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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무선 요금전략의 융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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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유 ․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의 기능이 갈수록 유사해
짐에 따라 하나의 시장에서 발전된 요금설정이 단기간에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시장에 특화되었던 이용량 상한(traffic cap)과 같
은 요금전략이 유선시장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일반적
으로 월 최대 이용량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tiered plan)를 제공하였는데 유선시장에
서도 트래픽 급증에 직면하여 이용량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유선시장의 요금설정 경향이 무선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음성서비스는 보통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별도로 제공되었으나, 점점 유선 인터넷 접
속 요금제에 음성서비스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음성서비스의 일반상품화(commoditization)
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유선 인터넷 접속 요금의 경우 전송속도에 따른 계단형 요금
제를 취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경향이 FTTx 서비스의 출시와 더불어 강화되고
있고, 모바일 데이터 시장에서도 전송속도에 따라서 요금제를 차등하는 사례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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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다. 유선시장에서는 WiFi 단말을 통해 다수의 단말이 인터넷 접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왔는데 전통적으로 개인화된 서비스인 무선시장에서도 다수의 단말을
허용하는 데이터 공유 요금제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유 ․ 무선 요금전략의 융합에
관해 Ecorys(2013)가 소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유․무선 요금전략의 융합

[

자료: Ecorys(2013), p.228.

2. 유 ․ 무선 사업자의 요금설정 동향
(1) 계단형 요금제
계단형 요금제는 모바일 인터넷이 처음 제공될 무렵 사용되었던 무제한, 비차별적
상품의 종말에 대한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이용자간 차별
없이 무제한 접속을 보장함으로써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을 유발하였다. 하지
만 상품 차별화 부족으로 인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이용행태
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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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량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

트래픽 급증을 경험한 후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시행한 요금전략 가운데 하나는 과
금이 이용량에 기반하여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계단형 요금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용량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 하에서는 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모니터
링과 알림을 통해 이용자의 과금충격(bill shock)을 방지하게 된다. 미국의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해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장 먼저 공유형 계단형 요금
제로 전환하였고, 이는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시행되거나 고려되고 있다.

<표 1> 미국 Verizon Wireless의 More Everything Plan
Step1
단말유형별 회선료

Step2
음성/SMS

Shared Data

데이터 초과요율

$15

$15/200MB

500MB

$30

$15/500MB

1GB

$40

2GB

$50

3GB

$60

4GB

$70

6GB

$80

8GB

$90

10GB

$100

12GB

$110

14GB

$120

16GB

$130

18GB

$140

20GB

$150

30GB

$225

40GB

$300

50GB

$375

60GB

$450

80GB

$600

100GB

$750

스마트폰 $40.00
베이직폰 $30.00
Internet Devices $20.00

데이터요금

250MB

무제한

Tablets $10.00
Connected Devices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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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분야에서는 이용량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드물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BT의 경우 유사한 특징을 지
니는 인터넷 상품을 무제한형과 상한형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
공중이다.

그림 2] BT의 계단형 요금제

[

자료: Ecorys(2013), p.229.

그러나 유선사업자의 이용량 상한 시행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
한이 사실상 평균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량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천 GB를 설정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지
금까지는 이용량 상한이 상당히 넉넉하게 제공되는 추세이다. 미국 AT&T는 ’10년
무선 분야에서 이용량 상한을 설정한 이래 ’11년에는 유선 인터넷에 대해서도 이용량
상한(DSL: 150GB, U-Verse: 250GB)을 설정하였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이를
뒤따른 바 있다. 유럽의 경우 이용량 상한 설정이 미국에 비해 덜 일반적이지만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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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는 최상위 FTTH 요금제에 대해 이용량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
고, 영국의 BT는 주력 상품에 대해 무제한을 제공하는데 비해 저가 요금제의 경우 이
용량 상한을 설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2) 전송속도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

대부분의 유선시장에서는 전송속도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 설정이 일반적이다.

그림 3] KPN의 전송속도에 의한 계단형 요금제

[

자료: Ecorys(2013), p.230.

이에 비해 이동전화의 경우 전송속도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가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으나, Swisscom이 ’12년 6월 음성, SMS,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필
요에 따라 전송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infinity를 출시하였다. Swisscom은 이
용자가 사용량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량보다는 전송속도에 의한 차별
화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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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wisscom의 전송속도에 의한 계단형 요금제

[

자료: Ecorys(2013), p.230.

(2) QoS 차별
QoS 차별은 필요에 의해 대가를 추가로 지불한 이용자의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
여하여 처리함으로써 QoS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관리형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ISP인 Free는 최번시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catch-up TV 서비스에 대
해 혼잡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QoS를 보장하는 priority Pass를 제
공중이다. priority Pass는 로컬 DSLAM에 접속된 모든 가구에 최상의 조건에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priority Pass 가입자에 대해
우선적인 접속을 허용하며, 이용요금은 하루 0.99€, 월 3.99€이다. 또한 Telecom
Italia의 경우 온라인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월 3€에 지연(latency)을 40%까지 낮추는
선택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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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ree의 priority Pass 제공화면

[

자료: Ecorys(2013), p.231.

그림 6] Telecom Italia의 priority Pass 제공화면

[

자료: Ecorys(2013), p.231.

무선 분야에서는 Vodafone Spain이 ’09년부터 네트워크 혼잡 발생시 다른 이용자
보다 가입자의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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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Vodafone Spain의 프리미엄 QoS

[

자료: Ecorys(2013), p.231.

한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형(on demand) 대역폭을 제공하는 시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 Telefónica는 네트워크 최적화 API를 개발하여 애플리케이션 이용중에 속도
저하시 터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 0.25€의 비용으로 대역폭을 확장시켜 속도를 향상
시켜주는 상품을 제공중이다.

그림 8] Telefónica의 스마트폰 대상 터보 버튼 개발 API

[

자료: Ecorys(2013),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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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어
통신시장의 환경이 전통적인 수익원이었던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모하고 데
이터 전송속도 측면에서의 유 ․ 무선 네트워크간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유 ․ 무선 요금
전략이 유사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차별화의 요소로서 음성보다는 데
이터의 이용량이나 전송속도에 따른 계단형 요금제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QoS 차별을 통한 추가 과금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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