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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무선 서비스별 통화량과 요금에 관한 월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
하여 다양한 유무선 통화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시내, 시외, LM, M발신), (2) (LL, LM, M발신),
(3) (L발신, M발신) 등의 세 가지 체계에 따라 통화수요를 구분하고, 각 체계에
있는 여러 통화수요함수들을 동시에 추정한다. 추정방법은 요금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다중방정식 GMM (multiple equation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선착발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통화유형 및
분류방식에 따라 -1.06에서 -2.56의 범위에서 추정된 것에 반해, 무선발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인 -0.52에서 -1.15의 범위로 추
정되었다. 유무선 통화는 대부분 통화유형의 분류에 따라 0.5에서 2.0 정도의 범
위에서 양의 교차탄력성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호 대체성 가설을 뒷받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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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estimate the demand for various fixed and mobile telephone
services using monthly time series data. We begin by discussing three different
ways of classifying the demand for those services, which are (1) (local, toll, LM,
M-originating calls), (2) (LL, LM, M-originating calls), and (3) (L-originating
calls, M-originating calls). Then we note that price indices appearing in the
demand equations are endogenous, and estimate multiple demand equations of
each classification simultaneously using multiple-equation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We show that the own price elasticities of the demand for
fixed call originating or terminating services range between -1.06 and -2.56, while
those elasticities of mobile call originating services range between -0.52 and
-1.15. We also show that the cross price elasticities between fixed and mobile
phones are positive and range between 0.5 and 2.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of fixed-mobile substitution.
Key words: Fixed and mobile telephone demand, Own price elasticity, Cross
price elasticity, Simultaneous equations system, GMM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유선의 시내 및
시외전화에 대한 수요가 대체되는 유무선 대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동전
화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는 디지털화에 따른 통화품질의 향상과 SMS·무선인터
넷과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 단말기의 구입비를 포함한 가입비용의 인
하, 유선전화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통화요금, 소득수준의
향상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통화요금의 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유선과 무선의 유형별 전화 확산의 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유무선 서비스별 통화량 (MOU)과 요금에 관한 월간 시계열 자료 (1996년 1
월 2006년 12월)를 사용하여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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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는 통신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의 기초자
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유무선 서비스들 간의 경쟁과 융합이 진전되고
서비스제공사업자들 간의 인수합병(M&A)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지
배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시장지
배력 평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다. 최근에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통
신비지출과 통신요금에 관한 문제에서도 가격탄력성은 중요한 기초자료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유무선 서비스의 수요
를 추정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Hausman (2002)은 셀룰러 전화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한 1989년에서 1993
년의 가입자와 요금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약
-0.51임을 추정하였다. 국내 시장과 관련하여 Lee & Lee (2006)는 1996년 1월부
터 2004년 12월까지 월별 SKT 가입자 수 및 통화량, 그리고 가입비와 통화료로
계산한 대표가격을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이들은 1998년 7월을 기준
으로 경쟁 전 기간과 경쟁 후 기간을 나누었는데, 경쟁 전 기간에는 가격탄력성
이 -0.92 ~ -0.94로 단위탄력에 가까운데 반해 경쟁 후 기간에는 탄력성이 -0.48 ~
-0.64로 낮아졌음을 보였다. 김동주 외 (2008)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월별
데이터를 이용해 이동전화 통화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을 -0.75로 추정하였다.
성낙일 (1999)은 1966년~1997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고 가입요금과 소득
을 고려하여 시내, 시외 및 국제통화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 시내통화수요는 가격변동과 무관하며, 시외 및 국제통화수요도
자기가격탄력성이 각각 -0.5 ~ -0.7, -0.6 ~ 0.9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무선 전화의 대체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들은 가입수요대체에 관한 연
구와 통화수요대체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입대체에 관한 기존연구들
은 대부분 유선 (무선)전화가입자 수 또는 요금이 무선(유선)전화가입자 수의 증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다소 혼재되어 나
타난다. 예컨대, 성낙일 ․ 김창건 (2002), Rodini, Ward, & Woroch (2002), Hodge
(2005) 등은 유무선 간 가입대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문춘걸
(2001), Barros & Cadima (2000) 등은 대체관계를 찾지 못하였거나 유무선 간 비
대칭적인 대체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반해 유무선 간 통화대체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자료의 속성에 상관없이 대체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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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참고로 윤충한 ․ 최용제 (1999; 2003), 전영서 (2000), 윤창호 외 (2001), 문상
덕 (2003), 안형택 · 이종화 (2004), Dewenter & Haucap (2004) 등은 실제 시계열
통화량 자료를 사용하였고, 성낙일 ․ 김민창 (2002), 성낙일 (2004) 등은 패널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박민수 ․ 안형택 ․ 이종관 (2008), Horvath & Maldoom (2002) 등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무선 서비스들의 월별 통화량을 수요량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요
금상품들을 통화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도출한 요금지수를 서비스의 가
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형택 · 이종화 (2004)와 유사하다. 방법론 측면에서
도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고려하여 유무선 서비스들을
분류하고 대체성을 추정한다는 점이 안형택 · 이종화 (2004)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모형을 추정한 안형택 · 이종화 (2004)와는 달리 개별 서비스
들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수요함수 추정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유무선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하며, 불완전 경쟁 하에
서 서비스의 가격이 내생변수임을 설명하고 연관 서비스들을 동시에 추정할 필
요성을 강조한다. 제3절은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대해 서술하며, 제4절은 추정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분석의 한계
에 대해 논의한다.

Ⅱ. 모형
1. 통화유형의 분류체계
추상적 차원에서 특정 전화서비스에 대한 개별 소비자의 통화수요함수를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여기에서  는 각각 그 서비스의 수요량과 가격,  는 관찰 가능한 수요곡선
의 이동요인, 그리고  는 관찰되지 않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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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화수요는 접속방식에 따라 유선발신 유선착신
(LL), 유선발신 무선착신(LM), 무선발신 유선착신(ML), 무선발신 무선착신(MM)
으로 구분될 수 있고, LL통화는 지리적 차이에 따라 시내와 시외로 구분될 수
있다.1) 또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가정용과 업무용 수요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러나 그와 같은 통화유형의 구분방식이 통화요금체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외전화요금은 본 분석의 자료기간 동안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적용되었고, 다른 통화유형들에 있어서도 사용시간대에 따라 요금
이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ML통화와 MM통화의 경우는 접속방식에 차이가 있지
만 사용자에게는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통화유형과 요금방
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식 (1)의  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화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첫 번째 방식은 통화유형을 ‘시내, 시외, LM, M발신’ 등 4가지로 구분하는 것
이다. 여기에서 M발신통화는 ML통화와 MM통화를 하나의 복합재로 묶은 것인
데, 이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요금이 동일한 ML과 MM통화의 사
용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즉, 소비자는 요금이 동일
하고 통화품질에 별 차이가 없는 ML과 MM통화로부터 동일한 효용을 얻을 것
이라는 가정이다. 물론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두 유형 간 수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급량을 결정할 때 두 유형을 구분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다. LL통화
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한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두 서비스의 요금이 다르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동전화에 의해 시내전화가 대체되
는 정도와 시외전화가 대체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한 목적
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시외전화
에 있어서 이동전화에 의한 수요대체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로 성낙일 (2004)은 이동전화에 의한 시외전화의 수요대체를 분석한 바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시내와 시외통화를 하나의 복합재로 묶어 ‘LL, LM, M발신’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시내와 시외통화를 하나로 묶는 이유는 두 통
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1) 비중이 작은 국제전화는 편의상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유무선 가입자의 통화수요
결정문제와 별 상관없는 공중전화도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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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외통화요금은 90년대 초반까지 거리에 따라 4단계로 차등 부과되었지만
그 이후 3단계 구분으로 바뀌었고 2001년 말부터 2단계로 더욱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량이 많은 30km 이내의 인접통화대역에서 시내전화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부과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나머지 장거리 시외통화에
대해서도 LM통화와 M발신통화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일요금제가 적용될 예정
이다. 시내통화와 시외통화가 전화 이용자들의 관성(inertia)에 의해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두 통화를 묶어 분석하려는 이유이다. 무선전화에 비해 유
선전화를 쓰는 버릇이 강해지면 시내와 시외를 가리지 않고 이용량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시내외 통화 간 보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두 유형의
통화수요 간 교차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내와 시외통
화를 하나의 복합재로 간주하고 수요를 추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화시
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에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유선전
화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LL통화수요를 신규 서비스인 LM 또는 M발신
통화수요에 대비하여 추정함으로써 시장의 범위를 LL통화 자체로 한정할 수 있
는지 아니면 더 넓게 확대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참고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획정방법인 SSNIP검
정(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은 시장의 경계를 일단
최소한으로 좁게 설정하여 수요의 대체성을 분석하고 수요가 크게 대체될 경우
에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방식이다. SSNIP검정에서 LL통화는 유선전화시
장의 최소범위로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방식은 LL과 LM통화를 함께 묶은 L발신통화와 M발신통화의 2가지
통화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는 발신자가 통화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환경에서 효용극대화의 문제가 편리하지만 요금이 비싼 이동전화로 발신할 것
인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선전화로 발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단순화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2) 시장획정과
2) 같은 L발신통화라도 LL과 LM 간에는 요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문제에서 LL과 LM을 구분하고 두 가지 L발신통화가 M발신통화에 의해 얼마나 대체되
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가정은 단순화를 위해 L발신 통화를 세분하지
않더라도 이동전화에 의한 유선전화의 통화대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단순화 가정을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통화요금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추정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78

유무선 통신서비스 수요의 계량분석

관련된 문제에서도 LL과 LM통화서비스를 하나의 군집시장 (cluster market)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것은 현재 어떤 유선사업자든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 경쟁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고 공통가격조건(common pricing
constraint)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3)

2. 계량경제모형과 추정방법
통신수요에 대한 구조형 분석(structural form analysis)을 위해 식 (1)에서 제시
한 함수  ∙ 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 항에서
논의된 특정 분류체계를  라 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분류되는 서비스  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은 로그선형모형을 따른다고 가정하자.
               ′      ′     , ∈ 

(2)

위의 표현에서   는 분류체계  에 속한 서비스들 중  를 제외한 나머지 서
비스들의 가격벡터이며   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함수의 이동요인을 나
타낸다.4)
식 (2)의 로그선형모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수이다. 서비스  의 자기가
격탄력성은   이고 그 값은 통상적으로 음수이다. 또한   의 각 항들은 교차
가격탄력성을 나타내는데, 해당 서비스가 서비스  와 대체재인 경우에는 양수,
보완재인 경우에는 음수, 그리고 독립재인 경우에는 0과 같다. 로그선형모형은
가격탄력성이 상수라는 점에서 편리하며, 그 이유로 응용계량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 가격탄력성을 상수로 한정하
는 것은 강한 가정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식 (2)를 추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
3) 여기에서 공통가격조건이란 유선사업자가 LL과 LM 중 어느 한 통화의 요금을 인상할
때 수요가 M발신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통화료를 인하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Ofcom (2007)은 진입장벽과 경쟁환경 등이 유사하여 하나
의 공통된 가격제약조건에 직면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수요나 공급의 대체성이 제한적
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군집시장으로 간주한다.
4) 다른 서비스의 가격을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이유는 뒷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79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7 권 제 1 호 (2010. 3)

지 이슈들을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1) 가격의 내생성 (endogeneity) : 불완전 경쟁 하에 있는 통신시장에서 서비스

의 가격  는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비용에 의존하는데, 통상적으로 규모의 경제
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그 비용은 생산요소의 가격과 같은 외생적 요인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의 제공가격은 수요량에 의존하게 되며, 추상적으로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5)
     

(3)

여기에서    는 각각 관찰 가능한 공급의 외생적 요인과 관찰되지 않는 오
차항이다.
식 (3)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식 (2)와 식 (3)의 연립방정식을 동시
에 추정함으로써 서비스제공사업자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고 두 식의 모수들을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로 Porter (1983)는 Cobb-Douglas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정하고 식 (3)을 추정이 편리한 선형의 형태로 명시하였다. 그렇지
만 식 (3)의 형태를 명시하는 가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식 (2)의 수요함수 추
정결과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공급함수 또는 비용함수의 형태를 명시적으
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급함수를 추정할 수 없지만,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이라는 본 논문의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공급함수의 형태를 올바르지 않게 가정함에 따른 추정의 오
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도구변수는 식 (2)와 식 (3)의 외생변수들로 구성되며, 이하에서는  ≡   
로 표시한다. 도구변수를 이용한 식 (3)의 추정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가장 효율적인 추정방법인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
한다.6)

5) 보다 구체적으로 식 (3)의 가격과 수량은 사업자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을 일치시키는
값이다.
6) GMM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계량경제학 교과서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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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간의 상호연관성 : 앞에서 언급한 분류체계의 어떤 것이든 그에 해

당되는 서비스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관된 서비스들 간의 상호
대체성 혹은 보완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구조형 분석을 하는 중요한 이유에
해당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요함수의 이동요인인 연관 서비스의 가격을 포함
하여 수요함수의 형태를 식 (2)와 같이 가정한 것이다. 참고로 기존의 여러 연구
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무선서비스 간의 대체성을 추정하였다.
서비스들의 상호연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식 (2)에
서 서비스  의 오차항   가 연관서비스인  의 오차항   와 서로 독립이 아니라
는 것이다. 즉,   ⋅   ≠  ( ∈  ). 그 이유는, 오차항이 분석자에게 관찰되
지 않는 수요함수의 이동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함수의 오차항이 연관 서비스의 수요와 상관없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차항들이 상호 독립이 아닌 상황에서 각 서비스의 수요를 개별적으로 추정하
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므로 효율적 추정량을 얻기 위해 식 (2)에서 모든 서비스의
수요를 동시에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다중방정식 GMM
(multiple equation GMM) 추정방법을 적용한다. 추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 위해 식 (2)의  개의 개별 수요함수들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표현하기로
하자.
              




(2‘)

단,    는  개의 서비스의 수요량과 가격 벡터,  는 각 서비스의 기타 이동
 
요인들로 구성된 행렬,  는 오차항 벡터이며,   는 추정되어야 할 모수들

을 나타낸다.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 행렬을  라 하면(즉,

  ∙     ), 식 (2‘)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률방정식(moment equation)을 얻


을 수 있다.

 ⋅                




(4)

개략적으로 보면 다중방정식 GMM 추정법은 표본에서 식 (4)와 가장 근접한 해
(解)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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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 1인당 수요와 총수요 :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전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량자료 (aggregated data)이다. 총량자료에서 서비스
 의 전체 통화량(   )는 가입자 1인당 통화량(  )와 가입자 수(   )를 곱한 값으

로 표현될 수 있다. 즉,

    ×  

(5)

이 식을 보면 가격의 변화에 따른 각 서비스의 전체 통화량의 변화가 기존의 가
입자들이 가입을 유지하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부분과 신규가입 혹은 가입해
지 등으로 가입자의 수가 변화하는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입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통화수요를 결정
하는 요인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7) 예컨대, 가입비와 단말기 보조금 등의
변수는 가입수요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지만 통화수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통화수요와는 별 상관이 없으나 가입수요
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당 통화수요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전체
통화수요의 추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가입비와 단말기 구입비용 등의 가입수요 결정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전체 통화수요를 추정한 결과에 누락된 변수의 오차(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전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인당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가입수요의 가
격탄력성을 합한 값이다. 즉,
    

(6)

이 식에 의하면 통화요금이 인하되었을 때 그 서비스의 가입수요가 증가하는 경
우, 전체 수요의 자체가격탄력성이 1인당 수요의 자체가격탄력성보다 클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7) 이미 오래전부터 가입수요와 통화수요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보
다 상세한 설명과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는 Taylor (2002)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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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및 변수
앞 장의 식 (2‘)를 추정하기 위해 199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월별- 유
형별 총계 통화량 자료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통화량을 <그
림 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간 유무선 대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만 해도 전체 통화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시내 및 시외전화 사용량은 1997년부터 시내전화 통화량
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2006년 12월까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무
선발신통화는 1996년 상반기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5년 4월에 유선발신통화량을 넘어섰고, 그 비중은 2006년 말까지 약 55%로
증가하였다.

<그림 1> 통화유형별 총통화량 추이

유형별 총통화량의 변화는 가입자의 변화와 가입자 당 (유선의 경우에는 가입
가구당)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유선전화 가입가구 수는 해당기간 동
안 연평균 2% 가량 증가하는데 머물러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그림
2>의 가입자 당 통화량 변화추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총통화량의 감소는 주
로 가입가구 당 통화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무선발신통화의 경우 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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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가입자 증가에 의해 주로 이용량이 증가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입
자 증가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가입자 1인당 통화량 증가가 총통화량 증가의 주
요인이 되었다.
<그림 2> 통화유형별 가입자 당 통화량 변화 추이

유무선 통화수요를 추정할 때, 각 서비스의 요금 변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
는 요금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계량분석을 위한 중요한 사전작업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통신서비스 요금이 기본적으로 이부요금제이고 사업자별로 다양한 요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수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어 대표적인 요금지수를 산정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으며 산정기준에 따라
요금지수의 값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요금지수는 변정욱 외(2003)
와 박민수 외 (2007)에서 사용된 방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내 및 시외 요금은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요금을 기준으
로 가입가구 당 월 사용분수와 1통화 당 평균 통화시간을 고정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기간 간 요금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간 별 가입자 수로 가중평균
을 했으며, 평상시와 할인시의 통화량 비중으로도 가중을 부여하였다. 전체적인
유선통화 요금지수의 경우에는 각 유형별 유선전화의 통화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LM 및 이동전화요금은 이동전화 사업자 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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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므로8) 각 사업자의 표준요금을 가중평균하여 도출하였다. 수요함수 추
정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된 모든 요금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로 나눈 실질요금이 사용되었다.9)
<그림 3>에 나타난 통화유형별 명목요금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그간 유선전
화 요금과 무선전화 요금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으며, 이는 주로 무
선전화 요금의 하락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까지도 여전히
무선전화 요금은 유선전화에 비해 4~ 5배 정도 비싼 수준이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요금추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LM요금과 무선발신 (ML과 MM)요금
이 대단히 유사하게 변해왔다는 점이다. 이동전화 사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이동망 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정책
을 펴왔다. 이는 직접적으로 무선발신요금을 하락시키는 동시에 이동망 착신 접
속료의 인하를 통해 LM요금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 통화유형별 명목요금지수의 변화추이

8) LM통화의 경우 2001년 4월 이후 착신이동사업자에 관계없이 LM통화요금이 동일해
졌다.
9) 요금지수 도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변정욱 외 (2003)와 박민수 외 (2007)을 참조.

85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7 권 제 1 호 (2010. 3)

서로 유사한 변동성을 가지는 두 변수를 동시에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두 변수의 상관계
수는 0.97, 두 변수의 로그값 간의 상관계수는 0.98로 상당히 큰 공선성을 가진
다. 이러한 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LM요금과 무선발신요
금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대신, 두 요금을 통화량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새로운
요금지수(     )를 일부 추정방법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1997년 10월 3개 PCS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시작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추었고, 이때부터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였
다. 이 시점 이후에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수요의 체계적 변화를 고려
하기 위해서 시기를 구분하는 더미   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이 더미변
수는 PCS 상용서비스 이전 시기에 0, 이후시기에 1의 값을 갖는다.10)
요금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오차항
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구변수로
유선과 무선 통신기기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월별 시간추세(time
trend)를 사용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측정하여 발표하는 유선 및 무선통신기
기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해당 재화의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유무선 통신장
비의 생산자 가격은 사업자의 비용에 영향을 미쳐 요금을 변화시키지만 소비자
의 수요와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아 도구변수로 적절하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는 설명변수인 실질요금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시간추세는 국민소득 등 거시
경제적 변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각각 요금과 관련성을 가지나, 외생적으로 결
정되는 변수이므로 역시 도구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택된 도구변수들의 유의성은 가격변수를 도구변수 및 외생변수에 대해
OLS 회귀분석한 결과인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국민소득과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던 IMF금융위기도 PCS 도입과 유사한 시
기에 발생되었다. 따라서 더미변수의 통화량에 대한 영향은 통신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경제전반의 변화까지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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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구변수에 대한 유형별 요금의 OLS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 도구변수 )
종속변수
(요금 )

시내 

유선통신기기
생산자
물가지수

무선통신기기
생산자
물가지수

0.31(14.02)** -0.62(-11.17)**

소비자
물가지수

시간추세

시기구분
더미



0.12(3.38)**

0.01(1.47)

0.01(1.40)

0.999

시외 

0.69(1.99)*

-0.41(-4.71)**

 

0.36(5.37)**

0.33(1.95)

 

0.43(8.95)**

-0.37(-3.13)**

0.22(2.83)*

-0.11(-9.84)** -0.14(-7.82)** 0.998

    0.34(6.36)**

-0.29(-2.14)*

0.21(2.37)*

-0.12(-9.96)** -0.15(-7.35)** 0.996

0.31(5.40)**

-0.08(-10.17)** -0.11(-8.36)** 0.997

-0.66(-5.88)** -0.05(-3.46)** -0.08(-3.48)** 0.984

주: 괄호 안은 t-통계값을 의미함.
* P< 0.05, ** P< 0.01

Ⅳ. 추정결과
아래의 <표 2>는 통화유형을 ‘시내, 시외, LM, M발신’ 등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고 수요함수 (2‘)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 중 첫 번째 열은 가입자 당 통화량
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추정결과이고 두 번째 열은 가입자 증감을 반영한 총통화
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통화수요는 가입자 당 통
화량을 종속변수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가입수요를 포함한 총통화가
요금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산업전체적으로는 의미가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종속변수를 이용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
였다.
가입자당 통화수요의 경우, 네 유형 모두에서 자기가격의 계수는 유의미한 음
의 값으로 추정되어 일반적인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전화와 시
외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각각 -2.35, -1.06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무선과 관
련된 LM 및 MM 수요의 -1.81, -0.5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값이다. 아직까지
유선전화는 필수재라고 인식되며 요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선전화에 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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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격탄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의 결과가 나
타난 이유 중 하나는 휴대전화가 야외에서와 같이 대체재를 찾지 못하는 반면
유선전화는 거의 언제나 휴대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시내통화
량의 경우 시외전화요금에 대해, 시외통화량의 경우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음의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내통화와 시외통화가 서로 보완관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체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가격계수, 즉 시내와 시외전화의 경우 무선요
금, LM과 무선전화의 경우 유선요금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져 이들 서비스 간
에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M 수요식에서 시외전화요금 계수추
정치는 음이고, 무선발신 수요식에서 시내전화요금 계수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
었으나 유의성은 낮았다. 이는 시외전화가 실제로 LM통화의 보완재로 작용했고
시내전화요금의 변화는 무선통화 수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결
과일 수도 있으나,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의 공선성에서 비롯된 왜곡일 수도 있
다. 설명변수로 포함된 더미변수의 계수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이동전화시장 경쟁도입이 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총통화를 종속변수로 한 추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추정치는 크기에서 다소 차이가 날 뿐 질적으로는 대부분 동일한 방향과 유의성
을 가졌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추정계수 크기의 변화 방향이다.
총통화량의 탄력성은 가입수요의 탄력성과 가입자당 통화량의 탄력성의 합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입수요와 가입자당 통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총통화량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결과는 가입자당 통화량에 대한 추정결과에 비
해 절댓값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시내와 시외통화의 경우 예상과
달리 두 번째 열의 추정치들이 첫 번째 열의 추정치에 비해 작은 절댓값을 갖는
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유선전화 가입가구 수의 변화추이에서 찾을 수
있다. 무선전화에 대한 유선전화의 상대가격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
의 해지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유선전화 가입
가구는 완만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
구에서 유선전화를 사용빈도나 상대요금에 크게 관계없이 보유해야할 필수재로
여겨왔다면,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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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표 2>의 결과는 LM요금과 무선발신요금 간에 존재하
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두 요금을 가중평균한 복합요금을 사용
하여 도출했는데, LM과 M통화 수요식에 복합가격이 아닌 자기가격, 즉   과

  을 각각 사용하더라도 두 식의 계수추정치 크기에만 다소 변화가 생길 뿐
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 유형별 통화수요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25.13(113.43)**

시내 

-2.35(-4.30)**

-1.56 (-2.60)**

시외 

-1.64(-4.52)**

-1.46 (-4.48)**

   

1.28(13.58)**

1.03 (10.03)**

-0.11(-1.17)

-0.16 (-1.97)*

상수

6.30(31.60)**

22.68 (129.64)**

시내 

-1.38(-2.85)**

-0.66 (-1.24)

시외 

-1.06(-4.35)**

-0.92 (-4.08)**

0.68(9.05)**

0.44 (5.08)**

-0.07(-1.13)

-0.12 (-2.18)*

0.21(0.46)

16.61 (34.32)**

시내 

9.33(8.58)**

10.08 (8.13)**

시외 

-3.37(-3.79)**

-3.39 (-3.51)**

   

-1.81(-8.90)**

-2.04 (-8.65)**

0.01(0.04)

-0.06 (-0.21)

4.16(24.04)**

15.01 (25.73)**

시내 

0.51(1.28)

9.27 (7.36)**

시외 

1.91(7.35)**

0.29 (0.27)

-0.52(-7.50)**

-2.86 (-11.66)**

-0.08(-1.25)

0.08 (0.28)



시외 

   


상수

 


상수

 

총통화량

8.72 (36.00)**

상수

시내 

가입자당 통화량

   


주: 괄호 안은 t-통계값을 의미함.
* P< 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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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유형을 ‘LL (=시내+시외), LM, M발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수요
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내 및 시외통화는 발신과 착신이 모두 유선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선을 통해 착신 또는 발신을 하는 다른 통화와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시내와 시외통화 요금을 통틀어 유선전화 요금
이라고 받아들이고 유선전화 및 무선전화를 이용하는 습관 (habit)을 결정한다면,

  에 대한 타 유형 통화수요의 탄력성이 유무선 대체의 정도를 판단하는 적절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앞선 <표 1>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내외 통화 간 보완관
계도 이러한 분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또 시내 및 시외통화 요금의 가중평
균치인 유선요금(   )을 이용함으로써 시내와 시외통화 요금의 공선성 문제없
이 유선요금에 대한 무선통화의 수요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표 3> 3 분류 통화수요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총통화량

상수

8.80 (46.65)**

25.30 (139.33)**

 

-2.56 (-5.38)**

-1.69 (-3.68)**

   

1.01 (17.22)**

0.80 (14.54)**



-0.06 (-1.42)

-0.06 (-1.42)

상수

2.76 (5.52)**

19.23 (38.97)**

 

4.36 (2.65)**

5.52 (3.57)**

-0.64 (-3.00)**

-0.90 (-4.37)**



1.58 (8.03)**

1.55 (7.70)**

상수

3.51 (19.84)**

15.87 (39.14)**

2.07 (3.83)**

7.36 (5.08)**

-0.68 (-11.13)**

-2.14 (-9.29)**

-0.37 (-6.58)**

0.92 (5.83)**

   

 
   


주: 괄호 안은 t-통계값을 의미함.
* P< 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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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통화수요에서 자기가격의 계수는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LL통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의 크기는 <표 2>의 시내전
화의 자기가격탄력성 추정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두 경우
에 사용된 요금지수가 다르므로 탄력성 크기의 차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LL통화에서 시내전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LL통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시내전화의 경우와 근접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LL통화수요가 자기가격에 대해 탄력적(-2.56)으로 추정된 결과는 LL통
화가 LM 및 M발신 통화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
이다.11) M발신통화의 자기가격탄력성 크기도 앞의 <표 2>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LM통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표 2>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무선통화요금(     )에 대한 유선통화 (LL)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예상대로 시내
전화와 시외전화 탄력성의 중간 정도 수준인 1.01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시내
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이 LM과 무선발신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엇갈린 결
과를 보인 반면 통합유선요금에 대한 이들 통화의 수요는 일관되게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
L발신과 M발신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입자당 통화수요에서 자기가격탄력성은 L발신이 -1.07, M발신이 -1.15로
나타났다. L발신의 탄력성 추정값 (-1.07)이 <표 3>의 LL통화수요의 탄력성(-2.56)
보다 작게 추정된 것은 LL통화에 비해 L발신 통화의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즉, LL통화에서는 M발신 이외에도 LM통화가
대체재였으므로 자기가격탄력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LL과 LM을 하나의 복합재
로 묶은 L발신에 대한 수요에서는 대체재가 M발신만으로 한정되므로 탄력성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통화수요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유
선과 무선 간의 대체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1) 앞부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LL통화수요의 자기가격탄력성이 충분히 크다면 시장
의 범위를 LL통화보다 크게 획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유선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획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으며, 이 문
제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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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신별 통화수요 연립방정식 추정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가입자당 통화량

총통화량

상수

3.95 (13.99)**

21.76 (69.71)**

 

-1.07 (-2.90)**

-0.33 (-0.83)

 

1.20 (23.62)**

0.82 (14.50)**



0.14 (3.32)**

0.08 (1.97)

상수

7.59 (16.29)**

30.60 (20.86)**

 

1.60 (2.98)**

7.84 (4.94)**

 

-1.15 (-11.09)**

-4.11 (-10.99)**

-0.48 (-6.42)**

0.46 (2.85)**


주: 괄호 안은 t-통계값을 의미함.
* P< 0.05, ** P< 0.01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월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유선 및
무선전화서비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화서비스를 시내, 시
외, LM, 무선발신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기가격탄력성과 유형
간 교차탄력성을 구하였다. 다중방정식 GMM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선착발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통화유형 및 분류방식에 따라 -1.06에서
-2.56의 범위에서 추정된 것에 반해, 무선발신전화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인 -0.52에서 -1.15의 범위로 추정되었다. 유무선 통화는
대부분 통화유형의 분류에 따라 0.5에서 2.0 정도의 범위에서 양의 교차탄력성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호 대체성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유선전화요금에
대한 무선전화수요의 탄력성은 무선전화요금에 대한 유선전화수요의 탄력성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유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으며, 이동전화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2000년대 중반까지의 장기시계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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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유형별 유무선 전화서비스의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과 달리 유무선의 모든
음성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자들의 통화량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도 추
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는 대체로 예
상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의 추정결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통화품질, 소득, 이메일과 SMS를 위시한 음성전화에 대
한 대체통신수단 등 음성전화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사용되지 않
았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통화품질과 단말기의 성능
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통화
수요를 실제보다 가격에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러나 통화품질 또는 단말기 성능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
다. 신뢰할 수 있는 월별 소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월별 자
료가 있다 하더라도 분석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다른 변수들과 유사한 추세로 변
화하였다는 사실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둘째,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의 장기시계열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요금이 충분한 변동성을 갖
지 못하고 통화유형별 요금지수의 추세가 서로 유사하여 수요함수의 추정이 쉽
지 않았다. 이 문제는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통화수요를 추정하는 분석에서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요금지수
와 다른 적절한 가격변수를 사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행해질 필요
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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