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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이 발
생하였을 때 요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캐시 서버(cache server)가 반응하
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가 장거리를 오가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들을 최소화한다. 그중에서도 콘텐츠 공급자가 자신의 데이터만을 처리하기 위
하여 구축한 자체 개발 CDN(private 또는 self-provisioning CDN)은 오늘날 네트워
크 시장의 데이터 전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경제학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체 개발 CDN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
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콘텐츠 공급자는 자신의 경쟁
자들과는 달리 CDN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
고, 경제 이론적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이미 자체 개발 CDN으
로 시장을 선점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개별 CDN을 구축함으로써 개선되는 서비스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면 후발주자는 CDN 설치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는 사
회 후생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 느끼는
비효용이 커지면 후발주자도 CDN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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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effectively reduces delay and enhances network
performance in data transmission by distributing content from the nearest cache
server to end users. In 2016, over one half of all internet traffic was carried
by CDNs. In particular, much CDN traffic was delivered by private CDNs
(or self-provisioning CDNs), built by content providers for their own use.
Although self-provisioning CDNs dramatically improve data transmission speed
and service quality, not all large content providers follow their competitors
in building their own CDN servers.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ly the
existence of an asymmetric equilibrium in which one content provider builds
a private CDN while another content provider maintains a preexisting server
far away from end users. Our results show that when a first-mover builds a
private CDN in the market, the follower will not build a CDN server if this
would lead to an insufficient improvement in the speed of service. From a
social welfare perspective, the asymmetric equilibrium is inefficient since some
content users experience slow service.
Key words: Content delivery network (CDN), Private CDN, Hotelling linear
city model, Queue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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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란, 지역 별로 설치된 캐시
서버(cache server)에 동영상, 이미지, 오디오 파일 등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를 저
장하여 사용자(content user)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로, 빠르고
효과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199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다.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콘텐츠 공급자(content provider)에게 콘텐츠를
요청하면, 콘텐츠 공급자의 원 서버(original server)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
니라 요청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CDN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가
장거리를 이동하며 발생하는 전송 지연을 완화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CDN을 이용하지 않는 왼쪽의 경우 콘텐츠 공급자의 서버가 모
든 데이터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그에 비해 CDN을 이용하는 <그림 1>의 오른쪽
상황에서는 콘텐츠 공급자가 여러 지역에 위치한 CDN 서버에 자신의 콘텐츠를
저장해두고,1) 콘텐츠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 할 때 사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CDN 서버가 응답하도록 하여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Hosanagar et al. (2008)
은 콘텐츠 공급자가 제작하는 콘텐츠, 이를 운반하는 인터넷 백본(internet
backbone)과 네트워크, 그리고 콘텐츠를 저장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CDN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디지털 공급 체인(digital supply chain)에서, CDN은 배
급업자 또는 소매업자 창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
해 Krämer et al. (2013)은 CDN 산업에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CDN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CDN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공급자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문장(gatekeeper)의 위치라고 평가한다.

1) 여러 CDN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둠으로써 갑작스러운 디도스(DDoS) 공격이나 갑작스
러운 접속자 수 폭주에도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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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DN 유무에 따른 데이터 이동 경로

ⅰ. CD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ⅱ. CDN을 사용하는 경우

CDN의 공급주체는 1998년 최초로 CDN 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아카마이
(Akamai)를 필두로 라임라이트(Limelight),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등과 같이
전문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발 ‧ 제공하는 업자, 에이티엔티(AT&T), 컴캐스트
(Comcast)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구글(Google), 넷플릭스
(Netflix) 등과 같은 대형 콘텐츠 공급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콘텐츠 공급
자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트래픽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접 구축한 CDN을 콘텐
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private CDN 또는 self-provisioning CDN)이라고 한다.2)
아카마이가 처음으로 CDN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Vakali & Pallis (2003)는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이 CDN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며, CDN 서비스 이용자 수와
관련 기반 시설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전 세계 CDN 시장 규모
는 2016년에 이미 6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MarketsandMarkets, 2017), 그 해 인
터넷 트래픽의 약 52 퍼센트가 CDN을 거쳐 갔고, 그 중에서도 61 퍼센트가 대형
콘텐츠 공급자들의 자체 개발 CDN에서 소화되었다. 더 나아가 2021년에는 약 71
퍼센트의 인터넷 트래픽이 CDN 서비스 하에서 움직일 것이고, 자체 개발 CDN의
비중도 68 퍼센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영상 콘텐
츠의 확산 및 다양화로 인한 최번시(最繁時, busy hour)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에
기인한다. 모든 시간대에 트래픽이 균일하게 분배되는 웹 서핑이나 파일 공유 등
2) 여기서 콘텐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은 해당 콘텐츠 공급자의 콘텐츠만을 수용하는
CDN으로, 타 기업들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없는 CDN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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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면 동영상 스트리밍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디맨드(on-demand) 동영상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실시간 라이브 동영
상과 화상 통화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CDN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Cisco, 2017).
이처럼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 CDN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CDN과 관련하여 경제 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경제 이론 분
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CDN이 네트워크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CDN 서비스 업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CDN 서비스
의 가격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데 국한되어 있다.
Faratin (2007), Hau et al. (2011), 그리고 Zhang et al. (2014)은 CDN 서비스 업
자들을 콘텐츠 공급자와 사용자, 또는 콘텐츠 공급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이루어진 두 개의 집단이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Rochet &
Tirole (2003)과 Armstrong (2006)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을 차용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 CDN이 수행하는 역할을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CDN 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는 보다 엄밀한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Hosanagar et al. (2008)는 콘텐츠 공급자가 직접 자신의 CDN을 구축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 업자의 CDN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서비
스 비용 외에도 정보 보안 문제와 같은 아웃소싱 비용(outsourcing cost)이 발생한
다고 가정하였을 때, 독점적인 CDN 서비스 업자가 콘텐츠 공급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최적 가격 함수를 게임 이론적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들은 비교 정태
분석을 통해 CDN 업자는 콘텐츠 공급자에게 트래픽 총량에 따른 할인(volume
discount)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아카마이의 가격정책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Song et al. (2013)은 서비스 지역이 완전히 겹치
지 않는 두 CDN 서비스 업자가 서로 독립인 콘텐츠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반복
경쟁할 때, 보수와 관련된 미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가격을 선택한다면 마르
코브 완전 균형(Markov perfect equilibrium)이 존재하고 해당 균형에서 실현되는
이윤이 사회 최적 수준의 3분의 2라는 것을 증명한다.
전문 CDN 서비스 업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CDN을 구축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Lee et al. (201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두 개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중 한 업체가 CDN 서비스를 출시하였을 때, 콘텐츠 공급자와 콘
텐츠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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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율과 이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공
급자와 사용자 두 집단이 각각 호텔링 선형 도시 모형에 따라  사이의 구간
에 균일하게 분포하여 두 인터넷 서비스 업자 중 하나를 택하며, 총 효용(gross
utility)에서 교통비용(transportation cost)과 인터넷 서비스 요금 외에도 네트워크
혼잡(network congestion)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감해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러
한 모형을 통해 혼잡도가 낮은 네트워크라면 CDN 도입에 따른 속도 개선의 효과
가 적어 인터넷 서비스 업자가 CDN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적어진
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오늘날 CDN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 공급자 자
체 개발 CDN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존재하
지 않는다. 왜 구글은 자체 개발 CDN인 구글 글로벌 캐시(Google global cache,
GGC)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는지, 왜 넷플릭스는 일부 시장에 자신의 CDN 서버
를 설치하지 않는지, 무슨 이유에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구글의 캐시
서버를 설치하면서 망 이용료는 받지 않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이슈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경제학적 검증이 필요한 다양한 질문
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콘텐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 중, 콘텐츠 공
급자가 자신의 캐시 서버를 구축할 유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답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CDN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콘텐츠 공급자들이 모
든 시장에 자체 개발 CDN 서버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입각하
여, 어떠한 조건 하에서 콘텐츠 공급자 별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선도적 콘텐츠 공급자가 특정 시장
의 CDN 서비스를 선점하는 경우 후발주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당 시장에 자
신의 CDN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 이익일 수 있으며, 결국 사회 후생은 제한된 수
준에 머물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인다. 즉, 후발주자는 앞서 캐시 서버를 설치한
선발주자로 인해 비용 대비 자체 개발 CDN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충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콘텐츠 로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 Ⅱ장에서는 논의에 사용할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며, 제 Ⅲ장에서는 게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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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생 가능한 각 상황 별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칭적 상황이
게임의 균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
과 더불어 추후 과제를 제시한다.

Ⅱ. 모형
1. 게임 상황
본 연구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이질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콘텐츠 공급자
1(content provider 1, CP1)과 콘텐츠 공급자 2(content provider 2, CP2)가 제 3의
해외 시장에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할 것인지, 구축한다면 CDN 서버의 용량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상황을 살펴본다. 만약 CDN을 구축하지 않
고 자신의 근거지에 보유한 기존 서버를 사용한다면 CDN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데이터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전송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CDN을
구축한다면 사용자의 데이터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시장에
CDN 서버를 설치 ‧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단, 외부 업자로부터의 CDN
서비스 구매는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두 콘텐츠 공급자들은 각자의 콘텐츠에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
며, 다음과 같은 게임 상황에 놓여 있다. 1기에 CP1이 해외 시장의 CDN 서버 구
축 여부를 결정하며, 서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면 서버의 용량도 결정한다. 2기에
는 CP2가 지난 기에 이루어진 CP1의 선택을 관찰한 후, 자신의 CDN 서버 구축
여부 및 서버 용량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3기에 두 콘텐츠 공급자가 콘텐츠 사
용료를 동시에 결정한다. 이때 콘텐츠 사용료는 콘텐츠 사용자에게 한 번만 부과
된다. 콘텐츠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선호, 콘텐츠 사용료,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
도에 따른 콘텐츠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콘텐츠를 소비할지 선택한
다. 여기서 CDN 서버 구축 여부를 먼저 정한 후에 콘텐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은, CDN 서버 설치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
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두 기업이 서버 용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시간
차를 둠으로써, 구글과 같은 선도자 기업이 먼저 시장에 자체 개발 CDN을 설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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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넷플릭스와 같은 추종자 기업이 새로운 서버 구축 여부를 가늠하는 현실
네트워크 시장의 양상을 반영하였다.3)
<그림 2> 게임 결과 별 데이터 이동 경로

ⅰ. 상황 A

ⅱ. 상황 B

ⅲ. 상황 C

ⅳ. 상황 D

위 게임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CDN 서버를 구
축하지 않는 경우(상황 A), 선발주자 CP1만 CDN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상황 B),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CDN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상황 C), 그리고 후발주자
3) 두 콘텐츠 공급자가 동시에 CDN 서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업의 서버 생산 기술, 기존 서버 용량, 데이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전송 지
연 정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콘텐츠 사용자 효용이 다음에 나올 식 (1), (2), (3)과
같다면, 동시행동 게임의 균형은 둘 다 CDN을 구축하지 않거나 또는 둘 다 CDN을 구축
하는 경우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실에서 자주 관찰되는 비대칭적 상황이 발
생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선도 기업이 후발주자가 시장에 나타나기 전까
지 독점이윤을 누리는 상황은 게임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실에서, 자체 개발 CDN은 한
번 구축하면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설비로, 후발주자의 진입 전까지 누릴 수 있는 단기
독점이윤은 장기간 활용할 CDN 구축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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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만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상황 D)로 나눌 수 있다. 각 상황 별 데이터 흐름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CDN이 설치된 경우에는 데이터 요청에 대하
여 사용자와 가까이에 위치한 CDN 서버가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콘텐츠 사용자 효용
두 콘텐츠 공급자가 CDN 서버 구축 여부를 고민하는 시장의 사용자 는  
의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CP1 또는 CP2의 콘텐츠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소비한다. 이때, 두 콘텐츠 공급자가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혼자
독점하지는 못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느 콘텐츠도 선택하지 않거나 한
콘텐츠 공급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경우는 논의에서 배제한다. 콘텐츠로
부터 얻는 기본 효용 가 충분히 큰 사용자 ∈ 가 ∈  의 위치에서
사용료  를 받고 품질이   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급자    를 선택
하였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러한 효용함수는 Economides (1989)가 제시한 호텔링 선형 도시 모형의 변형
으로, 수평적 차별에 수직적 차별 요소를 더한 모형이다. 기존의 호텔링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콘텐츠의 품질이 한 단위 증가하면 해당 콘텐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총 효용     도 한 단위 증가하며, 콘텐츠 의 품질 증가는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사용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평가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
어, 서로 다른 검색 엔진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이라 할지라도 특정 검색 엔진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효용 증대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제품의 수평 차별화 정도를 나타내는  를 선택 변수로 두
었던 Economides (1989)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CP1과 CP2의 위치를 각각
  과   로 두며, 교통비용 는 1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또한, 사용자
가 콘텐츠 를 요청하였을 때 서버에서 처리되는 시간을   라고 하면, 콘텐츠의
품질   는 다음과 같이   의 역수에 대한 함수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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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2)에서, 는 0이상의 숫자로, 콘텐츠 공급자가 CDN을 구축하면 0의 값을,
CDN을 구축하지 않으면 0을 초과하는 값을 갖는다. 즉, 사용자 근처에 위치한
CDN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이고, 사용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콘텐
츠 공급자의 원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이고   이
다.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의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면 대기 시간   가 작아지므로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지지만, CDN 서버 없이 먼 거리에서 전송되는 콘텐츠라면
아무리 서버 용량이 커져도 데이터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지연(delay)이 발생하
여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4)
한편, 서버에서 사용자의 콘텐츠 요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를 정의
하기 위하여 대기행렬 이론(queueing theory)을 차용한다. 대기행렬 이론은 수요의
발생 빈도와 대기 상황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시스템을 압축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
석 도구이다 (Cooper, 1981). 네트워크 속도는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서버가 얼마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콘텐츠 요청에 대한 서버 대응 속도
를 표현하는데 있어 대기행렬 이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전문 CDN 서비스
업자의 가격 결정 모형을 다룬 Hosanagar et al. (2008)의 경우, 콘텐츠 공급자 서
버에는 대기할 수 있는 요청 수에 한계가 있는 M/G/1/K 행렬, CDN 서비스 업자
의 서버에는 대기 행렬에 제한이 없는 M/M/1 행렬을 활용하였으며,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Choi & Kim (2010)과 Cheng et al. (2011) 역시 M/M/1 행렬
모형을 사용하였다.5)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서버의 혼잡도
4) 예를 들어, 콘텐츠 공급자의 원 서버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국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서버를 거치게 되면 매번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5) 여기서 M/G/1/K 행렬은 서비스 요청률이 지수분포를 따르고(M), 서비스 처리율은
분포를 따르며(G), 서버의 개수는 한 개이고, 서버에 대기할 수 있는 요청 수가 K로
되었다는 뜻이다. M/M/1 행렬은 서비스 요청률과 서비스 처리율 모두 지수분포를
고(M/M), 서버가 한 개 있으며, 서버에 대기할 수 있는 요청 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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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는 동시에 논의를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공급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버와 새롭게 구축하는 CDN 서버 모두 M/M/1 행렬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콘텐츠 공급자 의 서버 용량(server capacity)이  일 때 서비스 처리율(service
rate)은 평균이  인 지수분포를 따르고, 각 사용자들의 단위 시간 당 콘텐츠
요청률(request rate)은 모수 가 1인 포아송 과정(Poisson process)을 따른다고 하
면, 사용자가 콘텐츠 를 요청하였을 때 서버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기행렬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콘텐츠 를 선택한 사용자들의 총 요청률을 나타내며,6) M/M/1 대
기행렬 이론에 따라 서비스 처리 시간이 무한대의 값을 갖지 않으려면 서버 용량
 가 총 요청률  보다 커야한다.

3. 콘텐츠 공급자 이윤
두 콘텐츠 공급자가 자신들의 근거지에 소유하고 있는 원 서버 용량은   로
동일하며, 이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므로 원 서버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
이 발생하지 않는다.7) 만약 CDN 서버를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면,      의
비용이 발생하며 는 상수이다. 단, 구축된 CDN 서버의 적중률(hit ratio)은 1로
가정한다. 즉, CDN 서버에 콘텐츠 공급자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해당 시장
의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은 더 이상 콘텐츠 공급자의 원 서버에 부담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콘텐츠 사용료가  이고 콘텐츠 수요가   인 콘텐츠 공급자 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6) 콘텐츠 공급자 의 수요를  라고 할 때,      이다.
7) ∈ 이므로,  의 크기는 콘텐츠 공급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요청률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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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에 의해 모든 사용자는 두 개의 콘텐츠 중 하나를 선택하므로, 한계 사
용자(marginal user) 
에 대하여 CP1의 수요는    
이고 CP2의 수요는

    
로 나타낼 수 있다.

Ⅲ. 균형 도출 및 분석
이번 장에서는 역행 귀납법을 통해 게임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별 한계 사
용자, 균형 가격, 균형 자체 개발 CDN 서버 용량, 그리고 균형 이윤을 도출한다.
아울러 균형들 간의 비교를 통해 하나의 콘텐츠 공급자만이 자체 개발 CDN 서버
를 구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조건을 살펴봄과 동시에, 후발주자만이 캐시 서버
를 설치하는 경우는 균형이 될 수 없음도 증명한다. 또한, 비대칭적인 CDN 서버
설치가 사회 후생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비용과 원 서
버 용량이 증가할 때 균형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1. 균형 도출
1) 상황 A : CP1과 CP2 모두 CDN 서버 미구축
콘텐츠 사용자들의 효용함수가 식 (1)과 같고, 콘텐츠의 품질이 식 (2)와 (3)에 의
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들이 알고 있다.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의 한계 사용자




를 
 라고 할 때, 각 콘텐츠의 품질은  
       와         이

다. 가정에 의해   이므로 
 는 다음의 식을 만족한다.




  
                  

(5)

어느 누구도 CDN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CP1과 CP2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원 서버를 사용하게 되며, 이때의 서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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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은  로 동일하다. 또한, 두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각각    
 과


     
 이므로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예측하는

콘텐츠 공급자 는 다음과 같이 이윤 극대화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게 된다.
max             

(6)

마지막으로,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CDN을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
에 가정에 의해 용량이   인 원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한다. 따라서 식 (6)으로부터 균형 가격을 도출하면, 한계 사용자와 균형
이윤까지 다음의 식 (7)처럼 구할 수 있다.



  



     


  


       

(7)

2) 상황 B : 선발주자 CP1만 CDN 서버 구축
이번에는 선발주자인 CP1만이 자체 개발 CDN 서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사용자가 선도 기업의 콘텐츠를 요청하면 사용자 가까이 설치된 CDN 서버
에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더 이상 데이터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추가 지연 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원 서버를 활용하는 후발주자의 콘텐츠를 소비하려면 여
전히 장거리 전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품질 저하를 겪는다. 따라서 콘텐츠 품질은

각각        와         가 되며 한계 사용자 
 는 다음의 등식

을 만족한다.




     
           
   

(8)

한계 사용자를 기준으로 시장의 왼쪽에 위치한 사용자는 콘텐츠 1을, 시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용자는 콘텐츠 2를 소비하므로 각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와      
 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의 식을 정리하면 한계 사용


자는 
             임을 알 수 있다. 앞의 
 와 비교하였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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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계 사용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콘텐츠 사용료 차이뿐만 아니라 CDN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전송 지연 와 두 기업의 서버 용량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 상황을 예상
하며 동시에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를 선택한다.
한편, 홀로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CP1은 1기에 다음의 이
윤극대화 문제에 직면한다.8)
max                 

(9)

식 (9)를 풀면, CP1의 균형 CDN 서버 용량, 두 콘텐츠 공급자의 균형 가격과
이윤은 식 (10)와 같이 도출된다.
  


  
  

(10)


         
  
  
    
       
  
  
  
     
        
  
  

3) 상황 C : CP1과 CP2 모두 CDN 서버 구축
앞서 논의한 상황 A와는 달리, 모든 콘텐츠 공급자가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콘텐츠의 품질은 각각        와        로, 두
콘텐츠 모두 CDN 서버에서의 대기시간 외에 추가적인 지연은 발생하지 않으며

한계 사용자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8) 후발주자인 CP2는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존 서버를 활용
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므로, 별도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CDN 서버 용량 결정 과정을 거
치지 않는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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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발주자 CP1의 수요는    
 , 후발주자 CP2의 수요는      
 이므로,

식 (11)을 정리하면 한계 사용자는 
           이다. 이때, 한

계 사용자는 CP1의 CDN 서버 용량이 증가하면 오른쪽, CP2의 서버 용량이 증가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서 콘텐츠 공급자들이 동시에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전 단계인 2기에는 후발주자 CP2가 주어진 
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윤 극대화 문제에 직면한다.
max                   

(12)

식 (12)를 만족하는 CP2의 자체 개발 CDN 서버 용량  은  의 함수로 나타
나고, 이 모든 과정을 예상하는 CP1은 1기에 식 (13)을 만족하도록  를 정한다.
max                       

(13)

최종적으로, 두 콘텐츠 공급자가 모두 CDN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의 한계 사용
자, 균형 가격, 균형 CDN 서버 용량, 그리고 균형 이윤은 다음과 같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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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 D : 후발주자 CP2만 CDN 서버 구축
선발주자인 CP1은 해외 시장에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기로 결정하
였으나 후발주자인 CP2는 자신의 CDN을 설치하는 경우, 균형은 상황 B와 대칭




적이다. 즉, 한계 사용자는 
  
 , 균형 서버 용량은 
   ,    ,







균형 가격은 
    ,      , 그리고 균형 이윤은      ,      가 된다.

2. 균형 분석
1) 균형 조건
콘텐츠 공급자 비용함수의 상수 와 데이터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콘
텐츠 품질 저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가정 1




    이고        이다.





비용 상수 가  이하로 너무 작으면 콘텐츠 공급자가 용량이 매우 큰
CDN 서버를 구축하여 균형 한계 사용자가 모서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으며,  이상이면 콘텐츠 공급자가 콘텐츠 요청률을 하회하는 용량의 서버를
구축하여 콘텐츠 소비를 포기하는 사용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송 지
연에 따른 효용 감소 에도 한계가 존재함으로써, 비대칭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의 상한은 가 커질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CDN 구축비용이
커질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CDN 서버 용량이 작아질 것이므로 가 조금 더 큰
값을 갖더라도 멀리서부터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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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명제 1
상수  와  가 [가정 1]을 만족하고     ,          일 때, 모든  와  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ⅰ)   

ⅱ)   

ⅳ)    

ⅴ)   
 

ⅲ)    



[부명제 1]에서, i), ii), iii)은 각각 콘텐츠 공급자들의 균형 가격, 균형 서버 용
량, 그리고 균형 이윤이 게임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양의 값을 가
진다는 의미이며, iv)는 균형 서버 용량이 총 콘텐츠 요청률보다 커야한다는 대기
행렬 이론의 조건이 충족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v)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한계 사용자는  의 구간에 존재하여 모서리 해(corner solution)가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ii)는 균형 서버 용량이 기존에 보유한 원 서
버 용량인 1보다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CDN 서버를 구축
하면 기존에 존재하던 전송 지연 상수 가 제거되어, 원 서버 용량보다 더 작은
CDN 서버로도 그 전보다 더 많은 콘텐츠 사용자들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명제가 참이라고 하여 모든 상황이 균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명제 2
비용 상수  와 데이터 장거리 전송에 따른 지연 상수  가 [가정 1]을 만족할 때,
후발주자인 CP2 혼자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는 상황 D는 균형이 될 수 없다.

풀어 설명하자면, 선도적 기업이 자체 개발 CDN 서버 구축에 따른 이익이 없
다고 판단하였다면 후발주자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며, 자체 개발 CDN을 설치
하지 않은 기업이 CDN 서버를 설치한 경쟁자보다 더 큰 이윤을 누리는 이상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어느 누구도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경우(상황 A), 선발
주자인 콘텐츠 공급자 1만 자신의 CDN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상황 B), 그리고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개발하는 경우(상황 C)가 균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주어진 비용 상수 에 대하여 콘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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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공급자들이 판단하는 외부 네트워크 속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의 1
상수  의 함수       ,         ,      에
대하여, 콘텐츠 공급자는 데이터 장거리 이동 지연 효과가  ≤   이면 자신
이 위치한 지역과 타겟 시장 간 고속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여기고,

   ,
      이면 저속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 이때,   
        
      이다.

부명제 3
ⅰ) [가정 1]을 만족하는 모든  에 대하여      이다.
ⅱ)      인  에 대하여  와  가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증가함수가 되도
록 하는  ∈   가 존재한다.

콘텐츠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지연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간 빠른 네트워
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데이터 전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원거리 시장을 연결하는 망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비용 상수 에
대한 함수  ,  , 는      이고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할 뿐만 아니라, 에
대한 증가함수가 되어야 한다. 고속 네트워크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상한선 
가 증가함수라는 것은, 자체 개발 CDN 구축비용이 증가할수록 콘텐츠 공급자들
이 더 큰 에 대해서도 고속 네트워크라고 판단하여 둘 다 CDN을 개발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저속 네트워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
한선  가 증가함수라는 것은, 비용 증가에 따라 콘텐츠 공급자가 CDN 서버 구축
을 진행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 커져야 한다는 뜻으로, 가 커짐
에 따라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가 서버를 개발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의
미이다. 마지막으로, 함수 는 [가정 1]에서 상수 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상한을
나타내며 가정을 만족하는 에 대하여 항상 양의 값을 갖는 증가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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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1
이윤이 동일하다면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다고 할 때,9) 주어진 비용 상수

∈    에 대하여
ⅰ) 상황 A:    ≤   이면 아무도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다.
ⅱ) 상황 B:     ≤   이면 CP1만이 CDN 서버를 구축한다.
ⅲ) 상황 C:       이면 둘 다 CDN 서버를 구축한다.

주어진 서버 구축비용 대비 시장 간 고속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두 콘텐
츠 공급자는 모두 기존에 보유한 원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공급한다. 반대로
저속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데이터 장거리 전송에 따른 콘텐츠 품질 저하가 매
우 크다면 두 기업 모두 CDN 서버를 개발할 것이며,10) 이는 일반적인 직관과도
일치한다. 한편, 자체 개발 CDN 서버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작지는 않
지만 충분히 크지도 않은 경우 리더 기업인 CP1은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지만 후
발주자 기업인 CP2는 충분히 크지 않은 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CP1이 선점한
시장에 무리하게 CDN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선도 기업의 CDN이 존
재하는 시장에 후발주자가 자체 개발 CDN을 도입하는 경우 리더 기업에 비해 서
버 개발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작기 때문에, CP2 입장에서는 가 상당히
크지 않다면 CDN 서버 설치가 오히려 이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다. 이는 국내 주요 통신 3사에 전용 CDN 서버인 GGC를 설치한 구글에 비해
뒤늦게 자체 개발 CDN을 제작한 넷플릭스가 섣불리 모든 통신사에 자신의 CDN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비대칭적 균형과 사회 후생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콘텐츠 공급자들이 동일한
시장에서 자체 개발 CDN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결정을 내리는 원인과 그에 따른

9)    이면 상황 A 또는 B 둘 다 균형이 될 수 있으며,    이면 상황 B 또는 C 둘
다 균형이 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공급자는 선택에 따른 기대 이윤이 같을 때 CDN 서
버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통해 두 개의 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0) 슈타켈버그 모형(Stackelberg model)과 마찬가지로 선도 기업 CP1이 더 큰 이윤을 누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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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균형 상황 중, 먼저 움직이
는 콘텐츠 공급자만이 CDN 서버를 설치하는 비대칭적 균형이 갖는 특징을 살펴
보고, 대칭적 균형들과 비교하여 콘텐츠 공급자와 사용자 후생, 그리고 사회 후생
에 있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발주자만이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균형 B의 특징은 아래 [부명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명제 4

     이고 선도 기업 CP1만이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개발하는 상황 B가
균형일 때, 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ⅰ) 
   ,    이고      이다.

ⅱ) 비용 상수  의 증가는 CP1에게 손해이고, CP2에게 이익이다.
ⅲ) 장거리 전송 지연  의 증가는 CP1에게 이익이고, CP2에게 손해이다.

주어진 에 대하여 가 상황 B를 균형으로 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혼자 자
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게 되는 선발주자의 시장점유율은 50 퍼센트를 초과
하고 콘텐츠 사용료도 CDN 서버를 포기한 경쟁자보다 높게 책정할 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기업보다 높은 이윤을 누리게 된다.
그에 비해, 모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는 선도 기업과 시장을 양분할 수 있었던 CP2는 균형 B에서 시장점유율이 하
락한 것에 더하여 경쟁업체보다도 낮은 콘텐츠 사용료를 책정하게 된다. 그 결과
전보다 상황이 악화될 여지가 발생하며, 특히 콘텐츠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전송
지연 정도가 심해지면 CP2의 이윤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비대칭적으로 CDN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 B가 균형일 때, 선발주자 콘텐츠 공
급자인 CP1은 다른 균형 상황과 비교하여 항상 높은 이윤을 누리는 반면 후발주
자인 CP2는 어느 누구도 CDN 서버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낮은 이윤을 누
리게 된다. 앞의 [부명제 4]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경쟁업체의 콘텐츠 전송 속도
증가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콘텐츠 품질 차이로 인한 가격 인하 압박
까지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둘 다 CDN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 C가 균형일
때, 콘텐츠 공급자들은 모두 가장 낮은 이윤을 누리게 된다. 선발주자 CP1은 상

20

자체 개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구축 유인 분석

대와 경쟁하기 위하여 혼자 CDN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용량의 서버를
선택해야 하고 후발주자인 CP2는 새롭게 CDN 서버를 개발해야하는데, 각자 소
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수입증대가 작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 공급자 후생은 둘
다 서버를 구축하는 균형이 발생할 때 가장 작고, 둘 다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 균
형일 때 가장 크다.
명제 2
주어진 ∈    에 대하여, 균형        를 발생시키는 전송 지연 상수

 의 집합을   라고 하자.11) 각 균형에서의 개별 콘텐츠 공급자 이윤, 공급자 후
생, 그리고 사용자 후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ⅰ) CP1 이윤: 모든 ∈  에 대해  
             이다.


ⅱ) CP2 이윤: 모든 ∈  에 대해  
        ≥     이다.

ⅲ) 공급자 후생: 모든 ∈  에 대해             이다.
ⅳ) 사용자 후생:  ∈    ⊂   이면, 모든 ∈  ,      에 대해

            이다.
     
    

이때,   






  



          
이다.
    

콘텐츠 공급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콘텐츠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속
한 시장에 하나의 기업만이 자체 개발 CDN 서버를 구축하는 것 보다 둘 다 새로
운 서버를 설치하는 균형이 항상 이익이다. 즉, 이미 한 기업이 CDN 서버 구축을
결정하였을 정도의 콘텐츠 장거리 전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 두 번째 기업도
시장 내부에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사용자 효용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한편, 아무도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균형 A에서의 사용자 후생은 이 균형을
발생시키는 상수 의 값에 따라 다른 균형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단, 상
황 A가 균형일 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비
11)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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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적으로 CDN 서버가 구축된 균형 B보다도 낮은 후생을 누리게 된다. 콘텐츠
공급자들이 서버 구축비용 대비 전송 속도 향상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여 CDN 서
버 설치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전송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느껴지는 수준의 라면 차라리 한 기업이라도 CDN 서버를 구축해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정도와는 상관없이 비대칭적
균형이 대칭적 균형들과 비교하여 콘텐츠 공급자 후생과 사용자 후생 양쪽의 관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콘텐츠 공급자들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일수록 이익이고, 콘텐츠 사용자들은 하나의 콘텐츠 전송 속도만
빠른 것 보다는 두 콘텐츠 모두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항상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집단이 누리는 후생의 합인 총 사회 후생에서도 나타난다.
명제 3
주어진 ∈   에 대하여, 균형 B는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항상 균형 C보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    ⊂   라면, 균형 B는 균형 A보다는 높은 사회
후생을 달성한다.

콘텐츠 공급자와 사용자 후생을 합친 사회 후생은 시장에 하나의 CDN 서버만
설치되었을 때보다 두 기업 모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는 균형에서 항상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어느 누구도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균형 A에서의 사회
후생은 해당 균형을 발생시키는 상수  의 범위에 따라 균형 B와 C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전송 지연이 존재하는 상황이
라면 한 기업이라도 새로운 서버를 시장 내부에 구축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
로 이익이다. [명제 2]에서 콘텐츠 공급자 후생은 CDN 서버가 적을수록 개선된다
는 점에 비추어, 전송 지연에 따른 사용자 비효용이 일정 수준 이상 된다면 CDN
서버가 추가됨으로써 공급자 비용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용자 효용이 발생한
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 공급자들은 이러한 사실까지는 고려
하지 않고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정도에 따라 비대칭
적 균형, 또는 둘 다 서버를 미구축하는 균형에 머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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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4
균형 B에서 달성 가능한 사회 후생의 상한선   와 균형 C에서 실현되는 사회
후생   의 차이는 비용 상수  가 커질수록 줄어든다.

앞의 [명제 3]에서 서버가 비대칭적으로 설치되는 균형 B에서의 사회 후생은
콘텐츠 공급자 모두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균형 C에서의 사회 후생에 비해 항
상 작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러나 서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균
형 B에서 달성 가능한 사회 후생의 상한선은 균형 C의 사회 후생에 점차 근접하
게 된다.12) 설령 두 콘텐츠 공급자 모두 서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증가
에 따른 공급자 후생 감소폭이 더 커진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콘텐츠 가격 인상
을 통해 증가된 비용 일부를 사용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다.
3) 기존 서버 용량과 교통비용 변화의 효과
지금까지의 논의는 콘텐츠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원 서버 용량  와 콘텐츠 사
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용 를 각각 1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와 
가 증가할 때 균형 조건과 사회 후생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콘텐츠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원 서버 용량  는 CDN 서버를 설치
하지 않았을 경우 콘텐츠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식 (1)에 의하여 
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용자들이 느끼는 콘텐츠 품질도 한 단위 증가하게
된다.
다음 <그림 3>의 ⅰ-ⅲ은  가 각각 1, 1.5, 2로 변할 때, 상황 별 균형이 발생
할 의 범위를 결정짓는 의 함수  ,  , 가 상향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함수  는 선발주자 CP1이 독자적으로 CDN 서버를 구축하는 것보다 둘 다
원 서버를 활용하는 상황을 더 선호할 가장 큰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를 나
타내는데, 보유하고 있는 서버 용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원 서버를 활용한 콘텐츠
의 품질도 증가하므로 CP1은 CDN 구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가 더 커져야
12) 균형 B에서의 사회 후생은 에 대한 감소함수로,    일 때의    를 상한으로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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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CDN을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는 후발 기업 CP2가 경쟁업체를 따
라 CDN을 구축하느니 그냥 비대칭적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여길 
의 상한선으로, 자신의 원 서버 용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콘텐츠 품질 향상으
로 인해 경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큰 에 대해서도 선도 기업을 따라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는 이 모형에서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상수 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상한선으로, 비대칭적 상황에서도 CDN을 구
축하지 않은 CP2의 수요가 존재할 조건을 나타낸다. 원 서버 용량 증가로 인한
콘텐츠 품질 향상은 더 큰 값의 에 대해서도 CP2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원 서버 용량  변화에 따른  ,  ,  의 이동 (   )

ⅰ. 의 이동

ⅱ. 의 이동

ⅲ. 의 이동

ⅳ.  증가에 따른 , ,  이동

주장 1
콘텐츠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한 서버 용량  가 증가하면, 주어진 비용 상수  에
대하여 아무도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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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통비용  변화에 따른  ,  ,  의 이동 (    )

ⅰ. 의 이동

ⅱ. 의 이동

ⅲ. 의 이동

ⅳ.  증가에 따른 , ,  이동

<그림 3>의 ⅳ번 그림은  가 1에서 1.5로 증가할 때 발생하는 세 함수의 이동
을 하나의 평면에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원 서버 용량의 증대가 아무도 CDN
을 구축하지 않는 상황 A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서비스 처리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콘텐츠 공급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 CDN 서버를 구축할 유인이 감소
하고, 그 결과 주어진 상수 에 대하여 상황 A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기존 서버 용량  와는 달리, 콘텐츠 사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다른 콘텐츠를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비용 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콘텐츠 사용
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그림 4>의 ⅰ-ⅲ은 가 1, 2, 6으로 증가할 때, 비용
상수 의 함수  ,  , 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함수  는 교통비용
의 증가에 따라 약간씩 위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가 상승할 때 조금 더 큰 데
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상수 에 대해서도 CP1이 자체 개발 CDN 구축을 포기한
다는 의미이다. 타겟 시장에 혼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콘텐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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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다른 콘텐츠를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느끼는 비효용이 커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함수  는 교통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로 이동한다. 만약 주어
진 상수 에 대하여 가 증가하였는데 CP2가 여전히 혼자 기존 서버를 사용한다
면, 가 계속하여 CP2의 콘텐츠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증가에 따
른 수익 증대에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CP2가 선발주자를 따라 CDN 서버를 구
축한다면, CP2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은 CP2의 CDN 서버 용량이 경쟁
기업의 CDN 서버 용량보다 작더라도 자신들이 선택하는 콘텐츠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후발주자인 CP2의 입장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
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사용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불일치하는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비효용이 증가할 때,
CP2가 선발주자를 따라 CDN 서버를 구축할 유인이 더 커진다. 마지막으로, 데이
터 원거리 전송 지연 상수 의 상한선인 함수 는 위로 이동한다. 사용자들이 다
른 콘텐츠로 교체하여 소비하는데 있어 저항이 커지면, 선도적 기업이 CDN을 구
축하였더라도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기존 서버를 활용하는 후발 기업의 콘텐츠
수요가 계속하여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주장 2
콘텐츠 사용자의 교통비용  가 증가하면, 주어진 비용 상수  에 대하여 대칭적 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교통비용 변화에 따른 세 개 함수의 이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그림 4>의 ⅳ
번 그림을 보면, 가 1에서 2로 증가하였을 때  와  는 더 가까워지고, 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비용이 증가할 때 대칭적 균형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사용자들이 쉽게 소비대상을 바꾸지 않으면
선발 기업 혼자서 CDN을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CP1이 1
기에 CDN 개발을 결정한 경우에는 후발주자인 CP2도 CDN을 구축하여 더 큰 차
익을 얻을 여지가 있으므로, 비대칭적 상황에 머무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이다. 국
내 파트너는 케이블 티비 업체인 CJ헬로와 딜라이브가 유일했던 넷플릭스가 최근
LG유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것은 케이블 티비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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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함으로, 사람들의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높임으로써
동영상 서비스 경쟁업체인 구글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다른 통신업체에도
자체 개발 CDN을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미 선발주자가 자체 개발 CDN을 설치한 상황이므로, 사용자들의 교통비용
을 증대시키고 후발주자인 자신의 CDN도 설치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얻고자 한
다는 것이다.
<그림 5>  와  의 변화에 따른      차이 변화

ⅰ.  변화에 따른 차이 변화

ⅱ.  변화에 따른 차이 변화

콘텐츠 공급자들의 원 서버 용량과 사용자들의 교통비용 증가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다.
주장 3
콘텐츠 공급자의 원 서버 용량  가 증가하더라도 균형 C에서의 사회 후생   와
균형 B에서 달성 가능한 사회 후생의 상한선   차이는 변화가 없는 반면, 콘텐
츠 사용자의 교통비용  가 증가하면 차이가 증가한다.

원 서버 용량  의 증가에 따른 균형 C의 사회 후생과 균형 B의 사회 후생 상
한선 간 차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   로 두고 <그림 5>의 ⅰ과 같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을 통해 콘텐츠 공급자의 기존 서버 용량이 증
가하더라도, 비대칭적 균형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 후생은 모든 기업이
CDN 서버를 구축하는 균형에서의 사회 후생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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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서버 용량  의 증가로
인해 두 기업이 CDN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는 전송 지연 상수  의 임계점
상승하기 때문이다. 즉,  의 상승은 균형 B를 이루는  의 상한과 하한이 더 큰
값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균형 B에서  증대로 개선된 CP2와 콘텐츠 사용자
들의 효용이 해당 균형을 이루는  의 상승으로 인하여 사라지며, CP1이  의 증가
로 얻는 반사이익은 경쟁자의 서버 용량 증대로 인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원 서
버 용량이 증가하더라도 균형 B의 최대 사회 후생은 균형 C에서의 사회 후생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   로 두고 가 증가하는 <그림 5>의 ⅱ를 살
펴보면 교통비용 증가에 따라 균형 C의 사회 후생과 균형 B의 최대 사회 후생
차이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콘텐츠 종류에 대한 선호
가 강해짐에 따라 후발주자인 CP2가 CDN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추가 수
익이 서버 구축비용을 초과하여, 두 공급자 모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는 상황의
사회 후생이 더 빠르게 증대되기 때문이다.

Ⅳ. 결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는 콘텐츠를 요청하는 사용자 근거리에 위치한 캐시
서버로부터 데이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CDN 기술의 등장 후 전문가들은 몇 년 안에
CDN을 통한 인터넷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Vakali &
Pallis, 2003), 실제로 지금의 CDN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오늘날 가장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처리하는 CDN의 형태가 대형 콘텐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이라는 사실이
다. 지난 2016년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CDN을 거쳤고 그중 3분의 2 이상을 콘텐
츠 공급자 자체 개발 CDN이 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isco, 2017),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이 직접 구축한 자체 개발 CDN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은 부족한 실
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콘텐츠 공급자가 멀리 떨어진 해외 시장에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할 유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더 나아가 명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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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자신의 경쟁자들과는 달리 자체 개발 CDN을 설치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
여 게임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압축하고 CDN이 갖는 다양한 특징 중 가
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수직
차별화 요소가 포함된 호텔링 선형 도시 모형에 네트워크 속도를 논의할 때 자주
활용되는 대기행렬 이론을 더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선발 기업이 이
미 타겟 시장에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버 설치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 정도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후발
주자는 자체 개발 CDN 구축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때 선발
주자는 후발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이윤을 누리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first
mover advantage)로 인해 선발주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이 세계 곳곳에 선도적으로 자신의 CDN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후발주자들에
비해 더욱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회 후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 장거리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면 더 많은 콘텐츠 공급자들이 CDN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증대될 수 있지만, 후
발주자가 CDN 개발을 포기하거나 또는 두 기업 모두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
는 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콘텐츠 공급자들 자신이 위치
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서버 용량이 커진다면 선발주자 기업마저도 CDN
서버를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할 수 있
었다. 한편,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콘텐츠에서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 소비
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저항이 심하다면, 후발주자는 선발주자를 따라 CDN을 설
치함으로써 보다 큰 이윤을 누릴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글 유튜브보다 늦게 국
내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LG유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국내 다른 주요 통신사에도 자신의 캐시 서
버를 설치하여 보다 큰 이윤을 누리고자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모형은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주체 중 하나
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가 데이터 장거리 전송에 따른 지연 정도를 나타
내는 상수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자는 대형 콘텐츠 공급자의 자체 개발 CDN 설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협력 상
대일 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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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가자로 설정하였을 때, 콘텐츠 공급자들의 CDN 서버 개발 유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콘텐츠가 원거리를 오가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다면 흥미로운 추후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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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명제와 부명제의 증명
[부명제 1]의 증명 :

   ,          일 때, 상수 가 양수이고 이윤극

대화 이계조건을 만족하는     
 의 범위에서, ⅰ)~ⅴ)가 성립하는 
와 의 범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이고       이면   , ∀ 
ⅱ)   이고   이면   , ∀ 
ⅲ)     
 이고  ≠ ,  ≠    이면    , ∀ 
ⅳ)     이고   이면     , ∀ 


ⅴ)   이고       이면   
  , ∀ 
모든 공통범위는     와       이며, [가정 1]은 이 범
위에 포함되므로, [가정 1] 하에서도 위의 ⅰ)~ⅴ)가 성립한다.∎
[부명제 2]의 증명 : 1기에 CP1이 자체 개발 CDN을 구축하였다면 2기에 CP2는
  와   중 높은 이윤을 주는 경우를 택할 것이고, 1기에 CP1이 CDN 서버를 구

축하지 않았다면 2기에 CP2는  
 와   중 높은 이윤을 주는 경우를 택할 것이

며, CP1은 이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있다. 단, 콘텐츠 공급자들은 선택에 따른 이
윤이 같을 때는 서버를 구축하지 않는다. 후발주자인 CP2만이 CDN을 개발하는
상황 D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① 
    ,      이고   ≥   , 또는





② 
    ,   ≥   이고   ≥   이어야 한다.

CP1이 CDN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CP2는 CDN을 구축하는 것이 이익이어야
하고(상황 D), 이때 CP1의 이윤은 CP1이 CDN을 구축하였을 때 발생 가능한 상

황(상황 B 또는 상황 C)의 이윤보다 커야한다는 것이다. ①의 경우,  
    이고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   , 즉      로 모순이 발생

하여 성립할 수 없다. ②의 경우,  
    일 조건은 부등식을 상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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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쉽게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   이려면 아래의 부등식

이 성립해야한다.
            

(A1)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좌변의 두 근  와 
 은 각각 (A2)과 같이 구할 수 있으


며,   이거나   
 이면  
 ≥   이다.

    
     


    
     

(A2)

   이 참이고,
그런데   가 성립할 조건       



 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쉽게 보일 수 있다. 즉,  
    가 성립하는 구간
     와는 공통범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 1] 하에서 ① 또는 ②
를 만족하는 와 는 없다.∎
[부명제 3]의 증명 :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   의 구간에서 증명을 진
행한다.
ⅰ) 상수 가 [가정 1]을 만족할 때, 와 는 양의 값을 갖는다. 함수 에서
양수 를 뺀 것이 함수  이므로, 주어진 범위에서   는 항상 성립한다. 한편,
   이려면 다음이 성립해야한다.
(A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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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구간에서 (A3)의 양 변은 양수로, 제곱을 하더라도 관계가 유
지된다. 따라서 양 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A3)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리될
수 있다.
 ≡         

(A4)

(A4)에서 정의된 의 함수  에 대한 계 도함수를    라고 하자. 그러면   
은 ∈  의 구간에서 양수로,    가 해당 구간에서 증가함수이다. 그런
데    의 최소값이       이므로, 모든 ∈  에 대하여    는
양수이다. 따라서    도 동일한 구간에서 증가함수이다. 뿐만 아니라 최소값이
     이므로 원 함수  가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값     을 갖는
양의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해당 구간에서 (A4)를 만족하여   
이며, 이 관계는 ∈ 의 구간에서도 성립한다.
      로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ⅱ) 함수  는 ′  
에서 최소값     을 갖는다. 따라서 [가정 1]을 만족하는 모든 구간에 대
하여  는 양수값을 갖는 증가함수이다.
한편 함수  가 양의 값을 가지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A5)

      
⇔     
  
⇔ 




       



    


       
⇔  
     



  



위 (A5)의 양 변은 ∈  의 구간에서 양수로, 제곱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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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의 좌변 괄호 안에 정의된 의 6차 함수는, 앞의 (A4)와 유사한 증명 과정
을 통해 주어진 의 구간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다. 따
라서 [가정 1]을 만족하는 모든 비용 상수 에 대하여 함수  는 양의 값을 갖
는다.
마지막으로, 함수  의 증가 구간을 찾기 위해, 의 구간을    와

    로 나누고  의 일계도함수를  ≡ ′라고 정의하자.



 ≡ ′   

 
         
     

(A7)

그러면 ∈  일 때,     이므로 중간값 정리(intermediate value
theorem)에 의해   을 만족하는  ∈  가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만약  가
해당 구간에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면,  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이를 보이
기 위해,  의 일계도함수  ′을 살펴보자.



 ′   



        

(A8)

 ≡     
       
앞의 (A4)와 유사한 증명 과정을 통해  의 구간에서 가 양수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주어진 구간에서  ′  이 성립하려면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



    





(A9)



  



위 (A9)의 우변은 구간  에서 증가는 함수이므로,   에서 최대값
 m ax  
 
   을 갖는다. 그런데 (A4)와 유사한 증명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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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의 좌변이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  이 성립한다. 따라서

 는 구간  에서 증가하는 함수이고,  에서  는   의 유일한 해이다. 즉,
 는 구간  에서 함수  의 유일한 임계값이자 국소 최저치(local minima)로, 해
당 구간에서    인 비용 상수에 대하여  는 증가한다. 또한, 구간  에서 (A4)
와 같은 증명 과정을 통해 (A10)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A10)


⇔    
 
         

따라서 이 구간에서  는 증가함수이다. 함수  는 연속이므로,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에 대하여  는 증가하는 양의 함수이다.∎
[명제 1]의 증명 : [가정 1]을 만족하는 와 의 구간에서 [부명제 2]의 증명과 유
사한 논리로 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ⅰ) 어느 누구도 CDN을 구축하지 않는 상황 A가 균형이 되려면





① 
 ≥   ,      이고   ≥   , 또는





② 
 ≥   ,   ≥   이고   ≥   이어야 한다.




①의 경우,  
 ≥   는 [부명제 2]에서 보인      와는 반대로    ≤ 

의 범위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의 양 변에 루트를 취하고 에 대하여 정
리하면     로, 상수 에 대한 공통범위를 찾을 수 없다. 한편, ②의 경우에
  ≥   가 성립할 조건이    ≤  이고,





    와      라는 사실을 이








용하여  
    ≥      로 쉽게   ≥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

  ≥   ,  
 ≥   의 공통범위는    ≤  이다.

ⅱ) 선발주자 CP1만 CDN을 개발하는 상황 B가 균형이 되려면



①   ≥   ,  
 ≥   이고      , 또는



②   ≥   ,  
    이고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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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경우,  
    와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   와      가






 ≥         , 즉      로 모순이 발생하여 성립할 수 없다. ②의 경

우, 부등식   ≥   의 양 변에 루트를 취하고 에 대하여 정리하면 조건
   ≤  이 도출되며,



    일 조건은 [부명제 2]에서      임을 보였

다. 또한, [부명제 3]에서의 증명을 활용하면   이고 
 인  , 
 에 대하여


   
 일 때     
 이 성립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  이 공

통범위임을 알 수 있다.
ⅲ) 둘 다 서버를 구축하는 상황 C가 균형이 되려면



①      ,  
 ≥   이고      , 또는



②      ,  
    이고      이어야 한다.

그런데     
 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①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의 경우,
     는 앞의 A가 균형일 조건에서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 조건도 [부명제 2]에서      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와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므로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C가 균형이기 위한 상수 의 범위는
    이다.
[부명제 3]에 의해  ≥ 이므로, ∈   에 대해서도 위의 모든 증명
이 성립한다.∎

[부명제 4]의 증명 : ⅰ) 
  와    가 성립하려면 상수 와 는 다음

의 관계를 만족해야한다.
  ≤  이면   

  
이면     

(A11)

상황 B가 성립하는 상수 의 하한선  는 [가정 1]을 만족하는 의 범위에서
항상      이다. 따라서 상황 B가 균형인 상황이라면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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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고     일 때        로 (A11)이 만족된다.




또한,     
 이므로      이면      이다. 그런데 [명제 1]에서 상황 B

가 발생하는 조건 중 하나가     
 임을 보였다.
ⅱ) CP1의 균형 서버용량, 균형 콘텐츠 가격, 균형 이윤을 로 미분하면 아래
와 같으며, 모두 음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   








  
  
  

(A12)

대조적으로, CP2의 균형 콘텐츠 가격과 균형 이윤을 로 미분하면 아래와 같
고, [가정 1]에 의해     이므로 모두 양수이다.

  

,


  

 
      



   

(A13)

마지막으로 균형 한계 사용자를 로 미분하면 아래 (A10)과 같이 음수가 나오
며, 이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CP1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A14)

ⅲ) CP1의 균형 서버용량, 균형 콘텐츠 가격, 균형 이윤을 로 미분하면 아래
와 같으며, 모두 양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






  

  

  

(A15)

반대로, CP2의 균형 콘텐츠 가격과 균형 이윤을 로 미분하면 아래와 같이 모
두 음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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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균형 한계 사용자를 로 미분하면 양의 값이 나온다.







  

(A17)

이는 데이터의 장거리 전송에 따른 지연 정도가 심해질수록 단독으로 자체 개
발 CDN 서버를 설치한 CP1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CP1이 유리해짐을 의미한
다.∎
[명제 2]의 증명 : ⅰ) 비용 상수 ∈ 가 주어지면, CP1의 각 균형 별 이
윤은 상수 에 대한 함수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A와 C가 균형일 때의 이



윤은 각각  
  와             로 에 대해서 상수이

며, 항상  
    이다. 한편, CP1의 상황 B 균형 이윤은 [부명제 4]에서 확인하

였듯이 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모든  ∈  에 대하여,   는 아래의 부
등식을 만족한다.
         ≤    

(A18)

균형 B에서 CP1이 달성할 수 있는 이윤의 하한이       이므로, CP1은 상
황 A가 균형일 때와 비교하여 비대칭적 균형에서 항상 더 높은 이윤을 누린다.

종합하면,       
       의 관계가 성립한다.

ⅱ) 주어진 상수 ∈ 에 대하여, 균형 A와 C에서의 CP2 이윤은





  와              로 에 대한 상수이

다. 그에 비해 균형 B에서의 이윤은 [부명제 4]에서 증명하였듯이 에 대한 감소
함수로, 모든  ∈  에 대하여,   는 아래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         

(A19)

그런데 균형 B에서 달성 가능한 이윤의 하한이        이므로, CP2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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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C보다 균형 B에서 더 높은 이윤을 누린다. 또한, 균형 B에서 누릴 수 있는
이윤의 상한은              
   로,  
 
보다 항상 작다. 즉, CP2는 항상 균형 B보다 균형 A에서 더 큰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    의 관계가

성립한다.
ⅲ) 콘텐츠 공급자 후생         ,        은 각각 다음과 같다.

   

(A20)

  

            
  

  

        
    

균형 A와 C에서의 공급자 후생은 에 대하여 상수인 반면, 균형 B에서의 공급
자 후생은         에서 최소값을 갖는 2차 함수이다. 그런데
   이므로,    ≤  의 구간에서   는 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따라서 모
든  ∈  에 대하여,   는 아래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   

(A21)

이때   의 하한과 상한은 다음과 같다.
      

    
  

(A22)

  

 


           

        
    

 

그런데 (A3), (A4)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이고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 후생은 균형 C일 때 항상 균형 B보다 낮고,
균형 A일 때 항상 균형 B보다 높다. 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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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용자 후생   









  



  ,       는 각각 다음과 같다.










       
    

            
  

    

        
    

(A23)

주어진 에 대하여 균형 C의 사용자 후생은 에 대한 상수이다. 그에 비해

  는 에 대한 이차함수로,        에서 최소값을 갖는
다. 그런데   이므로,    ≤  의 구간에서   는 에 대한 감소함수이
다. 즉, 모든  ∈  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       

(A24)

이때   의 하한과 상한은 다음과 같다.
          
(A25)
    

      


     

     

     


       
   

    

그런데 (A3), (A4)의 증명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       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항상 균형 B에 비해 균형 C에서 더 높은 후생을 누
린다.
한편 부등식      을  에 대하여 정리하면, 균형 A에서의 사용자
후생이 균형 B보다 항상 작을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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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26)

또한 (A3), (A4)의 증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 의 구간에서 부등
식(A27)이 성립하여    , 부등식(A28)이 성립하여   , 그리고 부등식(A29)
가 성립하여   임을 알 수 있다.

          
(A27)
           
 
            
           

(A28)

          
 
           

(A29)

즉,        이므로,  ∈    ⊂   이면 균형 A에서의 사용자 후생은
균형 B에서의 후생보다 항상 작다.∎
[명제 3]의 증명 : 증명의 편의를 위하여 ∈ 의 범위에서 논의를 진행
한다. 이때,     이므로   ⊂ 임을 알 수 있다.
사회 후생         ,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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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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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에 대하여 균형 C의 사회 후생은 에 대한 상수인데 비해   는 
에 대한 이차함수로,         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때 주어진 의 범위에서    이므로,    ≤  의 구간에서   는 에 대
한 감소함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  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된다.

   ≤       

(A31)

균형 B일 때 사회 후생의 하한과 상한은 다음과 같다.

        

    


        


     

         

     

(A32)


       
   

    

그런데       가 성립하여, 사회 후생은 항상 균형 B에 비해 균형 C
에서 더 높다. 또한, 부등식      을  에 대하여 정리하면, 균형 A에
서의 사회 후생이 균형 B보다 항상 작을  의 범위는   이 된다. 따라서
 ∈    이면 항상            의 관계가 성립한다.∎
[명제 4]의 증명 :         이려면 아래의 부등식이 만족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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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


  
   


⇔

        

    

        




    
  
   
   

    


  
⇔
    
         
  
  


[가정 1]을 만족하는 의 구간에서 위 부등식의 양 변 모두 양수로, 제곱하여
정리하면 앞에서 보인 (A4)의 증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A33)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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