 대안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는 이들보다 적은 요금을 지불하는 셈이 되지

만 현행보다는 몇 배 더 내게 된다. 
구글의 예에서 수입은 분명히 검색과 유투브를 합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료 영상사이트는 컨텐츠 전송요

금이 부과되면 트래픽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송할 강한 

유인(고성능 압축기술)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인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지나쳐(하드웨어, 저장장치, 
데이터 센터비용 등에 추가비용 발생으로) 가용 컨텐츠

를 줄이거나 최종이용자로부터 수입을 늘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네트워크 사용을 기

꺼이 컨텐츠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용자들의 트래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트래픽에 대해 보다 높은 요

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투명성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동망 사업자의 경우 발생비용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소매요금 인상을 통해 최종이용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

다. 이 방안은 대안 1과 대안 2를 혼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트래픽을 보내거나 업로딩하는 

소비자에게 트래픽 전송비용이 적용된다면 불법적으

로 배포되거나 무료로 공유되는 컨텐츠는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합법적으로 배포되는 서비스는 추

가적으로 지불하고는 남는 수익의 상승을 누리게 될 것

이다.

4.2.2. 인터넷 가치사슬 영향

대안 2의 주요한 편익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확한 신호를 주어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트래픽에 대

해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는 그들이 보내는 트래픽의 가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최종이용자나 광고주가 충분히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

문에 그들의 수입이 증가된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고 본다면, 기꺼이 전송하려고 할 것이다. 이 대안은 망

제공자 수입과 전송트래픽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주며, 
미래에 트래픽이 어떻게 증가하는가에 상관없이 장기

적으로 안정적이 될 것이다.
개인 블로거를 운영하거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

해 사업을 하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A.T. Kearney 
(2011)는 60G 트래픽 비용의 회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비가 매월 3 유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비용은 매월 10 유로를 지불하는 웹호스팅 서비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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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다.[5]  따라서 이 대안은 정보의 흐름이나 상거래

에 전혀 위협을 주지 않으며 인터넷 가치사슬상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 참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최종이용자 소매요금을 적정하게 인하하고 망투자를 

적정하게 할 수 있어 양면시장하에서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다. 대안 1과는 달리, 최종사용자

는 트래픽관련 요금이나 사용량 상한 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

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용자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강한 마켓 프랜차이

즈를 갖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그들의 컨텐츠

나 서비스 제공을 기피함으로써 사용량 기반의 요금책

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경우, 경쟁당

국은 이것이 합법적인 협약인지 부당한 담합인지를 검

토해야 될 수 있다. 망제공자가 과다하게 요금을 부과

할 가능성은 적다. 왜냐하면 망제공자는 현재에도 피어

링 협약 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이 경쟁

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대안은 전송되는 트래픽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립함으로써, 가치사슬상 누구에게도 수입증

가 없이 망을 혼잡하게 하는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 해
적판 컨텐츠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며 가치사슬 안에 

있는 컨텐츠 제공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결국, 이 대안은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며 가용용량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4.2.3. 실행상 문제

이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트래픽 전송에 대해 과금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사업

자는 망사업자간 컨텐츠 접속 차단 등의 방법으로 차별

함으로써 높은 트래픽 사용요금을 가진 망제공자를 이

탈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망 가용용량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

명한 요금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에 있는 모든 접속망 사업자가 유사한 과

금제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불하도록 해야 하며, 
인상된 지불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개선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광고비 인상이

나 가입자 인상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모든 망제공자가 국가 전체적, 지역적, 인터넷 전역

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실

제 요금수준은 네트워크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건
전한 시장경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협상안을 도출하

고 규제기관이 공익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만족해 하는

데는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

성은 인터넷의 다른 측면에서 흔히 있는 노력이다. 예
를 들면 기술적 표준, 상호운용성, 번호계획 등이다.

트래픽 전송의 또 다른 기술적 측면은 현재의 최선의 

노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 따라 여전히 남아 있

다. 트래픽 유형이나 종착지에 따른 트래픽의 서열화가 

없다는 것이다.

4.3. 대안 3의 평가

4.3.1. 경제적 효율성과 네트워크 용량사용 효율성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가치는 향후 최선노력형 전송

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망혼잡이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수입 감

소를 초래한다면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

하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주 

전송이 끊어진다면 VoD 서비스 제공자는 기꺼이 보장

된 서비스 품질에 대해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A.K. 
Kearney(2011)의 추정에 의하면 유럽의 고도서비스 시

장은 향후 5년 이내에 420억 유로가 될 이 중에서 10%
정도는 인터넷 전송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5].

4.3.2. 인터넷 가치사슬 영향

이 대안은 한번 설정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제공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옵션은 

표준에 기초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의 최선노력형 

모델하에서는 제공되지 못하는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를 출시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도 HD, 3D 주문형 영화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 대안은 기존의 최선노력형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이기 때문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계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대안은 또한 광대역 상업용서비스의 제공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1 : 1~10 Jan. 2014

8

으로 망이 혼잡해질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끊김 현상이 

없이 기존의 무료 컨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도 있다.

4.3.3. 실행상 문제

이 대안은 전송매체로서 공중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써 가치사슬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전송표준에 대

해 합의하고 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표준

이 정의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망제공사업자가 합

의해야 한다. 물론 실제적인 트래픽 교환을 위한 상업

적 협약은 현재의 트랜짓이나 피어링과 유사하게 쌍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긴 할 것이다. 도매과금협정의 설

정 또한 필요할 것이며, 이동망은 기존 3G망에서 고도

서비스를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대안을 실현할 기술은 현재 개발되어 있다. 그러

나 문제는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찾는 것이며 상호연동협정을 맺고 프리미엄 요금을 정

당화하기 위해 전체 네트워크가 일관되게 기능을 수행

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중서비스 수준은 이

미 현재 인터넷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으며, 실제 과

제는 품질수준을 정하고 필요한 시험과 네트워크 동기

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다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의 가치는 현재 최선노력

형 모델에 비해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가에 좌우된다. 
망제공자가 고도서비스 제공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노력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릴 유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현재의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을 고려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4.4. 대안 4의 평가

4.4.1. 경제적 효율성과 네트워크 용량사용 효율성

이 대안은 망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적이나 사업기준을 조율할 필요 없이 신규 온라인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할 혁신적인 서비스를 재빠르

게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대안 3에서 요구하는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망제공사업자는 혁신적인 서

비스를 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부가가치

를 창출하며 더 큰 혁신과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최근 컨텐츠 전송을 향상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접속망을 통해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CDN 서비스 제공자가 급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속망은 애로사항이 아니었지만 광대

역 서비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에 와서는 보다 

중요한 필수설비가 되었다. 이 대안은 망제공사업자의  

접속망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이미 현재 이러한 고도서

비스의 제공사례는 존재하고 있다.
∙BT의 컨텐츠 연결(Content Connect): BT가 최근에 

출시한 것으로 영상물 컨텐츠 제공자를 겨냥한 것으

로 이들로 하여금 최종사용자에게 보다 가까이 캐쉬

를 갖게 해 준다. 이로 인해 전송품질이 좋아지며 최

종이용자는 혼잡을 회피할 수 있다. 
∙Telstra: 자사의 망에 특정 컨텐츠(You Tube)를 위치

시키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며 이 컨텐츠에 접속하는 

것은 최종사용자의 다운로드 제약에 포함되지 않는

다. 이 서비스는 차별화된 접속서비스 제공을 향한 

하나의 시도이다.  
∙관리된 IPTV 서비스: 대부분의 망제공자는 IPTV 서

비스를 초고속망 패키지로 결합 판매한다. 이 경우 

트래픽 서열화나 대역 예약 등을 사용하여 접속망을 

통해 전송된다.

대안 3에서 처럼 최선노력형 품질은 경쟁환경하에서 

수용가능 할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

안 4에서는 쌍무계약하에서 제공서비스를 차별화하고 

단순히 가격과 서비스 품질 이상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4.4.2. 가치사슬에의 영향

이 대안은 대안 3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자로 하여금 신규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출

시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의 비용은 여러 쌍무협약을 설정하는 관리비용이

다. 초창기에는 소규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진

입장벽이 될 수 있지만 CDN 제공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자는 보다 덜 표준적인 접근방안 때문에 소수의 

망제공자가 장기선택권과 경쟁을 제한하도록 진입장벽

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망제공자는 소

매시장에서 망과 무관한 서비스를 망관련 서비스와 결

합하여 판매할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를 차별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러한 이슈는 새로운 것도 아

니며, 기존 규제기관과 반경쟁 제도적 틀로도 시장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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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지위 남용을 에방하는데 충분하다. 예로서 최근 영

국정부의 자문서는 투명성이 유지되고 동일한 상업적 

제공이 시장참가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이용가능하기만 

하면 인터넷의 진화를 지지해 왔다. 
이 대안은 최종이용자에게는 두 가지 혜택을 가져다  

준다. 첫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둘째, 혼잡의 많은 요소가 공중인터넷에서 사라지기 때

문에 현재의 최선노력형 서비스는 혼잡 때문에 방해 받

지 않을 것이다.

4.4.3. 실행상 문제

대안 3에 비해 이 대안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용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며 상호간 쌍무협약을 바

탕으로 한다. 최선노력형 공중망 인터넷 서비스는 현재

와 같이 사용되며, 부가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소매접속망 사업자와 쌍무적 사업협약을 맺는다. 컨텐

츠 전송망은 다수의 소매접속망 사업자를 연결하여 단

대단 패키지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소
매접속망 사업자는 공중 인터넷망에서는 중요하지 않

던 QoS를 자사의 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동망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Ⅴ. 망이용대가 산정방안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은 앞

에서 제안한 모델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형이 바람직

할 수 있다.
∙대안 1은 양면시장하에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어느 대안과도 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안 2와 대안 3은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혼합 

적용된 대안하에서는 몇몇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최선노력형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지만 다른 

몇몇은 고품질 QoS 전송에 대해 프리미엄 요금을 지

불한다.
∙동일한 논리로, 대안 2와 대안 4는 보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현재의 최선노

력형 전송에 적정요금을 부과한다면 쌍무 CDN 협약

을 맺을 수 있다. 

대안 3과 대안 4는 상호간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다. 
두 대안은 모두 고품질의 트래픽 전송을 추구하나 차이

점은 협의하는 방식이 공중망인가 아니면 사설망 사용

을 통한 사적인 쌍무협약방식이냐이다. 기술적으로 이 

대안은 공존할 수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고품질 서비스

를 경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각 대안에 대하여 정책은 다를 수 있다. 대안 1에 대

해서는 초고속인터넷망 가입과 사용증대라는 정책목표

가 중요하다. 따라서 소매요금의 증가는 심각하게 검토

될 것이며 높은 요금을 감당 못하는 사용자들을 배제하

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될 것이다. 그밖에도 최종이용자

가 요청하지 않은 트래픽에 대해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적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트래픽에 기반을 두고 과금하는 대안 2는 저렴한 접

속비용을 내왔던 영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생존가

능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대안 2
를 평가할 때 시장의 양측면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스팸트래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안 3과 대안 4는 

현재에는 최선노력형 서비스만 있지만, 차별화된 서비

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잡문제 해결이나 혁신적인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대안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원칙을 손상시킨다

고 보기는 어렵다.

Ⅵ. 결  론

현재 인터넷 가격책정모델은 분명한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고 사용자 패

턴이 진화하며,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인터넷을 비효율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유지 불가능

한 것으로 만든다. 인터넷 생태시스템이 그 잠재성을 완

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투자를 유도해 인터넷이 모든 사

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의 것은 각 대안을 서로 혼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다양한 컨텐츠 접속으로 편익을 얻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의 최종사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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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으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망운영자는 이것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양측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효율

적 가격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양측이 얻는 상

대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양측 시장에게 적절한 가

격신호를 보내주어야 한다. 양면시장 개념은 여러 산

업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터넷의 경제적 모델 대안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들 

대안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하면 공통망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망 제공자는 

계속해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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