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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접속료: 과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가 누구
인가?
역차별 해소와 해외 기업 망이용료 주장들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소득은 올리
고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소득 과세 문제를 따져보자. 기업은 전 세계에 재화와 용역을 수
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수출 기업은 외국에서 소득을 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현
지 정부에 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소득세는 소득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어디에서
벌어지는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는 국제 세법의 상식이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구글·페이스북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소득 과
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는 ‘구글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의 성격을 전제로 하고 새로
운 국제 세법을 만들려는 OECD의 논의가 마무리돼간다.
이 외에 살펴볼 것은 국내 망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접속료이다. 보통 인터넷
접속료는 Mbps당 가격으로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9.22로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Telegeogrphay 2018자료)”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예상되는 통신사 반박은 “아시아지역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인데 아래 Figure
4와 Table 4(2013년)를 보라.1) 마닐라나 뭄바이 등은 접속료가 매우 높다. 이들 도시
들을 비교대상으로 할 것인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홍콩, 싱가폴, 일본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1) 2013년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보고서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Discussion%20Paper-Transit-Connectivity_0.pdf

인터넷접속료는 세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망사업자들 사이
에서 무정산직접접속(peering)을 더 많이 하면서 또는 무정산직접접속이나 중계접속
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IX에 접속하는 망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각 망사업자들이 자신
들의 고객인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전 세계 라우터들과의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더 높은 망 가치를 가진 망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중계접속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Telegeography의 2018년 보고서2)를 보면 일본은 2불/mpbs, 싱가포르 1불
39센트/mbps로서 우리나라의 $9.22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동안 뭄바이도 가격이 떨어져 이제 한국보다 더 싸다(2016년 자료).3)

2) https://blog.telegeography.com/outlook-for-ip-transit-prices-in-2018
3) Brianna Boudreau, Senior Analyst,TeleGeography
http://www2.telegeography.com/hubfs/2017/presentations/telegeography-ptc17-pricing.pdf

그 원인은 무엇일까? Figure 5를 보라. 통신사 경쟁상황과 GDP대비 인터넷접속료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라.4)

4) 전게서, 2013년 UN보고서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인터넷접속료는 우리나라의 시장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대기업 3개사가 모바일의 100% 및 유선 85%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