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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通信産業에서의 네트워크 中立性論議와 適用에 대한 

硏究*

- ‘광대역 인터넷 망’을 중심으로 -
1)

崔 昇 宰**

I. 서론 

미국에서 치열하게 논쟁1)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2) 립성에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이 은 우선 2008년 3
월 재 시 에서 미국에서의 네트워크 립성과 련된 논의의 개와 입법

인 개를 포 하여 살피본다. 미국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법

제의 규범 틀에 추가 으로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만일 

받아들인다면 어떤 범 로 받아들여서 용될 수 있는가 하는 에 하여 논구

하고자 한다. 
비교법 인 논의를 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가 그 나라의 독특한 사회

⋅경제 인 상에 기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논의를 소

* 본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2008년 3월 있었던 ‘공정경쟁포럼’에서 발표되었다. 본고
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는 2008. 3. 19. 공정경쟁포럼에서 권오승 
교수님, 정호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참여자들의 활발한 비판과 토론에 기인하였음을 
함께 밝힌다. 물론 본고의 오류는 모두 필자의 몫이다.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겸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1) 이러한 논의의 대척점에 옹호론자로는 스탠포드 대학의 Laurence Lessig 교수와 컬럼

비아 대학의 Tim Wu 교수가, 반대론자로는 Christopher Yoo 교수가 있다. (Wu, T. 
and L. Lessig, “Re Ex Parte Submission in CS Docket No. 02-52. Letter to：Federal 
Comunication Commission.” (Washington D.C.) (August 22 2003); Mark A. Lamley & 
Lawrence Lessig, “The End of End-to-End: Preserving the Architecture of the Internet 
in the Broadband Era”, 48 UCLA L.Rev. 925(2001); Christopher S. Yoo, “Beyond 
Network Neutrality”, 19 Harvard J.L. Tech. 1 (2005)) 

2) 이 글에서는 주로 ‘네트워크’ 내지 ‘네트워크 중립성’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필
요에 따라서는 ‘망’ 내지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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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한국에 소개할 때에

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시사 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소개의 실익이 있다

고 믿는다. 그러한 에서 네트워크 립성과 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논의는 네트워크의 소유자가 가지는 사회 인 기간망에 한 재산권에 한 제

약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한 기본 인 철학  논쟁에서 출발

하는 논쟁임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그 출발이 미

국에서 시작된 논의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미국에서의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우리사회의 경우에 네트워크 립성이라는 에서 기존 법제도를 바라보

고, 이를 향후 법제도의 설계에 반 하여 기존의 법체계를 가다듬거나 수정할 부

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규범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에서 논의의 소개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시사 에 한 논의는 

디지털 컨버 스의 가속화로 인한 네트워크의 융합화와 통신과 방송의 융합, 기

기 융합 등의 일련의 융합화(convergence)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  상황에 

비추어 시의 이며,  이러한 시기의 법제도의 정비와 련하여 충분한 논의의 

실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II.章에서는 미국에서 재 논의되는 

네트워크 립성에 한 개념을 검토한다.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일응 서로 다

른 개념에 기 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개념의 스팩트럼에 

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요한 출발 이 된다. III.章에서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립으로 하여, 네트워크 립성에 한 논쟁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하여 네트워크 립성에 한 옹호론과 반 론을 살펴보고, 규제기 인 聯邦通信

委員會(FCC)의 태도를 살펴본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입법 인 개에 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IV.章에서는 이러한 II.章  III.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 에 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우리 법제에 취할 

과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반 하여 개선할   재고하여야 할 들을 법

률  시각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II. 광대역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중립성의 정의 

1. 도입 

가. 논의의 양상 

지난 몇 년 동안 법 으로 역 네트워크3)에서 네트워크 립성을 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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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것인지에 한 논의는 미국 통신법 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다. 이러

한 네트워크 립성 개념에 터잡아 규제당국이 망운 자로 하여  제3자의 콘텐

츠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망 이용에 하여 차별을 하지 말 것, 망에 부가되

는 장비를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등에 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이 논의에 기 하여 하부 인 규제의 

틀이 만들어지는 메타 논의인데다, 네트워크 사업자4)들의 에서는 자신들의 

재산권과 련된 논의이다 보니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 에 부딪히게 되었다. 

ISP5) 甲

ISP 乙네트워크 소유기업(N)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정부6), 기업, 개인)

政 府 (G)7)

[그림 1]

3) ‘브로드 밴드 망(broad band network)’을 가리키는 용어로 ‘내로우 밴드(narrow band)’
의 반대말로서 광대역 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브로드 밴드 네트워크’에서는 동시
에 비디오, 음성 데이타를 다중의 전송채널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바로 통신과 방송
의 융합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터넷 망은 이러한 ‘브로
드 밴드 네트워크’ 환경으로 진화되고 있다. 

4) AT&T, Comcast, Verizon 등의 회사가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이다. 

5)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인터넷 전화 업체인 ‘Skype’ 등이 바로 
이러한 ISP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OSP(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불리
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6) ‘이용자’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User or Comsumer).
7) ‘규제자’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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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소유기업은 로드 밴드 망의 흐름에 

있어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소유기업의 경우에는 이

러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에 나아가서 이러한 병목을 쥐고 있는 상황을 이용

하여 재보다 수익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에 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를 

들어 의 [그림 1]을 만일 [그림 2]와 같이 만들 수 있게 되면, 네트워크 소유기

업의 경우에는 재의 구조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User 2N Co. User 1

ISP 甲

ISP 乙

[그림 2]

의 그림에서 선의 굵기는 통신망의 품질을 나타내고자 하 다. ISP 乙과 

속 인 계약을 맺어서 乙에게는 고속의 고품질의 망을 제공하고, 甲에게는 속

의 품질의 망을 제공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존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수

익8)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서로 다른 지불의사

(willingness-to-pay)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군의 소비자에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수익극 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각주 8)의 비유에서와 

같이 느리고 우회하는 국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 히 이러한 네트워

크를 이용하는 ISP들을 사용할 것이지만, 이러한 속도나 품질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ISP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8)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속도로와 국도를 비유할 수 있을 것인데, 신설한 고속도
로의 경우에는 건설비가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 비용을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
시 회계적인 수익이 바로 기존 국도에 비하여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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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시장 품질 시장 체시장

MR a MR b Q t

MC
P b

P a

[그림 3]

결국 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높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낮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가

격보다 품질이 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네트워크 시장이 과 시장이

거나, 자연독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에 기인한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와 같은 행 를 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 화하는 

행 를 하기 하여 네트워크에서 차별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네트워

크 립성 논의가 시작된다. 네트워크 립성의 개념은 네트워크 립성 옹호론

자와 비 론자 간에 서로 치열하게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념 자체가 일련

의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일단 III.장 이하의 논의의 

일 된 개를 하여 네트워크 립성의 개념에 하여 살펴보고, 소결에서 본

고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나. 논의의 연

이 논의는 통 인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에 한 규제의 근거가 

되었던 비차별 원리를 인터넷에서도 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그

9) James B. Speta, “Common Carrier Approach to Internet Interconnection”, 54 Federal 
Communication L.J. (2002) pp.251-261



崔 昇 宰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217∼255222

러므로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오래된 쟁 의 새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화 시  이 에도 미국에서는 헌법상의 주간통상규정(interstate commerce 

clause)상의 비차별원리가 용되었던 철도에 있어서의 화물 운송업자들이 체 

화물 표 양에 하여 할인된 요 으로 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 다. 이러한 

철도산업에서의 경쟁은 공익 산업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제기 이 명시

으로 승인한 요  구조를 손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 

규제를 그 로 인터넷 망에 하여도 용하는 것과 련된 찬반 논쟁이 이 네

트워크 립성 논쟁의 연 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역사 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의는 재화나 정보를 달하는 

매체로서 공 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실제 인 재화나 정보를 가지

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를 의미하 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사기업이면서도 동

시에 특별한 공공재 인 역무의 성격상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다.10) 

미국 통신법의 역사에 있어서 최 의 기간통신망의 사용과 련된 문제는 ‘웨

스트 유니온’의 보망(electric telegraph)과 련된 문제 다. 이 보망은 인터넷 

망이 그러하 던 것처럼 기 국가에 의하여 자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망이 깔

리기 시작하다가 1866년에 사기업인 ‘웨스트 유니온’에 의하여 인수되어 결국 

‘웨스트 유니언’이 거의 독 인 지 에 이르게 되었다.11) 이와 같이 독 인 

지 에 이르게 된 웨스트 유니언은 통신사인 AP12)와의 계에서 자신의 보망

을 AP가 독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신 AP는 경쟁

의 상이 될 수 있는 보망을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하

다. 이를 통하여 다른 경쟁 인 보망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보

망 사업자에 의한 차별  취 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인터넷

에서의 차별화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망

에 하여 체 인 통신수단이 지 에 비하여 더 었던 시 이었기 때문이

10) Tim Wu, “Why Have a Telecommunications Law? Anti-Discrimination Norms in Co-
mmunications”, J. On Telecomm. & High Tech. L. (2006) p.30

11) 역사적인 고찰에 대하여, Glen O. Robinson, “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 An 
Essay on Origins and Regulatory Purpose”, in A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Max D. Paglin ed., 1989), 위의 시기와 관련된 상세문
헌으로는 Robert L. Thomson, “Wiring a Continent: The History of the Telegraph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1832-1866” (1947) 참조.

12) ‘Associated Press’의 약자로 우리의 연합통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오늘날에
도 AFP 등과 함께 이 분야에서 세계 메이저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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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이 상황을 해결하기 하여 제시된 해법이 바로 ‘기간통신사업자’ 개념이

었다. 1888년 의회는 주간통상조항을 근거로 하여 미국 정부가 보망에 하여 

보조 을 지 하 음을 개입의 기 로 하여 보망을 규제하는 입법을 하려고 

하 고, 1910년 마침내 보망을 기간통신망으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의무를 웨

스트 유니언에 부담시킨다. 이러한 ‘기간통신사업자’ 개념은 1934년 통신법14)에 

반 되어 여 히 화망 등에 있어서 기 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15)   

2. 네트워크 중립성 개념의 분화와 개념의 스펙트럼 

가. 견해의 립 

(1) 가장 엄격한 네트워크 립성

가장 강력한 의미에서의 네트워크 립성이란, 역망사업자(broadband service 

providers16))들이 망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하여 간섭도 방해도 차별도 하지 말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다. 비유 으로 이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있을 

경우에 비행기라는 운송수단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선착순으로 먼  오는 승객

을 태우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인터넷상에서의 패킷(packet)17)의 

흐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패킷’이

13) 대신 통신 수요는 지금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지금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14) 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15) Menahem Blondheim, “News over the Wires: The Telegraph and the Flow of Public 

Information in America, 1844-1897”,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82, No. 1 
(Jun. 1995)

16) 미국 논문들에서는 이를 약칭하여 ‘BS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본래는 소포를 뜻하는 용어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package)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bucket)의 합성어이다. 우체국에서는 화물을 적당한 덩어리로 나눠 행선지를 표시
하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러한 방식을 데이터통신에 접목한 것이다. 즉, 데이터통신
에서 송신측과 수신측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로 취급되어 전송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파일을 분할해서 전송하지만 수신하는 곳에서는 원래의 파일로 다시 재조립된다. 헤더
와 데이터⋅테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헤더에는 데이터가 전달될 주소와 순서 등이 
기록되고, 테일러에는 에러 정보가 기록된다. 보통 2계층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3⋅4계
층의 데이터 단위는 패킷이라고 하고, 1⋅2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128바이트가 표준이지만 32⋅64⋅256바이트와 옥텟 등 편의에 따라 크기
를 바꿀 수 있다(http://100.naver.com/100.nhn?docid=7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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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 로 분 되어 이동하는 것이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 립성 

개념하에서 역망사업자는 이러한 ‘패킷’들의 이동에 하여 비차별 인 이

라인(pipeline)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기술 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인터넷 망의 수리와 같은 망의 유지, 보수, 개선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18) 

(2) 네트워크 립성 개념 부정론 

그 반 편에 있는 개념은 네트워크 립성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하

는 논자들은 역망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망에 하여 아무런 규

제 없이 재산권자로서 망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구 망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구의 사용을 

지할 것인지, 어떻게 과 을 할 것인지, 고속도로와 같은 고가의 리미엄 망

과 국도와 같은 가의 망을 별도로 운 할 것인지 한 의사결정은 으로 

역망사업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3) 간 인 개념

(1)항과 (2)항의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가격정책(pricing policy)를 통하여 역 망의 혼잡(conges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는 차별 인 가격의 책정을 양에 기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완 한 네트워크 립성

을 주장하는 (1)항의 견해를 수정한 견해로서 네트워크 립성을 옹호하는 견해의 

변형이라고 생각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미 통신법에 있어서 무선통신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역망과 같이 유한한 자원인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혼잡의 문제와 련하여, 사

용하는 시간, 즉 사용량에 따라 서로 달리 요 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격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가격정책에 의하게 되면, 혼잡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19) 

18)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한 패킷 비차별성 원칙(packet non-discrimination)
이라는 용어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와 같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따른 요금차등화를 할 수 있음에도 
실제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경우 정액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보
면,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기업들이 종량제 요금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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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네크워크 립성의 강제화를 반 하는 견해라고 하여, (2)항과 같이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완 히 부정하는 견해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20) 따라서 필자는 이

러한 논의의 기본 인 형태를 (1)항과 (2)항의 형태에 두고, 논의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형태를 허물어서 실 인 규제 최 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법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에서는 네트워크 립성 논의를 (1)항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개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3. 비교개념 

가. 망개방성(Open Access)

의 2.(1).항에서 논의한 수 의 네트워크 립성 논의를 염두에 두는 경우 

기존의 망 개방성 논의와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인지에 

하여 생각하여 본다. 

2.(1).항에서 논의한 수 의 네트워크 립성을 염두에 둔다면 망 개방성 논의

가 개념 으로 망에 한 근권의 보장이라는 내용으로의 논의라고 할 것이므

로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망 개방성 논의를 포함한다고 본다. 따라서 망개방성

과 련된 논의도 네트워크 립성의 논의의 일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러므로 본고에서 망개방성은 네트워크 립성 논의의 부분집합 내지 하  서

셋(subset)으로 이해한다. 

 

나. 인텔리 트 망

망에 인텔리 스를 부여한다는 것이 망이 스스로 스크린을 한다는, 좀 더 정확

히 말하면, 망소유자 내지 망운 자가 망에 흘러 다니는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에 있는 정보의 내용을 통제하는 방식은 망소유자 내지 운 자가 하

기 보다는 재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21) 인

은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20) 앞서 각주 1)의 견해 대립 참조.
21) 우리나라의 경우에 네이버나 MSN, 야후와 같은 포털사이트 등의 음란물에 대한 필터

링 내지 스크린 문제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 모두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자료로 사업자 측 미공간 자료로 이석우, “포털의 UCC 유통과 법적 이슈”,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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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 트 망 논의는 망에 이러한 필터링 내지 스크린하는 기능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텔리 트 망 논의는 기술 인 실 의 문제가 아니라, 법 인 에

서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와 련된 문제가 있다는 비 을 받고 있으며, 이

러한 인텔리 트 망은 결국 검열(censorship)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

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비 이 있다.22)  

4. 재산권과 경쟁법 

재산권의 보장과 경쟁법은 경쟁법의 기 단계에서부터 긴장 계에 있었다. 자

유로은 경쟁(fre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은 자유권의 보호가 최선의 가치로 평가

되는 시기에 있어서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개념과 같이 묶여서 경쟁법이 경쟁을 

제한하는 법인 것처럼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기 법원은 

시장에서의 가격 고정을 하여 담합을 행한 회사들에 하여 그들의 행 가 시

장에서의 독 력을 유지하기 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행 가 약탈  가격 설

정을 통한 경쟁제한행 라고 단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 활동의 일부

라고 이해하기도 하 다.23) 

미국의 경우 이미 역사 으로 웨스트 유니언 사건이나, 벨 사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 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 으로 경험

하 다.  95% 이상의 미국인은 역 통신망 사업들 가운데 매우 제한 인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어 하나 내지 둘 정도의 ADSL 내지 이블 사업자들 에

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도 미국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

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개념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역 통신망에서의 재산권에 한 제한은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 내지 계약자

유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방치될 수 있는 역은 아니었던 것이다.24) 

에서 이러한 책임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으며, 소리바다에 대하여, 오승종, “P2P 
사업자의 필터링과 OSP의 책임제한-소리바다5 사건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창작과 
법 센터 세미나 (2008. 4) 참조)

22) Lawrence Lessig, 2008. 4. 17. FCC 연설내용 참조. 
23) Mogul Steamship Co. v. McGregor, Gow & Co., 23 Q.B.D. 598, 614, 615 (1889), 

aff'd, 1892 A.C. 25, pp.58-60.
24) Tim Wu, “Testimony of Tim Wu, Professor, Columbia Law School,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Telecom & Antitrust Task Force, Hearing on Network Neutrality: 
Competition, innovation and Nondiscriminatory Access”, (2008. 2)에서 같은 견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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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네트워크 립성에 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그 논의 개에서 

각자가 제하는 네트워크 립성의 정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

므로, 이 에서는 앞서 본 일련의 개념 스펙트럼에 기 하여, III.장에서는 미국

에서 이 네트워크 립성에 한 옹호론과 찬성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IV.
장에서의 한국에서의 논의의 용과 련하여서도 이 장에서의 견해들을 III.장에

서의 논의와 함께 결합하여 안을 검토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할 것이다.   
재의 상황에서 논의를 하여 합하다고 생각하는 네트워크 립성의 개념

으로는 가격에 하여는 서로 구별되는 가격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하며, 완 한 의미에서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 네트워크 립

성과 완 한 네크워크 소유자의 자유를 의미하는 부정론 모두 지나치게 극단

인 견해로 따를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모든 논의는 재의 법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추가 으로 도입할 부분이 있는가 내지 재

법을 개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논의와 연결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한 상세한 논의는 IV.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III. 미국에서의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의 전개 

1. 미국의 경우

가. 도입: 통신규제의 특성과 기술 신

동태 인 기술의 발 은 매우 강력한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이 될 수 있지만, 이

러한 망을 매개로 한 시장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망운용자는 기술발 을 제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망제공자는 망시장에서의 지배 인 지 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지 를 이하여 다른 부상품시장에서의 우 를 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에 한 고려는 네트워크 립성 논의와도 연결되

어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이 Verizon 사건25)에서 필수설비이론에 한 부정 인 

의회를 향해 만일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의 차별은 민
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5)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540 US 29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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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 다는 것은 망사업자와 련하여서 시사 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

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통신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필수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

업자의 경우 통신법의 특성상 다수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 하 다는 

이다. 그러므로 통신시장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닌 통신법 독자의 

이론 개가 필요하면 그 역할을 네트워크 립성 개념이 할 수 있다. 
자유롭고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역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존재야 말

로 미국에서의 신의 상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이라

는 화두는 헌법 인 정신 내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네

트워크 립성 개념은 비록 1996년 통신법 개정 논의와 련하여 네트워크 립

성 개념이 포함되지 못하고 좌 되기는 하 지만 여 히 향후 미국에서의 통신

법 개정 논의에서 여러 가지 추가 인 논쟁의 가능성을 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산업법  , 경쟁법  , 언론법  이 서로 혼재되어 각

각 반 론과 옹호론으로 나뉘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에서 보면 충

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나. 견해의 립 

(1) 반 론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 주장에 한 반론도 만만치 한다. 이러한 반 론자들

은 망운용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망에 한 소유권에 기 하여 망을 사용하는 자

들에 하여 차별 으로 취 할 유인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

게 되면, 네트워크의 운용자들이 이러한 망의 품질을 개선하기 한 유인을 상실

하게 되어 추가 인 신활동이 멈추게 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네트

워크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하여 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는데 네트워크에 투자한 자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결국 체 인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

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에서의 차별화가 오히려 네트워크의 발 에 기여하여 

체 인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개선의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한 소비자 후생을 하여도 차별화된 망의 제공이 정 일 수 있는 바, 왜냐

하면 상호 속의 거 을 통하여 신규 진입자에게 기존사업자 설비 기반의 경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 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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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는 것이다.26)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네트워크 사업자

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ISP들의 무임승차를 방조하

는 일이 된다고 한다.  

(2) 옹호론

(가) ‘오  액세스’의 보장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 입법 주장의 이론 인 근거는 이러한 네트워크 립

성 규제로 인하여 망운용자가 망이용자의 컨텐츠 등에 따라서 차별 인 취 을 

하게 되면, 이러한 행 는 망친화 인 내용이나 장비만이 선호되어 잔존하게 되

며, 기술 으로 우 인 경우에도 이러한 기술이나 장비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신동기가 감소되게 된다는 을 강조한다.27) 

앞서 개념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강력한 네크워크 립성 논의는 어떤 형식의 

제한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망에 한 ‘오  엑세스(open 

access)’도 그 내용의 일부로 악된다. ‘오  액세스’와 련하여, ‘ 이블 모뎀 

제공자(cable modem provider)’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다. 

이 논의가 첫 번째 발된 것은 AT&T와 TCI의 합병과 이에 연이은 미디어 

원(MediaOne)과 AOL/Time Warner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경쟁서비스 던 DSL 

서비스에 하여 지속 으로 이블 모뎀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이블 모뎀 서비스를 Excite@Home과 ’로드러 (Roadrunner)를 통하여서

만 서비스가 제공하고, 다른 ISP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

택은 제약되었다. 한 AT&T는 자신과 속 인 약정을 맺은 사업자와 그 지 

않은 사업자들을 차별 으로 우하여 속 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들

에게는 고액의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특정한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인 취 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았다.28) 결국 이러한 

상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던 개방성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비

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29) AOL/Time Warner 합병 사건에서 미국 공정거래

26) Christopher S. Yoo, “Beyond Network Neutrality”, 19 Harvard J.L. Tech. 1 (2005).
27) Wu, T. and L. Lessig, “Re Ex Parte Submission in CS Docket No. 02-52. Letter to : 

Federal Comunication Commission.” (Washington D.C.) (August 22 2003).
28) Speta, Supra, pp.234-235.
29) Mark A. Lamley & Lawrence Lessig, “The End of End-to-End: Preserv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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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FTC)는 다른 망사업자들에게도 ‘오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합병

의 조건으로 부가하 다. 그리고 연방통신 원회는 이 건에 하여 소송을 제기

하 고 이 소송은 AT&T가 2002년 ‘오  엑세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에 종료되

었다.30)  

이 사건 외에도 매디슨 리버(Madison River) 사건에서 시내통신사업장인 매디

슨 리버社는 DSL 사업자가 VoIP(Voice over the Internet Protocol) 사업을 한 

근을 차단하 다. 그런데 사실 그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이 사건에서 연방 통신

원회는 매디슨 리버社에 15,000불의 매우 은 과징 을 부과하면서 동의명령

을 내림으로써 사안을 종결하 다.31)

결국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 옹호론은 인터넷 망 제공자들이 컨텐츠와 응용

로그램 사용자들을 차별 으로 취 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서 이블의 

경우에서 보듯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보장하기 하여 그리고 이를 

통한 신의 보장을 하여 네트워크 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 차별의 지 

1) 개요

과학기술법의 가인 Laurence Lessig와 그의 향을 받은 신진학자인 Tim 

Wu는 네트워크 립성의 강력한 옹호론자이다. 그들은 보 시장에서의 ‘웨스트 

유니언’과 유선 화 시장에서의 AT&T의 를 들면서, 앞서의 역사 인 사건들

과 인터넷 망의 립성 문제는 사실 같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통신규제의 

, 경쟁법의 , 그리고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기 한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다양성(media diversity)의 확보라는 다양한 에서, 왜 네트워크 립성

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법으로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강제되어야 하

는가를 논증한다.32)  

Architecture of the Internet in the Broadband Era”, 48 UCLA L.Rev. 925 (2001).
30) Inquiry Concerning High-Speed Access to the Internet over Cable and Other Facil, 

Notice of Inquiry, 15 F.C.C.R 19287 (2000).
31) In the Matter of Madison River Communications, LLC, 20 F.C.C. Rcd. 4295 (2005).
32) 앞서 각주 2)의 각 논문들과 본고의 각 두 교수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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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네트워크 립성 옹호론의 정리

通信規制 競爭法 言論法

(i) 기간통신사업자 개념 

이용

(ii) 1996년 통신법은 실패

라고 생각 

(iii) 기존의 통신법  규율

이 아닌 네트워크 립성

이라는 강한 비차별 개념 

도입  

(i) 통신시장 자체의 속성

이 과 시장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고 있음 

(ii) 네트워크 립성 개념

의 도입을 통하여, 보시

장이나 유선 화시장에서

와 같은 역사 인 심각한 

국가기간망(national infras-

tructure)의 독 이 생기는 

문제 해소해야 

(iii) 네트워크에 한 어떤 

차별 내지 제한도 기술

신을 해하게 될 것임

(i)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소

지가 있음(네트워크에 

한 내용에 의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ii) 네트워크에 한 내용 

통제는 검열이 되는 것이

며, 이러한 검열은 민주주

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

로 받아들일 수 없음 

2) 차별의 유형

네트워크 립성과 련하여, 차별이라는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유

형을 앞서 [그림 1]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여 보면, (i) 기간통신망 사업자 간의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ii) 기간통신망 사업자와 ISP들 간의 차별의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며, (iii) ISP들 간의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최종사용자를 생각하

여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최종사용자의 문제는 이미 ISP들을 염두에 둔다면 별도

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ISP와 련된 논의에서 해소된다고 생각된다. 

가) 기간통신망 사업자 간의 차별의 문제

통신 사업을 하기 하여는 국민의 수가 N명이라면, (N/2)²개33)의 연결 을 연

33)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망에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망을 설계하여
야 결함없는 디자인(seamless design)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회선
수의 총합은 다음과 같다. 
 



崔 昇 宰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2호 : 217∼255232

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회선을 보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

한 비용이 든다. 바로 이러한 으로 인하여 유선 화시 부터 통신망은 자연독

망으로 이해되었다. 1996년 통신법이 미국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규제완화

에 새로운 기를 제공하 지만, 한편으로 신규진입한 다양한 통신서비스 사업자

들을 한 다양한 통신망을 효율 으로 통합하기 한 수단의 제공이라는 면에

서의 규율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를 한 상호 속(interconnection)의 문제가 

요하게 되었다.34) 그런데 이  시내 화사업자의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망사업자들은 독  지 로 인하여 다른 통신망과 상호 속하려고 하는 

유인은 은 반면, 과도한 상호 속료를 부담시키려고 할 우려는 농후하다. 따라

서 이러한 메카니즘하에서 정부는 상호 속료를 규제할 수밖에 없는 개입의 정

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5) 

바로 기간통신망 사업자 간의 차별의 문제는 기본 으로 상호 속의 문제이다. 

통 인 상호 속제도는 규제목 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시장

경쟁의 활성화, 특히 시장에서의 서비스와 제품의 융합  상품의 융합이라는 

상을 하게 응하고 있지 못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36)   

나) 기간통신망사업자와 ISP 간의 차별 

상호 속의 확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는 

앞서의 가)항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문제와 통 으로 구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시내 화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시외 화사업자

인 이러한 상황이 많아서 이러한 역할의 복으로 상호 속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37) 

∑
n/2

i=1
(2i-1)=2 ∑

n/2

i=1
(i-n/2)=(n/2)²

34) 구자춘, “미국의 통신사업자간 상호정산제도 개혁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13권 9호(통
권 278호) (2001. 5) 2-3면

35) 이러한 전제하에 기간통신사업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적정한 요금을 내고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36) 미국의 경우에 주간접속료 면제를 받고 있는 인터넷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거리전화서비스를 대체함으로써 접속료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다이얼업인
터넷접속통화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LEC들 간에 통화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구자춘, 전게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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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상호 속의 문제로 이해되는 문제가 인터넷에 이르게 되면 분

리되어 망사업자가 물론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 외에 수많은 소  인터넷 벤처 

회사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터넷 벤처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수많

은 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망사업자와 ISP의 분리는 은 자본으로 신규 사

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동하 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인터넷 명의 시작이 이 둘의 분리에서 이루어졌고, 이 둘의 분리와 련하여 

이러한 분리의 유지가 신 동력을 유지하는 기 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네트

워크 립성과 련된 논의의 핵심이 이 부분에 있다. 

다) ISP 간의 차별 

ISP 간에 서로 차별 인 서비스를 내고 이러한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하는 것

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친경쟁 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역은 통 인 경쟁법의 역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3) 검토 

(가) 비 론의 무임승차주장에 하여 

앞서의 네트워크 립성 비 론에서 자세히 언 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소

유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네트워크에 ISP들이 도 체 무슨 기여를 하 는가 하

는 비 을 하면서, ISP들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는 비 도 한다. 하지만, 무임

승차논의는 기존에 투자한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비에 비하여 이러한 망을 사

용하는 사업자들이나 콘텐츠 제공자들이 기의 엄청난 투자비 비 거의 미미한 

수 이라는 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은 역 통신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체물인 도로를 확장하거나, 기타 사회간 자본에 한 

투자의 경우에도 같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사용에 하여 

정한 사용료를 내고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나 

콘텐츠 제공자들을 무임승차자라고 비 하는 것은 하지 않다. 

37) KT는 국내 대부분의 유선전화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유선전화서비스를 하고, SKT
는 무선전화에서 KT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 외 사업자들도 초기에는 대부분 스스로 
일부라도 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다른 서비스사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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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 론의 망에 한 투자비의 문제 

망에 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실제로는 공공재 인 성격을 가지는 이러

한 재화의 공 이 수요에 비하여 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타낸다. 하지만 많은 

투자비의 소요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망소유자의 무제한 인 재산권 행사를 허용

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오히려 정부의 재정 인 지원이라든

가 보조 정책, 조세정책 등의 다른 문제에 의하여 해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차별의 제 과 옹호론의 검토 

차별의 에는 (i) 속, (ii) 사용료, (iii) 내용이라는 세 가지 이 있다고 

본다. 이 에서 사용료와 련된 문제를 제외하고, 우선 내용의 에서 망소

유자가 서로 차별 으로 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 망은 망사

용자가 법령에 의하여 공무수탁사인과 같은 지 에서 정하여진 역  련된 

유사 역에서 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38)를 제외하고는 내용 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문제는 헌법 으로 언론의 자유나 출 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역이라는 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내용에 기 한 차별의 문제). 

반면, 내용에 기 하지 않은 속에 한 차별의 문제는 매우 엄격하게 볼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본 ‘오  액세스’의 보장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  액세스’의 보장은 인터넷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것을 기

로 한 창의를 유발하기 한 기본 인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은 

제한이 되어야 한다.   

다. FCC와 사법부의 태도

미국의 경우 FCC의 네트워크 립성 개념에 한 지지는 수회에 걸쳐서 확인

되었으며,39) FCC는 폭넓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에 기 하여 ‘매디슨 리버 커뮤니 이션스社’에 하여 

38) 예를 들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포르노그라피’를 ISP 차원이 아닌 망 사업자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요구를 한다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ISP의 사이트 접속을 제한한다
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특정한 IP에서의 접속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법
령으로 규정하여 망 소유자 내지 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39) Appropriate Framework for Broadband Access to the Internet over Wireline Facilities, 
FCC 05-151, CC. Docket No.02-3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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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을 내린 바 있다.40) 재 FCC는 콜로라도 로스쿨 연설에서 FCC 임의

장이었던 마이클 월(Michael Powell)의 ‘인터넷상의 자유(Internet Freedom)’ 개

념41)에서 지 은 상당히 이동하여 왔다.42) 여 히 FCC는 네트워크 립성을 옹

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 망사업자들에 한 규제완화에 하여도 극

으로 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43) 

FCC는 최근의 규모 통신회사들의 합병과 련하여, 최소한 2년간은 네트워

크 립성을 유지할 것을 합병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44) 2005. 9. 23.자 FCC 정책 문서에 시된 원칙에 따

라, AT&T와 벨 사우스(BellSouth)의 기업 결합 사건에서 연방통신 원회의 요구

에 의하여 이 두 회사는 합병 이후에도 네트워크 립성을 유지할 것이며, 인터

넷 망에 있어서 립 인 라우 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 다. 이러한 약속을 통하

여 합병 후 회사는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송되는 어떤 패킷도 우선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이들의 망을 통하여 송되는 ISP들의 정보는 가 송

자인지, 구의 소유인지, 송의 상 방이 군지에 기 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합병 종료일(Merger Closing 

Date)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의회가 네트워크 립성에 한 입법을 하는 것 

의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때에 일몰된다.45) 

미국 연방 법원 사건으로는 인터넷이 통신서비스인지, 정보서비스인지에 하

40) Consent Decree, In re matter of Madison River Communications, LLC and affiliated 
companies, FCC file No. EB-05-IH-0110 FRN: 0004334082. 

41) 마이클 파월은 2004. 2. 콜로라도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 정보 접근의 자유(Freedom to Access Content)
- 응용 프로그램 사용의 자유(Freedom to Use Application)
- 기기 부착의 자유(Freedom to Attach Personal Devices)
- 서비스 계획에 대한 정보 획득의 자유(Freedom to Obtain Service Plan Information)

42) 파월의 견해에 대한 상세는 ‘Powell, Michael, “Preserving Internet Freedom: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y”(2004. 2. 8)’ 참조; FCC의 태도에 대하여는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ew Principles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Public Internet” (2005. 8. 5) 참조 (두 문서 모두 FCC 사이트
에서 검색할 수 있음). 

43) Commission Policy Statement FCC 05-151 (2005. 9. 23) 등. 
44) 2004년 미국에서는 Verizon이 MCI를 85억불에, SBC Communication이 AT&T를 160

억불에 매수하는 등 대규모의 통신회사 합병이 이루어졌다. 
45) Stuart M. Benjamin,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2nd ed.) 2007 Supp. 

Carolina Academic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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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보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FCC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도의 

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46)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립성의 문제는 

상호 속의 문제와 같은 ‘오  액세스’ 문제와 경쟁법 인 쟁 , 언론법 인 쟁

 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의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좀더 많은 연방 법원의 

결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라. 입법의 개

(1) 2006년 통신법 개정논의와 네트워크 립성

(가) 미국에서의 입법  논의 

2006년 미국 캐피털 힐(Capitol Hill)에서는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의 개정과 련하여, 네트워크 립성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앞서 옹

호론과 반 론에서 본 것과 같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네트워크 소유자이며 

운 자인 이블 회사들이나 AT&T와 같은 역 인터넷 송망을 보유하고 있

는 회사들과 구 이나 마이크로소 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의 치열한 이해 계의 립에 더하여 네트워크 립성 개념은 하원에서부터 열띤 

논쟁의 상이 되었다. 이러한 치열한 네트워크 립성 개념에 한 이해 계의 

립으로 인하여 2006년에 있었던 1996년 통신법 개정 논의에서도 네트워크 립

성 개념의 입법화에 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입법화되지 못했다. 

당시 제안한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바튼법안(Barton Bill),47) 외에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소유자나 운 자의 네트워크에 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제안되었다.48) 재 의회에 상정된 

여러 개의 1996년 통신법 개정 법안  네트워크 립성에 한 규정을 담고 있

는 법  ‘통신에서의 기회 증진  효율에 한 법(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6),49)(안)은 Splint나 AT&T와 같은 망사업

46) 미국 연방대법원은 Brand X 결정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2002. 3. 14. 케이블 기타 시
설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에 대하여 이를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로 판
단한 것에 대하여 이를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National Cable & Telecommuni-
cations Association et al v. Brand X Internet Service et al., No. 04-277, June 27 2005 
545 U.S.).  

47) HR 5252: The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48) 예를 들어 HR 5273: The Network Neutrality Act of 2006 (이 법안은 강력한 네트워

크 중립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고품위의 망에 대하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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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반면, ‘인터넷상의 차별 지법안(Internet Non- 

Discrimination Act of 2006)’50)(안)은 네트워크 립성을 확보하기 한 법안이라

고 할 것이다.51) 

(나) 네트워크 소유자 내지 운 자 진 의 입장 

개정의 기반은 기술의 발 에 따라 방송, 통신, 인터넷이 서로 융합되어 가는 

상에 있다. AT&T와 같은 통신회사들은 구 이나 야후와 같은 회사들을 무임

승차자(free-rider)라고 비 하면서, 통신법의 개정과 더불어 립 인 서비스 운

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 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립성을 유지하지 않음

으로서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을 염두에 둔 것이다.  통신회사들은 만일 구 이나 야후와 같은 ISP들이 무임

승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ISP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매우 작

은 수수료(fee)만을 내고 있다는 도 비 의 내용으로 한다.52) 

(다) 네트워크 립성 개념을 입법화하려는 진 의 입장 

이에 하여 네트워크 립성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의회에 하여 

재까지와 달리 통신업체들은 탈 립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하

여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53) 앞서의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기 가 됨

은 물론이다.

 

49) HR 5273(2006. 4. 3. 발의); 민주당의 Ed Markey 하원의원이 발의 
50) http://wyden.senate.gov/media/2006/03022006_net_bill.html.
51) Wallace Koehler, “Network Neutrality Under Challenge”, Infotoday.com (2006. 5. 8. 최

종접속)
52) 예를 들어 야후나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많은 대역을 소모하고 있으면서도 적은 사용

료만 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 종량제 논의로 연결된다.
53) 실제 AT&T의 경우에는 핵심사업인 전환사업에서 VoIP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본야주(Vonage)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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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터넷사업자(ISP)들은 만일 망운용자가 소비자들이 망에서 어떤 행 를 할 것

인가에 하여 망사업자가 향을 미치거나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인터넷의 폭발 인 성공이 가능했던 사업모델의 기 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의 [그림 4]에서 만일 AT&T가 자신의 계열회사와의 거래

만을 하기로 하고, 속을 거 한다면, 자신의 계열회사에 하여는 고품  망을 

제공한다면, 가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가격 정책을 펼친다면 하는 류

의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이들 경우를 비하여 기존의 ‘오  액세스’ 개념 

외에 무차별성  기기부착의 자유 등의 자유로운 인터넷 망 사용에 한 사항

을 법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논의의  하나의 면은 이러한 망에 한 립성의 문제는 

단순한 통신법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정 헌법 제1조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논의되고 있음도 이미 본 바와 같다.   

(2) 네트워크 립성과 인터넷 비차별법 2006(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54)

2006. 3. 2. 민주당의 론 웨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제출한 ‘인터넷 비차

별법 2006’은 역 네트워크에 있어서 어떤 송되는 데이터의 변형이나 차단

을 지하는 것을 주된 입법 목 으로 한다55). 이 법에 의하면 인터넷 망의 운

용자는 인터넷 망으로 송되는 어떤 비트, 내용물, 응용이나 서비스를 제한하거

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수정하거나, 손상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56) 

54) S.2360
55) www.freepress.net/congress/bills/s2360.pdf
56) http://wyden.senate.gov/media/2006/03022006_net_neutrality_bill.html.pdf (이 법에서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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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인터넷 자유 보호법(Internet Freedom Presevation Act of 2008)57)

이 법안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하원의원 등에 의하여 발

의된 법안으로 FCC로 하여  역 로드 밴드 망에 하여 일체의 정책기능

과 소비자보호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가장 최근에 네트

워크 립성과 련하여 제안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1934년 통신법을 개정58)하

여 FCC의 권한을 확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이라는 에서 

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네트워크 립성 논의와 같이 실질 인 경제 인 이해 계가 시장에서 직

으로 부딪히는 논의의 경우에는 그 논의가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AT&T

와 같은 망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놓은 설비를 무임승차하는 것

이라고 야후와 MSN 같은 업체들을 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면에는 인터넷상에

서 자신들의 새로운 수익성을 가지는 모델을 발견하기 해서는 재와 같은 수

동 인 입장으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있다. 

반면, 네트워크 립성 옹호론자들은 망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여하는 것에 

하여 일종의 검열(censorship)과 같이 바라보며, 망사업자들의 차별  망 운

시도를 격렬하게 비 한다. 네트워크 립성 옹호론자들은 망을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만일 자신들의 망을 차별 으로 운용하는 경우 ISP들이 불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립

성 개념을 미국 민주주의에 도 으로까지 이해한다. 결국 네트워크 립성 옹호

론자들의 견해는 네트워크 운 자와의 계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비스 기

업들 소  ISP들과 이해 계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서는 미국에서의 Digital Age Communication Act (“DACA”)59) 

론 스팸 메일(spam-mail)나 맬웨어(malware)의 필터링이라든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다
른 법령에 의하여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57) H.R. 5353
58) 위 각주 56)의 법안에서 Sec.3의 Broadband Policy에서는 1934년 통신법(47 U.S.151)

을 개정하여, 미국 통신정책의 목적은 인터넷 망을 포함한 ‘네트워크’상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운영자가 네트워크 운영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간섭(inter-
ference)이나 차별(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인터넷이 미국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전자상거래와 기술혁신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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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에 의하면 완 한 네트워크 립성을 강제하는 규

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법에서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을 차용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망에서의 속을 거 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경쟁제한  효과와 신규 설비에 한 투자 유인을 충하려고 한다. 결국 

이 법안에서는 사 (ex ante)으로 네트워크 립성을 강제하는 신 사후 (ex 

post)으로 개별 인 사안에서 이 두 가지 면을 형량함으로써 사후 인 구제책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도구개념으로서의 ‘불공정 경쟁’을 사용함

에 있어 기본 으로 기술 립 인 태도(technology neutrality)를 제함으로써 연

방통신 원회는 여 히 형량 원리를 통하여 통신산업의 특성을 반 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제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

의가 주는 시사 은 장을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IV.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의 한국에서의 적용

1. 도입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 앞서 역 인터넷 망이 구축되고, 각 가

정에 보 되어 그 보  속도와 신의 속도가 세계 으로도 최고 수 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산업  기 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이제 IPTV60) 논의

를 심으로 하여, MVNO61), VoIP62) 등의 일련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제 통신과 방송, 통신채 간의 융합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망은 이러한 모든 새로운 기술과 기기가 실험되는 장

59) 상세한 법안의 내용은 Proposal of the Regulatory Framework Working Group, Digital 
Age Communication Act (Rel. 1.0, June 2005)

60) ‘Internet Protocol TV’의 약자로 인터넷 망을 통하여 동영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기존
에 통신과 방송이라는 2분법적 구별을 융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술로 이해되고 있음.  

61)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로 불
린다. 네트워크 소유자 내지 운영자의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빌려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62) ‘Voice over the Internet Protocol’의 약자로 인터넷 망을 통하여 음성신호를 전달하는 
기술로 기존의 전화를 대체하는 기술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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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으며, 통신기술이라는 에서의 역할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의 

화가 가지고 있던 지 를 이메일을 포함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의사교환으로 

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의 논의는 결국, ‘오  액세스’나 ‘상호 속’과 같은 개념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술 신과 의사표 의 보장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 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이 기 군

사 목 으로 개념화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90년  말 이후 소  ‘닷

컴기업’이라는 불리는 일련의 신가들에 의하여 인터넷은 폭발 인 기술 신의 

원천으로 작용하 다. 그 가장 요한 이유는 인터넷이 거리의 제한 없이 동일한 

요 으로 언제 어디서나 속할 수 있는 ‘오  아키텍춰(Open Architecture)’를 취

하고 있었다는 에 있었다. 은 비용으로도 신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

터넷상에 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은 인터넷 망을 랫폼으로 하여 폭발하

다.

이제 NGN(Next Generation Network)의 시 가 오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독립 으로 존재하는 기기63)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리

고 이를 하여 모두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게 되면 더 많은 부하가 망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은 우리도 미국

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과 련

된 논의는 미국보다 시 성에서 결코 덜하지 않다고 본다. 

2.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관련 주변 환경

가. 인터넷 망에 한 수요의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 립성 논의는 한 연 이 있다. 이 에 인터

넷 망의 역할이 제한 인 상황에서 련되는 이해 계자의 수가 었다. 그 지

만 차 역 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새로운 기술 인 신을 통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의 증설의 필요성과 구리

선에서 섬유로, FTTH64)로의 일련의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에서의 압

63) ‘stand-alone product’의 경우에는 서로 기기간에 교신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현재의 
가전제품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64) 최근 ‘FTTH’ 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Fiber to the Home’이라는 용어의 약
자로 기간 축을 광섬유로 하고, 가정 등에는 동축케이블이나 랜선 등을 사용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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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망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망의 출  

아직 본격 으로 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PLC(Power Line 

Communication)도 새로운 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한 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력선을 음성, 데이터, 동 상, 인터넷 등을 한 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

는 경우에는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 과 망설치가 이미 다 이루

어져 있으므로 추가 인 설비비용이 렴하다는 이 장 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으로 간섭 상과 같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조만간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력과 같은 력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65) 시장의 경쟁 상황과 련

하여서는 시장의 랫폼 경쟁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망의 출 이라고 

생각한다. 

USER 1

방송국 ISP

네

트

워

크 

운

용

자

USER 2

Content 
Provider

[그림 5]

다.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의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방송과 통신이 모두 이루

어지고, 두 가지 서비스가 모두 양방향성의 서비스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디바이

스66)의 출 으로 인하여  [그림 5]에는 와 같은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표시하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65) 2008년 4월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법을 개정하여 한국전력이 PLC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통신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66) ‘애플 카’ 개념과 같이 자동차의 ‘네비게이션’을 서로 통신망을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각종 음성 및 영상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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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새로운 역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유형도 다양

화되는 것이다. 

3. 강제적 네트워크 중립성 입법에 대한 검토 

가. 도입 

네트워크 립성 논의의 실익은 법 인 에서 ‘강제 ’ 네트워크 립성

(mandated network neutrality)을 요구하는 입법을 할 것인가 하는 에 있다. 네

트워크 립성은 그 자체로 임의 으로 기업들에게 맡겨둔다면 그것은 법 인 

에서는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선택사항일 뿐이고, 이에 하여 

법이 여할 바는 그 게 많지 않다. 물론 이와 같은 임의 인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여 히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67)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

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소유자  운 자들에 

하여 강제 으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지하는 내용으로부터 다양한 수 의 네

트워크 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입법하여 이들을 강제할 것인

가 하는 논의가 논쟁의 핵심이다. 

결국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립성을 의무화하여 강제 으로 수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i) 앞서 미국에서 논의되는 네트워크 립성의 

수  에서 어떤 수 에서의 네트워크 립성을 강제할 것인지, (ii) 강제한다면 

그 내부에서는 다시 추가 인 고려를 통하여 세분화하거나 할 은 없는지 하는 

두 가지가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나. 강제  네트워크 립성 입법의 당부

앞의 논의를 하기 하여 우선 우리 법제와의 정합성에 한 검토와 우리 네트

워크 산업, 특히 기간통신망에 한 산업 인 특성에 한 산업정책 인 검토라

는 두 가지 에서의 검토가 병행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후자와 

련된 산업정책 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에서 아래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립의무를 부과하는 입

하는 경우에 이러한 네비게이션이 통신망에 부착되는 것과 같은 현상. 
67)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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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함으로써 네트워크 립성을 법 으로 강제할 것인가에 한 논의를 개

하기 하여 법제 인 정합성 에서 헌법과의 정합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

다.68) 

(1) 헌법상 정합성의 

기본 으로 네트워크 립성의 강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한 제23조와

의 계에서 논의가 개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하여 

재산권을 형성권  기본권으로 보아서 생명권이나 여타의 천부인권 인 권리들

에 비하여 상 으로 그 제한의 범 는 많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만 

그 권리의 제한은 제37조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그 제한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은 과잉 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과 같은 헌법  원리를 침해

하지 않는 범 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살피건  모든 국민에게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유재산에 한 

임의 인 처분권과 그 침해에 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 인 공권의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의 물질 인 기 를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기 로서의 기능  사회국가실 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한

다69). 이러한 의미에서 재산권의 제한은 매우 신 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편

에서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헌법 제23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기본권 형성  법률유보로서 이러한 재산권형성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

복리에 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70) 헌법상의 재산권은 강한 사

회기속성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규범화될 수밖에 없다. 이때 재산권의 사회기속성

은 단순한 윤리 인 의무가 아닌 재산권행사의 헌법  한계이다.71) 바로 이러한 

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의 계를 분

명하게 하기 하여 재산권 보장  법률유보와 재산권행사 차  법률유보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함께 규정하는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72) 

68) 기존 통신법과의 정합성 문제는 이 문제가 기존 통신법 재편의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
으므로,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본고가 도입적인 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
여, 본고에서는 상설하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69) 허영, 한국헌법론(전정3판) (박영사, 2007), 469-471면.  
70) 헌법 제23조 제2항.
71) 허영, 앞의 책, 474-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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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그 속성상 자유로운 의사의 표 을 한 表現의 自由를 확보하고, 

창의에 바탕을 둔 기술 신의 원천이라는 에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

화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의 우리 통신법 체제도 바로 이러한 에 기 하여 통신산업

은 융산업과 함께 고도로 많은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다만, 이와 같은 공익  필요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

질 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므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한 어

떤 형태의 제한, 간섭, 차별을 지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립성의 경우에는 과

연 이러한 립성이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는 제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왜냐하면, 가격 통제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에 의하여 설치한 네트워크를 오로

지 정부가 제시한 가격에 의하여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의 의사 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공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러한 망을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행 만을 자신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 으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수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

제는 만일 망을 제공하는 가가 하다면 형량의 문제 혹은 보상의 정당성이

라는 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망 형성 연 에 따른 검토 

엄격한 네트워크 립성을 제로 하여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도록 

하기 해서는 망 형성 과정을 연 으로 살펴 구별하여 취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경우에 유선 화망의 경우 

정부의 간섭을 허용하는 기 로 이해하여 의회가 련 규제입법을 하 다. 

우리의 경우에도 엄격한 네트워크 립성을 도입하기 하여는 그 망의 설치

가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민 화된 경우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

으로 정부의 개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면 완 히 사기업이 설치한 망

의 경우에는 공익 인 필요에 한 형량을 할 때 국회의 입법에 의한 재산권에 

72) 허영 교수는 이러한 구조를 相反構造的 規範構造라고 부르고 있는 바. 이 개념에 의하
면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은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와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을 
명시하는 규범구조를 통해서 재산권보장의 한계를 밝히면서도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
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와 재산권행사절차적 법률유보를 함께 
마련하는 구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허영, 위의 책, 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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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이 상 으로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론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KT나 SKT와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이고, 이 

회사들은 의 기 에 의할 때 정부가 설치한 망에 기 하여, 민 화된 회사들이

어서 와 같은 입론에 의하여 상 으로 좀더 엄격한 네트워크 립성을 법

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 로 이와 같은 입론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론에 기 하여 우리가 넓게 네트워크 일반에 하여 립성

을 강제하는 입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유선 화망, 무선 화망, 역 통신

망, 이블방송망 등의 망 에서 이블 방송망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다른 앞

의 세 가지 망에 비하여, 보조 이면서 제한 인 것으로 보여 미국에서의 터  

사건73)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같은 공공 인 성격의 방송이나 지역방송의 송을 

의무화시킨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의무 송 규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블 방송망에 한 네트워크 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왜

냐하면 이러한 네트워크 립성 논의가 기간통신망으로 볼 수 있어 실질 으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공공성에 기 하여 논의가 개되

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이블 방송망의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이블 방송망이 

고속 통신망과 직 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IPTV 사업에 있어서는 IPTV 사업

자들과의 경쟁 계에 있게 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향력을 가

지고 있는 주요한 이어이기는 하지만 망의 성격상 하지 않다고 보여 

립성의 법  강제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검토

(가) 유형의 다기화 

앞서 차별의 구조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차별은 ‘상호 속(interconnection)’이라

는  종래 통 인 에서는 네트워크 운 자 간의 문제가 주된 문제로 이해되

었다. 상호 속 개념에 의한 통신규제당국의 규제는 완 히 네트워크 운 자 간

의 문제를 해소하 다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 부분 이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73)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 512 U.S. 622 (1994) 등[이 사건에 대하여는 최승
재, “네트워 중립성과 의무전송의 법리에 대한 소고”, 경제법 례연구 제4권, 경제법판
례연구회 (2008) 참조]



2008. 6.]   通信産業에서의 네트워크 中立性論議와 適用에 한 硏究    247

기능하 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라 종래 방송망에 의하여 송되었

던 콘텐츠 제작자들의 콘텐츠가 통신망을 통하여 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네트워크 소유자와 콘텐츠 유통업자들과의 계에서의 문제가 네트워

크 운 자 간의 문제보다 더 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ISP들의 종류도 ‘인

터넷 포탈’74)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의 업무 역의 확장과 맞물려 다양화되고 있다. 

(나) 차별 지의 필요성 

1) 내용에 기 한 제한의 원칙  지 

인터넷의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언론기 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달되는 

기존의 경로에서 인터넷은 방향의 의견 달 매체로서, 동시에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상향  의사결집 기능을 하고 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기

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출  매체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표 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을 감안할 때 내용에 기 한 통신 규제는 헌법 인 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 연장선상에서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내용에 기 한 차별은 

원칙 으로 지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이런 내용에 기 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

은 법한다. 따라서 다른 매우 요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공익

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매우 상세하고 제한 인 규율수단을 통하여 매우 외

인 상황에서 통제가능성의 에서 망사업자를 통한 내용에 기 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75)

2) 내용에 기 하지 않은 차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 제공되고 있다. 역사 으로 보

면, 이메일의 경우에도 FTP76) 시 에 매우 제한 으로 사용되던 것이 재는 우

74) 우리의 경우 Naver나 Daum과 같은 이메일과 같은 통신기능(Communication), 커뮤니
티(Community) 기능 등의 여러 기능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온
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를 말한다. 

75)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포르노그라피’의 금지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6) ‘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자임.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한다. FTP
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을 송수신할 때에는 정당한 
자격, 즉 원격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passwor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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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나 화와 같은 통신수단을 능가하고 있다. 인터넷 화의 경우 기 다이얼 

패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신 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서 이 등장하면서, 통의 강자인 ‘반즈 & 노블(Barnes & Noble)’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터넷의 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진입장벽

을 가지고 렴한 비용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었다. 최근, 

인터넷 화의 경우 소비자들의 인식을 뛰어넘기 하여 기존의 유선 화와 같은 

화기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기의 등장을 유도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신을 뒷받침하는 기기

들이 개발되면서 사회 으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 기반으로서 인터넷의 ‘오  아키텍처’로서의 특성의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속 인 성장을 한 요한 신의 ‘인 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임

은 미국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원칙 으로 네트워크 소유자나 운 자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ISP나 컨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77)들에 하여 

차별 인 취 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리미엄 망의 운 과 이에 기 한 가격차별

다만 리미엄 망의 지정을 통한 가격차별화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다른 문제와 차별화되는 은 이러한 리미엄 망의 운 을 통하여 새로

운 신규 투자의 유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비용을 상 으로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는 미국의 경우에도 ‘바톤법안’78)은 이러한 리미엄 망의 운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마키법안79)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을 ‘계층화

(tiering)’라고 한다.80) 이러한 계층화는 문제가 계층화를 허용할 경우에 결국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기업81)의 경우에는 자본력의 부족으로 리미엄 망

있어야 원하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http://100.naver.com/100.nhn?docid 
=717527).

77) 이하 ‘CP’라고 약칭한다. 오늘날 ‘컨텐츠 제공자(CP)’들은 망사업자와 ISP 간의 관계
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역학관계도 변하고 있다. 

78) ‘Barton Bill Approach’라고 함. 
79) ‘Markey Bill Approach’라고 함.
80) Stuart M. Benjamin et al, op cit, at 1017.
81)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start-up company or small & medium sized compan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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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근이 곤란하여, 짐으로 인하여 기존에 인터넷 기업의 경우 ‘구 (Google)’

이라도 ‘마이크로소 트(Microsoft)’에 도 하여 짧은 기간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

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신의 활력을 떨어뜨

린다는 비 이 가장 강력한 비 이 된다고 본다. 

V. 결론: 인터넷의 역동의 보장과 재산권의 균형 

인터넷의 속성이 가지는 분산형 시스템이라는 특성와 오  아키텍처에 기 한 

‘열린界’라는 속성이 가지는 활력을 유지하기 하여 기존의 규모 네트워크 소

유자나 운 자들을 규제하는 것을 에 두었던 통신법의 체계가 가지는 한계

를 극복하기 한 안 인 개념은 분명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통신법의 체계는 경쟁법이 가지고 있던 불공정거래행 에 한 규범체계를 복

제하여 방송통신 원회가 공정거래 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 으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방송통신 원회가 문규제기 으로 통신사업에서 1차 인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기능을 하는 방향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문제의 이 ISP 내지 CP와 네트워크 소유자 내지 운 자 간의 네트워크 

립성의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IPTV82)를 통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상황에

서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의 신 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에서 네트워크 립성 개념상의 차별 지

(non-discriminatory nature)는 신의 유지를 한 매우 요한 기본 개념으로 사

용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권의 보장은 신규 투자에 한 인센티 가 되는 것은 명확하므로, 

정부가 투자에 여하지 않는 사 인 투자에 의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가격차

별화를 허용하여 리미엄 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방송통신 원회가 가격

의 공정성에 한 통제를 공정거래법의 가격 통제에 한 규범 인 툴(tool)을 원

용하여 개발함으로써 정한 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방송 통신 융합 논의와 체 인 망의 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 로드 밴드 

82) ‘Internet Protocol TV’의 약자로 IPTV 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법’의 제정으로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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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 한 취 이 우리 산업 내지 경제에 주는 향을 고려할 때 네트워

크 립성과 련된 논의는 국가 경제 성장 축의 규범 인 틀에 향을  수 

있는 논의이다. 앞서 2006년 미국에서의 1996년 통신법 개정 논의와 련하여 

제안된 여러 입법안 에서 DACA가 제공하는 경쟁법 인 개념 도구를 이용한 

사후 이면서 개별 인 사안에서 형량 인 미국 통신 원회를 통한 규율은 네트

워크 립성 개념을 그 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 원회의 운

용 능력 향상을 하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망제공자 내지 망운용자는 차별 인 망운용을 통하여 경제 인 이익을 도모할 

유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인은 총 사회후생의 에서 사회 으로 최 화

될 자원배분이 아닌 방법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 인 후생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통신 련 입법을 함에 

있어 네트워크 립성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추가 인 논의를 통하

여 개별 입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 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에 있어서도 기업결합의 허부를 단함에 있어, 단요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내용으로나 부가  조건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주제어: 네트워크 립성, 로드 밴드 네트워크, 오  액세스, 무차별성의 원

칙,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상호 속, 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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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 Focusing on Broadband Network -

Sung Jai Choi*

83)

Network Neutrality is a concept under big debate. We can find a spectrum of 

this concept. One of the extreme concept does not allow any discrimination 

against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such as Google, Skype by BSP(Broadband 

Service Provider)s such as AT&T, Comcast, Verizon, inclusive of open access 

between BSPs and ISPs. In the opposite side of this spectrum, there exists a 

concept that BSPs can exercise their property right as is the same case with the 

other property rights to secure the incentive for their investment. 

The character of internet as an open architectural infrastructure has facilitated 

the technology innovation up to now in the IT area. Network Neutrality issue is 

a new issue but with a old lessons. In US, West Union in electronic telegraph 

industry and AT&T in the telephone industry can be referenced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broadband internet network. However, as we can see in the 

process for the revision of Telecommunication Act of 2006 in the US, the 

reason why Capital Hill can not come to a certain conclusion is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ISPs and BSPs in terms of their business model. 

This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can be useful tool to review the current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and its subsets. Korea is a fast growing country 

in the IT area based upon the internet. We has to maintain the vitality of this 

industry. From this standpoint, I understand that Network Neutrality has to be 

basic concept in case of any revision of our current legal system in the 

* Attorney at Law(Partner) at Law Firm Barunlaw & Adjunct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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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communication law area. Furthermor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lso 

can consider this concept in the process of the reviewing any merger or 

acquisition cases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Key words: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network, open access, 

non-discrimina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broadband service 

provider, interconnection, common carri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