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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T, “Openreach 지배력앞으로도유지할것”...
Sky의유료 TV 시장독점구조해결도촉구
KEY CONTENTS

￭ 영국 지배적통신사업자 BT는 규제기관인 Ofcom의 통신 시장 검토에 대한 답변으로 자사의 접속 사업부문인
Openreach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힘
￭ 또한 Sky가 독점하고 있는 유료TV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fcom이 컨버
전스 시장을 위한 통합 규제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英 BT, “접속사업부문 Openreach 지배력 앞으로도 유지할 것”

▸영국지배적통신사업자BT는Ofcom의통신시장검토에대한답변으로자사의접속사업부문Openreach에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다시 한 번 밝힘
• Ofcom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 Openreach를 BT에서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BT는 영국의 디지털
안정을 위해 Openreach가 BT그룹 소속으로 남아 BT의 자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BT는 지난 10년 간 총 200억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규제기관의 지원이
있을 시 투자 지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BT는Openreach가지난10년간영국시장에서 모든업체들에게공평하게규제된서비스제공을이어가는데초점
을 맞춰왔다고 설명
• BT는 Openreach가 영국 통신 시장, 특히 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영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이 활성화된 데에는 10년 전 Openreach의 설립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

Sky의 유료TV 시장 독점 구조 해결 촉구...“컨버전스 시장에 적합한 통합 규제 필요”

▸한편, BT는Ofcom이유료TV시장에서Sky의독점은영국소비자들에게나쁜결과를가져온다며해당문제를해결
해줄 것을 재요구하면서, 유료TV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 BT는 Sky가 Opeanreach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백만 명의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사가 콘
텐츠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도매 계약을 Sky와 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 BT는 120만 명 수준의 유료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Premier League를 포함해 유료 스포츠 콘텐츠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옴
▸BT의Gavin Patterson CEO는“BT는영국디지털 인프라전환을주도하고있지만, 대규모투자를위해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올바른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Patterson CEO는 Ofcom이 Sky의 유료TV 시장 지배력을 지적함으로써 시장 경쟁 구도를 조절할 기회가 있다
며, 지금이 컨버전스 시장을 다룰 수 있는 통합 규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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