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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신을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

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도 과거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동

통신업계의 현상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틀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비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단말기 수급체계, 보조금 지급 행

태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 자급제 정착을 통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형성,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그리고 종량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는 기업에 대한 요금인가를 규정한 전기통신법도 유용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정상적인 적용이 더 중요하다. 
 

ABSTRACT 

The Moon government, launched in May 2017, regards telecommunication service as part of people’s welfare and is 
trying to save telecommunication costs. However, the direction of policy presented is assessed as symptomatic 
approach.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a partial improvement approach from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However if we restart from an essential point of view, the result is likely to be much 
better. The nation's mobile communication costs are not adequate because the government's role was not suffici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mobile phone supply chain, the subsidy payment mechanism, and the billing system. 
Addressing these complex issue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ystem of handset distribution from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an on discriminative subsidies payment, and adoption of volume rate system.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at defines the service charges to normalize the market might be somewhat useful, 
but the normal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is mo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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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부

담의 완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진행되

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열의가 있으

나 과거정부와 비교하여 정책과제와 목표, 정책수단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재

인 정부의 이동통신정책을 정책과제의 인식, 정책목표

의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

Ⅱ.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정책

문재인 정부는 ‘통신도 일종의 복지다’라고 주장하

면서 통신비의 인하를 국정의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추

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2일 통신비 경감대책을 발

표했다. 6.22대책의 주요골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요금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신설, 공

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최근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와 현재와 같은 정부의 

요금책정 개입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정작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정부는 표 1과 같이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

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2017년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

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11,000원을 추가로 감면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 선거 당시 

제시한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공약1)을 철회하면서 ‘사

회취약층’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알뜰폰(MVNO)에 대한 전파사

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1].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과 통신시

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최저가인 3만원대 요금제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2

만원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본 제공량은 통화 200분, 

데이터 1GB다[1].

5만대의 버스와  15만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

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1,268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데이터 요금

을 연간 4,800~8,500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

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개정해 지원금 상한

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

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단

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허가제인 통신시장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바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1].

Table. 1 Mobile Telecommunication Policies of New 
Government

Policy
Number of 
Beneficiary

(1,000)

Cost Reduction
(bil. won)

Elders and Low Income 
Rate Reduction 3,290 517.3(max)

Rate reduction  to 25% 19,000 1,000(max)

Public Wifi Expansion 12,680 480~850

General Rate System 25,700 2,2000(max)

Data: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요금감면을 비롯한 문재인 정

부의 정책방안들은 각기 해당 국민들의 통신비용을 감

면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즉, 경제력이 약한 국

민들에게 특별히 요금을 감면하고 단말기보조금을 받

지 못하거나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요금의 감면을 원하

는 이들의 약정요금의 할인율을 5% 올려준다. 또한 공

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무료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

여 보다 저렴한 상품을 출시한다. 하나하나 요금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 207쪽에 ‘월 1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제시하였고, 이는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

을 월 1,1000원씩 인하한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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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정책들은 과거정부의 통신비용 절감정책

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알뜰폰에 대한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은 이미 수차례 추진되었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 인상은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문

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설치, 

분리공시제의 도입이나 전파사용료의 감면 연장 등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는 정책들이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의 설치비용은 정

부가 부담해야 마땅하며, 전파사용료 경감은 알뜰폰

(MVNO)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알뜰폰 사용자의 요

금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정부수입 감소를 용인하

는 것으로 정부가 정하면 된다.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은 전 정

부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이는 단말기 보조금 만큼의 가

격인하가 바람직한데, 단말기의 가격 인하를 대신하는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속시키고 가격차별적 행위를 합

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의 투명화를 통하여 경쟁여

건을 조성하고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의도한 정책인데 

이동통신사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어 왔다. 저간

의 정책추진 과정은 주인-대리인 문제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자급제시장의 형성과 맞물려 있

고 공정거래와 관련되는 정책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완전 경쟁을 야기하고 시장의 효율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비대칭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것

은 불법적이라 할 것이다.

Table. 2 Appraisal of New Policies and Solution

Policy Appraisal Solution

Elders and Low 
Income Rate 
Reduction

-Partial approach
-Dumping Public aid 

burden to private 
company

If necessary, 
subsidize 

communication 
expense.

Rate reduction  
to 25%

-Partial approach
-Price discrimination 

involved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through Fair Trade 
Law

General Rate 
System -Partial approach Volume Rate System

한편, 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은 민간에 대하여 이동

통신사가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과 유사한 것이다. 이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취약계층

에 예산에서 통신비를 보조할 수 있겠으나 표 2와 같이 

이를 이동통신사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또 보편요금제는 얼핏 보면 이동통신사가 근

거를 다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에서 이 

정책들에 대하여 정당한 정책집행인가 이의를 제기하

고 있다. 또한 비용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

나 한편 가격체계에 혼란을 야기하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Ⅲ. 이동통신시장의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정부의 기

업에 대한 개입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여기서 현재의 

이동통신비용이 과다하고 그것이 시장의 실패에서 비

롯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

부의 정책들이 과연 정립된 법제도적 범위에 속하는 것

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이동통신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대

응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법의식이 취약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보다는 선입관을 바탕으로 감정적

으로 인식하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익숙

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선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현재

의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가, 기존의 제도로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필

요한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

히 통신요금의 고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동통신산업

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

가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면 신규 입법이나 제도의 도입

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통신요금의 산정에 개입하는 근거는 무

엇인가 살펴보자. 시장경제하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할 경우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시장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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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효율적인 수요공급의 균형에 도달하지 못할 경

우 시장의 실패이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정부가 개입하

는 이유이다. 이동통신산업을 공공재와 시장구조의 측

면에서 살펴보자

3.1.1. 공공재

경제학에서 공공재(public goods)는 개인이 효과적

으로 사용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한 개인에 의한 사용

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재화 

즉,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이동통신

은 상당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

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혼잡에 따른 질의 저하가 있

으므로 공기, 경치 등과 같은 순수한 공공재는 아니다. 

그런데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

는 경우를 「공유자원(common resource)」이라고 하는

데 이동통신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정부가 규모의 경제와 설비투자의 중복방지 등의 

이유로 기업의 진입을 통제하여 이동통신사에 어느 정

도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어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

로 공공이익의 확보를 위한 일정한 수준의 관리는 불가

피하다 할 것이다. 

3.1.2. 시장구조

현재 우리나라는 3개의 이동통신사(MNO)와 이들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알뜰폰회사(MVNO) 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여건에 몇 개

의 MNO가 바람직한가와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에 대

하여 논란이 있다. 우선 이동통신산업도 설비비용측면

에서 보면 단일 통신망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철도나 전기공급망이 이중, 삼중으로 건설될 필요가 없

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동통신망은 이동통신 

도입 시부터 이동통신회사와 분리하여 공동으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여러 기업이 동일한 지역에 대한 설비의 중

복 설치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국 

서비스의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동통신사업은 설비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여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존재

하는 소위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이런 경

우에는 경쟁기업의 신규 진입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

게 되며 대개 후발 신규기업이 손익분기점 또는 경제규

모에 도달하는 동안 수입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진입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발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요금이 책정되어 3사체제의 후발

기업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시

장의 경쟁이 정상화 된다면 제4 이동통신회사를 허용한

다 하여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2].

3.2. 이동통신시장의 실패원인과 현황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부담이 적절한 수준을 유

지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①단말기 수급체계와 보조금 

지급 행태와 ②요금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

말기 수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내 생산 최신 단말

기의 경우 통신사를 통하여 공급하며 이들은 약정요금

제와 연계되어 요금제의 금액에 비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요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즉 단말기 생산

기업은 3대 이동통신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급제 

유통망이나 알뜰폰업체(MVNO)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신 고급 단말기를 사용하

고 싶은 소비자는 이통 3사가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

하게 된다. 물론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외국산 단말기

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할 수도 있

다. 이동통신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고객 요청시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데 요금제의 금

액이 크면 할인액이 많아진다. 문재인 정부는 이 비율

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2-5].

현재 1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본료는  1996년 

우리나라에 이동통신 도입 시 설비비용을 충당하기 위

한 것으로 사실상 임시적인 측면이 강했다. 초기의 설

비비용이 회수될 만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존재이유

가 소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에서 

소액의 기본료는 고객의 관리를 위한 기본비용이란 측

면에서 용인될 수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11,000원은 과

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통신이 3세대에 진입하면서 통화도 데이

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동안 통화요금기

준은 데이터 사용단가에 비하여 10배가량 높게 책정되

어 있었다. 이는 통화위주로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고객

에게 10배 가까운, 과도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부

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방치하여 

데이터보다 통화 의존도가 높은 노인층이나 통화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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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크게 만들었다[2].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행동은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

여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를 차별하여 지급하는데 있고 

그 선행원인중 하나는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

(MNO)에게만 제조사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행위에 

있다. 동일한 단말기를 유통비용의 차이가 미미함에도 

이통사와 다른 소비자를 차별하여 현격하게 다른 가격

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자급제 시장의 형성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쟁의 가능성을 훼

손하여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는 일인 것이다[3].

Ⅳ. 정책수단의 검토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거 정부는 이동통신비용의 통제를 위하여 주로 전

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요금

을 인가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의 지급을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

한 요금의 인가는 시장형성이 미흡한 초기에 정부가 감

독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 

편익이 없이 단순히 시장기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그 목

적을 이해하기 힘든 법률이다[6,7].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하

여 지급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 제2항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1호)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

게 조절하는 행위(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

이다. 또한 제조사가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타 유통

망에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

항의 불공정거래 행위중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1호)에 해

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화량을 데이터사용량 기

준으로 볼 경우 통화요금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

도 부당한 가격차별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

다 할 것이다[8].

또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 요금제는 3사가 거의 

유사하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결과적으로 물건의 

가격에 해당하는 서비스요금으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에 의하면 가

장 중요한 담합행위가 가격합의(1호)와 거래조건합의(2

호)이다. 이통 3사 체제이후 3사가 거의 차별성이 없는 

약정제와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 정

부는 어떻게 담합과 무관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다[2,7,8].

뜰폰(MVNO)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MNO)는 자회

사의 형태이든 느슨한 결합의 형태이든 알뜰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뜰폰과 관계회사가 

될 경우에도 타 알뜰폰회사와 다른 우대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므로 정부는 이를 방지하는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국민의 복지를 최대화

하는 공정한 경쟁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4,8].

4.2. 바람직한 요금체계

또한 이동통신비용의 경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선택

약정제와 기본요금제의 틀을 전제하고 보조금을 얼마

로 정하고 약정할인을 몇 %로 정하는가의 접근은 근시

안(myopia)적 접근이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요금수준

을 정해주는 것과 같이 사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동통신산업의 경우 이런 직접 

개입 없이도 기존 법체계를 잘 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약정 요금체계는 이통사가 대량 사용자의 단위 요

금을 낮게 책정하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소량 

사용자가 대량사용자를 보조하여  이동통신 전파의 과

소비를 조장하는 구조이다. 이동통신에서 통신 시설용

량의 확대는 발전이나 차량의 운행과 마찬가지로 자원

의 소비와 환경적 부하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약정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약정한 데

이터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동통신산업의 

매출확대를 통한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이동통신산업에 있어 국민 전체나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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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어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동통신사

들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동통신은 사기업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법질서의 유

지, 사회적 이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약정요금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려면 요금체계를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새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동통신 요금구조는 전기, 수도 및 가스요금

과 같이 일정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요금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여

기에 경우에 따라 소액의 기본요금이 요금체계에 포

함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음성과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요금 3,000원에 MB당 20원으로 정한다면 

500MB를 사용할 경우 13,000원이 될 것이다. 물론 사

용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요금을 증감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기본요금이나 사용량별 단위요금은 각사가 

자신의 제품을 설계하여 제시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다만 통신사간 담합

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하게 방지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2].

4.3. MVNO와 단말기 자급제의 확립

2017년 6월 현재, 알뜰폰(MVNO) 이용자는 전체 이

동통신의 11.5%에 달한다. 알뜰폰(MVNO)의 요금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 

요금에 비하여 반 정도로 저렴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

부가 내세우는 보편요금제의 경우보다도 저렴한 알뜰

폰(MVNO)의 기존 상품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동통신

사의 단말기 연계, 가족 및 지인 연계 할인 등의 적극적

인  홍보로 소비자중 객관적인 비교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소비자가 알뜰폰(MVNO)과 이통

사 요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회가 많아지면 알뜰폰

의 점유율은 급증할 것이며 국민의 통신비용은 크게 절

감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알뜰폰

(MVNO)업체들이 공동홍보 등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알뜰폰의 홍

보와 관련하여 이통사의 부당 행위나 이를 막는 부당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인 알뜰폰(MVNO)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4].

단말기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하거나 개별

적으로 구입하거나 약정 요금제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

건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

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거래 채널 형성을 봉쇄

하거나 가격차별을 실시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 이는 

법과 제도를 통하여 확립되어야 마땅하다. 즉, 차별없

는 단말기 구입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단말기 구

입이 차별없이 가능해지면 결국 단말기의 가격 인하로 

귀결되어 국민들의 통신비용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3].

Ⅴ. 결  론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이동통신 비용부담이 과중하

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동통신비용의 획기적 경감을 국

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통신비용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알뜰폰(MVNO)의 도입, 단말기

유통법의 제정 또는 약정할인제의 도입 등의 노력을 하

였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이동통신산업과 시장, 그

리고 공정거래와 그 제도에 대한 이해 또는 정책의지의 

부족으로 충분한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단

말기유통법과 같이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선택약정 할인율 5% 상향, 저소득

층 요금감면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의 양상을 보면 과거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

나 여전히 대증요법적인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

거 정부와 특별히 차별되는 정책적 우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는 정책 대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단말기 유통, 보조금, 요금제 및 MVNO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등 정책수단을 합리적이고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본질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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