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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시장 경쟁 현황 

최근 미래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
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금경쟁 유인 또한 부족한 상황이
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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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보도자료 („15.6.25) :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이통3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 

     * 1위 사업자(SKT)는 10년 이상 국내시장 과반 가량 점유(가입자 45.4%/’15.4월 기준, 매출액 51.0%/’13년 기준) 
   

     →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요금경쟁 유인 부족) 선발사업자(SKT)는 확고한 시장지배력(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 우위)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인 

요금인하 유인이 낮음 
   

→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선발사업가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가입자 이동을 방어할 수 있어,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요금경쟁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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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시장 경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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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고착화 

 SKT는 선발사업자의 우위(First Mover's Advantage) 및 800㎒ 등 핵심 주파수 선점 등을 통해 압도적 

1위 사업자 지위를 향유해오고 있으며, 시장구도 또한 5:3:2로 장기간 고착화되어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매출 54.2% 54.5% 52.8% 51.2% 

영업이익 74.2% 78.2% 100.0% 87.4% 

가입자 50.6% 50.6% 50.3% 50.0% 

 KISDI는 1위와 2/3위 사업자간 수익성 격차는 투자 및 요금인하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14년)”, „14.11월)  

– 누적 영업이익(„04~‟13년) : SKT 29.8조, KT 6.8조, LGU+ -0.02조 (누적 영업이익간 비율 81% : 19% : 

0%) 

SKT 매출 

/영업이익 

/가입자  

점유율  

현황,(%) 

통신사별  

이동통신사업  

영업이익 

추이(억원) 

사업자간 

수익성 

격차와 

요금인하 

영향 

※ 출처 :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14년)”  

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지속적으로 5:3:2로 고착화되어 있어
,  KISDI 도 사업자간 사업성과 격차는 요금경쟁 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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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시장 경쟁 현황 

KISDI, ETRI 등 주요 연구기관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경쟁이 미흡
한 시장이며, 산업 활력 또한 저조한 시장으로 진단 

(KISDI) 국내 이동통신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며, SKT가 '시장지배력‘을 보
유하고 있다고 평가 

LTE 도입 후 경쟁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있으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익성 격차 고
려 시 경쟁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며, S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KISDI, 
“통신시장경쟁상황 평가”, 2014.11월) 

(ETRI)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산업 활력이 저조하고 독점력이 고착화되어 있음 

독점력고착화지수의 경우, 한국이 비교 국가의 2.2배에서 13.2배까지 높게 나타남 

 

ETRI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에 비해 요금 인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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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사업자 
50%미만 
국가 

1위사업자 
50%이상 
국가 

[ 1위사업자 점유율에 따른 요금 인하율 ] 

2.93% 
1.95% 

요금 인하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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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기존 보조금 경쟁 위주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중심으로 이동 가속화 

단말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어 평균 1만 5,808건/일 
(14.10~‟15.3월 일평균)을 기록하며 이전 대비 약 30~40% 감소 

※ „13년 평균 2만 5,038건/일, „14년 평균 2만 1,749건/일(‟14. 1월~9월 일 평균) 대비 

약 30%~40% 감소 

※ 결합상품이 활성화된 EU의 결합상품 가입률(평균 4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14년 경쟁상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1,821만 가구를 기준으로 85.3%의 가구가 결
합서비스 이용 

‟08년 이후 이동전화를 포함한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되며, 최근 이동전화
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에서 이동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1위를 
차지  

’13년말 기준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는  1,129만명 (‟08년 대비 7배 
증가) 

SK군의 이동전화 포함 가입자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유선의  강자인 KT를 제치고 
‟13년 48%로 1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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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의 경쟁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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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의 경쟁 제한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 제한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 혁신 및 후생 
저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결합시장 공정경쟁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KISDI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이 높은 상품과 다른 상품을 결합판매하는 경우,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고 기존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
(„1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지배력 전이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에 의한 가격경쟁이 발생하게 되
면 낮은 가격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소비자 편익 증가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진보가 늦어지고, 경쟁사가 시장에서 배제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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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행위 중 경쟁사업자 시장배제 효과가 가장 분명한 행위는 약탈적 가격 행위인데,  

단품판매에 대한 약탈적 가격행위는 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약탈적 가격을 시행하는 동안 손해를 보게 되고  

경쟁법 등의 직접적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사의 시장배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 수행 당시에도 사업자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 면밀한 규제 필요성이 크며, 이에 해외 통신규제 기관에서도 결합판매를 엄정히 규제하고 있음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15.5월), 서울대 경제학과 이인호교수 ] 



©  신민수 

결합상품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전환 비용 증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 다회선할인 결합상품은 후발사업자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더
라도,  지배적 사업자 보다 가입자 확보 비용이  140% - 200% 이상  증가하여 공
정한  경쟁이 어려움 

대표적 결합상품인 “이동3회선+인터넷무료”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확보 가입자 
수 : SKT 1.5명, KT 2.1명, LGU+ 2.4명 

(자료: 아주대 이홍재교수 “이동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점”,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 

„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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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의 경쟁 제한성 

결합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는 이용자 차별 및 다른 사업자로의 전환이 어려워짐에 따
른 전환비용 상승 등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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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제한 

 결합상품 가입 시 단품 가입 대비 약정기간 증가로 인한 전환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일반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은 약정기간 3년, 이동전화는 약정기간 2년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 결합시 최소 6년 경과 후에나 사업자 

전환이 가능 

→ 초고속인터넷 무료 제공을 빌미로, 6년 동안 가입자의 저렴한 요금제, 신규서비스 등에 대한 선택권 박탈 

※ 한국소비자원은 “3월 초고속인터넷 관련 상담건수는 1,230건으로 전달대비 27.6% 급증했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결합상품 계약 해지시 위약금 과다 청구”임을 발표(4/21) 

– KISDI는 결합상품으로 인해 장기 약정계약이 고착될 경우 해지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전환이 둔화되어 경쟁이 약화될 우려 존재,        

결합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신규 약정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입자들의 전환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14년 경쟁상황평가)  

이용자 

차별 

 다회선 결합상품의 경우 할인 없이 단품을 사용하는 대다수 소비자에 대한 이용자 차별 발생 

– 다회선 결합상품은 이동이나 초고속을 결합하지 않고 단품으로 사용하는 70% 이상의 대다수 단품 가입자가,                    

소수 다회선 결합가입자의 공짜 인터넷을 보조하는 현상발생 

– 이동가입자 수익으로 결합상품을 사용하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뿐만 아니라 SKB 방송 가입자도 보조함으로써,                   

이동가입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편익 축소   

※ SKT의 „TB끼리 TV 플러스‟ 상품은 SKB 위탁상품인 IPTV와 이동결합을 조건으로 이동전화에서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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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및 가입자 Lock-in 

KISDI는 ‚지배적사업자가 지배력이 높은 상품과 다른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경
우,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고 기존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합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지적1) 

SKT는 SKB 초고속인터넷 재판매(„10.4월~)를 통해 이동시장 지배력을 유선시장으
로 전이 및 이동 가입자를 고착화시켜 공정경쟁 환경 저해(4년 만에 누적가입자 213만
명, 점유율 11%확보, ‟15.2월) 

 

SK군 

방송/별정 

[재판매 전/후 SK群의 시장점유율 ] [재판매 전/후 SK群/별정·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 

1) KISDI, ’14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구분 금액 

재판매대가 2,042억원 

초고속매출 2,543억원 

[ SKT 초고속사업 손익(„12) ] 

마케팅 비용 및 요금할인 등 고려
시 초고속 사업 적자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시장의  SKT 
지배력 전이효과 분석, 김종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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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지배력 전이 및 가입자 Lock-in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서비스 시장으로까지 급속히 전이되는 
현상을 나타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14)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14.3월 기준 
1,150만명으로 최근 2년 사이 70%이상 성장하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44%를 차지 

방송결합상품 가입자 중 이동전화를 포함한 가입자 비중은 ‟11년 11.5%에서 ‟14년 
36.5%로 빠르게 증가하며 이동전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KISDI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비중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SO 사업자는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14년 방송시장 경
쟁상황평가) 

또한, KISDI는 결합판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이동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SO의 경쟁력이 저
하되어 시장집중도가 다시 높아질 우려를 지적 

 

SKT의 CJ헬로비전의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 

이통시장: 1위 유지 (51.1% 추정) (알뜰폰 시장: 60.9% 추정) 

유료방송 시장: 26%로 확대되며 1위 사업자의 29.2%에 접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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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전이 측정 방법론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전이 측정방법론 

방법론 내용 출처 

CMCRs 
기업이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시너지로 한계비용의 감소창출에 대
한 시너지를 측정 

Werden & Froeb, 2011  

UPPI 기업이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시너지로 가격상승 유인을 분석 Farrell & Shapiro, 2010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품질전이 매커니즘(quality leverage mechanism)을 활용하
여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하여 

결합상품 내 2차 서비스 시장(secondary service market)으
로 지배력을 전이하는 것을 분석 

Krämer, 2009  

Choi 지배력전이 검증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 출시 후, 주상품 시장에서의 독점
적 잉여/이윤을 바탕으로 타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라는 것을 분석  Choi, 2004 

GUMPPI 

UPP를 확장하여 시장지배력 전이 개념을 포함하고 결합상품 제
공으로  인한 제품 품질의 향상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 

Shin, 2014  

(on Willig, 2011) 



©  신민수 

 

 

CMCRs 

16 



©  신민수 

CMCRs 

CMCRs 방법론 

CMCRS는 경제학의 시장 이론 중 과점(oligopoly)시장에 대한 이론 중 하나인 베르트랑 모델(Bertrand 

model) 내에서 회사들의 경쟁양상을 살펴볼 수 있음 

CMCRS(Compensating Marginal Cost Reductions)는 2011년 Werden & Froeb가 제안한 방법론

으로 기업이 결합행위 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비용에 대한 절감의 정도(magnitude of the 

reduction of marginal cost)를 측정하는 정량적인(quantitative measure) 방법론 

따라서 Bertrand model 내에서 회사 1과 회사 2의 각각의 제품에 대한 기업결합에 대한 CMCRs는 가

격과 관련성이 큰 마진(margin)과 전환비율(diversion ratio)에 대한 함수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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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CMCRs 방법론 

<Bertrand model 에 대한 기업 1과 기업 2의 CMCRs의 최종수식>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1𝑑12𝑑21 + 𝑚2𝑑12𝑝2/𝑝1

1 − 𝑑12𝑑21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2𝑑12𝑑21 + 𝑚1𝑑21𝑝1/𝑝2

1 − 𝑑12𝑑21
 

파라미터  의미 

𝑚1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1의 마진비율  

- 가격에서 기업 1의 단기 한계 비용을 뺀 값을 기업 1의 가격으로 나눈다. 
  

- 논문에서는 왼쪽과 같이 기업결합 전 마진인지 후 마진인지 나와있지 않지만 1) p1 이 기업결합 전 가격이라는 점과, 2) GUMPPI에서는 전환비율 앞에 

기업결합 전 마진을 곱해준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m1은 “기업 결합 전 마진임” 

𝑚2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2의 마진비율  

𝑝1 기업 1의 결합 전 가격 

𝑝2 기업 2의 결합 전 가격 

𝑑12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1로부터 제품 2로의 전환율 

(제품 1에서 제품 2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𝑑21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2로부터 제품 1로의 전환율 

(제품 2에서 제품 1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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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CMCRs 방법론 

상기 식을 통하여 CMCRs는 기존의 UPP 방법론과 진화된 UPP 방법론에서 언급하였던 d12(기업결합 후, 해
당기업 내, 제품 1로부터 제품 2로의 전환율) 뿐만 아니라 d21(기업결합 후, 해당 기업 내, 제품 2로부터 제품 1

로의 전환율) 또한 고려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1𝑑12𝑑21 + 𝑚2𝑑12𝑝2/𝑝1

1 − 𝑑12𝑑21
 

d12d21공식은 두 비율을 상호적으로 곱하여져 있다. 
이는 기업이 결합 후, 재화 1에서 2로뿐만 아니라 
재화 2에서 재화 1으로의 소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CMCRs는 기업이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전환비율의 모든 경우의 수가 내포 

CMCRs 수식의 의미를 살펴보면, 분모는 „1-d12d21‟임으로 기업이 결합행위 후 재 포획되지 않은 비율을 의미
하며, 분자는 두 재화의 마진과 재 포획 비율을 곱함으로써 기업이 결합 후 제품 1 혹은 제품 2의 단위당 가격상승
으로 인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을 의미 

기업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타 시장까지 전이를 통하여 수익을 재 포획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CMCRs의 전체적인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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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결합상품 출시 후, 기업 1(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성 / 시
너지 도출 

회사 구분 지배적사업자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상품 시장 이동통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력전이 

20 

국내 통신시장에 CMCRs 방법론 적용 

재판매 상품 출시 후, 기업 2(지배적사업자의 특수 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측면
에서의 효율성 / 시너지 도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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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파라메타 정리 (CMCRs 국내시장 적용) 

구분 비고 

𝑝1 
기업 1에서 생산하는 제품 1의 결합 전 가격 

= [2009년 지배적사업자 월 평균 이동통신가격] 

𝑝2 
기업 2에서 생산하는 제품 2의 결합 전 가격 

= [2009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평균 이동통신가격 

𝑚1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제품 1의 마진비율  

 = [2009년 지배적사업자 평균 이동통신 마진비율] 

𝑚2 
제품 1의 결합상품 구성 전 한계비용 

= [기업 2의 기업 결합 전, 제품 2의 마진비율] 

𝑑12 
기업결합 후, 가격을 상승했을 시, 해당기업 내, 제품 1로부터 제품 2로의 수요전환율 

(제품 1에서 제품 2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의 가격을 인상하였을 때, 지배적사업자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의 변화(Survey)  

𝑑21 
기업결합 후, 가격을 상승했을 시, 해당기업 내, 제품 2로부터 제품 1로의 수요전환율 

(제품 2에서 제품 1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의 가격을 인상하였을 때,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의 변화(Survey) 

21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1𝑑12𝑑21 + 𝑚2𝑑12𝑝2/𝑝1

1 − 𝑑12𝑑21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2𝑑12𝑑21 + 𝑚1𝑑21𝑝1/𝑝2

1 − 𝑑12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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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CMCRs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1𝑑12𝑑21 + 𝑚2𝑑12𝑝2/𝑝1

1 − 𝑑12𝑑21
 

<기업 1, CMCRs >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CMCRs  

= 0.40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
을 시, 40%의 MC의 효율성(efficiency)이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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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CMCRs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기업 2, CMCRs >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CMCRs  

= 0.53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은 지배적사
업자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
을 시, 53%의 MC의 효율성(efficiency)이 발생
할 수 있음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2𝑑12𝑑21 + 𝑚1𝑑21𝑝1/𝑝2

1 − 𝑑12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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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Rs 

CMCRs의 값은 마진과 전환비율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마진과 전환비율은 상수

(constraints)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과 전환비율 모두 회사 1, 2에 의하여 책정된 가격증가

로부터 오는 결과 

지배적사업자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가 결합행위를 하여 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을 출시 후, 이동전화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측면 모두 시너지가 발생하는데 기업 2 (초고속인

터넷)측면에서 더욱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CMCRs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0.40)  <  𝐶𝑀𝐶𝑅𝑠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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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대두배경 

2009년 2010년 Salop & Mores는 UPP에서 „효율성 효과‟를 제거하고 기존 가격과 대비한 전환매출 이익을 

비율을 측정하는 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방법론을 제시 

26 

 Salop & Mores는 기본적으로 UPP가 기업의 결합행위로 발생하는 효율성을 제고하였지만, 이러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 

𝐺𝑈𝑃𝑃𝐼1 =  
𝐷12 (𝑃2 − 𝐶2)

𝑃1
=  𝐷12𝑀2

𝑃2

𝑃1
 

2008년에 Farrell & Shapiro는 UPP 초기 식을 제시하였고 2010년에는 UPPI를 제시 

UPP 초기 수식, 2008 UPPI 수식, 2010 

𝑈𝑃𝑃1 =  𝐷12 𝑃2 −  𝐶2 − 𝐸1𝐶1 𝑈𝑃𝑃𝐼1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2𝑑12 𝑝2/𝑝1 − 1 − 𝑚1  / 10 

𝑈𝑃𝑃𝐼2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1𝑑21 𝑝1/𝑝2 − 1 − 𝑚2  / 10 

 UPPI는 2008년의 UPP 초기 식과 차이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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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방법론 

27 

UPPI(Upward Pricing Pressure Index) 방법론은 기업결합 후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 일방적인

(unilateral) 반경쟁적 효과 즉, 가격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독효과를 측정하는 진단 테스트 (Farrell & 

Shapiro, 2010) 

기업 1: 𝑈𝑃𝑃𝐼1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2𝑑12 𝑝2/𝑝1 − 1 − 𝑚1  / 10 
기업 2: 𝑈𝑃𝑃𝐼2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1𝑑21 𝑝1/𝑝2 − 1 − 𝑚2  / 10 

파라미터 의미 

𝑚1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1의 마진비율  

𝑚2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2의 마진비율  

𝑝1 기업 1의 결합 전 가격 

𝑝2 기업 2의 결합 전 가격 

𝑑12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1로부터 제품 2로의 전환율 

(제품 1에서 제품 2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𝑑21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2로부터 제품 1로의 전환율 

(제품 2에서 제품 1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𝐸1 
기업결합 후, 제품 1의 한 유닛 당 변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 

(UPPI에서는 10%로 가정됨) 

𝐸2 
기업결합 후, 제품 2의 한 유닛 당 변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 

(UPPI에서는 10%로 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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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방법론 

28 

기업 1: 𝑈𝑃𝑃𝐼1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2𝑑12 𝑝2/𝑝1 − 1 − 𝑚1  / 10 
기업 2: 𝑈𝑃𝑃𝐼2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1𝑑21 𝑝1/𝑝2 − 1 − 𝑚2  / 10 

UPPI에서는 기존가격(𝑝1)과 대비한 전환매출의 이익(𝑚2𝑑12 𝑝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10년의 UPPI

에서는 금전적인 액수(monetary amount)보다 비율(unit-free number)로서의 UPPI 검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UPPI의 수식에서는 𝐸1가 없는 대신 𝐸1에 대한 10%의 효율성(reduction)을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이를 적용 

 2010년 Farrell & Shapiro는 UPPI가 Bertrand Model의 맥락(context)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UPPI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생산비용(MC)의 감소를 의미하는 효율성(efficiency credit)을 10%로 가정하여 

제안 

효율성 변수 𝐸에 각각의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효율성인 CMCRs를 활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UPPI를 측정할 수 있다(Werden & Froeb, 2011). 

  본 분석에서는 UPPI에 앞서 구한 CMCRs 값을 대입하여 기업 1,2의 UPPI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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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결합상품 출시 후, 기업 1(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서비스 측면에서 가격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독효과 측정  

회사 구분 지배적사업자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상품 시장 이동통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력전이 

29 

국내 통신시장에 UPPI 방법론 적용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상품 출시 후, 기업 2(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측
면에서 가격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독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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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방법론 

30 

기업 1: 𝑈𝑃𝑃𝐼1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1 =  𝑚2𝑑12 𝑝2/𝑝1 − 1 − 𝑚1  / 10 
기업 2: 𝑈𝑃𝑃𝐼2 𝑓𝑜𝑟 𝑓𝑖𝑟𝑚 2 =  𝑚1𝑑21 𝑝1/𝑝2 − 1 − 𝑚2  / 10 

파라미터 의미 도출방법 

𝑚1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1의 마진비율  

= 2009년 지배적사업자 평균 이동통신 평균가변비용 

기업의 공시자료 

𝑚2 
기업 1의 기업 결합 전, 재화 2의 마진비율 

= 2009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평균가변비용 

𝑝1 기업 1의 결합 전 가격 

= 2009년 지배적사업자 월평균 이동통신가격 

𝑝2 기업 2의 결합 전 가격 

= 2009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월평균 초고속인터넷가격  

𝑑12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1로부터 제품 2로의 전환율 (제품 1에서 제품 2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의 가격을 인상하였을 때, 지배적사업자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의 변화(Survey)  

설문조사 

𝑑21 

기업결합 후, 해당기업 내, 제품 2로부터 제품 1로의 전환율(제품 2에서 제품 1로의 수익의 재 포획(re-capture)율) 

=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의 가격을 인상하였을 때, 지배적사업자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수요의 변화

(Survey) 

𝐸1 
기업결합 후, 제품 1의 한 유닛 당 변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 (UPPI에서는 10%로 가정됨) 

=지배적사업자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가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배적사업자가 획득할 수 있는 MC 측면에서의 효율성(시너지)  

CMCRs 

𝐸2 

기업결합 후, 제품 2의 한 유닛 당 변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 (UPPI에서는 10%로 가정됨) 

=지배적사업자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가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가 획득할 수 있는 MC 측면에서의 효율성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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𝑪𝑴𝑪𝑹𝒔 결과값 (결합상품 출시 후, 효율성 / 시너지 효과) 

31 

UPPI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CMCRs  

= 0.40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CMCRs  

= 0.53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
속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을 시, 
40%의 MC의 효율성(efficiency)이 발생할 수 있음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은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을 시, 
53%의 MC의 효율성(efficiency)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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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최종결과 (국내 통시시장 적용) 

<기업 1, UPPI >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UPPI 

= 0.0347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
을 시, 단독효과의 가능성이 존재 (0.0347 > 0) 

=  𝑚2𝑑12 𝑝2/𝑝1 − 1 − 𝑚1  / 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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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최종결과 (국내 통시시장 적용) 

<기업 2, UPPI >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UPPI 

= 0.2633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은 지배적사
업자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
을 시, 단독효과의 가능성이 존재 (0.2633 > 0) 

=  𝑚1𝑑21 𝑝1/𝑝2 − 1 − 𝑚2  / 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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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UPPI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𝑼𝑷𝑷𝑰 𝒇𝒐𝒓 결합 후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 𝟎. 𝟎𝟑𝟒𝟕
<  𝑼𝑷𝑷𝑰 𝒇𝒐𝒓 결합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𝟎. 𝟐𝟔𝟑𝟑)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인(UPPI for 지배적사업자, 0.0347; UPPI for 지배적사업자의 특
수관계사, 0.2633)이 존재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지배적
사업자보다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측면에서 가격을 상승할 유인이 더욱 큼 

이는 즉, 기존에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아닌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는 지배적사업자와 결합

상품 즉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인이 없지만,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과의 결합상품 출시 후에는 지배적사업자 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과의 결합상품을 통해

서 이동통신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까지 지배력이 전이 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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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I 

CMCRs와 UPP 분석의 전체 결과 정리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을 활용하여 경합상품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에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 

여부는 앞서 검증한 CMCRs 그리고 UPPI를 통해서 판단 가능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 

(기업 1)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기업 2) 

Diversion 

ratio 

𝑑12 

0.72 
<  

𝑑21 

0.76 

CMCRs 0.40 <  0.53 

UPPI 0.0347 <  0.2633 

Werden & Frob(2011)에 따르면 CMCRs가 주는 시사점(insight)은 한계비용의 감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고 이는 기업의 결합행위를 통한 가격증가 효과인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음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출시이

전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단독효과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지배적사업자와 결합행위를 통하여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면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측면에서도 단독효과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 실

제로 실제로 도출됨으로 이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서비스를 

통해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에 전이되었음을 확인 

“결합상품 출시 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측면에
서의 혜택이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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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Quality 

Leverage Mechanism)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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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37 

2009년 등장한 Krämer의 지배력전이 검증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기업이 인접시장/이

차시장의 타 통신서비스와 결탁하여 결합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접시장/이차시장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의 시장지배사업자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품질 구분효과(quality sorting mechanism)를 통하여 

전이되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정량적인 방법론 

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은 결합상품에 기초 

두 개의 업체에 의한 시장 독점 즉, 복점(duopoly)에서 회사들은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첫째로 품질 레벨
(quality level)을 두 번째로 가격(price)을 결정 

본 연구에서는 Stackelberg  상황에서 Stackelberg의 선두기업은 항상 더 높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선택 

 Stackelberg란 복점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데 두 기업 사이에 승패가 이미 갈린 상태이다 둘 중 하나가 지배적 사업자 그리고 나머지
는 추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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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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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전이 검증에서는 통신시장에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 그리고 두 회사들은(i=1,2) 두 개

의 각각 다른 시장을 구성 

i=1‟은 이동통신회사(telecommunication firm)을 의미하며 „i=1‟인 이동통신회사는 자신의 시장에서 가상의 지
배력(virtual monopoly)를 가지고 있는 제품 A를 생산 

각각의 회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첫째로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을 선택하고 두 번째

로 가격(price)를 선택 

„i=2‟는 존재하는 유선케이블회사(incumbent cable firm)를 의미하며 유선시장을 위한 제품 B를 생산 

각각의 회사들은 서로 다른 품질(q)을 가지고 있음 

Krämer의 연구에서는 품질을 전략적인 long term variable로 간주 

기업들은 증가된 가격경쟁이 생기게 되면 결국 품질 측면에서 자사을 보호할 구 있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품질 측
면에서 차별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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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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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이 차별화된 시장에서 두 제품을 결합판매 할 때,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결합상품에 대한 한계지불 의사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한계지불의사> 

𝜃12
𝑏 =  

𝑝1
𝑏 −  𝑝𝐵2

𝑏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  𝑞𝐵2
𝑏  

 

파라메타 정의 

𝑞𝐴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1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𝑞𝐵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𝑞𝐵2
𝑏  기업 2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𝑝1
𝑏 기업 1이 결합상품에서 재화 1에 부여하는 가격 

𝑝𝐵2
𝑏  기업 2가 결합상품에서 재화 2에 부여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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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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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은 소비자가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와 기업 2가 제공하는 재화 2

의 개별적인 서비스 품질(한계지불의사)𝑞𝐵2
𝑏 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나타냄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한계지불의사> 

𝜃12
𝑏 =  

𝑝1
𝑏 −  𝑝𝐵2

𝑏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  𝑞𝐵2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
한 전체적인 품질(한계
지불의사)  

기업 2가 제공하는 재화 2의 개별적인 
서비스 품질(한계지불의사)  

만약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 𝑞𝐵2
𝑏 "와 같은 등식이 성직 되다면 기업 1은 결합서비스로 차별화를 구축할 수 없음을 의미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 𝑞𝐵2
𝑏 "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해야지 결합상품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등식은 두 제품을 모두를 

합쳐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자는 혜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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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에서의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2로의 지배력전이 발생 유무를 판단한다. 이러한 지배력 

전이 검증은 시장 2의 재임 사업자(incumbent)인 기업 2가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품질을 뛰어넘기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체크 

Krämer의 지배력 전이 방법론은 기업1이 아닌 “기업2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backwards 

induction 방식의 논리(logic) 

<Krämer의 지배력 전이 방법론 최종식> 

 400
𝑞𝐵2

𝑏 2
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4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2 −
1

2
𝑞𝐵2

𝑏 2
< 0 

파라미터 정의 

𝑞𝐴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1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𝑞𝐵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𝑞𝐵2
𝑏  기업 2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 (한계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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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방법론 최종식> 

 400
𝑞𝐵2

𝑏 2
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4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2 −
1

2
𝑞𝐵2

𝑏 2
< 0 

식의 결과가 „지배력전이분석 > 0‟의 의미 

기업 2는 기업 1이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의 품질을 뛰어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 

식의 결과가 „지배력전이분석 < 0‟의 의미 

기업1의 시장 1에서의 ‘지배력이 기업 2가 존재하는 시장 2로 전이’ 되었음을 의미 

본 논문에서는 품질(quality)을 기반하여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략적인 혜택(advantage)가 존재한다
고 하였다. 왜냐하면 먼저 진입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들의 시장에서 어떻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 

기존 기업 2가 품질을 향상할 인센티브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 1의 시장지배력

이 기업2의 시장에 까지 전이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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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방법론 최종식> 

 400
𝑞𝐵2

𝑏 2
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4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2 −
1

2
𝑞𝐵2

𝑏 2
< 0 

분모는 기업 2의 결합상품에 속해있는 재화2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𝐵2
𝑏 과 기업 1의 결

합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를 제곱함으로써 양수로 나타낸 것 

분자는 기업 2가 결합상품 내에서 재화 2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한계지불의사에 기업 2가 제공하는 재화 2

의 개별적인 서비스 품질(한계지불의사)𝑞𝐵2
𝑏 와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차액을 곱한 것으로 기업 2가 결합상품 내에서 재화 2를 통하여 포획할 수 있는 전체적인 혜택
(benefit)을 의미 

분모는 기업2가 재화 2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의미 

Krämer의 지배력전이 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𝐵2
𝑏 과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품질(한계지불의사)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의 차이]에 대비하여 [기업 2가 결합상품 내에서 재화 2를 

통하여 포획할 수 있는 전체적인 혜택(benefit)]이 커야 기업 2는 결합상품에 대하여 회사 1의 품질인센티브를 뛰어
넘을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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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의 지배력 전이 검증 

결합상품 출시 후, 기업 1(지배적사업자) 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검증 

회사 구분 지배적사업자 타 사업자 

상품 시장 이동통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력전이 

44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국내 통신시장에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적용 

본 연구에서는 타시장을 초고속인터넷시장으로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기존 사업자를  

KT로 놓고 Krämer 의 지배력전이 방법론  검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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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의미 도출방법 

𝑞𝐴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1에 대해 느끼는 품질(한계지불의사) 

= 지배적 사업자 이동전화 단일상품’과 ‘지배적 사업자 의 결합상품(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해 보았

을 때, 결합상품 전환 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이동전화 측면‛ 에서의 가치 상승변화(Survey)  

설문조사 𝑞𝐵1
𝑏  

기업 1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한계지불의사) 

= 지배적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과 ‘지배적 사업자 의 결합상품(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합상품 전환 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초고속인터넷 측면‛ 에서의 가치 상승변화(Survey) 

𝑞𝐵2
𝑏  

기업 2의 결합상품에서 고객이 재화 2에 대해 느끼는 품질(한계지불의사) 

= KT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과 ‘KT의 결합상품(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합상품 

전환 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초고속인터넷 측면‛ 에서의 가치 상승변화(Survey) 

 400
𝑞𝐵2

𝑏 2
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4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2 −
1

2
𝑞𝐵2

𝑏 2
< 0 

국내 통신시장에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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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 

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 -7720504.7 < 0 

 지배적사업자 이동통신은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였

을 시,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 시킴

을 확인 

400
𝑞𝐵2

𝑏 2
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4𝑞𝐵2
𝑏 − 𝑞𝐴1

𝑏 + 𝑞𝐵1
𝑏

2 −
1

2
𝑞𝐵2

𝑏 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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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최종결과 의 의미 및 해석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KT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을 활용하여 Krämer의 

품질전이 메카니즘(quality leverage mechanism)을 적용한 결과, 2차 시장으로 결합상품을 통하여 지배적사업자
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의 영향력을 전이할 수 있는„-7720504.7 < 0‟조건식을 만족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과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하였을 

때 결합상품 전환 시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의 가
치 상승분((￦)4,176)이 KT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과 KT 결합상품(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하였을 때 결합
상품 전환 시 KT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KT 초고속인터넷 가치 상승분((￦)3,865.5)보다 더욱 높다 

이는 각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이 이동통신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통하여 각 통신사의 초고속
인터넷의 가치가 상승하였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지배력이 있는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과 결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치가 KT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보다 더욱 높은 결과가 

도출된 것 

즉, 소비자들은 각각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하였을 시 KT의 이동통신서비스 보다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
신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판단한 것이고 지배적사업자와 KT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힘(power)의 전
이에 대한 정도(degree)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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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ämer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최종결과 의 의미 및 해석 

Krämer의 지배력전이 검증결과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KT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하여 2차 시장으로 결합상품을 통하여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의 영향력을 전이할 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은 결합상품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어 소비자
들이 인식하는 결합상품 내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한계지불의사를 바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rämer는 품질이 기초로 선택되는 시장에서는 기존에 먼저 시장에 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1차
적으로 전략적인 혜택(advantage)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KT는 선점 진입자의 품질적인 혜택을 얻
을 수 없다. 이는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을 통해서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
넷 시장으로 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𝑚𝑎𝑟𝑔𝑖𝑛𝑎𝑙 𝑤𝑖𝑙𝑙𝑖𝑛𝑔 𝑡𝑜 𝑝𝑎𝑦 = 𝑉𝜃 𝑞  =  𝜃𝑞 

기존에 먼저 시장에 진입한 KT의 초고속인터넷 단일상품과 결합상품(이동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서비스(이동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뛰
어 넘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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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전이 검증 대두배경 

Choi(2004)는 Whinston(1990)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지배적 제품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독점잉여(monopoly surplus)‟를 활용하여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타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보여줌 

50 

따라서 Choi는 한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출시하였을 때 지배적 사업자를 통한 결합상품이 원인

이 되어 경쟁기업이 2차시장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는 시도를 억제할 수 있고 이러한 신규기업의 진입 억제로 결

합기업이 원래 독점화된 제품 A의 시장을 보존하고 제품 B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또한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  신민수 

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단독상품과 결합상품 판매) 

단독상품 판매 (no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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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제품이 결합 판매되어지지 않는다면, 두 제품들은 독립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동일한 소비자의 가정과 
수요 (rectangular demand)의  가정하에  회사  1은  시장  A에서  전체  소비자  잉여를  얻음 ,  
그리고 이윤(vA− cA)을 얻을 수 있다. 

파라미터 정의 

𝑣𝐴 제품 A에 가치에 대한 유닛 수요(unit demand)에 따른 가격 

𝑐𝐴 제품 A에 대한 유닛 생산비용 (production cost) 

 시장 B의 생산자 역시 가장 낮은 비용을 창출하는 생산자가 시장 B에서 자사의 제품가격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
로 전체시장에 상품을 제공 

Price of max (cB1,cB2) 

파라미터 정의 

𝑐𝐵1 제품 B에 대한 회사 1의 유닛 생산비용 (production cost) 

𝑐𝐵𝟐 제품 B에 대한 회사 2의 유닛 생산비용 (produ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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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단독상품과 결합상품 판매) 

단독상품 판매 (no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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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1은 시장 B에서 max [cB2− cB1, 0]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 max [cB2− cB1, 0]의 의미는 회사 1

이 시장 B에서 가질 수 있는 생산비용 우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 회사 1(독점사업자)의 
전체적인 이득은 다음과 같다. 

Ⅱ1 =  𝑣𝐴 − 𝑐𝐴  + 𝑚𝑎𝑥 𝑐𝐵2 − 𝑐𝐵1, 0  

회사 1이 시장 B에서 가
실 수 있는 생산비용 우위 

 𝑣𝐴 − 𝑐𝐴는 회사 1이 시장 A에서 제품 A로 부터 얻게 되는 이윤을 의미하며 𝑐𝐵2 − 𝑐𝐵1는 회사 1이 시장 B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생산비용의 우위를 의미한다. 생산비용 역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𝑐𝐵2 − 𝑐𝐵1

를 회사 1이 시장 B에서 가질 수 있는 수익으로 지칭 

회사 1이 시장 A에서 
제품   A로 부터  
얻어지는 이윤  

<회사 1(독점사업자)의 전체적인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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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단독상품과 결합상품 판매) 

결합상품 판매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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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제

품 A와 제품 B를 결합 판매하고 

결합상품에 대하여 P의 가격을  

책정했다고 가정 

 소비자들이 첫 번째 옵션인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식이 만족 

[소비자의 선택권] 

Option 1:  
결합상품의 가격(P)에 독점사업자로부터 
결합상품을 구매 
 
Option 2: 
기업 2로부터 오직 제품 B를 구매 

𝑣𝐴
𝑏 + 𝑣𝐵

𝑏 − p ≥ 𝑣𝐵
𝑏 − 𝑐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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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결합상품 판매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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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첫 번째 옵션인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식이 만족 

𝑣𝐴
𝑏 + 𝑣𝐵

𝑏 − p ≥ 𝑣𝐵
𝑏 − 𝑐𝐵2 

파라미터 정의 

𝑣𝐴
𝑏 

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의 결합상품 제품 A에 가치에 대한 유닛 수요에 따른 가격 

(제품 A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A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𝑣𝐵
𝑏 

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의 결합상품 제품 B에 가치에 대한 유닛 수요에 따른 가격 

(제품 B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B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𝑝 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의 결합상품 (제품 A+제품 B) 가격 

𝑐𝐵2 기업 2의 제품 B에 대한 유닛 생산비용 (production cost) 

기업 1의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즉, 기업 1의 결합상품
에 대한 순 가치를 의미 

기업1이 가질 수 있는 제
품 B의 가치 

 종합하면 소비자들이 기업 1의 결합상품에 대해서 느끼는 순가치가 소비자들이 기업 1의 결합상품 내에서 제품 B
로부터 느끼는 순가치 보다 커야 소비자들은 기업 1의 결합상품(제품 A + 제품 B)를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냄 

 기업 1의 결합상품의 가격은 B 시장에서의 경쟁자인 기업 2의 제품 B의 유닛 생산비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기 
수식을 통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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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결합상품 판매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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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사업자인 회사 1에 대한 결합상품과 함께한 이윤수식 

Ⅱ𝟏
𝒃 = 𝒎𝒂𝒙 = 𝒗𝑨

𝒃 − 𝒄𝑨 + 𝒄𝑩𝟐 − 𝒄𝑩𝟏 , 𝟎  

 회사 1에 대한 결합상품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전제이윤수식을 회사 1이 결합상품 수식 Ⅱ1 =  𝑣𝐴 − 𝑐𝐴  +
𝑚𝑎𝑥 𝑐𝐵2 − 𝑐𝐵1, 0 과 비교해 보면‘max[ ]’의 포함 범위가 다르다. 

 결합상품일 때는 제품 A에 대한 이윤이 제품 B의 생산비용과 함께 고려된다.  

 Ⅱ1
𝑏(결합상품)=Ⅱ1(비결합 상품)의 등식을 만족한다면 결합상품은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회사 1이 결합하는 제품의 시장에 대해 독점화의 목적으로 아무런 인센티브를 가지지 못한 
것을 암시 

 만약 B 시장에서의 제품 B에 대한 비용 불 혜택 𝒄𝑩𝟐 − 𝒄𝑩𝟏 이 A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독점적 잉여인 𝑺𝑨보다 작다면 기업 1은 제품 B 시장에서 더 높은 생산비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A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출시하려면 새롭게 진입하는 B 시장에서의 비용 불혜택을 
주상품 시장인 A 시장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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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방법론 

Choi(2004)는 지배력전이 검증에서 제품 A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1이 결합상품의 출시 결정 후 B시장

에서의 기업 2의 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게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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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계에서, 회사 1(제품 A에 대해서 독점적인 공급자)는 두 제품들을 결합 판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회사 2은 회사1의 결합상품 결정에 따라 진입결정을 내린다. 회사 2가 회사 1이 결합상품을 만든 

시장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K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회사 2가 이미 시장 안에 존재한다면, 해당산업으로부터 

퇴출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고정비를 피할 수 있다. 

 결합상품 내 제품들은 동적으로 연결되고 때론 공유되기 때문에 결합상품 내 제품들 중 하나라도 삭제되면 소비자들은 

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결합상품이 주는 편리함을 보장받을 수 없다 



©  신민수 

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방법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이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B 시장으로 진입한다면 회사 1은 소비자들에게 𝑣𝐴
𝑏(회사 1의 

제품 A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A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과 𝑣𝐵
𝑏(회사 1의 제품 B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B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의 가치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전달

하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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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 1이 두 제품을 결합 판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선택으로 인한 각 서비스의 가
치상승 분이 빠진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해서 ‘각각’ 𝑝𝐴와 𝑝𝐵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파라미터 정의 

𝑣𝐴
𝑏 

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의 결합상품 제품 𝐴에 가치에 대한 유닛 수요에 따른 가격 

(제품 𝐴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𝐴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𝑣𝐵
𝑏 

지배적 사업자인 회사 1의 결합상품 제품 B에 가치에 대한 유닛 수요에 따른 가격 

(제품 B에 대한 가격 +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B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𝑣𝐴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A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𝑣𝐵 결합상품 전환 시 제품 B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 향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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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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𝒌 < 𝒄𝑩𝟐 - 𝒄𝑩𝟏 < 𝒗𝑨
𝒃− 𝑪𝑨 

Choi의 지배력전이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성립 

시장 2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매몰비용 

지배적 사업자인 기업 
1이 새로운 시장인 시
장 2에서 직면하게 되
는 비용 불혜택 

기업 1의 결합상품 내에서 시장 
지 배 력 (market 
dominance)이 내포되어 있
는 제품 A로부터의 이윤, 즉 독
점 적  잉 여 (monopoly 
surplus) 

Choi의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는 𝒄𝑩𝟐 - 𝒄𝑩𝟏와 𝒗𝑨
𝒃− 𝑪𝑨의 관계성에서 도출   

  기업 1의 시장 2에서의 비용 불 혜택 즉, 기업 2의 시장 2에서의 비용 혜택에 비해 기업 1의 결합상품 내에서 시장 지배력(market 

dominance)이 내포하고 있는 제품 A로부터의 이윤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시장 2에 진입하여 제품 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2가 비용측면에서 혜택(advantage)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1의 결합상품과 경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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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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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04)의 지배력전이 검증의 최종 수식은 아래와 같다. 

 

Ⅱ𝟏
𝒃  =  𝒗𝑨

𝒃 − 𝑪𝑨  +  𝑪𝑩𝟐 − 𝑪𝑩𝟏  >  0 

 
. 

 

„좌변 >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기업 1은 결합상품을 통하여 시장 2로 지배력을 

전이하여 경쟁기업이 시장 2로의 진입하려는 시도가 억제되며 이미 시장 2에 존재하는 경쟁기업은 해당산

업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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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 지배력전이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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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의 지배력전이 검증의 최종 수식> 

Ⅱ𝟏
𝒃  =  𝒗𝑨

𝒃 − 𝑪𝑨  +  𝑪𝑩𝟐 −  𝑪𝑩𝟏  > 0 

기업 1의 결합상품 내에서 시장 지배력
(market dominance)이 내포되어 
있는 제품 A로부터의 이윤, 즉 독점적 잉
여(monopoly surplus) 

지배적 사업자인 기업 1이 새로운 시장인 시
장 2에서 직면하게 되는 비용 불혜택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회사 1이 자신의 주 상품 시장에서 획득된 독점 잉여(monopoly surplus)가 2차시장인 제
품 B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불 혜택 보다 큰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업 1은 2차 시장에서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결합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제품 A에서의 독점잉여를 바탕으로 시장 B에서 역시 더 큰 시장점유율을 포획할 수 있으며 바탕으로 기업 

1은 제품 A의 시장에서 또한 지배력을 보존 혹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 시장에서의 독점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B 시장까지 전이되어 B 시장에서의 A회사에서 생산하는 B 제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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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결합상품 출시 후, 기업 1(지배적사업자) 가 이동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검증 

회사 구분 지배적사업자 KT 

상품 시장 이동통신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지배력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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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본 연구에서는 타시장을 초고속인터넷시장으로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기존 사업자를  

KT로 놓고 Choi의 지배력전이 방법론  검증을 실시 

국내 통신시장에  Choi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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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62 

파라미터 의미 도출방법 

𝒄𝑨 
기업1의 제품 A에 대한 유닛 생산비용 

= 2014년 지배적사업자 1인당 이동전화 한계비용 

기업 

공시자료 

𝒄𝑩𝟏 
기업 1의 제품 B에 대한 유닛 생산비용 

= 2014년 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사 1인당 초고속인터넷 한계비용 

𝒄𝑩𝟐 
기업 2의 제품 B에 대한 유닛 생산비용  

= 2014년 KT 1인당 초고속인터넷 한계비용 

𝒑𝑨 
기업 1의 결합상품(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평균 가격 

=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평균 요금 

𝒗𝑨
𝒃 = 𝒑𝑨 + 𝒗𝑨 

기업 1의 결합상품 내 상품 1의 가치를 반영한 상품1의 가격 

=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평균 요금  + 

지배적 사업자 이동전화 단일상품‟과 „지배적 사업자 의 결합상품(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합상품 전환 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이동전화 측면” 에서의 가치 상승변화
(Survey) 

설문조사 

국내 통신시장에 Choi 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적용 

Ⅱ𝟏
𝒃  =  𝒗𝑨

𝒃 − 𝑪𝑨  +  𝑪𝑩𝟐 −  𝑪𝑩𝟏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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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 지배적사업자는 첫 번째 옵션인 소비자들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래의 조건식을 아래와 같이 만족해야 한다> 

𝑣𝐴
𝑏 + 𝑣𝐵

𝑏 − 𝑝 ≥ 𝑣𝐵
𝑏 − 𝑐𝐵2 

42,250 ≥ 19,480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의 출시가능성 검증을 한 결과 최종결과값이 „42,250 

≥ 19,480‟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지배적사업자는 결합상품을 출시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로 choi(2004)의 지배력전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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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지배력전이 검증 방법론 최종결과 (국내 통신시장 적용) 

지배적사업자 결합상품(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을 통한 이동통신시장에서 초고속인터
넷 시장으로의 Choi의 지배력전이 검증의 최종결과값은 „7,812.2 > 0‟가 도출됨 

Ⅱ𝟏
𝒃  =  𝒗𝑨

𝒃 − 𝑪𝑨  +  𝑪𝑩𝟐 −  𝑪𝑩𝟏  > 0 

7,812.2 > 0 

지배적사업자는 결합상품(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을 통하여 결합상품에 포함된 초고
속인터넷 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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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지배력전이 최종결과의 의미 및 해석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KT의 초고속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Choi의 지배력전이 검증을 실행한 결과,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은 결합상품 내 초고속인
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킬 수 있는„„7,812.2 > 0‟조건식을 만족함 

지배력 전이는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독점잉여를 의미하는 좌변의 vA
b − CA  값이 좌변의 지

배적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출하였을 시 경쟁기업인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비용 불 혜택
CB2 −  CB1 의 값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가능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기존 경쟁자는 KT는 먼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입하여 비용측면에서 혜택
(advantage)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과 경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의미 

지배적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비용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주 상품시장인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윤(독점적 잉여)을 바탕으로 결합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배적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시
장에서도 신규 경쟁자의 진입억제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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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지배력 전이 검증 

Choi지배력전이 최종결과의 의미 및 해석 

종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배적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하여 초고

속인터넷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상품인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윤이 결합상품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 

지배적사업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포획한 독점적 잉여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더 큰 시장점

유율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또한 보존 및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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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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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Upward Pricing Pressure) 

UPP 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 제품 간의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제품 1의 수요감소에 대하
여 제품 2로 재포획 (market recapture) 되는 부분까지 반
영할 수 있다는 점 

 

▪ 차별화된 제품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존재 

▪ 결합상품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 결합 후 효율성의 개념이 제품 1에만 국한 

 

▪ 시장지배력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평가되고 있는 결
합상품과 연관된 통신생태계의 환경(context)반영이 어렵다
는 한계점 

시장점유율(market share) 개념의 보완이 필요 
 

통신시장은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가입자의 사용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강한 시장 

 

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증가하면 네트워
크 외부성 역시 커지게 됨 

 

시장지배력(market power)는 결합기업의 잠재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willig, 2011). 

 

Market share are often used as a proxy for market power(E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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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PPI(Gross Upward ‘Market Power’ Pressure Index)분석의 필요성 

GUMPPI(Gross Upward „Market Power‟ Pressure Index)분석의 필요성 

UPP를 확장하여 시장지배력 전이 개념을 포함하고 결합상품 제공으로  인한 제품 품질의 향상 효과를 

반영함 

제품 품질의 향상 효과 : 결합상품이 주는 혜택인 ‘편리성’, „안정성’, „통일성’, „가격할인’ 등의 효용

(customer value)을 의미함 

시장점유율로 대표되는 시장지배력은 결합상품 제공기업의 잠재적인 이익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GUMPPI를 원용하여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유/무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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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지배력전이 검증 적용 

국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GUMPPI 적용 

GUMPPI 분석틀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즉, (이동통신서비스 + 초고속  

     인터넷)에 적용하고 시장지배력 전이를 중요 변수로 고려함 

회사 구분 지배적 사업자 지배적 사업자의 특수 관계사 

기업결합 전 상품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기업결합 후  

추가 상품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SKT에 의한 SKB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지배력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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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적용 

국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GUMPPI 적용 

GUMPPI  조건식이  검증 결과 성립함 

검증 결과 상세 의미 

„부등호 >‟의 해석  결합상품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유인이 존재하고 시장경쟁 저해로 추가 이익이 구
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결합상품 출시 후에도 가격상승을 하면 이윤상승 가능성이 있음. 즉 가격상승유인이 존재함. 

이는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지배적 사업자의 특수관계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 후에

도 지배적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올림으로써 주력제품인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결합서비스 이윤

을 올릴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s:결합상품 시장점유율, P: 가격, C: 한계비용은 기업 공시자료 활용, 𝐷1
2 𝑃1

0, 𝑃2
0 , 𝑉1은 설문조사로 구함) 

 
𝐷1

2 𝑃1
0, 𝑃2

0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단일 상품) 요금이 10% 인상된다면 귀하는 어느 기업의 결합 서비스로 전환할 것인가를 설문 
𝑉1 :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실제 가격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설문 

시장점유율 변화 대비 
결합상품 출 시 후  

이동전화 가격변동으로  
초래된 초고속인터넷 
파생수요의 총 가치,  
즉 이익 증가분을 의미 

이동전화 기존 가격 대비 
결합상품 출시 후 

이동전화의 가치 변동 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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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 적용 

국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GUMPPI 적용 

GUMPPI  조건식이  검증 결과 성립함 

검증결과 

실제 검증결과, „0.00005 > -0.051561‟ 식을 만족함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결합상품 출시 후 가격을 실제로 

인상할 유인(upward pressure)가 존재한다.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주력상품인 이동전화 서비스의 지배력을 결합상품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실제로 행

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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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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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통신 산업은 신기술로 인한 소비자 후생제고 효과가 큰 시장임에 따라 투자와 혁신을 
통한 동태적 효율성 추구가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경쟁 증가로 인한 정태적 효율성 증
대에 따른 사회후생 증대를 훨씬 능가 

 

최근 미래부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금경쟁 유인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 

 

그간 요금 이슈 등으로 결합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後순위로 밀려왔으
나, 최근 결합상품으로 경쟁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결합상품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
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통신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자 간의 자율적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어 소비자 후
생 증진 유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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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결합상품 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는 징후가 있음으로 규제당국은 경쟁활성화를 위하여 할인률 과대 배분, 실질
적 동등결합 등 결합 상품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인수인가 
심사 과정에서 이동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SKT-하나로 합병 당시,  규제 당국에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를 우려하여 
인가조건을 부여하였으나,  

현재 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및 IPTV 위탁판
매를 통한 결합판매 유형, 이동 다회선과 유선/방송 결합, 무선이 경쟁의 중심으
로 전환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상기의 인가조
건들이 무력화된 바 있음 

이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기업결합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온데다 지배력 해
소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정책 개선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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