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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動通f言市場의 均衝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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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移動通信市場에서는 SK댈레콤， KTF， LG텔레콤 3개 사업자가 2001년 말 현 

재 각각 60.1% , 26 .4%, 13.5%의 市場러有率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를 설명 

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外部性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限界費用이 매우 낮고， 企業別 外部性이 약간이라도 존재하는 산업에서 흉古 

均衝은 다음과 같이 매우 集中度가 높은 시장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두 기 

업이 존재하는 複古의 경우， 제 1기업은 독점의 경우보다도 더 높은 전체 소비자의 

2/3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고， 제2기업은 나머지 소비자의 2/3를 점유하게 되 

는 결과가 나타난다. 기업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즐 유추하여 보면 

제1기업이 전체 소비자의 2/3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제2기업은 나머지 소비자의 2/3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며， 마지막 기업은 그 나머지 소비자의 2/3를 점유하게 되는 것 

이다. 현재 한국의 이통통신시장의 시장구조는 이러한 결론에 매우 잘 부합되는 형 

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移動通信市場의 規制와 觀爭政策에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 序 論

韓國의 移動通信市場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개 사업자가 購爭하는 市場構造를 

갖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각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市場古有率은 SK텔레콤이 60.1% , 

KTF가 26.4% , LG텔레콤이 13.5%로서 SK가 2/3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었다. 이러 

한 시장구조는 역사적으로 獨古事業者이던 한국이동통신이 SK댈레콤으로 民營化되면서 

先發事業者가 왼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PCS방식이 도입되면서 새로이 허가를 받아 

後發事業者로 진입하게 된 것과 관련이 었다. 

선발사업자로서 SK는 費用면에서 상당한 優位를 접하고 있고 매출액 규모가 월등하기 

때문에 자본조달과 마케팅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SK의 市

場古有率은 상당한 기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된다. 또한 純利

益변에서도 SK는 2002년 상반기 현재 3조 5천 600억 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 

면， KTF는 2αm년까지 누적 적자를 보이다가 최근에야 흑자로 돌아섰고， LG텔레콤은 

2001년부터 순이익을 실현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누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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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구조는 싸flilJ와 짧팎政淡의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l바셉뜰을 야기시키고 있 

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촉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발사업자에 의한 

약탈적 행위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경쟁이 저해 받게 되므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鏡爭센1] 1싸的인 ↓꽤11J가 요구되기도 한다. ~r.對휘~(I낀 채IljlJ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에이지만 그 외에도 단말기보조금 정책， 번호이동성의 도입 문제 퉁이 이와 밀 

접한 관련이 았다. 

이동통신산업의 t!i.’ltÏÉ꺼 特·性이 시장의 鏡爭빠週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 111 잘 일려져 있다. 이동통신산업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산업이 갖는 특정뜰을 공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술적 특정 중에서 네트워크 外퓨1I性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이동통신산엽 전체에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개별 사업자 단위 

쿄 존재하기도 한다. 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 가입자의 

效J.H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후자는 016의 가입자가 많을수록 이6의 기존 가입자가 더 많 

은 효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이 

해 되 지 만， ;f씨때Hl互포I표포}뺏엣뺏쩨j↑센| 

다. 그러나 016 간 통화요금할인제도나 맹버쉽제도 둥은 그러한 네트워크 外휴11'1生 效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펀 관심은 이러한 외부성틀이 존재하는 산업 

에서 그퍼한 外꽉11'1젠이 했짧~-jF에 u1 치는 效망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었다. 

이 연구의 주원 걸콘은 |싸界쐐用이 매우 낮고，iÞ:행낌IJ 外部센:이 약간이라도 존재하는 

산업에서 iJ. 머첼1째i은 다음과 같이 매우 짜까l않가 높은 시장구조블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두 기업이 존재하는 짧 rL; 의 경우， 제 l 기업은 독점의 경우보다도 더 높은 전체소비자 

의 2/3 이상의 시장점유율플 갖게 되고， 제2기업은 나머지 소비자의 2/3룹 접유하게 되는 

결과기- 나타난다. 기업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피한 결과룹 유추히·여 보면 제 171 업 

이 전체 소비자의 2/3 이상의 집유율을 갖고， 제2기업은 나머지 소비자의 2/3 이상의 점 

유올을 가지며， 마지막 기염은 그 나머지 소비자의 2/3관 접유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 

국의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는 이러한 결폰에 매우 잘 부합되는 형태륜 갖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修삐꾀↑， μli싸의 )꾀lìlJ와 統팎Ü)(策애 매우 중요한 시사섞윤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네드워크 外퓨11'1生이 존재히는 산엄에서 젠려的 鏡?이 어 1[") Y)衝을 가져 

오는지를 분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이붕붕신산업의 균형을 분석허가 위한 훌本模型을 

도입하고， 3장에서는 꽤，1; J샤짜플 분석하며， 4장에서는 );'J.버均찌t을 도웰힌·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이동풍신시장의 규제와 정쟁정책에 어떠한 혐의쉰 갖는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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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6장에서 結論을 요약한다. 

2. 基本模型

본고에서는 Shy(2001)에서 소개된 간단한 模型을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각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로부터 얻는 效用은 加入者의 數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效用困數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단순화를 위해 각 소비자는 서버스 

에 가입할지를 결정하고 가입하면 모두 똑같이 한 단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효 

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즉，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효용은 Ux = (l-x)αQ 

p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효용은 0이다. 이때 Q는 가입자의 수， p는 서비스의 가격을 나 

타내고， x는 消費者의 特性을 나타내는 파라메터이다.x가 작을수록 소비자는 더 큰 네트 

워크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α는 네트워크 外部性 效果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메터이다. α가 클수록 네트워 

크 외부성은 그 중요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α=빼이고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인 경 

제에서 x=O인 소비자는 가입을 통해 20만 원 효용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α의 값이 α= 

빼로 감소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10만 원으로 감소한다 

消費者의 特↑生 x는 O과 1 사이 에 균등하게 분포되 어 있다고 가정하고 總 消費者 數는 

N이라고 하자. 그러면 0부터 x까지의 특성을 갖는 소비자의 수는 Nx가 된다. 

이제 이동통신시장의 需要曲線을 찾아보기로 하자. 價格。1 p일 때 限界消費者는 

Ux = (1 -x)αQ-p=O 

ν-αQ-p 
의 효용을 갖는 소비자이다 즉， λ-그a-의 특성을 갖는 소비자까지 서비스에 가입 

할 것이다. 그러한 소비자의 수는 Nx이다. 그런데 Q가 가입자의 수와 같으므로， 需要曲

線은 다음 식을 만족한다. 

αNx-p 
x=---- 혹은， p= αNx(1 -x). 

alVx 

需要曲線의 그래프는 〈그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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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그립 1) 

3. 獨￡均衝

먼저 하나의 사업자만 있는 獨퍼市樓올 검토해 보자. 이 사업자는 固定쐐用 F와 추가 

적인 가입자를 연결하는 데 일정한 限界費用 m이 든다고 하자. 가입자 수가 Nx일 때 이 

사업자의 ￥IJìl~J은 π= (p -m) Nx- F= (αNx(l -x) - m)Nx - F가 된다. 

利ìl꽤極大化의 일계조건은 

이고， 이계충분조건은 

이다. 

일계조건의 해 

「찮-=-N(3예상-뻐x+ m) =0 

걱깐- =-αN2(6x - 2) < 0, 혹은 x>승 
ax‘ 

중에서 이계조건올 만족하는 유일한 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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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xM - 1 ± J1 - 3m / αN - ____ _ 
3 

이다 특별히 限界費用 m=O인 경우에는 xM=용가 된다 

獨古하의 均衝價格은 

pM = 뽕(1+뚫+과찮) 

이다. m=O인 경우， pM=4αN:::::: 0.22αN가 되고， 均衝利潤은 
y 9 

πM=활(2-뚫 +(2-앓)파짧)-F 

M 4αN2 

이다. 특히 m=O인 경우에는 πLY.l = -=-==---- _ F가 된다. 
27 

구체적인 예로서 총소비자 수 N이 2000마 며 a=~ 한계비용이 2만 원인 경우， 균 
'-'- 0 , ~-TOO ’ 

형값들은 씬 :::::: 0.61 , PM :::::: 4.75만 원이 된다. 즉 이 경우 총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의 
61% , 즉 약 1220만 명이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간단한 비교정학분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限界費用이 0이 아닐 때에는 

α가 증가할수록， 즉 네트워크 外部性이 더 커질수록 加入者 數는 증가하고 獨古價格도 상 

승한다는 것이다. 限界費用이 0인 경우 가입자 수는 네트워크 外部性의 중요도(α)와 관 

계없이 전체 소비자의 용로 일정하다 

4. 實白均衝

이제 獨古均衝을 기준으로 하고 두 기업 이상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균형가격과 가입자 

수， 그리고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기로 하자. 이 장에서는 분석의 복 

잡성을 피하기 위해 모든 기업의 비용조건은 똑같이 固定費用과 限界費用이 。이라고 가 

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두 기업이 경쟁하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결론 

을 도출할 것이다. 

두 기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네트워크 外部性을 구분할 수 었다.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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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게 산엽전체의 규모에 따른 외부성과 특정기업에 국한펀 외부성이 그것이다. 두 

종류-의 외부성이 기-져오는 효과플 분석하기 위해 效mi￥iJ)}5(플 다음과 갇이 정의하기로 하 

자. 시·업자 i = 1 ， 2에 가입한 경우의 효용은 U‘= (1 - x)(αQ+ 때;) - p가 펀다.Q는 전체 

가입자 수이고 q;는 사업자 j에 가입한 가입자 수플 표시히-고， 파라메터 a와 n는 각각 두 

총류의 외부성의 크기륜 나타낸다. 

먼저 ß=O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개빨 사업자에 국한된 外관1$性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에 씨짜에서 다른 헤tiT을 부과할 수 없다. 일정 특성을 갖는 소비자에게 외 

부성애 의한 효용-의 크기는 선택한 시업자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가격이 낮은 사업자에 

가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두 기엽이 가입자 수 q;플 선택하는 쿠르노짧팎을 한다고 

가정히-자. 

총기임자 수 Q==Nx판 이용하여 앞 장의 기본모형에서 구한 펴냈~ 1111쇄플 다시 쓰면 

p == aQ (l -몫) 

이 펀다. Q= ql + q2이므로 각 기업이 q;, i == 1 ， 2괄 선텍할 때 두 기염의 ，fIJìl ‘’l은 

ql + q2 
πl=pql==a(ql+q2) (I- '.N .- )ql 

ql + q2 
π1== pq2 = α(ql + q2) (l - _ .. 교"':':_)q2 

으로 계산펀다. μj짜씨11入춰 數 qr, q:t는 다음의 일제조건틀플 만족한다. 

dπI ._. 2(qi~ + q:f) + (qr + qD2 
---== α(2qt+q1- .. .-.... ._. )==0 

dqJ 

dπ2 _ 2(qt + qn + (qr + q:t? 
---= α(2했 +qt- .. '-.. ". .-. )==0 

dq2 

따라서 균형가입자 수는 qf=qf=4N이고 한제소비자의 특성은 x*=~이다. 
8 

이때 쩨 l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는 점은 일반 흉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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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같다. 또한 이 경우 비용조건이 같은 두 사업자는 같은 規模를 갖고 같은 價格을 

부과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는다. 

보다 흥미 있는 경우는 ß>O인 경우이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α=0으로 가정하 

자. 이 상황에서는 두 종류의 均衝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두 사업자가 같은 가격을 

부과하고 같은 가입자 수를 갖게 되는 균형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업자가 다른 가격을 

부과하게 되는 균형이다. 전자의 균형은 ß=O인 앞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고 그러 

한 균형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균형 역시 일반적인 豪러의 특정을 

갖게 되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두 事業者가 다른 價格을 부과하는 상황이 均衝으로 결과되는지를 분석하여 보자. 사 

업자 i의 價格과 加入者 數가 각각 Pi， q" i = 1, 2라 하고 Pl >P2라 가정하자. 그러면 균형 

에서는 ql > q2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비자도 가격이 높은 사업자 1에 가입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의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이유는 規模

가 커서 더 큰 네트워크 外部性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먼저 어느 사업자에게 가입해도 무차별한 소비자￡는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PI-P2 
(1-x)따1 -Pl = (1-x) 며2-P2 혹은， 1-x = : - -

ß(ql - q2) 

x :S; x인 소비자 x는 모두 사업자 1을 선택할 것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外部性으로부터 

더 큰 效用을 얻는 소비자들이므로 가격이 높더라도 더 큰 규모의 사업자에 가입하는 것 

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1의 가입자는 ql =Nx이고 이때 사업자 1의 需要曲線은 

(1 -x)ßNx - Pl = (1 -x) 띠2-P2， 혹은 Pl = (1 -x) ß(Nx - q2) + P2 

이 된다. 

이제 주어진 P2, q2에 대해 사업자 1의 최적반응을 구해 보자. 사업자 1의 이윤은 

π1 = P1Nx = ((1 -x)ß(Nx - q2) + P2)Nx 

이므로 利潤極大化의 일계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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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經 i쨌 i倫 m 

찮L = -N(3PN상 - 2b(N + q2)X + 며2 -P2) =0 

~ _ ß(N + q2) 土 매\N + q2)2 - 3ßN(며2 - P2) . -
3ßN 

이중에서 이계충분조건올 만족하는 유일한 해는 

(4.1) 
x= f!_(N + q2) 土 매2(N +q2)2 - 3ßN(뼈2 - P2) 

3ßN 

이 해가 [0, 1]에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 

m44卷 第3.4號

사업자 2의 최적 대웅을 계산해 보자. 사업자 1의 가입자 수가 ql=M일 때 사업자 2 

의 需뽕핍數는 P2 = (l - x)ß(x -x)이므로 利潤넘깅數는 다음과 같다. 

π2 = P2N(X -x) = (1 - x)ßN2(X _x)2 , 

따라서 치Jìl펴極大化의 일계조건은 

dπ7 
-값..:.. = ßNL(X -.x)(.x + 2 - 3x) = 0 

사엽자 2가 가입자를 확보하는 조건은 x>쩌므로 균형은 X* =學가 된다 사업자 2 

의 가입자 수는 q:t = N(x*-치=용(1 -x)N이다 즉， 사업자 2의 가입자는 사업자 1의 가 

입자괄 뺀 나머지 소비자의 4가 된다 그리고 떠짜따格 P:t = ~ßN(l -x)2이다. 이 값틀 3 'l_..;, 1. --,- "--.I '-N ",, 'w t'L. 9 

올 앞의 식 (4，1)에 대입하띤 다음의 최종적인 均f햇i 5:\:올 얻는다. 

x = f!_(N + 2(1 - x)N / 3) + 써2(N + 2(1- x)N / 3)2 - 2ß2 N2싸2서(1- x)카，2 / 
-

3ß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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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정돈하면 다음과 같이 이차방정식 

ll 1X 2-96x+ 12=0 

48+ 이 972 _ __ ^ 48- ‘ Q7? 
을 얻는다 이 식의 해는 x=기띈'" 0.71 혹은 x= -1순二'" 0.71 가 된다 정 

의상 사업자 1의 점유율이 2의 점유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후자는 균형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자 2의 가업자 수가 더 많게 되고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사업자가 동시에 

더 큰 네트워크 外部性 效果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非對稱的인 均衝은 다음과 같은 값을 갖는다. 

qt=^잖 ::::: O.71N, 

q1= 웅(1-치N::::: 0.19N, 

Pt= 송(l-x)(13x-4)ßN::::: O.l7ßN, 

P종 = 융(1-치2ßN::::: 0.02ßN 

이 균형의 뚜렷한 특정은 두 사업자의 非對稱l生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費用

변에서 두 사업자는 對稱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1은 독점 이상의 사업자 수를 확보하 

고 았으며 사업자 2는 시장점유율이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네트 

워크 外部性의 크기 (ß)와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事業者 1이 獨古일 경우보다도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魔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이 도입되면 價格이 낮아지고 따라서 加入者 數가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 

外部性으로 인해 가입자 수는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限界費用이 0이라는 가정을 완화하면 市場古有率변에서의 이러한 兩極化 現象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계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동통신산업의 技術的 特↑

중 하나라는 점에서 양극화 현상은 네트워크 外部性이 존재하는 이동통신시장에 일반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는 α의 값이 크고 P의 값이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非對稱 均衝하의 市場古有率의 차이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α의 존재는 전 

체 시장규모를 크게 하는 것일 뿐 사업자들 간의 규모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R의 존 

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고찰한 結論은 g가 0이 아닌 일반적언 상황에서도 여전 

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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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으1 뼈가 증기-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같은 결론올 얻을 것으로 에상할 수 있다. 사 

염지 l은 약 2/3 이상의 가-임자관 획보하고， 사업자 2는 나머지 소비자 중 2/3 이상의 가 

입자륜 확보하며， 이러한 땅식으로 다음 사업자뜰의 가입자 수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업자는 나머지 미가입자 중 정확히 2/3의 가입자플 확보하게 될 것이다. 즉， 각 

사엽자의 시장점유율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결과플 가져오고 사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상 支애Gll섬 ~f..業:f'i가 존재하는 매우 rli場캘 '1 ’!호가 높은 상태 

기 유지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5 規制와 鏡爭政策에 對한 含意

ft페~~띠1~;i)C한의 鏡ιl1 ilXW~괴 관렌하여 앞에서 도뿔한 결과가 갖는 의비를 살펴보면 다 

음과같다. 

첫째， 째，lj rI1場의 두 종류·의 均術이 존재하는데 !N짜찌 좌J짜은 깨우 불안정하다. 각 사 

염자는 다양한 마케팅기냄윤 동원하여 市楊|꺼:t-f ‘한 짧爭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고 그 결 

과 약간의 우위를 접하게 펀 사업자는 네트워크 外îm센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폐짜 均짜I에서 이탈하여 非對
짜(I~J J즈j애[으로 접근하게 펠 것이며 사업자 간의 시장접유올은 매우 큰 격차플 보이게 될 

것이다. 

41:페·따 均찌f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市場짜保 鏡爭에 따라서 사업자의 순위는 뒤바뀔 

여지가 언제나 존재한다. 쐐HJ 풍의 변에서 통일한 조건의 사업자뜰이라면 특별히 어떤 

사업자가 우월한 사업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때청적 균형은 

다수가 폰재한다. 이i:!l 한 집에서 마케팅 경쟁이 배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헨싱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크 外部性이 있는 산염에서는 이러한 非폐찌~(I성 j침짜I이 일반적인 결과되기 때문 

애， 이미 수요를 확보히·고 있는 光發까業취-들은 備>>굉(1'-] Jι1)ì~괄 유지하고 제 l사엽자로 남 

는 경헝:이 있는 반면 ft:發’J 'i.'$fr'판이 시장플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쉽게 되는 것이다. 

후발사업자들은 비용과 자본초달 퉁의 변에서도 열악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데규꼬 "’;，짜 'lVIJ 이 필요한 이동콩선산업에서는 작은 규모의 시장밖에 

확보할 수 없는 하위의 사엽자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퇴뿔되는 상황도 나바닐· 수 있다. 

최근 移動通信}웬.행:의 聽ιJf il껏*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데칭적 규제가 정당화훤 수 있는 

근거깔 이러한 점에서 찾·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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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할 때 여전히 산업 전체로는 높은 獨러利潤을 얻게 되므로 

規制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점 

유율은 더욱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規制는 集中度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이동통신산업의 규제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市場集中度는 근본적으로 企業別 네트워크 外部性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의 정도를 낮추는 경쟁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 

표적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변호이동성의 도입은 외부성을 낮추는 대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단말기보조금 지급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말기보조는 고착효과를 통해 기업내적인 네트워크 外部性을 완화하는 역 

할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말기보조금 지급 경쟁은 市場集中度를 낮추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멤버쉽 制度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에 의한 효용성을 높이는 직접 

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기업내 네트워크 외부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멤버쉽 제도를 

통한 마케팅전략은 시장집중도를 높이게 된다. 

6 結 論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현재의 移動通信市場의 市場古有率 構造

와 價格의 構造를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현재의 시장구조가 

단순히 역사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네트워크 外部性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내 네트워크 外部性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구조는 매우 非對稱的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0% 이상의 市場白有率을 갖는 優越的인 地位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의 사업자는 앞순위의 사업자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되는 형태의 시장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구조를 갖는 이동통신시장에서 規옮IJ와 麗爭政策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관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結論은 특수한 模型에 기초하고 있다. 네트워크 外部性을 또 다른 

방법으로 모형화할 때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연구에서 이용된 특수한 모형에서만 성립하는 특수한 결론이라면 이 연구의 중요성은 그 

만큼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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