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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시장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박진우**․안일태***
내구재인1)단말기와 비내구재인 서비스가 결합재적 특성에 의해 정태적 혹
은 동태적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사업자
들의 유인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자원배분에는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간단한 2기 순차적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단말기보조금은, 정태적으로 2기에는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1기에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추가수단으로서 역할하며, 동
태적으로는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의 1기 시장에서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단말기업자의 협상력이 우월한 경우,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 커서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은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
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핵심용어：단말기보조금, 신규서비스시장, 단말기시장, 외부효과
JEL Classifications：D4, L1, L5, L8

Ⅰ. 문제 제기
2000년 6월부터 금지되었던 단말기보조금이 2006년 3월 27일을 기해 사실상 대
폭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
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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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
단 예외적으로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
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는, 지원일로부
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
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
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두 가지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1)은 성숙단계에 있는 2세대 이동전화시장에서
18개월 연속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전환
비용이 낮은 상대방 서비스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전환수요와 자신의 가입자
의 기기변경과 관련된 교체수요를 보다 쉽게 발생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
된다. (2)는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
자는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통신서비스에 대
해서는 가입자의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전기통신사업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광대역 무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인 WCDMA,
WiBro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말기보조금과 관련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논란의 주
된 내용은, 이미 시장포화상태에 이른 이동전화시장에서 주로 신규가입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지급되던 불법보조금이나 서비스업자의 다양한 마케팅수단들이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이슈였으며, 이 이슈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다.2) 그 결과 예외조항 중 (1)에서와
같이 기존가입자들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
말기보조금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예외조항 (2), 즉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보
조금의 허용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결여되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서비스인 WCDMA나 WiBro 서비스시장의 상황은 어떠
한가? WCDMA는 2003년 SK텔레콤이 서울지역에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이후 HSDPA, HSUPA, HSOPA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1) 사업법 제36조의4(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 ①을 참조할 것. 동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동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
력을 가진다. 여기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함은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
지금,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2) 박명호(2005), 박진우․안일태(2004), 염용섭(2005), 이상승(2002), 이상용(2005)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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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2005년에는 비동기-동기 핸드오버 지원 상용단말기가 출시되었으며,
HSDPA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전국 23개시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다. 2006
년에는 전국 84개시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며, HSDPA 지원 상용단말기
가 출시되고 HSUPA 기능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KTF는 2005년 상반기에
500억 원, 하반기에는 2,50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등 17개 도시에 HSDPA망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최소 20만∼50만 명 수준의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WCDMA의 경우 기존의 2세대 이동전화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초기 투자비가 매우 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있으
며, 단말기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성과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비스업자는 WCDMA 서비스 지연의 원인을 원활하지 못한 단말기 공급
을 탓하고 있으며, 단말기업자들은 서비스업자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어 단말
기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탓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단말기보조금
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에도 WCDMA 단말기산업이 초기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자들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4)
WiBro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인 KT, SK텔레
콤, 하나로텔레콤 3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하나로텔레콤이 사업허가를 반납
함에 따라 KT와 SK텔레콤 양사만이 WiBro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KT가 APEC에서 WiBro 시범실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SK텔레콤이
2006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WCDMA에 비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2009년이 되면 가입자기준으로 WCDMA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WiBro가 WCDM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비가격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한편 WiBro 단말기로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휴대폰, 스마트폰, PDA, 노트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가 제공되고, 하나의 단말기에 이동전화, WiBro, DMB 등의 다중모드가 지원될

3) 박동욱 외(2005).
4)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약 408달러인 단말기에 85%까지 보조금을 지
급하여 약 64달러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5) WiBro는 전송속도, 이동성, 셀 반경 등의 측면에서 현재의 이동전화와 무선랜의 중간영
역에 위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EVDO와 비교할 때 장비가격 대비 전송속도가 10
배 이상 높으며, 초고속 인터넷 및 무선랜과 비교할 때 기지국간 핸드오프 등의 이동성
이 보장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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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노트북형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였으
며, 2007년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휴대폰형 단말기가 예상보다 빨리 2005
년 하반기에 완료되었다.
단말기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결합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합재
의 특성상 발생하는 외부효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외부효과를 적절히 내부화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과정은 달성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외부효과 문제는 단말기
업자와 서비스업자 간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앞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WCDMA의 경우 서비스 지연 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업자
와 단말기업자가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단말기보조금이 허용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분담문제에서도 서비스업
자와 단말기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말기시장의 선두사업자
인 삼성이 서비스시장의 선두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단말기보조금 분담
을 강력히 반발하였으며,6) 이에 대응하여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직판 휴대폰에
대하여 할인판매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개통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그러나 결국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직판 휴대폰에 대해서
도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한편 2005년에 단말기시장에서 내수 3위인 팬택계열이 4위인 SK텔레텍의 인수
를 발표하면서 LG전자의 2위 자리를 빼앗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LG전자가
KTFT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SK텔레텍과 KTFT가 각각 서비스업자인 SK텔레콤과 KTF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단말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수합병 움직
임은 단말기시장의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해

6) 조선일보(2006.3.28), “삼성, SKT 보조금 분담요구 강력 반발”.
한국일보(2006.3.28), “SKT, 단말기제조사에 ‘보조금 분담하자.’, LG․팬택․모토로라
등 ‘울며 겨자 먹기’ 수용, 삼성은 거부…KTF․LGT는 요구 안 해”.
7) 전자신문(2006.3.30), “SKT, 삼성 ‘유통폰’ 사실상 개통 금지”.
한국일보(2006.3.30), “SKT 삼성 직판 휴대폰엔 보조금 없다. 비용분담 놓고 갈등 증폭”.
8) 중앙일보(2006.4.4), “SKT, 삼성 제품에도 보조금 주기로”.
9) 조선일보(2006.3.16), “LG전자 KTFT 인수협상 착수”. 그동안 단말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은 대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와 기타 중견업체들로 구성된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
였다. 그러나 최근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에 따라 단말기시장은 향후 3개 기업에
의한 과점적 경쟁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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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시장과 단말기시장의 상관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WCDMA나 WiBro 등의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인가?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이 갖
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세
대 이동전화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태적인 분석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할 수 있지만, 신규서비스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성
장과 관련하여 단말기보조금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서비스와 단말기가 결합재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합재의 특성상 외
부효과를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단순히 정태적
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동태적으로도 발생한다. 즉 예를 들어 이번 기의 단말기가
격이 높으면 이번 기의 신규가입자 수를 감소시켜 현재의 서비스판매량을 감소시
킬 뿐만 아니라, 다음 기의 기존가입자 수를 감소시켜 다음 기의 서비스업자 이윤
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0) 셋째, 재화의 특성상 단말기는 내구재로서 1회 구입으
로 일정 기간 사용이 가능한 반면에 서비스는 비내구재로서 반복하여 구매하는 특
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
스업자의 동태적 이해관계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번 기에 특정 소비자
가 신규로 가입하여 단말기와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단말기를 구입한 이 소비자는
다음 기에 다시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의 단말기 시장수요
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서비스업자는 이 소비자가 단말기를 이미 보유
한 기존가입자가 되므로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판매할 수 있어 다음 기 서비
스 시장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서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간의 협상력
10) 결합재적 특성에 의한 외부효과의 문제 하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단말기와
서비스의 가격이 가능한 한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결과는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시장이 모두 완전 경쟁적이어서 각 시장의 자체경쟁에 의해 가격이 최저
값으로 결정된다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이 모두 완전 경
쟁적이라면 외부효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두 시장 중에서 어느 한 시
장이라도 완전경쟁적인 경우, 예를 들어 서비스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단말기시장이
독점 혹은 복과점인 경우에, 서비스가격은 최저값인 한계비용과 일치할 것이므로 단말
기업자와 서비스업자간의 외부효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다만 단말기
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박진
우(2003)는 서비스시장을 복점으로 모형화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베
르트랑 가격경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완전경쟁의 결과를 낳고 그 결과 보조금의 허용여부
는 자원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와 단말기 사이에 존재하는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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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보조금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다.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
으로 외부효과문제가 해결되도록, 열등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
자간의 협상력 차이는 외부효과 문제의 전략적 해결수단 중의 하나인 단말기 보조
금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신규서비스시장에서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데 단말기 보조금이 갖는 역할을, 간단한 2기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구재인 단말기와 비내구재로서 반복구매의 특
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결합재적 특성에 의해 단순히 정태적인 외부효과 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도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이 과
연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의 동태적 유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자원배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Ⅱ절과 Ⅲ절에서는 각각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와 금지된 경
우의 2기 모형의 균형을 분석한다. Ⅳ절에서는 시기별로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즉 1,2기 중에서 한 기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반면에 다른 기에서는
금지된 경우의 균형을 분석한다. 이상의 이론적 분석에 기초하여 Ⅴ절에서는 단말
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살펴보고 네 가지 정부정책을 비교한
다. 끝으로 Ⅵ절에서는 결론 및 논의사항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Ⅱ.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소비자가 1기와 2기에 독점적인 서비스업자로부터 서비스 한 단위를 구입할 것
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2기 모형을 상정하자.11)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재인 단말기를 별도의 단말기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즉 소비
자가 1기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기에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2기에
는 새로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구입하면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단말
기업자 역시 독점적 사업자라고 하자. 게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기와 2기 매기

11)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완전 비탄력적 수요(Unit Demand)는 계산 및 논의의 단순화
를 위한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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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우선 단말기업자가 단말기 가격  ,     ,를 정한 후, 서비스업자가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보조금 액수  와   를 정한다고 하자.12) 단, 단말기 보조금 액수는
단말기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즉  ≤   ≤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
한 1기에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정
하자. 각 경제주체의 할인자(Discount Factor)는 1이라 가정하자.
한편 소비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에 따라   의 구간에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다. 소비자  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가격이  인 소비자로서 매기 단
말기 가격과 서비스가격, 단말기 보조금 액수가 정해지면 서비스 한 단위를 구입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가 1기와 2기에 모두 서비스
를 구입할 경우 얻게 되는 효용은              이 되고, 2기에 처음으로
서비스 구입을 결정하게 되면 효용은          가 된다. 본 모형은 순차적
선택모형이므로 균형개념은 부분경기완벽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며, 균형은 후방귀납적 방법(Backward Induction)에 의해 구해 질 수 있다.

1. 2기 서비스업자의 문제
우선, 1기에 1기 가입자의 규모가 정해진 다음, 즉 2기에 직면한 경제주체들의
문제를 분석하자. 지불용의가격이 높은 소비자가 1기에 먼저 가입할 것이므로, 1
기의 경계가입자를  이라 하면 1기의 기존 가입자 규모는    가 된다. 1기에 서
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가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얻게 되는 효용은
         이므로  가           이상인 소비자는 2기에 신규로 서비스

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    인 경우에는 서비스업자의 기존 가입자
수요와 신규 가입자 수요는 각각    과    가 되며,         ≤  인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는 없게 되고,    의 기존 가입자만 존재하게 된다. 만약
    이면 신규 가입자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중에서도  가 

이상인 소비자만 2기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것이므로 서비스업자의

12) 본 절에서는 매기 단말기업자가 먼저 단말기 가격을 결정하고 난 후에 서비스업자가
서비스 가격 혹은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는 순서를 상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
으로 두 사업자 사이에서 단말기업자가 서비스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직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단말기업자가 서비스업자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
다. 두 사업자간의 협상력에 따라, 동시선택 모형 혹은 서비스업자가 먼저 결정하는 순
차적 모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Ⅵ절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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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    가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2기 서비스업자
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if     ≤    ,

      

if         ≤  ,

     

if    .

2기 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는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1) 주어진  과  하에서 서비스업자의 2기 최적 가격과 최적 단말기
보조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ⅰ)       ,       

if  ≥  ,

(ⅱ)       ,       

if  ≤    ,






(ⅲ)       ,       

  






if    .

(증명) 부록 참조
보조정리 1은, 서비스업자가 2기에 신규가입자들에게 단말기가격을 전액 보조하
는 대신에 서비스가격을 인상함을 보여준다.13) 이는 서비스업자가, 단말기가격 때
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여 기존가입자로부터의 이윤을 증대시킬 유인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사실상 차
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2. 2기 단말기업자의 문제
  


보조정리 1에 의하면  ≥  인 경우에만 2기 신규가입자가 존재하고, 2기
13) 본 논문에서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 (보조정리 4)의 서비스가격과 (보
조정리 1)의 서비스가격을 비교하면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서비스시장이 독점이 아니라 복점인 경우에도 경쟁적 가격차별화의 형태
로 나타난다(박진우⋅안일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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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입자  는               이 된다. 따라서 2기 단말기업자
의 이윤함수는
  
  
                     if   ≥ 


  




if   
   





이 된다. 단말기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는  ≥  인 경우      이



고,    인 경우에는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와 보조정리 1
의 결과를 이용하면 2기 균형에서의 서비스가격, 단말기가격, 단말기 보조금 액수,
신규가입자 규모, 서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의 이윤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보조정리 2) 주어진  하에서 2기 균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  인 경우,      ,           ,      ,
    
        
      ,       .





(ⅱ)    인 경우


      ,


             ,

     ,


      ,


      .

(증명) 생략
2기 균형에서는,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에 의
해,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이라는 정태적 외부효과 문제가 기본적으
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말기가격과 서비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결과
를 낳는다. 이중마진의 문제는, 두 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단
말기 보조금의 유무에 상관없이 나타나며 2기 뿐만 아니라 1기에서도 정태적으로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 사이에서 발생한다.

3. 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
우선 1기 단말기 가격  과 서비스 가격 및 단말기 보조금  과   이 주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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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비자의 1기 서비스 가입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2기에 신규 가입자가 존재하



는 경우, 즉  ≥  인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소비자  가 1기에 서비스에 가
입하게 되면 얻게 되는 효용은             인 반면, 2기에 서비스를 처음
가입할 경우 얻게 되는 효용은         가 되므로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소비자는  가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2기 균형에서는
항상     가 성립하므로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계가입자  은      
이다. 또한 2기에 신규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  가 1기에 서비
스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       이어야 하므로 1기의 경계가입
자  은       이다.
따라서 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는 다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   을 찾는 것
이다.
                  

       


if         ,


                


if  ≤         ,

               




                   



if  ≤       ≤  ,





if         .

그런데       으로 치환하면, 서비스업자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if    ,


          


if   ≤      ,




             
          


if    ≤  ≤    ,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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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    는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3) 주어진  하에서 서비스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순 서비스가
격(서비스 가격에서 단말기 보조금액을 차감한 금액)    는 다음과 같다.














(ⅰ)  ≤  ≤  이면         ≥  , (ⅱ)    ≤  이면        

 


 

  , (ⅲ)     이면     ≥     .





(증명) 우선   는 모든  에 대해서 연속임을 확인하라. 그리고  ≤  인 경우
 
 
  는        의 구간에서는 단조증가 하다가,        ≤     의 구가
 
 


에서는 단조감소하고,      의 구역에서는  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은        에서 극대화된다. 두 번째로     인 경우   는      
 



인 구간에서는 단조증가 하다가,  ≥    의 구간에서는  의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증명 끝)

4. 1기 단말기업자의 문제
1기 경계가입자를  이라 하면        이므로,  을  의 함수로 표시하






 





면 (ⅰ)  ≤  인 경우      , (ⅱ)    인 경우    과 같다. 모든 


에 대해서  은  이상이므로 보조정리 2에 따라 2기에 신규가입자는 항상 존

재하게 되고, 따라서 1기 단말기업자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f  ≤  ,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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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전 구간에서   에 대해서 연속이고,     에서 최대값을 가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에서의 1기 단말기 가격, 1기 순 서비스 가격, 1기
가입자 규모, 2기 단말기 가격, 2기 서비스 가격, 2기 단말기 보조금액, 2기 가
입자 규모, 단말기업자의 2기 및 총이윤, 서비스업자의 2기 및 총이윤은 다음과
같다.
(정리 1)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균형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증명) 생략

Ⅲ.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
이제 서비스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즉        인 경우
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나머지는 Ⅱ절의 모형과 동일하다.

1. 2기 서비스업자의 문제
1기의 경계가입자가  이고 2기 단말기 가격이  로 주어진 경우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함수는     인 것만 제외하곤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
서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if  ≤  ≤    ,

      

if      ≤  ,

     

if    .

이 이윤함수 극대화의 해는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4) 주어진  과  하에서 서비스업자의 2기 최적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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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if   


      
  



 

if  ≤    ,







if   




  


  


(증명) 우선    인 경우    는    와    에서 국지적 극대값
  


(Local Maximum)을 가지는 쌍봉 함수이다. 즉    는    에서는 단조
  

증가 하다가,    ≤    의 구간에서는 단조감소하며,        에서

  


는 다시 단조증가, 마지막으로    부터는 단조감소 한다. 그런데    와
       
  
  
    에서의 두 봉 중     인 경우에는    에서의 봉이


  

       
  

더 높으며,      인 경우에는    에서의 봉이 더 높다.




  

두 번째로  ≤  ≤  인 경우    는    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단일봉








(Single-Peak) 함수이다. 마지막으로    인 경우    는    에서 단일봉
을 가지는 함수이다.

(증명 끝)

2. 2기 단말기업자의 문제
      
  





      
보조정리 4에 의하면  ≥  , 즉    이고  ≤   

인 경우에만 2기에 신규가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하에서 2
기 단말기업자의 이윤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if     이고   ≤   







       .
if  ≤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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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불연속점을 가지는 단일봉
    는     인 경우      

   



함수이다. 단일봉의 위치는  ≥  이면    ,      이면  


  
       가 된다. 따라서 2기 균형에서의 단말기가격, 서비스가격, 신규가

입자규모, 단말기업자의 2기 이윤,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은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5) 주어진  하에서 2기 균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  인 경우,     ,     ,       ,
   
    
     ,      .




       ,     
       ,
(ⅱ)      인 경우,      

             
       ,       
            
        ,
           .









(ⅲ)  ≤  인 경우     ,     ,       ,     ,
     .

(증명) 생략

3. 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
1기 단말기 가격  과 서비스 가격  이 주어진 상태에서 소비자의 1기 서비스



가입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기에 신규 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인
경우,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2기에도 서비스를 구입하므로 소비자  가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효용은          인 반면, 2기에
서비스를 처음 가입할 때 얻게 되는 효용은      가 되므로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소비자는  가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1기 경계가입자
  은          이 된다. 한편 2기에 신규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  인 경우, 1기에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자신의 지불용의가격  가 2기




서비스가격     보다 낮다면 2기에는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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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비자  가 1기에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    이
되고, 1기의 경계가입자  은    이다. 따라서 주어진    하에서 1기 경계가
입자  은 다음과 같다.
          


if

 ≤     ≤ 

       
             


      




if

if       

 ≤     ≤ 

if     

이제 1기 단말기 가격  이 주어지면 서비스업자는 1기와 2기 이윤의 합을 극대
화하는 非陰의 서비스가격  ≥  을 설정하게 된다. 서비스업자의 1기와 2기 이
윤의 합은             이므로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if  ≤    ≤ 

              

if       

              
  






if

 ≤     ≤ 

if      ,

위의 두 번째 등호 우변의  은     

       
            


            을 만족한다.   이  의 연속함수임은
이며, 따라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보조정리에서는   을 극대화하는  의 위치, 즉
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를 보여주고 있다.
 을   의 구간 안의
그러나 이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표기를 소개하자. 
     
       


  
      
  

숫자로서          을 만족하는  으
       
     


 이면    
로 정의하자. 보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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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립하며, 
     인 경우에는 부등호가 반대 방향

  

으로 성립한다.


의

실제 값은 0.9159647과 0.9159648 사이에 존재한다.

(보조정리 6) 주어진  하에서 최적 1기 서비스가격   은 다음과 같다.
 인 경우,      이고
(ⅰ)  ≥ 
 인 경우,    은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다.
(ⅱ)  ≤   
     
       

단,  


  
    .





(1)



       
            
.


(증명) 부록 참조

보조정리 6의 내용은 1기 단말기 가격이 
 이상인 경우 서비스업자는 1기 서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의 1기 서
스 가격을 0으로 책정하고, 1기 단말기 가격이 

비스 가격을 책정하되, 1기 경계가입자  이 식 (1)을 만족하도록 책정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1기 경계가입자  을  의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   
 인 경우      은 식 (1)을 만족하는   이고,   

≤     인 경우      이므로      
의 구간 내에 존재한다.14) 두 번째, 

      
     
   

 
  
이고,  ≤      이 성립한다. 세 번



  


째,  ≤  ≤  인 경우     이므로    은  이고   의 구간 내


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인 경우      이다.    가  의 전 구간에
서 연속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0.9159647과 0.9159648 사이의 값이므로  의 실제 값은 0.76454
14) 


에 근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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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기 단말기업자의 문제
단말기업자의 1기와 2기 이윤의 합은           으로 보다 구체
적으로는
              
            
       
           
            
       
         
    



if  ≤  ≤  ,





if   

,
if  ≤   
≤     ,
if 

 인 경우      의 단순표기이
이 된다. 단, 첫 번째 등호 우변에서의  은  ≤   

며, 식 (1)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 

  





(2)



     
      

의 항등식이 성립한다. 한편, 두 번째 등호 우변의  은  이

       이 된다.
다. 이를  에 대하여 정리하면       
   은   에 대한 연속함수이고,  ≤   ≤  의 구간에서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단말기 가격은 [0, 1.3)의 구간
 의 구간에서는 증가하다가,
에 존재한다. 다음의 보조정리는   이  ≤   

≤     의 구간에서 감소함을 보여준다. 결국    은 미분 불가능점인    


에서 극대화된다.
 . ′      if 
     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조정리 7) ′     if  ≤   
≃  이다.
단말기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단말기 가격  는 

(증명) 부록 참조
 이므로 균형에서의 1기 서비스가격    는 0이고, 균형에서의 1
  이 

기 경계가입자    의 근사치를 구하면 0.76454이다. 이에 근거하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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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1기 가입자 규모    , 2기 단말기 가격  , 2기 서비스 가격  , 2기
신규 가입자 규모   , 단말기업자 2기 이윤  및 총이윤  ,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  및 총이윤  의 근사치를 구하면 다음의 정리 2와 같다.
(정리 2)  0.915965,   ,     ;  0.15143,  0.42429,
      ,   ,   ,    .

(증명) 생략

Ⅳ. 시기별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Ⅱ절과 Ⅲ절에서 우리는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거나 금지된 경우를 살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시기별로 단말기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즉 1, 2기 중에서 한
기에는 단말기보조금이 허용된 반면에 다른 기에서는 금지된 경우의 균형을 분석
하고자 한다.15)

1. 2기에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경우
이제 1기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2기에는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
는 경우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비자 및 단말기
업자, 서비스업자도 1기에 이미 2기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될 것을 예상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균형분석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우선 1기
경계가입자  이 주어진 상태에서 2기 균형은 2절에서 분석한 매기에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의 2기 균형과 동일하다. 또한 주어진  과  하에서  의 결정식
      도 매기에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의        에서     인     가 된

다.16) 또한 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 또한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의 서비스업자의 이
15) 이러한 상황에 추가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이 여러 형태
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신규서비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되 기간통신역무 개시 6년 이내의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즉 신규서비스가 개시된 지 6년
이내인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개정규정이 2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단말
기 보조금의 허용여부에 대한 정부정책은 여러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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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극대화 문제에다     과  ≥  이라는 제약이 추가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 새
로운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는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8) 2기에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경우 주어진  하에서 서비스
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서비스가격    는 다음과 같다.






(ⅰ)  ≤    이면           이고 (ⅱ)  ≥  이면      이다.

(증명) 생략
보조정리 8에 따라 1기 경계가입자  을  의 함수로 표현하면 (ⅰ)  ≤   



 


이면          이고 (ⅱ)  ≤  ≤  이면  , (ⅲ)    이면 1이 된다.
따라서 1기 단말기업자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if  ≤   

   
         


if  ≤  ≤ 





if    .

   은 연속이고,  ≤     의 구간에서는 단조증가,  ≤   ≤  의 구간에서는

단조감소한다. 따라서   는    에서 극대화된다. 따라서 균형에서의 1기 경
  는 0.7이 된다. 이에 근거하여 균형에서의 1기 가입자 규모  
  , 2기
계가입자 
  , 2기 서비스 가격 
 과 단말기 보조금 액수 
  , 2기 신규 가입자
단말기 가격 
 
  , 단말기업자의 2기 이윤 
  및 총이윤 
 , 2기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
규모 

 및 총이윤 
 의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6) 만약 소비자 및 단말기업자, 서비스업자는 2기에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것이
라 예상한 상태에서 2기에 갑작스럽게 보조금이 허용된다면 1기 경계가입자  의 결정
식      는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 즉 Ⅲ절의 경우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하에서 2기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의 문제, 즉 2기 균형은 Ⅱ절의 단말기 보조금
이 허용된 경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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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 2기에만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는 경우 균형에서의 각 변수의 값은 다
   , 
  ,  
  0.3 ; 
  0.2, 
 0.6, 
  0.2, 
 
  0.1 ; 
 
음과 같다 : 
  
 0.22
0.02 
   , 

(증명) 생략

2. 1기에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경우
이번에는 1기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나, 2기에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
서 살펴보자. 이 경우에도 소비자 및 단말기업자, 서비스업자들이 1기에 이미 2기
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균형분
석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1기 경계가입자  이 주어진 상태에서
2기 균형은 Ⅲ절에서 살펴본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마다 금지된 경우의 2기 균형
과 동일하고,  ,   ,  이 주어진 상태에서  의 결정식       또한 보조금
이 금지된 경우의  의 결정식     과 동일한 형태이다. 다만, 1기에만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에는 1기 서비스가격 대신 1기 순 서비스 가격(1기 서비스가
격에서 1기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차감한 가격 :     )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1기 순 서비스가격을       으로 표시한 다음, 서비스업자의 이윤함
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f  ≤    ≤ 

              

if       

              
  






if

 ≤     ≤ 

if      ,

위의 두 번째 등호 우변의  은     

       
            


            을 만족한다. 따라서 1기 서비스업자의
이며, 따라서     

문제는 서비스가격  이 순 서비스가격  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곤 단말기 보조금
이 금지된 경우의 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와 동일하다. 다만,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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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서비스업자의 문제에서는 1기 서비스가격  이 非陰이어야 한다는 제약조건
이 있었지만, 1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 대신 보조금액수가 단말기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   ≤  이 추가되어  ≤  이라는 제약조건으로 대체
된다.
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    는 다음과 같다.
(보조정리 9) 1기에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경우 주어진  하에서 서비스


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순 서비스가격    는 다음과 같다 : (1.4,  )

구간 내에 어떤 수 ′ 이 존재하여
(ⅰ)  ≤   ′ 인 경우    는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다.
     
       

단,  


  
    .





(3)



       
             
.




 


(ⅱ) ′ ≤    이면        이다.
(ⅲ)  ≥  이면    는    이상인 임의의 실수이다.
(증명) 부록 참조
보조정리 9는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의 1기 최적 서비스가격에 관한 보
≃  인 경우     는 양수로서 단
조정리 6의 내용과 유사하다. 특히   
인
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의 1기 최적 서비스가격   과 동일하다.   

경우에는    이 0 대신 음의 값을 가지거나 가질 수 있다. 보조정리 9에 따라 
을  의 함수    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   ′ 인 경우    은 식
(3)을 만족하는  이고,   의 구간 내에 존재한다. 두 번째, ′ ≤    인




       






 


경우        이므로    은      이고   의 구






간 내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  인 경우      이다.    은  의 전
구간에서 연속이다.
따라서 단말기업자의 1기 및 2기 이윤의 합, 즉 총이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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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  ,





if    .

if  ≤   ′ ,

물론 첫 번째 등호의 우변에서의  ≤   ′ 인 경우    의 단순표기이므로,
        
           


      
  ≡ 

  





(4)






 


의 항등식이 성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 ≤  ≤  인 경우 ′       이


고, ′ 은 분명  보다 크므로   은 [ ′  ]의 구간에서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단말기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1기 단말기가격  는 [0, ′ ]의 구간 내에 존재하
게 된다.


다음의 정리 4는  의 근사치를 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균형에서의 1기 경계가
  , 2기 단말기 가격   , 2기
입자  , 1기 순 서비스가격  , 1기 가입자 규모   






  , 단말기업자의 2기 이윤  및 총이
서비스 가격  , 2기 신규 가입자 규모   







 , 2기 서비스업자의 2기 이윤  및 총이윤 
 에 대한 근사치를 정리한 것이다.
윤 

(정리 4) 단말기 보조금이 1기에만 허용되는 경우 균형에서의 각 변수의 근사치는
다음과 같다 :



  = 0.1545 ;   = 0.27715,  = 0.36143,
= 1.3638,  = 0.8455,  = -0.24115,   


 
 








 = 0.26806, 
 = 0.13063, 
 = 0.093372
= 0.20693 ;  = 0.057351, 

(증명) 부록 참조

Ⅴ. 단말기 보조금의 효과 및 정책 비교
내구재인 단말기와 비내구재로서 반복구매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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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특성에 의해 단순히 정태적인 외부효과 뿐만 아니라 동태적으로도 외부효과
를 주고받는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의 동
태적 유인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 자원배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기존가입자가 존재하는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서비스업자는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고자 보조금을 단말
기가격만큼 지불하게 된다. 반면에 기존가입자의 규모가 동일한 경우에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보다 서비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가격차별을 시도한다. 또한 이를 알
고 있는 단말기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2기 단말기가격을 높게 책정하
게 된다. 다음으로 기존가입자가 없는 1기에는 서비스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
용하여 가격을 차별화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가 반복구매의 특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1기에 가입자를 유치하여 2기에
이들의 반복구매를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면
1기 서비스가격을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하여 0의 서비스가격을 책정하는 반면에,
보조금이 허용되면 서비스업자는 1기에 손실을 보면서도 양의 보조금까지 지급하
여 사실상 음의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단말기업자는 보조
금이 허용되면 1기 단말기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은
정태적으로 2기에는 가격차별화의 수단(2기 정태적 효과)으로 1기에는 신규가입
자를 유치하기 위한 추가수단(1기 정태적 효과)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단말
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금지된 경우에 비하여, 각 기의 단말기가격이 높게 책정되
는 결과를 낳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동태적 효과는 무엇인가?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어 가
격차별화가 발생하면, 2기 단말기 가격은 상승하지만 보조금이 지급되어 단말기의
실질가격은 0이 된다. 따라서 1기 경계가입자는 단순히 1기에 양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즉 1기 서비스가격과 1기 단말기가격의 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
다면, 1기에 가입하게 된다. 반면에 2기에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에 2기 신규가입자
는 단말기 가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1기 경계가입자는 1기 서비스가격 뿐
만 아니라 1,2기 단말기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입을 결정한다. 그 결과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면, 소비자는 2기에 단말기 가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
로 1기에 가입할 유인이 커진다. 따라서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에 1
기 단말기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게 되므로, 단말기업자는 1기 단말기가격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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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2기에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되어 2기 단말기가격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단말기가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2기에 가입
하기를 주저하고 대신에 1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업자가 1기에 미
래의 자신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7)
그렇다면 단말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혼재된 경우에 어떠한
자원배분의 결과를 낳는가? 자원배분의 결과를 단말기업자의 유인체계를 중심으
로 다음의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정부정책이 1기에는 동일한 반면에 2기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1기허용, 2기금지)와 (1기허용, 2기허용)의
두 정책을 비교해 보자. 이 경우에 1기 정책이 동일하므로 기본적으로 1기 정태적
효과는 동일한 상황이다. 다만 2기 정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2기에 단말기 보
조금이 허용되면, 서비스업자가 가격차별화를 실시할 유인이 있고 이를 알고 있는
단말기업자는 2기 단말기가격을 인상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태
적 효과에 의하여,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
자는 1기에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동태적 효과가 2기 정태적 효과보다 커서, 단말기업자의 이윤은 2기에 단
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에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1기 정부정책이 동일하게
금지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단말기업자의 이윤은 (1기금지, 2기금지)의 경우가
(1기금지, 2기허용)보다 더 높은 결과를 낳는다.
둘째, 1, 2기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본 논문의 Ⅱ절(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과 Ⅲ절(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에서 다루고 있는 두 정책을 비교할 때 발생한다. 동
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는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어 1기에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이 약화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2
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서비스업자가 가격차별화를 실시할 유인이 있음
을 이용하여 2기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기에도 단말기보조금이 허용되면 1기 서비스의 순 가격이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17) 이를 달리 해석하면, 2기에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면 2기 단말기가격이 상승하는 효
과가 있지만 서비스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단말기의 실질가격이 0이
되므로, 1기에 단말기업자는 미래의 자신과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되는 결과
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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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업자는 1기에도 자유로이 단말기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서 이윤을 더욱 증
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1기와 2기 정태적 효과의 합이 동태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단말기업자의 이윤은 (1기금지, 2기금지)정책보다 (1
기허용, 2기허용)정책 하에서 더 높은 값을 갖는다.18)
위와 같은 단말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
여, 네 가지 정부정책 하에서의 자원배분의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의 (정리 5)와 같
다.19) 단말기업자의 총이윤을 비교하면 (1기허용, 2기금지)의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기허용, 2기허용), (1기금지, 2기금지), (1기금지, 2기허용)경우의 순
이다.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의 이해관계는 상반되어, 서비스업자의 총이윤은
단말기업자의 총이윤의 순서와 역순관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소비자별로 각 정책
의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전체잉여와 사회후생도 단말기업자와는
정반대 순서의 결과를 낳는다.
(정리 5) 네 정책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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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러나 이 결과는 결론(각주 20 참조)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무엇보다도 매기 단말기
업자가 먼저 단말기 가격을 정하고 난 뒤, 서비스업자가 서비스 가격 및 보조금액수를
정하는 본 모형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만약 서비스업자가 먼저 서비스 가격 및
보조금액수를 정하고, 그 후에 단말기업자가 단말기 가격을 정하는 모형에서는 동태적
효과가 1기와 2기 정태적 효과의 합을 능가하게 되어,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
19) 표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즉 와  는 각각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의 이윤,
   과    는 각각 1기 서비스 가입자 규모와 1, 2기 전체 서비스 가입자 규모, 
는 균형에서 소비자  의 순효용,  와 는 각각 소비자 잉여와 사회후생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각 변수의 상첨자       는 각각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 매기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2기에만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1기에만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각 변수의 균형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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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부록 참조

Ⅵ. 결론 및 논의사항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비내구재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
업자와 내구재를 판매하는 단말기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신규서비스시장에 있어서 단말기업
자가 상대적으로 협상력의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에,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은 기본
적으로 단말기업자의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소비자후생이나 서비스업자의 이윤 그
리고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논문의 분석 결과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결과는, 단말기업자가 먼저 단말기 가격을 설정하고 난 뒤, 서
비스업자가 서비스 가격이나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고 하는 본 모형의 가정
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 가정은, 현실적으로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 사이의 관
계가 단말기업자가 서비스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과 단말기업자가 서비스업
자보다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
로는 서비스시장이 단말기시장보다 더 경쟁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생산
기술 측면에서 볼 때 이동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산업이기 때문에 단말기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규가입자가
서비스업자에게 추가로 발생시키는 한계비용은 단말기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 경쟁은 서비스시장에서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단
말기는 휴대폰, 스마트폰, PDA, 노트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말기에 이동전화, WiBro, DMB 등의 다중모드가 지원될 수 있
고, MP3 및 디지털카메라 등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단말기업자들 간의 경쟁은 서비
스업자들 간의 경쟁보다 덜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
은 지역적으로 국내시장에 국한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단말기업자는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느
슨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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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서비스업자의 협상력이 본 논문의 상황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본 논문의 모형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 허용된 경우보다 금지
된 경우에 소비자 및 사회 후생이 더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허
용된 경우 단말기 보조금의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 커서 단말기가격이 더
높기 때문이다. 즉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서비스업자는 최대한 단말기 보
조금을 지급하려 하기 때문에 단말기업자는 단말기 가격을 높게 설정할 유인이 커
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및 직관은 매기마다 서비스업자가 서비스가격과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먼저 정한 뒤, 단말기업자가 단말기 가격을 정하는 모형을 택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서비스업자가 먼저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보조금 액수
를 정하고, 단말기업자가 그 후에 단말기 가격을 정하는 모형에서, 1기 단말기 가
격은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20) 이는 단말기업자가 먼
저 가격을 정하는 모형에서와는 달리, 단말기 보조금의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
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의 동태적 효과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는 경우 2기의 실질 단말기 가격이 0이 되어 1기 단
말기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 된다는 것인데, 이 효과는 서비스업자가 먼저 가격과
보조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단말기보조금의 1
기 정태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서비스와 단말기 간 보완재적 성격으로 서
비스업자가 1기 단말기 보조금을 높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높게 책
정한다면 단말기업자는 1기 수요의 감소를 우려하여 1기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
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우리의 모형에서와 같이 단말기업자가 먼저 단말기 가격
을 설정하게 되면, 서비스업자의 보조금을 예상하여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
라도 서비스업자는 서비스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자

20) 서비스업자가 먼저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정하고, 단말기업자가 그 후
에 단말기 가격을 정하는 모형에서의 균형의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i) 단말기 보




조금이 매기 허용된 경우, 1기 경계가입자    , 2기 경계가입자    , 1기 순 서






비스 가격    , 1기 단말기 가격    , 2기 서비스 가격 및 단말기 보조금액,



       , 2기 단말기 가격  는 임의의 非陰의 실수이다. (ⅱ)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 금지된 경우, 1기 경계가입자  ≃ , 2기 경계가입자  ≃ , 1기 서비스

가격  ≃ , 1기 단말기 가격  ≃ , 2기 서비스 가격  ≃ , 2기 단말
기 가격  ≃ 이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 경우 2기에는 신규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1기 가입자의 규모는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의 1, 2기 가입자
의 합보다 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들로부터 직접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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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저 가격과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단말기보조금
의 1기 정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자가 먼저 서비스가격 및 (또는) 단말기 보조금을 정하는 경우, 단말기
보조금의 사회후생 및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진다. 이 경우, 사회후생
및 소비자 잉여는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된 경우보다 허용된 경우에 더 높게 되
는데, 이는 후자의 경우 단말기 가격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매
기마다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가 동시에 가격 등을 선택하는 동시선택모형
(Simultaneous-move Game)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 금지된 경우에서는
순수전략 부분경기완벽균형(Pure Strategy Subgame Perfect Equilibrium)이 존
재하지 않는다.21)
그렇다면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
직한 정책방향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제한적인 이론 모형의 결
과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
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
는 규제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멤버쉽제도 등을 통한 규제회피를 유발시키고 또한
이러한 규제회피를 다시 규제하는 경우에 규제의 확대 재생산에 의한 높은 규제유
지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확대 재생산된 다양
한 규제의 실효성에도 많은 의문을 낳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활동 등을 포함한 사
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신규서비스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이슈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단말기업자와 서비스업자간의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단말기 보조금의 허용 여부에만 문
제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두 사업자간에 존재하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인
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의 문

21) 이 경우 2기 하위게임(Subgame)에서의 균형은 존재하나, 1기에 단말기업자와 서비스
업자의 축약형(Reduced Form) 이윤함수가 각각 1기 단말기 가격과 1기 서비스 가격
에 대해서 준오목(Quasi-concave)함수가 아님을 보일 수 있다. 즉 순수내쉬균형이 존
재하기 위한 충분조건 중의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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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서
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간의 기업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합기업이 증가된 시
장지배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결합기업은 결합재의 특성상 발생하는
정태적 혹은 동태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
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시장과 단말기시장이 각각 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간의 기업결합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내부
화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과 기업결합에 의해 전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
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서비스업자와 단말기업자 간의 가격설정 순서와 관련된 이슈 외에,
본 논문의 한계로는 소비자의 비탄력적 수요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가격 하에서 서비스를
한 단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구입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서 소비자는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구입량
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이 사회후생 및 소비자 잉여
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결과는, 소비자가 서비스 구입량
도 결정하게 되는 보다 현실적인 모형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
인 기조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가 서비스 가격의
연속함수로 주어지는(또는 도출되는)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설정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과 서비스 가격 간의 관계는 우리의 비탄력적 수요 모형에서와는 약간 달라
질 것이다. 비탄력적 수요 모형에서 2기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
자간의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작동하는 반면, 1기 단말기 보조금은 1기에 가급적
많은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수단이 된다. 소비자가 한단위의 서비스만을 소비
하므로 1기 서비스 가격의 한 단위 인상은 1기 단말기 보조금의 한 단위 인하와는
동일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1기에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
하여 서비스 가격보다 높은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음의 실질가격
(서비스가격 - 단말기 보조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1기 서비스 가격과 1기 단말
기보조금은 서비스업자에게 있어 동일한 또는 완전대체적인 가입자 유치수단이다.
탄력적 수요 모형에서도 2기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간의 가격
차별화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1기에 있어 단말기 보조금은
負의 정액요금으로 작동하여, 서비스가격과 함께 2부 요금제(Two Part Tariffs)
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비탄력적 수요 모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수월하게 1기 가격차별을 하게 된다. 즉 비탄력적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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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단말기 보조금과 높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여도, 효과적으로 1기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말기업자의 1기 단말기가격은 비탄력적 수요 모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의 사회후생 및 소
비자 잉여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분석
은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서비스 구입량에도 의존하는 보다 현실적인 모형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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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보조정리 1의 증명)
Case 1 :     ≤    인 경우, 즉 신규가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      인 경우             ,              이므로

 




         이 성립한다. 따라서    ,    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

  

 

는다. 또한    인 경우      는 0 또는 음수가 되므로 서비스업자의 2기 이
윤극대화 문제의 해에서는    이 성립하여야 한다. 한편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
  





에서    , 즉       이 성립한다면,    이 성립하여야 하므로







          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윤극대화 문제의 해에서는


  , 혹은    이 성립하여야 한다.

 
 








우선    , 즉     이 성립한다고 하자. 이 경우    가 성립한다면 이


  


윤극대화 가격은    가 된다. 그러나     ≤    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      가 이윤극대화의 해가 되는 경우는   ≥  이어야 한다.


     이 성립하면서


  가 성립한다면     이 된다. 그런데     ,





     에서    ,    이 동시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

      


                    

       
  


이어야 하므로  ≤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제 이윤극대화의 해에서    , 즉     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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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드시 성립하여야 하므로        가 된다.        ,     에서




  ,    이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이므로,       가 된다.22)

Case 2 :     ≥    , 즉 신규가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신규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최적 보조금 액수   는 0에서  사이의 임의의 수이다. 편의상 최적 보조
금 액을 0이라 하자. 따라서 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  ≤          ≤  ≤       

이 된다.      은    ≤  ≤  의 구간에서는 증가함수인 반면,      는


    인 경우에는   ≤  ≤  의 구간에서는 감소함수이고,   ≤  인 경우에는



   에서 봉(Peak)을 이룬다. 따라서     ≥      라는 제약 하에 이윤극







대화 문제의 해는    인 경우에는        이고,  ≤  인 경우에는

        이 된다.


이제 Case 1과 Case 2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i)  ≥  인 경우 이윤극대화의 해는     ≤    의 제약 하에서는
  
   ,      인 반면,     ≥      라는 제약 하에서는         가



  

22) 균형에서의  는  이하일 것임을 감안하면     은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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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런데        라는 선택은     ≤    의 제약 하에서도 가능하
  


  


였으므로 최종적인 이윤극대화의 해는    ,     가 된다. (ⅱ)   
인 경우     ≤    의 제약 하에서의 이윤극대화의 해는  의 값에 따라
    ,      이거나        ,     이 되어 양쪽 경우 모두 신규가입자가 없

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이윤은     ≥    의 제약 하에서의 이윤극대화의 해



인    ,     또는         에서와 같거나 이보다 낮다. 따라서 최종적


  



인 이윤극대화의 해는  ≤    이면    ,     가 되고,    인 경우






에는         가 된다.

(증명 끝)

(보조정리 6의 증명)
Case 1 :  ≤  인 경우
  은  ≤  ≤     의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     의 구간에서는 ′  



         ≤                     이므로








감소한다.



따라서    인 경우   을 극대화하는  , 즉   은           

의 구간에 존재하고, 1기 경계가입자  은 [0.5, 0.9]의 구간 내에 존재한다.
 


           의 구간에서는 ′                 인데,
   인 경우   

       
             
,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즉         


        






이 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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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한다. 식 (1)은 바로 ′     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다. 한편    인 경우
      
     
    , (또는         
       )이므로    에서 ′ 


를 평가하면
      

     
′     
       



        


  
  







     
          
      
      

          

  
           

 인 경우 ′    의 부호는 0 보다 같거나 작다.
 의 정의에 따라   ≥ 
이 된다. 
 인 경우    는 0이고,  ≤    
 인 경우    는 식 (1)을 만족
따라서  ≥ 

하는  이 된다.
Case 2 :   

      인 경우  ≤       의 구간에서 ′            이고,

   에서 ′ 는 음의 부호를 가지므로    는 0이다.     이면  ≥  인한

   으로 일정하므로 Trivial하게 모든 비음의  이 이윤극대화 해가 된다.


(증명 끝)
(보조정리 7의 증명)
 의 경우    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우선  ≤   
 
      
         
′           

 
      
 
 
      
                    
 
 

      

와 같이 쓸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은    의 단순표기이며, 본문의 식 (2),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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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항등식을 전미분하면
   
 

        


          

(A1)

의 관계를 얻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   의 전개식을 이어가면
 
   
      

             
′            



 
      
         





 

        

         
 인 경우      는    의 구간 내에서 값
을 얻을 수 있다. 한편  ≤   
 



을 가지므로,    이 성립한다. 이 구간 내에서는     
역시

 
    











양수이므로 ′     이 성립한다.

≤     의 경우 역시    의 도함수는
 
      
         
′           

 
      
 
 
      
                    

 
 




 
      
     

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은  이고, 이를  에

           의 항등식이 얻어 진다. 이
대하여 정리하면  ≡       

항등식의 양변을  에 대하여 미분하면
 
   
      
        


(A2)

의 관계가 얻어진다. 이를 이용하여 앞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   의 전개식을
이어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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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이고,       
 


′          
 

       
≤     의 경우   은 [0.76454, 0.9)의 구간 내에서 값을 가지므로
이 성립한다. 
 

식 (A2)으로부터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     이 도출된다.



(증명 끝)

(보조정리 9의 증명)
Case 1 :  ≤  ≤  인 경우
   ≤  ≤     의 구간에서는 ′          ≥              이

므로  이 양수인 한   은 항상 증가함수이다. 또한    ≤      의 구간









에서는 ′           ≤                이므로  ≤
 이면   은 감소함수이다. 따라서  ≤   ≤  인 경우     는          

의 구간 내에 존재하게 되고, 1기 경계가입자  은 [0.5, 0.9]의 구간 내에 존재한다.
 
           의 구간에서는 ′                 인데, 이때

 

       
            
,


       의
즉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된다. 따라서


        








 
′                

      

                
           


       
      

       
       

        


  
  







이 성립한다. 식 (3)은 바로 ′     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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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     

  
      인 경우   은     ≤       의 구간에서는      ,



           의 구간에서는 식 (3)을 만족하는  에서 국지적 봉(Local



Peak)을 가지는 쌍봉 함수이다. 그러나   ′    인 어떤 수 ′  이 존재하여

     ′  인 경우에는 후자의 봉이 전자의 봉보다 높고, ′       인 경우


에는 전자의 봉이 더 높다.


Case 3 :      인 경우

이 경우          의 구간에서 ′  는 항상 양수이다. 따라서  



 


는    ≤      의 구간 내      에서 단일봉을 가지는 함수이다.

Case 4 :  ≥  인 경우   은   ≤      의 전 구간에서 증가함수이


다가,  ≥    부터  이라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증명 끝)

(정리 4의 증명)
 인 경우와 비슷하다. 1기에도 보조금
증명과정은 보조정리 6의 증명에서  ≤   
 이면 서비스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  의 조건이
이 금지된 경우  ≥ 

binding하게 되어     인 반면, 1기 보조금이 허용된 우리의 경우 1기 최적
순 서비스가격    가 음수이어도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   ′ 인 경우    는 식 (4)의 항등식을 만족하여야 하
 인 경우와 동일하게
므로,   의 도함수는 보조정리 6의 증명에서  ≤   
 


′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는 항등식 (4)를 전미분하여 얻은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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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만족하므로  ≤   ′ 의 경우, 즉  ≤    인 경우에는 양수이다.

       


따라서 ′   의 부호는     
 의 부호와 일치한다. 한편 항등식
       
(4)로부터  을       


  
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은

       
  


          
        

 
      
     

         
                        

       

으로 고쳐 쓸 수 있다.   은  ≤    구간에서 그 구간에 존재하는 어떤

  인 경우에는      이고, 
       인 경우에는
수  에 대하여  ≤   


     임을 보일 수 있다. 즉   은 [0.5, 0.9)의 구간에서      의 유일한 해

이고,   을 극대화하는  의 값이 되는 것이다. Mathematica를 이용하여


     을 풀어보면   의 근사치는 0.8455가 된다.
       
이 값을 항등식 (4)를  에 대하여 정리한       

에 대입하면




=1.3638을 얻을 수 있다.





  







가 바로   을 극대화하는 1기 단


말기 가격이 되는 것이다. 균형에서의 1기 순 서비스가격  는 주어진  과 
하에서의  의 결정식,     

       
            
, 즉






     
            의 식에   과   을 대입하여 얻은 값이다. 그 외 균형

에서의 변수들의 근사치는 보조정리 5를 이용하여 구한 값들이다.

(증명 끝)

(정리 5의 증명)
(ⅰ)과 (ⅱ)의 내용은 단순한 수치 비교이므로 생략한다.
(ⅲ) 각 정책의 경우 균형에서 소비자  가 얻게 되는 효용은  ≥  인 경우에는 1
기와 2기에 모두 서비스를 구입하므로              이 되고,  ≤   
인 경우에는 2기에만 서비스를 구매하므로          이 된다.    인 소비
자는 1, 2기 모두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으므로 효용은 0이 된다. 따라서 단말기 보

신규서비스시장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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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 매기 허용되는 경우, 매기 금지되는 경우, 2기에만 허용되는 경우, 1기에만
  
 로
허용되는 경우 균형에서의 소비자  가 얻는 효용을 각각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 허용되는 경우   는


  ≤  ≤  이면                   ,   ≤     이면        ,


    이면 0이다. 두 번째 단말기 보조금이 매기 금지되는 경우   는
 ≤  ≤  ,  ≤     ,     인 경우 각각    ,    , 0이다. 세
 ≤  ≤  , 
 ≤   
 ,   

  는 
번째 단말기 보조금이 2기에만 허용된 경우 

인 경우 각각        이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1기에만 허용된
  는 각각        이다. 이를 이용하여  값의 구간별로
경우 

각 정책으로부터 소비자  가 얻는 효용을 비교하면 (ⅲ)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ⅳ) 각 정책의 경우 균형에서의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단말기업자의 이윤, 서비스업자의 이윤의 합으로 각
정책의 경우 균형에서의 사회후생은            ,    ,

  , 
  이다.

(증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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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nomic Effects of Handset
Subsidy in Newly Emerging
Telecommunication Markets
Jin Woo Park․Illtae Ahn

This paper develops a two-period sequential choice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handset subsidy in newly emerging telecommunication
markets. Handset subsidy can be used as a device for internalizing
static and dynamic externality problems which exist between handset
and service providers. According to this paper, allowing handset subsidy increases the profit of handset provider but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fit of service provider, consumer surplus and social welfare.
Keywords：Handset Subsidy, Newly Emerging Service Market, Handset
Market, Extern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