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거래와 사후 규제 관련 토론문＞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 은기
１． TV 홈쇼핑 시장 구조와 거래 관계
□ TV 홈쇼핑 사업자의 수요 독점력 보유 여부
－ TV 홈쇼핑 사업자는 이미 ７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와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에서 특정 TV홈쇼핑 사업자가 수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
렵다는 판단임
－ 또한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유통의 수단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창
구

및 온라인 유통 창구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 사업자가 납

품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유통에 대하여 수요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제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양면시장(two side market)과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판매수수료
인상（전이） 여부
－ TV 홈쇼핑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TV 홈쇼
핑 송출수수료 산정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짐
－ 플랫폼 사업자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송출수수료 가격을 책
정하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신료 가격을 책정하며，양쪽 시장에서의
Joint profit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격 책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있으
며， 이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고객 （TV 홈쇼핑 사업자와 가입자）간의
교차보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TV 홈쇼핑은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플랫폼에 접근해야
한다는 멀피호밍의 특성을 갖고， 플랫폼은 특정 가입자가 ２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TV 홈쇼핑의 시청자가 되
는 가입자에 대하여 싱글호밍의 특성을 가짐
－ 이와 같을 때 싱글호밍하는 플랫폼 단에서 Armstrong이 말하는 경쟁
적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
도한 송출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장성과는 플랫폼이 책정한 송출수수료 가격이 과
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２００７년 홈쇼핑 취급고는 ５조５천억에서
２０１４년 １４조９천억원으로 연평균 １５．１５％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동기간 홈쇼핑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３，１５８억에서 ７，１４３
억으로 연평균 １２．３７％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２００７년에도 영업이 이루어진 유료방송 플랫폼인 SO의

경우

２００７년 ４，０６２억에서 ２０１４년 ４，５３５억으로 연평균 １．
５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홈쇼핑 영업 이익률이 수요독점력에 의
한 판매수수료 인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
면， 무엇보다 수요독점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가 제시되어야 하
고， 판매수수료 （즉 가격）가 높아짐에 따라 유통창구로서의 TV 홈쇼
핑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수요독점력을 분명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시장구조가 구축되었다고 보
기 어렵고， 무엇보다 홈쇼핑 취급고가 급격하게 신장하였다는 것은 가격
이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경쟁적 병목구간에 위치하는 플랫폼의 우월적인 협상력에
서 기인하는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
움
２． 행위규제
□ 납품업자와 TV 홈쇼핑간의 거래
－ 납품업자와 TV 홈쇼핑간의 거래에서 납품계약과 편성계약이 ２단계로
이루어지는 현실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됨
－ 왜냐하면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자는 특정 TV 홈쇼핑 사업자가
미래에 편성할 방송에 Lock in 되고 이로부터 편성 시 불합리한 계약 사
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납품계약과 편성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계약 관행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규제 주체

－ 금지행위 조항에 ‘방송 편성’과 연결하여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
제 근거가 적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경쟁법을 다루는 규제 당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 그보다는 홈쇼핑 사업자의 편성에서 ‘허위 광고’， ‘중소기업 상품 편
성 비율’ 규제 등과 같은 공익성 규제에 방통위가 주력하는 것이 전문성
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 정액제와 정률제
－ 정액제로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홈쇼핑 채널은 일종의 임대채널로 볼 수 있으며， 홈쇼핑 채널의 시간
을 임대하는 납품업자가 정액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마치 prime time access rule처럼， 정
액제가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영세한 납품업자가 안게 되는 위험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프라임타임대의 일정 시간을 정률제로 운영할 것을 권고，
혹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