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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점증주의 이론을 활용한 이론적 틀 안에서 해외 불

법・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 내용규제 수단인 접속차단 조치의 실

효성 제고 방법으로 기존의 URL 접속차단 방식에 추가로 적용된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이 불러온 검열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

며, 해당 기술의 도입이 규제 목표대로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

는지에 대해 해당 기술도입 전후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해외 SNS 사

업자인 Tumblr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수정 전후의 심의사례 분

석을 통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의 효과

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행정적 규제와 사업자 자율규제를 적용

한 인터넷 내용규제가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

으로 검토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기술

의 발달로 기존의 차단조치 방식을 이용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내용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으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다소 높이게 되었고, 강제

적인 행정주도의 규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협력을 동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접속차단 결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입 전후 위

반유형, 인지방법, 차단건수 증감에 따른 접속차단 사례 비교를 통

해 해당 기술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에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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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찰한 결과, 기존의 방식으로 차단되지 않는 보안접속(https)

사이트의 메인 URL에 대해 차단을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차단이

유효한 정보에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접속차단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실제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규제의 변화가 실제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이용이 불법이며 문

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해당 정보의 지속적 이용에 영향

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적 내용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을 통해 공동규제 방안을 탐색하여 실질적으로 건

전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인터넷 내용규제, 통신심의 사례 분

석,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 자율규제, 정부규제, 공동규제

학 번 : 2017-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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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199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불온통신을 심의하고 체신

부장관의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이후 구

(舊)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심의 기능이 합쳐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

터넷 내용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공적기구에 의한 행정적 규제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법정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에서 「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3호, 제4호, 「방통위설치법 시

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이하 “정보통신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

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 이용정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내용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정

보의 삭제나 이용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적극적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로 시정요구된 정보에 접속할 수 없도

록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차단’의 방식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차단 조치는 해당 정보를 직접 삭제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차단 이후에도 국내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동일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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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하는 대체사이트가 개설되거나, 다양한 우회접속 방법을 통해 불

법・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또한 국내 서버에 대한 직접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국내 사이트의 서버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고, 기존 접속차단

기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암호화된 보안접속(https) 방식의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의 내용규제가 어려

운 틈새를 이용하여 규제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심의결과에 따라 즉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접속차단 조치는 ‘http1)’를 이용한 웹사이트에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http는 평문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의 URL 확인만으로 쉽게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암호화된 보안

접속방식인 https는 서버와 사용자 사이의 모든 내용을 암호화하기 때문

에 기존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 2018년에는 보안접속(https)

방식으로 유통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음란물 유통 사이트 대상으로 접

속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 기술2)을 적용시킨 사례가 있

다. 그러나 DNS 차단 기술은 우회접속 방법이 매우 용이하여 실질적인

차단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

보의 접속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3)가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

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SNI 필드 차단 기술4)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1) hypertext transfer protocol : 인터넷에서 웹서버와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사

이에 하이퍼텍스트(hypertext) 문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신규약. 하이

퍼텍스트는 문서 중간에 특정 키워드를 두고 문자나 그림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문서라 할지라도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보이

면서 참조하기 쉽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함.

2) Domain Name System 차단 :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도메인 주소의 원래 IP를 경고사이트의 IP로 변경해 불법사

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임.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접

속 차단에 적용됨. 단, 이용자가 국내 ISP업체 대신 해외의 DNS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즉시 우회할 수 있음.

3)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4) 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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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등

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2월 11일부터 접속차단 방식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조치 시행 당일부터 해당 기술 적용 시 암호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감청 및 사찰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가 감청, 검열을 시도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성인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

어났으며, 해당 기술을 회피하여 우회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등

장했다. 또한 SNI 필드 차단 방식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에 이어 ‘불법정

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까지 청구되었다.

사실 인터넷 내용규제는 해당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

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므로 항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해 왔다. 초기의 내용 규제인 불온통신에 대한 심의5)

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나 불법 통신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

한 바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6)에서도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도 방

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관련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7)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는 웹서버의 이름을 확인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차단하는 방식임. 메인

URL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음.

5)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조

항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을 내렸으나, 통신산업의 기술적 발전으로 전신, 전화

등이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는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 판시하여 불법 통신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함.

6)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가27

7) 헌법재판소 2012. 2. 23. 2011헌가13 :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

금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뿐 아니라 불건전정보(‘건전한 통신윤리의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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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

발・적용된 SNI 필드 차단 기술의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및 SNI 필드

차단 필드 영역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통신비밀을 감청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술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과도한 공권

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 개발・적용된 접속차단 기능 고도

화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2019년 8월 발표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8)에

따르면 접속차단은 불법・유해정보 게시자나 유통자에 대한 제재가 아니

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

치이고 특정 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사

이트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신

규 도입한 SNI 차단 방식은 종전 URL 차단방식에 비하여 차단 범위가

넓고 인터넷 접속 경로를 알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의

도에 반하여 암호화 이전에 경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개인정

보가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

에, SNI 차단방식 도입의 필요성이나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하여 안내·설

명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해당 기술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 이후 SNI 차단 방식 도입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만 배포한 것에

대해 개선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규제는 정부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같은 규칙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여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인터넷 내용규제 또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규제에 접근하는 논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장우영, 2006)을 SNI 필

드 차단 방식 도입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방통위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

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으로 결정함.

8) http://www.bai.go.kr/bai/groupreport/auditAllSearch.do?mdex=bai226&mdex=bai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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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주도의 내용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있어 현저히

변화된 부분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부터 도박, 음란 등 불

법성이 명백한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사업자에게 협의된 주제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체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2014년부터는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해

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를 유도

할 수 있어 접속차단 조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Tumblr와도 2017년부터 지속

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Tumblr는 2018년 12월 17일부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변경・적용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성인물9)에 대한 게시를 금지한다는 것이며, 기존에

Tumblr가 음란물 유통의 온상지로 지목되며 점점 SNS 이용이 음성화되

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토대로 규제일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인터넷 불법・유

해정보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법의 장단점 및 주요 국가의 인터넷 내용규

제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기존의 통신심의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심의기준에 대한 명확성, 관련 법령, 통신심의로 인한 표현

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와 위헌성에 대한 연구 등 규범적인 측면에 대

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SNI 필드 차단 기술과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해 점증주의 이론을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는 이

론적 틀로 활용하여, 통신 내용규제 정책으로서 SNI 필드 차단 기술 도

입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각 규제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9) 사람의 성기, 여성의 유두,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사진, 영상, GI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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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주의 이론을 활용한 이론적 틀 안에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

한 인터넷 내용규제 수단인 접속차단 조치로서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이 불러온 검열에 대한 우려가 무엇이며, 해당 기술의 도입이 정부

의 의도대로 규제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도

입 전후의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심의결과 사

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추가된 규제방법인 SNI 필드 차단 기술과 Tumblr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한 자율규제가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공적기구를 통한 정부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통해 정부와 민간영역, 양자가 협

력하여 함께 이룰 수 있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가능성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정부규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신속하게 법률에 따라 집행

하는 것으로 제도적 탄력성이 낮은 반면 법률관계가 명확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부규제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기업

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최병선, 1992)”으로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

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주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가 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율규제는 기업, 업계, 제3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지침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관련 주체들간 협력과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강휘원, 2002; 황용석, 2009). 그러나 자율규제는 업계가 스스

로 지켜야할 기준을 제정하고 위반행위도 스스로 점검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 자율규제 토대가 빈약하고 정부규제가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그러나 법률적 승인이나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분위임 자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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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정책적 승인을 바탕으로 완전위임 자율규제 등을 통한 공동규제 시

스템의 경우 정부, 시민, 기업이 모두 주체적으로 규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규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I 필드 차단 기술과 Tumblr의 신규 커뮤니

티 가이드라인의 도입 시점 전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접속

차단의 위반유형별 결과와 이용자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

대로 기존의 인터넷 내용규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일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인터

넷 내용규제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해

이론적 기초, 규제 유형 분석, 주요국가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 방향 등

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 불법・유해

정보와 시정요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란과 인터넷 내용규제에서의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의 개

념에 대한 확인을 토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의 인터넷 내용

규제 현황 및 최근 입법 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과 Tumblr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한 자율규제의 효과와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규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

중 ‘삭제’, ‘이용해지’, ‘해당없음’을 제외한 ‘접속차단’ 결과를 대상으로 한

다. 2019년 2월 11일부터 SNI 필드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해

당 기술의 영향의 검토는 도입 전인 2015년 1월부터 도입 후 약 6개월간

의 시정요구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

이드라인의 영향에 대한 확인은 2018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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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입 전 전체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건수 중

Tumblr가 차지하는 비중과 도입 후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 중 Tumblr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접속차단된 정보의 유형 변화 등을 분석하여 2018년

12월 성인물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 이후 전반적인 접속차단 결과와 동

사업자에 대한 차단조치 결과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SNI 필드 차단 기술과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인터넷 정보 이용 계획 등 이용행태에 미친

영향의 분석대상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이

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은 웹사이트 노출, 전자 우

편 발송 및 SNS 게시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인

두잇서베이가 보유한 전국의 약 500만명 리서치 패널 중 만10세 이상부

터 만6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 집단에서 컴퓨터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약 3,000명 중 회신한 15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얼

마나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이용행태 확인 후,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인터넷・불법 유해 정보 이용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하여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불법・유해정보 이

용에 대한 불법성 인식과 정보 이용의 지속성에 대한 상관관계, 나아가

동 규제가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

의 이용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Tumblr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 빈

도 등 기본적인 이용행태 확인 후,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후 민감한 콘

텐츠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식에 변화가 존재하는 지 여부와

신규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의 이용 지속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의 이용을 제한하는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의 이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단순히 Tumblr 이용만 위축시키고 실제 민감한 콘텐츠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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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등 커

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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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주요 개념

1.1. 불법・유해정보의 개념과 명확성의 원칙

본 연구에서 논의할 인터넷 내용규제의 대상인 불법・유해정보는 「정

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

고 있다. ⅰ) 제1호 음란물, ii) 제2호 명예훼손 정보, iii) 제3호 사이버스

토킹 정보, iv) 제4호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정

보, v)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연령확인 의무 위반 정보, vi)

제6호 법으로 금지된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vii) 제7호 국가기밀 누

설 정보, viii)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ix) 제9호 그밖에 범죄를 교

사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다.

[표 1]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의 유형

구분 세부 내용

제1호 음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

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2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

는 내용의 정보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

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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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10)”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대상으로 명시하여, ‘불법정보’뿐 아니라 불건전 ‘유해정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제7조와 제9조,

제13조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매체별로 각 심의기관이 해당 정보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

정하고 표시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불건전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내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규정에서 명

시하고 있는 유해정보의 유형은 폭력 잔혹 혐오 정보, 특정 인종 종교

10)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외에 ‘청

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함.

제5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

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제9호
범죄 

교사・방조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

하는 내용의 정보

*불법 식･의약품 판매, 불법 금융, 지적재산권 침해, 문서

위조, 마약거래, 아동포르노, 자살 정보, 장기매매 등 형법 

및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범죄관련 정보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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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계층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 정보,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및 선정적 성

행위 묘사, 청소년 유해업소 소개 등이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불법정보는 개인, 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기존의 실정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불법정보는 규제근거가 명확하여 심의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해정보의 경우 혐

오, 차별・비하,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 저해 정보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개념 정의에 대해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이 위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명확성 개념을 살펴보면, 그 불확실성과

해석의 다양성에 비추어 최대한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개념이며, 건전

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제정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

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11)하고, 또한 합헌적 법률해

석의 범위 내에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는 볼 수 없다12)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동 법

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거나 기존 판례를 통한 해석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고,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13)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구가 아닌 민간독립기구이며 유해

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없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석 및 적용했다고 보

기에 논란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

11)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12)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1헌바9.

13)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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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기준판단에 있어 국가 간 판단기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일반 유해정보가 아닌 현행법상 명확히 근거가 있어 실질적으로 불법정

보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통신심의에서의 시정요구 개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제3호, 제4호,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

시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사업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삭제, 이용해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

치 대신 해당 해외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통

신사업자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내

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만 시행할 수 있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는 해당 콘텐츠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 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다시 게재될 수 있고,

우회하여 문제가 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심의결과에 따라 정보

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받는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차단조치 결정을 내렸

다 하더라도 보안접속(https) 사이트의 경우 통신내용이 암호화되어 기

존 URL 차단 방식의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어 실질적

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https란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로, 인터넷에서 감청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

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며, 전체 웹 트

래픽 중 https(보안접속)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 지 이미 오래된 상

황에서 해당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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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의위원회 및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2018년 6월부터 해외 사

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

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여 2019년 2월 11일부터 해당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불법사이트에 접속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불법정보 차단목록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URL 차단 기술의 무력화로 인해 접속차단 조

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차단기술에 추가로 적용된 SNI 필드

차단 기술의 효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사례 분석 및

이용자 행태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1] SNI 필드 접속차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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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점증주의 이론에 따른 연구의 분석틀

점증주의 이론은 Lindblom(1959)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점증주의 연

구를 통해 크게 발전되었으며, Wildavsky(1974; 1975; Wildavsky &

Caiden, 2004) 이후 예산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논의되었다.

Lindblom은 정책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성에 기반하여 가치를 중요도 순

으로 나열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체계적으로 비

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이

어렵고, 도출되는 정책대안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안의 평가는 기존

의 이론적 틀과 분석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리모형에 대해 비판하

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점증모형을 제시하였다.

Lindblom의 점증주의 모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Lindblom, 1959). ⅰ) 가치와 사실의 구분은 환상에 불과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목표가 먼저 정의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가치와 정책 또는 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선택되거나, 수단

의 존재 여부가 달성해야할 목표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ⅱ)

좋은 정책이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ⅲ) 인지능력의 한계,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중요한 결과가 무시

되고, 중요한 대안이나 가치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ⅳ) 따라서 정책

결정과정은 연속적인 제한된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점증적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은 기존 정책·전년도 예산·전례·관

례 등에 기초해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책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의사결정은 부분적·순차적으로 진행

되고, 이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은 상호 조절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

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게 된다. 그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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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Wildavsky는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예산결

정에서의 점증주의란 현재 상태에서의 소폭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예산결정 방법을 의미한다(Wildavsky, 1974). 예산결정 및 배분에 있어

정보가 제약되고, 분석을 위한 시간도 부족하며, 이익집단간의 정치적 쟁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기존 예산에 약간의 증감만을 고려하여 예

산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Lindblom, 1959, 1961; Wildavsky,

1974). 따라서 예산결정에 있어서도 정보, 인지능력, 시간 및 자원의 제

약으로 인해 점증적인 예산행태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Lindblom과 Wildavsky의 점증주의는 귀납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점증주의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만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비난이 존재할 수 있지만 Wildavsky

는 이에 대해 기존의 목표가 매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정

되어 달성되기 어렵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게 소요된다면 목표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Wildavsky, 1987). 따라서 점증주의 이론은 무

리한 목표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정책실행과정에서 쌓아올린 경험

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찾아내었다는 점에서 긍정

[그림 2] 점증모형에서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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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에서의 점증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해외 불법・

유해 정보의 내용규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 규제정책으로

서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이 점증주의적 정

책의사결정을 통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예정이다.

제 3 절 인터넷 규제정책 선행연구 검토

3.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

이 외부에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로서 매우 중요한 기

본권 중 하나이다(권영성, 2010).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미합중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

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

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4)’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

로 보장해야 하며,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완전한 보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고, 예

외적으로만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접근법’이 인정되고 있다(박주

현, 2014)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제1

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

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검열과 같은 사전제한에

14)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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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

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법률유보

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사상・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권설과

개인의 인격발현과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서는 널리 정보를 수집・청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청구권설이 있으며, 민주적・법치국가적 질

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여론존중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권영성, 2010).

그런데 초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의를 내리던 인쇄 매체의 시대와는

달리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표현의 영역이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파매체에서 온라인 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면서 매체의 특성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게 된

다. 온라인 매체는 익명성, 전파성, 양방향성, 실시간성과 같은 기존 매체

와 다른 특징을 갖는데 예를 들어 익명의 작성자가 게시한 특정 동영상

이 무차별적으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각 게시글마다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는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고, 이런 사이버공간의 파급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

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절대주의(absolutist theory)로 수정헌

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입법도 이루어질 수 없

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다른 법익과 충돌 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균

형이론(ad hoc balancing theory)으로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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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각 기본권에 부여되는 사회적 가치의 실

현 정도를 통해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표현의 자유 우월론

(preferred position balancing theory)으로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될 때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다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표현

의 자유의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는 언론매체 접근

이론(access theory)으로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

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정도

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재진, 2001). 매체특성론(medium-specific

analysis)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매체에 대한

법적 원리나 헌법상 원리 해석 시에 매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며, 이런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원리를 재구성하고 규제정책 및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황성기, 1998)는 것이다. 그러나 매체의 기술적 요소에 국

한하여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15)에서 더 나아가 각 매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련성을 가

지고 기여하는 지를 함께 탐구하여야 한다는 의견(황성기, 1998)도 존재

한다.

인터넷 매체는 익명성과 양방향성을 중점을 두었을 때 표현의 자유가

대표하는 가치인 다양성의 확보와 민주주의 강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전파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경우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

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제한의 기준에

대해 인터넷 매체에 대해 차이를 둘 필요는 없으며 제한의 방식에 있어

15) Reno v. ACLU(929 F. Supp. 824.(1997) : 최초의 인터넷 규제입법인 연방통신품위

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CDA)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제5조 적법절차의 원리 조항 침해를 사유로 위헌소송 제기됨. CDA는 인터넷을 방

송매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미성년자를 인터넷상 유해매체물인 성표현물

(pornography)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위헌으로 판결됨. 그러나, 소송

의 양당사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사실관계확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법적 관점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함.



- 20 -

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차진

아, 2012)고 볼 수 있다.

3.2. 인터넷과 규제정책

3.2.1. 규제일반론

① 규제의 개념

인터넷 내용규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규제일반에 대해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체계를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적

인 규제와 인터넷에서의 규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규제(regulation)’의 라틴어 어원인 ‘regula’는 법령 또는 법령의 제정

을 의미하며, 영국과 미국에서 규제(regulation)는 법률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규제는 행위나 과정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더 쉽

게 사용되고 있고, 다수의 학자들도 규제에 대해 ‘행위에 대한 통제와 개

입’으로 이해하고 있다(이원우, 2010; 성욱제, 2013). 규제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편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모든 정부 활동”, “사기업의 경영이

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활동”(정용덕, 1983)으로 정의할 수 있

고,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규제대상이나 규제기관, 기능 중심으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성욱제, 2013).

이와 다르게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해 정의한 견해도 있으며(최병선,

1992), 이는 규제의 중심 요소를 ‘개입’으로 보고, 개입의 주체는 행정주

체이며, 행정주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의 활동에 행하는 작용이고,

개입하는 대상은 사적활동이며, 개입의 목표는 ‘공익’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와 유사하다(이원우, 2010; 성욱제, 2013).

결론적으로 규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민간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행위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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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질서(desirable

socio-economic order) 또는 공익(public interest)의 구현을 목적으로 매

우 신중히 적용되어야 한다(성욱제, 2013).

② 규제의 유형

규제정책은 정부가 개인, 단체, 특정 집단 등에 대해 권리나 자유의 행

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

책이다. 정부에 의한 강력한 강제력의 행사를 정책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Lowi의 정책분류에 따르면 강제력이 개인의 행태에 직접적으로 적

용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Lowi가 분류한 규제정책의 특징은 정책의 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하고, 강제력 행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전제된 법률의 형태로서 제한

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시 규제정책을 통해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피규제자)가 결정되므로(Lowi, 1964) 양자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10).

Spitzer(1987a)는 Tatalovich & Daynes(1981; 1987) 등의 학자들과 함

께 규제정책을 경제적 규제정책과 사회적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일

반적으로 가격이나 시장참여 제한 등을 이용하여 국지적인 범위의 특정

집단을 규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기존 규제정책을 경제적 규제

(소위 ‘구’ 규제)로 정의하고, 이와 다르게 낙태, 총기규제 등과 같이 법

률을 통해 광범위하게 사회적 가치관, 제도적 관습, 인간행태의 변화나

대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사회적 규제(소위 ‘신’ 규제)로 정의하였다

(남궁근, 2017). Sparrow(2000)는 보건, 위생, 복지, 환경과 같은 문제에

적용되는 것을 사회적 규제라고 구분하고, 시장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을

경제적 규제로 보았다.

Ripley와 Franklin(1980)은 규제정책을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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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공해, 허위광고와 같은 대중에게 해로운 것을 금지하여 다수

의 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즉, “소비자, 사회적 약자, 일반 대

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정정길 외, 2010).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은 “많은 수의 경쟁자

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

도록 제한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으로(Ripley and Franklin, 1980), 공개입

찰과정에서 승리한 경쟁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이익을 위해

서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0).

전통적으로 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수단은 규

제, 인센티브, 설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3분법에 따른

규제는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행동을 국민이 준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Hood & Margretts(2007)

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통치자원을 정보의 중심적 위치(nodality) 또는

정보(information), 권위(authority), 자금(treasure), 공식조직(formal

organiation)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네 가지 통치자원 분류 방식에 따르

면 규제정책은 명령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에

해당한다(남궁근, 2017).

Howlett & Ramesh(2003)의 규제방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제를 분류하

면 정부의 직접규제 방식, 규제를 위임하거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식,

민간위원회 또는 준자율적 비정부기구(Quangos)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직접규제는 정부기관이 직접 규제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과 사법부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그러

나 실제 대부분은 위임입법에 따라 행정규정에 근거를 두고 정부부처나

전문화된 준사법적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규제권한 위임 방식에

따른 자율규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협회, 인증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위임 기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민간위원회 또는 준자율적 비정부기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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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규제 방식은 정부가 경제,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민간 부문의 대표

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정책 결정과 집행 시 민간 대표자의 의견을 반

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남궁근, 2017).

Howlett & Ramesh(2003)는 정책수단으로서 규제의 장점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규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정보와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규제하는 경우 양질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용이하며, 예측가능성이 높아 정부활동의 조

정과 계획수립에 유리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합하다. 규제의 단점은 민간부문의 활동을 왜곡시키거나 경제적 비능

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환경에 대한 고려

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정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허용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바람직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규제 설정이 가능하지 않다

는 한계가 존재한다(남궁근, 2017).

3.2.2.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

인터넷이 새롭게 만들어 낸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에 접근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은 기

존의 인쇄매체,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와 다르게 매우 사실적이고 노골

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익명성과 양방향성, 복제 및 전파의 무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허버트 쉴러(Herbert Irving Schiller)는 이러한 정보·통신

의 혁신에 대해 이윤 추구를 위해 시작되었고 시장의 구매력에 의해 정

보가 상품화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인터넷상 정보는 의미 없는 저급의 정

보가 대부분이고, 개인과 기업 간의 정보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

으며, 정보혁명의 주된 수혜자가 기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은

전파와 복제가 매우 빠르고, 쿠키 기록을 통해 정보 수집이 매우 쉽다.

또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노출되는 정보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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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 이 점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매체가 주로 사용되던 시대에도 해당 매체를 통해 노출된 광고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노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쉴러의 표현대로 의미없는 저급한 정보만 유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호작용적 통신망의 특성이 국민과 대표자의 의사소통

을 촉진시키고 시민으로서 필요한 필수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능통한 시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가 주창한 공공영역(Public sphere)과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이 될 것이라

고 주장한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에 반대하게 된다(김

유승. 2006). 바로우(Barlow, 1996)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16)에서 사

이버공간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며, 이용자의 총체적인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로부터 완벽히 독립적이며, 사이버공

간에서 갈등이나 옳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바로우가 주장한 것처럼 이용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등장하게 되었

다. 임홍빈은 정보기술에 대해 전통적 소재기술과 달리 상징적 의미세계

의 질서를 가공, 처리하고 생산, 유통하는 의미론적 기술(Semantische

Technik)로 규정하며, 정보기술로 인한 심층적 변화들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의 단순 적용을 넘어 인간의 내면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심층

심리 분석이나 매체생태학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레인골

드(Rheingold, 2000) 또한 개인의 지각, 생각, 인성은 매체를 사용하는 방

식과 그 매체가 개인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해 영향 받으며, 컴퓨터로 매

개된 통신은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손연기, 2002). 이러한 인터넷 상호작용과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인터넷을 올바르지 않게 범죄의 수단으로 오용

하는 일을 발생하게 하였고 결국 버로우가 주장한 사회 계약으로 정화될

16) John Perry Barlow. (1996). https://www.eff.org/cyberspace-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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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무규제의 공간으로 남기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김유승, 2006).

법이 현실공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규제를

택할 것인지가 오늘날 당면 문제가 되었고(Sustein, 2001), 다수의 많은

정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규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같

은 규칙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여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

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와

같은 문제성 정보(contents concerned)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며,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규제에 접근하는 논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장우영, 2006). 인터넷 내용규제

에 대한 논의는 주로 매체중심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매체특성론은

매체의 구조적 특성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접근방

식(황성기 외, 2003)으로 ‘방송규제 모델’과 ‘인쇄매체 규제 모델’로 이원

화시킨 후, 신규 매체 등장 시 어느 모델을 준용할 것인지 매체 특성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모든 매체에 대해 이원화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규제 정책 수립시 기준이 명확한

장점이 존재한다(황성기, 1998).

장우영은 매체특성에 기반한 내용규제에 규제 레짐과 같은 제도적 기

반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문제성 정보에 대응하

는 규범, 법, 기술 등의 규제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규제 레짐을 중심으

로 내용규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주체간 규제 권한의 분점 상태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정보주체들간 규제권한이 배분되는 방식을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방임, 균점, 과점, 독점의 형태로 가정하였다. 방임은

무규제 상태로 볼 수 있고, 균점은 기업, 이용자, 국가 3자 권한의 균등

분할로 시장과 이용자가 공동규제(Co-regulation)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고 볼 수 있다. 과점은 국가가 정부주도로 시장과 이용자의 규제 권한을

크게 제약하여 위계적인 규제 레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사회적 저항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방식이다. 독점은 중앙집권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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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막대한 통제비용과 시민사회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방식이다(장우영, 2006; 장우영, 2003b).

인터넷 규제의 독점 양상은 사회주의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주로 나타나

고 있다. 허칭언(Hachigian Nina, 2003)은 아시아 국가의 제한에 대해 분

류하면서 독점의 형태를 엄한 제한(severe restriction)과 현저한 제한

(significant restriction)으로 재분류하여 엄한 제한은 미얀마와 북한으로,

현저한 제한은 중국과 베트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낮은 제한(Negligible Restrictions)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미얀마 정부는 모뎀, 위성안테나, 팩스 등 텔레

커뮤니케이션 장치들을 모두 정부에 등록하는 등 인터넷 접속 자체를 통

제(고경민, 2003)하고 있는데 이런 significant restriction 유형은 자유로

운 의사소통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인터넷을 통

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인터넷산업 육성을 경제 자유화의

토대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터넷 정보를 독점・이용하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경민, 2003).

반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규제는 주로 과점이나 균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점적 규제는 규제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집행

력에 기초하여 민간 영역을 위계적으로 규제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으

로, 각 매체별 법적 심의기구를 통해 내용규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점 규제 방식은 신속한 매

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법규제의 낙후성 문제와 검열 논란에

대한 위험을 내제하고 있다(김유승, 2006). 균점적 규제는 미국, 호주, 유

럽연합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력을 행사하면서,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균점 규제는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와 시

장 자율기능에 근간을 두고 있는 유형과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상호보

완적으로 작동하는 공동규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중심의 규제

는 미국이 대표적 사례로서 근본적으로 기술적 해법을 통해 이용자를 간

접적으로 규제하고 가능한 시장 자율에 맡기고자 하지만, 이런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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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약점이 존재한다(김유승, 2006). 세분화된 균점규제인 공동규

제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과 정부의 규제가 공동의 규제 목

표 달성을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규제하는 것(김유승, 2005b)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정부와 사업자 외에 이용자, 학부모, 각종 단체 등을 포함하여

확대되고 있다(강휘원, 2002; 황용석 외, 2009).

인터넷 규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 세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wire, 1997; 손연기, 2000; 강휘원, 2002; 황용석 외, 2009).

정부규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신속하게 법률을 집행할 수

있어 제도적 탄력성이 낮은 반면 법률관계가 명확한 시스템이다. 시장규

제는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이 자기통제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도적 실효성이나 자기검열, 중립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규제

는 기업, 업계, 제3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지침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관련 주

체들간 협력과 상호이해가 전제될 때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진다(강휘

원, 2002; 황용석, 2009).

[표 2] 인터넷 규제 유형

구분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

규제의 주체 정부 기업 기업, 업계, 제3자

기업의 행동 법 준수 자기통제 자발적 동조・준수

소비자의 행동 권리주장(voice) 관계단절(exit) 권리주장(voice)

공식규칙의 유형 법・규칙 등 없음(시규)
자발적 규약, 

지침, 권고

통제력의 범위
업계 내의

모든 기업
자사(自社) 협회의 회원기업



- 28 -

자율규제의 유형은 각 국가별 규제의 전통과 사업자와 정부간 경험 및

서로 다른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정부의 법적 강

제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으로 기준으로 분류한 자율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황슴흠, 2014). ‘의무적 자율규제’는 민간

영역이 정부의 기준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받

으며,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율규제 유형이다. ‘승인적 자

율규제’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

는 것이며, ‘조건부 강제적 자율규제’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

하고 의무를 부과하되,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규제

를 강제하는 유형이다.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없는

형태를 의미한다. 네 가지 유형 중 순수한 자발적 자율규제는 사실상 찾

아보기 어려우며 정부의 일정한 관리・감독하에 시행되는 자율규제가 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율규제 시 규제 기준의 제정이나 심사과

정에서 외부전문가가 배제된 채 진행될 경우,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공

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제효과가 사업자 자신이나 회원사에 한정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 활동

이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규제 사업자 또는 회원사 내

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자발

적 자율규제보다는 공동의 관심사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 규제 권한을 위임 또는 승인 받아 해당 권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민영,

2010). 이러한 규제는 위임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에 따라 그 속성이 달

라질 수 있다. 자율규제의 주체가 사업자를 회원사로 한 협회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교사가 주체가 될 수도 있으며, 공공

기관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다(김만섭, 2003).

책무성 관점에서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자율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황용석 외, 2009). 위의 분류와

동일하게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자발적 자율규제 또한 정부가 시

장에 자율규제 기능을 완전히 일임한 것으로, 모든 규제 주체가 민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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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규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강제가 없고 민간영역의 협력 효율성

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민간영역과 기업간 상호 협력과 견

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도적 실효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

다. 부분위임 자율규제는 정부로부터 근거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자율규

제기구가 정부와 공동으로 규제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부가 자율기

구의 유지・운영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받

는다. 따라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나

친 개입은 결과적으로 명목상 자율규제일 뿐 실질적으로 타율규제로 이

어지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위임 자율규제는 정부로부터 법적,

정책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율규제기구가 이용자간 분쟁조정, 교육, 핫라

인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법률적 절차가 요구되는 사안은 규

제당국에 넘기는 것으로, 정부는 자율기구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각

주체별 역할에 따라 상호협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표 3]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본 인터넷 자율규제 유형

구분 자발적 자율규제 부분위임 자율규제 완전위임 자율규제

공동규제

형식
독립적 공동규제 위임형 공동규제 협력형 공동규제

법률위임

방식
없음

법률적 승인,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적 승인

기구의

법률적 위상
없음 법률적 지위 제도적 협력 지위

정부와의 관계 위임관계 없음 법률적 위임 제도적 협력 관계

담당 

자율기구수
복수 단수 또는 복수 단수 또는 복수

자율규제 기능

중심기구

소비자 및 

기업기구
기업기구 기업기구

자율기구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

운영주체
다양

이사회 또는 

위원회(정부인사 

포함 가능)

이사회 또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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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현실에서는 법령을 통한 정부규제만 시행하

는 것과 법적규제 없이 자율규제만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규제체계를 결합하여 정부와 시민, 기업이 모두 공동 주체로 참여

하는 공동규제 시스템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 3] 인터넷 공동 규제 시스템의 표준 장치들

출처 : Waltermann&Machill(2000), 장우영(2006), 황슴흠(2014)

인터넷 내용규제의 종합적, 체계적, 국제적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등장

한 공동규제 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림 3]과 같은

표준장치들이 필요하다(황슴흠, 2014). 첫 번째로 사업자 영역에서 불법

정보의 축출과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유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보호

자율기구의

주요기능

교육/핫라인/정책

연대

교육/핫라인/정책

연대/분쟁조정

교육/핫라인/정책

연대/분쟁조정

자율기구의

재정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정부지원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심의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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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기술적 장치이자 정보이용자의 정보통제권 보장으로서 등급 및

내용 선별 시스템(rating and filtering)의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불

법정보 감시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핫라인 구축이 요구된다. 세 가지 장치들에 인터넷 이용자의 미

디어 윤리 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미디어 교

육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법집행이 결합하면 공동규제

시스템의 표준장치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2.3. 소결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공동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내

용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위에 설명한 기준

에서 볼 때, 법률 중심의 위임형 공동규제체계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

신망법」에 의해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능을 위임한 민간기구인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에서 인터넷 내용규제를 수행하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

위원회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정은 방송

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9인의 위원은 정부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형식상 위임형 공동

규제이나 내용상 정부규제에 가까운 형태이다(하주용,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방송통신 콘텐츠 심의 및 규제와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 핫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해킹 등의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담당하고, 인터넷 모니터링은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영상

물등급위원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 등급은 자율등급표

시제의 형태로 운영되며, 인터넷 포털들도 자율적으로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황용석 외, 2009). 이처럼 국내의 내용규제는 정부규

제에 가까운 위임형 공동규제의 형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효과적인 규제 목표 달성과 표현의

자유 증진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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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정부주도의 내용 심의에 대해 언제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사

적 검열이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위헌성 문제도 매번 거론되고 있다(김유승, 2006). 인터넷 콘텐츠

이용은 점차 초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 법령에 의해 콘텐츠를 심

의하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공익 목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심의라

는 규제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비정부분야의 자

율규제를 장려하여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협력할 수 있는 공동규제 확

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이고 이용

자에게 긍정적인 내용규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3.3. 인터넷 내용규제와 역외적용

인터넷은 양방향적이고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반응하

고 국경을 초월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특정 문제에

대해 한 국가의 법률로 제한하기 어려운 특성이 강하다. 인터넷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문제의 경우 영토를 기반으로 국가관할권을 적용하면 충분

히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인터넷상의 문제의 경우 영토를 기반으로 규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관할권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한 실

질적인 관할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윤종수, 2010).

국가관할권이란 자국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행

위(사실)에 대하여 국가가 법규범을 정립, 적용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을 의미한다(윤주호, 2014). 국가관할권은 작용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

관할권으로 분류된다. 입법관할권(legislative jurisdiction)은 법령, 판례

등을 통해 일정한 사안 및 활동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관

할권을 의미한다(최원엽, 정대진, 2013). 행정관할권(executive

jurisdiction)은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체포, 수사, 압수 등 물

리적인 강제조치나 경제적 제재 등을 통해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의

미한다(최원엽, 정대진, 2013).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은 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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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재판 관할의 범위를 정하여 국내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사안을 판

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최원엽, 정대진, 2013). 행정관할권과 사법

관할권 모두 법규범의 집행권한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합하여

집행관할권으로 통칭하기도 한다(윤종수, 2010). 집행관할권은 본국의 법

을 역외집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나라

의 법 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외적용이란 한 국가의 자국영역 외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

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자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한 국가가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국가의 규제기관이 외국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이라는 국가관할권이 인정됨을 전

제로 하는 것(최원엽, 정대진, 2013)이며,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국가관할

권의 측면에서 보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나 사람, 사물에

대하여 국가관할권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역외관할권’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윤종수, 2010). 따라서 국내 법규의 역외적용 문

제와 국가 관할권 적용 여부는 유사한 맥락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윤주

호, 2014).

인터넷은 사실상 그 영역이 전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되어있기 때문에

종래의 영토적 제한을 전제로 한 규제체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 나라별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언어

적인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내사업자의 국내에서의 서비스와 외국

사업자의 외국에서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대

게 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

질 뿐 특별히 서비스제공자의 국적이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를 동일하게 규

제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

내법의 역외적용이 인터넷 분야에서 특히 의미를 갖는다(윤종수, 2010)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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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조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외

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접속차단 조치만 취해지고 있어 국내사업자

와 국외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 국가 간 인

터넷 사용 환경과 법률에 따른 규제 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초국

가적인 기구나 규범이 탄생하지 않는 한 국내법에 의한 시정요구 조치의

역외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유해한 정보에 대해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도 삭제를 요

청하여 실제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 환경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새롭게 적

용된 음란물에 대한 Tumblr의 자율규제가 국내 통신심의에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협력하는 공동

규제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4 절 국가별 해외 불법・유해정보 규제

4.1. 우리나라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규제 선행연구

해외 불법・유해정보 규제에 관련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체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

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 규정에 따른 심의

주체의 정당성과 심의대상의 적절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음란 정보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

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기밀누설 정보에 대해서도 법원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사행성 정보는 각각 청소년보호위

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유해성을 판단

해야 한다는 연구(양선희・김재영, 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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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관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윤여진, 2011). 통신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통신특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해당 회의체의 역할이 축

소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화 되었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이

의신청 결정 이후 결과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당사

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임에도 권리침해, 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어

자의적인 심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건수와 대부분의 안건이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

는 것에 대해 기계적 졸속 심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양홍석,

2011; 정민경, 2011). 이에 대해 양홍석(2011)은 특히 불법 정보 중 국가

보안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판단 없이 쉽게 인

정하기 어렵고 규범 해석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는 영역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삭제 등의 조치를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심의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 미디어 공간에서의 이용자 권

리에 대한 침해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조율이 필요하

고(황용석・이동훈, 2009),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며(송경

재, 2005),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표현은 공론장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명백히 드러낼 경우 외에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

람직하다(양선희・김재영, 2011)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황용석・이동훈(2009)은 국내의 통신심의가 행정기구 중심의 법

률 규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자율적 소통 및 조율 역량의

상대적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고, 국가인권위회는 2010년에 방

송・통신 심의제도는 사실상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이

고 검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권한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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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2011년 6월)

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기구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자유가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이처럼 통신심의 내용규제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

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정이 국가기관에 의한 내용규제

이므로, 사실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

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인의

접근까지 차단해버리는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적 기구 중심의 법률규제와 사업자의 자율적

인 협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내용심의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볼 계획

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점증모형에 기초한 접속차단 방식의

신규 기술 도입 후 해외 불법・유해정보 내용규제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확대를 통해 공동

규제와 같은 보다 협력적인 규제정책의 적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2. 주요 국가의 해외 불법・유해정보 규제

4.2.1.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내용 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

적규제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자율적

인 규제의 절충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주된 규율방식은 국가개입이 최소

화된 자발적 자율규제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율규제조차도 다른 국

가에 비해 최소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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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규율은 주로 아동의 보호와 같은 특정 범주에 대해 제한

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물 등의 불법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입법을 해왔으며, 그 결과물로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 CDA), 아동온라인보호법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1998 : COPA), 아동인터넷보호법

(Chi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2001 : CIPA), 아동외설물과 포르노

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pf

2003 : CPPA), 아동도메인의 보충 및 효력법(DKIEA : 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불법인터넷도박자금금지법

(UIGEPA : Unlawful Internet Gambling Funding Prohibition Act of

2003), 아동P2P포르노보호법(PCP2PP : Protecting Children form

Peer-to-Peer Pornography) 등이 존재한다. 해당 법령에 따라 주로 아동

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필터링 등 자율규제와 함께 학

생과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함께 동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미국의 관련 법률17)

법률 개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1996 : 

CDA)18)

인터넷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현재의 

공동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저속물, 노골적 

혐오물 또는 음란물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고

의로 전송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됨.

아동온라인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1998 

: COPA)19)

17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5만 달러의 벌금 및 최고 6개

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인터넷상 상업

적 통신행위 및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그 규제대상으로 함.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 

COPPA)20)

인터넷·광고 사업자를 비롯한 제3자는 사전

에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어떠한 형태의 개인정보도 수

집할 수 없음. - 광고 사업자를 비롯한 제3자

들은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책임을 져야 하

며,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이 발생한 웹사이트

에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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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40면

18) https://www.britannica.com/topic/Communications-Decency-Act

19) https://www.ft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proc

eeding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

20) https://www.ft c.gov/enforcement/rules/rulemaking-regulatory-reform-

proceedings/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

21) https://www.fcc.gov/consumers/guides/childrens-internet-protection-act

22) https://www.congress.gov/bill/108th-congress/house-bill/1161

23) 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bill/3833

24) https://www.search.org/law-enforcement-making-strides-in-investigating-

peer-to-peer-networks-for-child-pornography

아동인터넷보호법(Chidren’

s Internet Protection Act 

2001 : CIPA)21)

CIPA의 적용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은 (a) 음

란물, (b) 아동 포르노그라피 또는 (c) 미성년

자에 유해한 상품(미성년자가 접속하는 컴퓨

터) 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여과

시켜야 함. 기술 보호 조치를 비롯한 인터넷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E 등급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받

을 수 없음.

아동외설물과 포르노그래피

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 CPPA)22)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아동포르노물과 

외설물 거래를 방지, 청소년의 성행위를 시각

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중개와 교사를 금

지, 아동에 대한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아동포르노물과 외설물의 사용 등을 방지함.

아동도메인의 보충 및

효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 of 2002

: DKIEA)23)

13세 이하 아동 보호를 위하여 최상위 도메

인인 닷키즈(.kids)를 만드는 아동전용도메인

법(Dot Kids Domain Name Actof 2001)임. 

2단계 도메인의 설립을 감독하고 필터링 기술

이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와 결합・조

합시키는 새로운 도메인의 프로세스에 관하여 

부모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도메인의 활용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아동P2P포르노보호법

(PCP2PP : Protecting 

Children form 

Peer-to-Peer 

Pornography)24)

P2P 소프트웨어 보급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해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야 하고, 아동의 경우 사용 전에 부모의 동의

가 필요하며, P2P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가 아동온라인개

인정보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의해 보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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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중시하고, 사

업자 자율의 기술적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인터넷 콘텐

츠 자체 또는 이용방식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 제안되었던 통신품위법

(CDA), 온라인아동보호법(COPA), 아동포르노금지법(CPPA), 아동인터넷

보호법(CIPA) 등이 위헌판결을 받거나, 위헌논란에 휩싸였다. 모두 각

법률에서의 용어 정의 및 대상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김형진, 2004; 황용석 외, 2009). 인터넷 콘

텐츠에 대한 사전, 사후규제 담당기구가 없는 대신 불법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로부터 아동청

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사이버엔젤, 사이버팁라인 등의 소비자 중심의 자

율적 민간기구를 통해 콘텐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황용석 외,

2009),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기구(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 FOSI25) 등)를 통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등급을 분류하여 유해 콘텐

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은 자발적 자율규제이자 독립형 공동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런 독립형 공동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리

시 능력 강화가 중요한 성공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4.2.2. 영국

영국 또한 인터넷 내용규제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아동포르노나 인종차별적

내용에 대해 PCA(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와 SOA(Sexual

Offences Act 2003), POA(Public Order Act 1986) 등의 관련 법률에 따

라 규제를 하고 있다.26)

25) https://www.fosi.org/about/mission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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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공적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OFCOM : Office of

Communications)가 아닌 민간 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33)을 중심이 되어 인터넷 불법정보에 관하여 선고지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51면

28)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42/contents

29)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obscene-publications

3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6/64

3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4/33/contents

32) 아동보호법 제7조제4호 : References to a photograph include—(a) the

negative as well as the positive version; and (b) data stored on a

computer disc or by other electronic means which is capable of

conversion into a photograph.

33) https://www.iwf.org.uk/what-we-do

[표 5] 영국의 관련 법률27)

법률 개요

성범죄법

(The Sexual Offences

Act 2003)28)

수사목적 외 18세 이하 아동포르노물 소지, 배

포, 전시행위 등을 금지함. 아동보호법에서는 18

세 미만 아동 대상, 아동에 대해 음란하거나 음

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

을 허용, 제작하는 행위와 이와 같은 제작물을 

배포・전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

음란출판물법

(Obscence 

Publictions Act)29)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음란물을 출판하는 

자는 약식 기소로 2,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또

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정식 기소에 

의해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나 

징역을 병과할 수 있음.

공중안전법

(Public Order Act 

1986)30)

영국 내의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통신 또는 기타 

미디어 매체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함. 인종차별

을 부추기거나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의 인터넷 게시는 금지됨.

형사사법과 

공공질서법(Crim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31)

아동보호법 제7조 제4호에 규정된 ‘사진’의 

개념이 ‘사진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른 전자적인 

수단으로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32)’

로 확장되어 적용됨. 이로 인해 사진의 개념에 

CD, 기타 컴퓨터에 사용되는 매체 및 인터넷상

의 화상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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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삭제(Notice and Takedown)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IWF는 홈

페이지, 전화, 팩스 등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 익

명 신고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침해정

보, 폭력 또는 폭력 조장 정보 등이며 신고 대상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영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정보는 IWF의 판단에 따라 불법정보로 지정될 수 있고, 불법정

보로 지정되는 경우 영국의 전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즉시 삭제하거나

접속 금지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영국 범죄수사대(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에도 통보한다.34)

IWF는 국가범죄기관(the National Crime Agency)에 속한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CEOP;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센터를 통해 가해자들이 심판 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아

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을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IWF는 해외 서버를 통해 호스팅되고 있는 범죄 관련 콘텐츠를 추

적할 때, 관련된 INHOPE35)의 핫라인 또는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전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36) 또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

일랜드 등에서는 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Children)가 온라인 상담서비스 제공, 캠페인 등을

통해 온라인상 사이버 폭력, 성적 학대, 착취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위

협되는 모든 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37)

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42면

35) https://www.inhope.org/EN/our-story：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네트워크임.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 특히 온라인 아동 성적 학대・음란물(CSAM :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방지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함.

3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47면

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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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국의 인터넷 규제는 완전 위임 자율규제 모델과 유사하고 정

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협력형 공동규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WF의 인터넷 필터링을 통한 사이트 차단 방식이 기계적 삭제

방식으로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규제하는 사적검열 초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제공자들이 암호화기술을 사용하거나 P2P를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등 부작

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회비와 기부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식

으로 충분한 자율규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하주용, 2015).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체계가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성과를 항상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황용석 외 2009).

그런데 최근에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인 Ofcom(The Office of

Communications)은 해외 SNS 서비스사업자에게 영국 기업과 동일한 기

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구글

과 페이스북 등이 영국 디지털 광고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영국 자국 매

체의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2.3.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와 다수의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위임형

공동규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해당 민간기구로는 네티켓, 이용자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이 포함된 인터넷 사업자 윤리강령 및 불법콘텐츠 신고

처리 등 핫라인기능을 담당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협회(L'Association

francaise des prestataires de l'internet : AFPI(구 APA), 인터넷 윤리성

과 사회성을 연구하는 단체(Fing), 이용자 리터러시를 증진을 담당하는

인터넷이용자협회(Association des Utilisateurs d' Internet : AUI),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인터넷권리포럼(Forum des Droits sur l' Internet :

연구,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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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등이 있다(하주용, 2015).

AFPI는 프랑스 내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사들은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AFPI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 FDI는

인터넷 관련 이슈들의 분쟁조정과 정책협의를 목표로 구성되었으며, 70

여개의 단체 및 협회가 참여하면서 ISP 서비스 불만, 인터넷 거래, 프라

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도메인 분쟁 등과 관련된 기업 간, 개인 간

분쟁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황용석 외,

2009).

최근에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규제

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최고위원회(L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 CSA)는 규제범위를 유튜브, 데일리모션과 같은 스트

리밍서비스 업체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를 원해왔다. 기존의 방송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규

제가 새로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라는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18년 10월 의결된 EU의 시청각미디어서

비스에 지침 개정안(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 AVMSD)

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유

통을 규제하는 아도피(HADOPI)를 시청각최고위원회와 합병할 것을 제

안하고 있어 CSA의 규제권한이 더욱 확대될 것을 보인다(최지선, 2018).

아울러, 2004년 제정한 「디지털 경제의 상호 신뢰에 관한 법(Law

No. 2004-575 of 21 June 2004 reinforcing trust in the digital

economy)」에 따라 인종차별 및 인격 모독적 발언에 대해 최대 징역 1

년, 벌금 4만 5천유로까지 처벌할 수 있는데,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

(소셜네트워크에 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NetzDG)」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 하원의회에서 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아비아(Avia)법안이 발의되었고, 해당 법안은 검색엔진 및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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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사업자들에게 혐오 표현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할

의무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인터넷상의 혐오 표

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혐오 표현과 관련된 수사와 법적 소

송을 전담하는 특별검사팀을 구성하고, 디지털 기업, 관련 협회, 연구자

들로 구성된 온라인 혐오 감시센터를 설치할 전망이다. 이는 위임형 공

동규제 방식에서 법적규제 방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삭제 권한을 주

는 것은 규제결정을 위임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

를 판단하고 24시간 이내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많은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최지선, 2019). 전세계적으로 혐오표현

(Hate speech)과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라

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2.4. 독일

독일은 1997년 멀티미디어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참여로 비영리단체인

FSM(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이 설립되어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FSM은 2003년에 제정된 「방송과 텔레비전에서의 인간존엄

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JMStV; Staatsvertrag u.ber den Schutz

der Menschenwu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에 의해 국가가 정해놓은 틀에 따르면서 그 법적인 기초

위에서 자율 규제를 하고 있다. 자율규제와 국가규제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양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결합시킨 ‘규제된 자율규제’ 모

형을 채택한 것이다.

자율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FSM 가맹사(구글, 야후 등 글로벌 기

업)는 관할 국가기관인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Kommission fu.r

Jugendmedienschutz)의 자율규제 활동 관련 승인에 따라 FSM의 규율을

받고, FSM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사는 KJM이 직접적 제재를 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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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구조로 운영된다.38)

FSM은 인터넷상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 검색엔진의 자율규제를

최우선 목표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미디어 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상담과 지도를 수행하고, 인터넷상 문제 내용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회원사가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자체적

으로 시정조치・징계조치를 하거나 벌금부과・제명 등의 징벌수단을 행

사할 수 있으며, 징계를 받은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한 달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해야 하고 만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징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FSM은 목

적별로 미디어에 관한 법률적・기술적 문제에 관련된 독립된 전문가위원

회를 운영하며, 각 회원사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해당 전문가위원회를 통

해 승인을 받은 후 회원사 로고를 검증된 콘텐츠의 옆에 게시할 수 있

다. FSM은 2011년 이후로 Facebook 독일지사, Google 독일지사 등 글

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소비자보호 등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SNS

를 위한 행동지침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39)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58면

[그림 4] ‘규제된 자율규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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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위임형 공동규제을 취하

고 있으나,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국가 개입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자율규제 기구를 승인, 감독하는 구

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율규제 기구의 권한을 제한하고, 유해정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규제된 자율규제라고

볼 수 있다(하주용, 2015). 절차적으로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자

율규제 기구의 의무와 책임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

담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향선, 2012; 하

주용, 2015).

그런데 2017년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NetzDG, 이하 ‘네트워크집행법’)」이 제정되어 SNS를 비롯한 인터넷망

에 일정한 범죄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망 사업자’에게 직접 자율규

제하도록 강제하게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인종, 종교, 성별, 외모 등을 기

준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혐오 표현(Hate speech)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의 가짜 뉴스

문제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검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SNS 운영자에게 자율규제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문제 게시물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황태희, 2018). 그런데 「네트워크집행법」은 SNS 플랫폼에서

혐오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으

로 보고 의무와 엄격한 삭제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가

SNS 사업자에게 지나친 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며, 관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대한 많은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박신욱, 2018).

현재 시행 2년째인 「네트워크집행법」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

으며, 법 시행 이후에도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정보들이 근절되지 않고

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58-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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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에서 신임 독일 법무장관인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가 플랫폼의 책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집

행법」을 개정할 계획을 밝히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

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플랫폼이 위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면 바로

수사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네트워크집행법」에

서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게시물 삭제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부과하

게 되는 것이다(이유진, 2019).

4.2.5. 호주

호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방송서비스법40)」과 사업자행동규약41)에

근거하여 호주통신미디어청(ACMA)42),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 및 민간기구인 호주 인터넷기업협회(IIA)43)에 의해 공동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기구인 등급분류위원회에서 호주통신미디어청

(ACMA)에서 의뢰한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불법콘텐츠로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받은 호주통신미디어청

(ACMA)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

거나 유해콘텐츠의 경우 성인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접속을 제한하

도록 통보한다.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은 사업자 행동규약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사업자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있

다.44)

40) Broadcasting Service Act : 1992년 방송매체에 대한 통합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이후 인터넷서비스 증가와 온라인상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 1999년 호주 정보통

신부의 제안으로 개정되어 인터넷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방송

서비스법이 아니라 콘텐츠서비스법이라고도 함. 국내 웹사이트상의 X등급 콘텐

츠와 성인인증이 없는 R등급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삭제 의무,

해외사이트의 X등급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차단 의무 등을 주요

내용임.

41) Industry Code of Practice : 2000년 제정됨. 인터넷기업협회의 자율규제 시행

근거임.

42) ACMA : Australia Communication and Media Authority

43) IIA : The 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of Australia

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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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호주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행동강령에 따른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동시에 자율규제 불이행시 정부가 법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로 사업자, 자

율기구, 공적 규제기구의 역할과 의무, 관련 절차 등이 법에 명확히 규정

되고 강제되는 적극적 공동규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강휘원, 2002; 하주용, 2015). 호주 정부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연구, 174-175면

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실효적 규제방안

연구, 183-186면

46)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060

47)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70

4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4B00254

4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5A00080

[표 6] 호주의 관련 법률45)

법률 개요

방송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 

Act 1992)46)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콘텐츠호스트를 규
제대상으로 하며, 불법 콘텐츠 제작자와 해당 정
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자에게 주 및 
준주(territory)법과 형법이 적용됨(제1조). 또한 
ACMA는 아동이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
되지 않도록 특정 접속 통제 시스템이 접속 제한 
시스템임을 서면 결의할 수 있으며(제4조 : 접속
제한), 호주 내에 호스트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위원회에 등급의뢰 후 결정된 등급
에 따라 호스트업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인터넷도박법
(Interactive Gambling 

Act 2001)47)

호주 내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양방향 도박서비스
(interactive gambl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광
고(이메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함.

온라인 어린이보호 
강화법안

(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Bill 

2014)48)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이버 왕따를 고발
(complaints system)하고 SNS에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삭제하는 2단계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음. 
벌금 조항은 존재 하지만 최초 입법 단계에 포함
되었던 인터넷 차단이 생략됨.

개정 저작권법
(Copyright Amendment 
(Online Infringement) 

Bill 2015)49)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
는 호주 외 지역에서 호스팅되는 웹사이트에 대
해 법원이 차단할 수 있음. 해외 웹사이트를 통
한 저작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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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거나 승인받도록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 행동 강령 제정

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행동 강령 제정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행동 강령 미지정시 적용되는 규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규제

를 해당 사업자에 적용하고 있어 자율규제를 조건부로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황슴흠, 2014).

4.2.6. 소결

미국은 최소한의 내용규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에 따

라 면책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표

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영국 또한 인터넷 내용규제를 공적

기구인 OFCOM이 아니라 민간기구인 IWF가 담당하고 있어 표현의 자

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불법정보

와 청소년 유해정보를 담당하는 기구가 분리되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

지 않고 일관된 기준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호

주의 경우 정부기구인 ACMA, 법정기구인 등급분류위원회와 민간기구인

호주 인터넷기업협회가 협력하여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적절히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와 유사한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

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도 그 적용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전통적으로 자율 규제가 발달한 외국과 달리,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

제 토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자율규제의 모습은 민

간영역이 정부가 강제하는 범위 내에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도록

요구받는 위임된 자율규제 형태라고 보여진다(황슴흠 외, 2004).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지향하는 것과 달

리, 해외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강한 법적 규제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국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

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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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Lindblom은 현실에서의 정책은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실제 점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술적(descriptive)・실증적

(positive) 모형으로서만이 아니라 처방적(prescriptive)・규범적

(normative)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를 주장하였다(Lindblom, 1968;

Braybrooke and Lindblom, 1970). 합리모형에서는 현존의 정책뿐만 아니

라 이와 전혀 다른 정책을 광범위하게 대안으로 탐색할 것을 요구하는

데, 점증주의에서는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 수정・보완된 것만을 정책대

안으로 고려한다.

정책 = 현존정책 ± α

점증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완벽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단과 목적의

합리성을 추구하거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정된 시간, 정보, 비용 내에서 현재의 상

황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몇 개의 대안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소 보수

적인 과정을 통해 몇몇 국면만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선택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정책의 내용을 다시 수정·보완해 나

가는 환류의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16). 즉, 기본 바탕이 되는 기존의 프로그램, 정책, 지

출 등에 대해 보수성을 띠고 있으며, 주요한 관심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 및 현행 프로그램들의 증감과 변형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정책결

정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전의 정책

을 관습적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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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증주의는 사회변동의 정도가 낮은 동시에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

한 이해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잘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50)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16).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

사, 465면

[그림 5] 의사결정모형의 적용가능성51)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한
이해의 정도

高
행정적, 기술적 결정

(합리모형)
혁명적, 이상적 결정

低

점증적 결정
(점증모형)

전쟁, 혁명, 위기 등
대변혁

低 高
사회변동 정도

[표 7] 합리모형과 점증주의 비교50)

근본적 방법 : 합리적-포괄적 지엽적 방법 : 계속적-제한적

가치와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대안의 경험적 분석과는 명확이 

구분되고 이 분석에 선행된다.

가치(목표)를 선택하는 것과 필요한 

행동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것

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

접하게 얽혀있다.

정책은 목표-수단 분석을 통해 작성

된다. 목표가 분리된 후 이를 달성할 

수단을 탐색한다.

수단과 목표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

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

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가 있다.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목표를 달성

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좋은 정책인지의 여부는 다양한 분석

가들이 그 정책에 얼마만큼 동의하느

냐에 달려 있다.

분석은 포괄적이며, 모든 관련요소가 

고려된다.

분석은 대폭 제한된다. 발생가능한 중

요한 결과, 중요한 정책대안,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중요한 가치가 무시

된다.

이론에 크게 의존한다.

비교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존

할 필요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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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2019년 2월 11일부터 해외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 시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은 점증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접속차단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에 있긴 하지만, 실제 차단되는 정보는

도박・음란물・의약품 정보 등 국내법상 처벌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명백

한 불법 정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해당 정보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서의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된 경우 불법 웹사

이트 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

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차단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

서 해마다 보안접속(https) 방식을 사용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어 기

존의 차단 방식인 URL 차단 기술로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사이트에

대해 실제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SNI 필드 차단 기술을 새

롭게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적용된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 해외 불법・유해정보 심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규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행태 개선을 목표로 삼지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 규제기관들은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조직, 인력, 재정,

계획과 예산, 업무의 중점과 우선순위, 주된 관심사항과 노력 등의 방향

설정과 같은 것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최병선,

2013). 예를 들어 마약의 오남용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규제목표라

고 할 때 마약 상습 투약자의 태도를 고칠 수 없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마약의 종류를 확대하거나, 인기연예인등 일반에 파급력이 큰 마약사범

적발에 기관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상기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이 규제력을 강화하

기 위한 대응행동으로 오히려 목표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직

면할 수도 있으나,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직접 협력할 수 있는 자

51)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광호. (2016).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

사,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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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협력시스템의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규제와 시장의 자율

규제의 조화를 이끌어내어 정책목표달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향후 통신심의 내용규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

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점증주의를 기반으로 통신심의 내용규제를 위

해 새롭게 도입된 SNI 필드 차단 기술이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결과에 미친 영향과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 조치인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결과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면서, 강화된 규제정책이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의 근

본적인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에 대한 사례분석과 이용자들

에 대한 웹사이트, 이메일, SNS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의 연구문

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SNI 필드 차단 기술 적용 후, 접속차단 조치된 해외 불

법・유해정보의 차단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1 : SNI 필드 차단 기술이 적용된 해외 불법・유해정보

의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연구문제 1-2 : 차단된 URL 건수에 있어 유형별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3 : SNI 필드 차단 기술 적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Tumblr의 자율규제 시행 후, 접속차단 조치된 해외 불

법・유해정보의 차단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1 : Tumblr를 통해 유통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 연구문제 2-2 : 차단된 URL 건수에 있어 유형별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3 : Tumblr의 자율규제 시행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변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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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2.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법령에 따라

행해지는 기존 정책이라고 보고, 통신내용이 암호화되어 기존 URL 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보안접속(https) 사이트에 기존 차단 기술과 새로

운 차단 기술인 SNI 필드 차단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 예

산과 시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해외 인터넷서비스 사

업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증주의 이론에 따른 정책의사결정을 통한 정책 대안이라고 보았다.

전반적인 해외 불법・유해정보 관련 심의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 중 ‘삭제’, ‘이용해지’, ‘해

당없음’을 제외한 ‘접속차단’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분석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로 진행하였다. 2019년 2월 11일부터

SNI 필드 차단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영향의 검토는

도입 후 약 6개월간의 결과에 대해 도입 전의 시정요구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동 가이드라인 도입 전 전체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 건수 중 Tumblr가 차지하는 비중

과 도입 후의 Tumblr가 차지하는 비중 및 접속차단된 정보의 유형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SNI 필드 차단 기술과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과 인터넷 정보 이용 계획 등 이용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에 관한 설문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인 두잇서베이가 보유한 전국의 약 500만명 리서치 패널 중 만

10세 이상부터 만6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 집단에서 컴퓨터를 통해 무작

위로 추출된 약 3,000명에게 웹사이트 노출, 전자 우편 발송 및 SNS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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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응답을 마친 15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설문조사의 내용

연구문제 1-3의 SNI 필드 차단 기술 적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

용 행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의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본 이용행태와 목적

: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용하는 정보의 유형(음란물, 도박, 금융, 저작권침해 가

능성이 있는 콘텐츠, 의약품 구매 등으로 코딩),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적당히 소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접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코딩)으로 분석 유목을 정하였다.

(2)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 빈도 조사

: 이용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해당

정보의 이용 빈도(1주 단위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3)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및 의식변화

확인

: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인터넷・불법 유해 정보 이용 여부를 확

인하고 계속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접속하는 방법이 이전과 차

이가 없이 편해서, 쉽게 우회하여 이용할 수 있어서, 쉽게 다른 새로운

사이트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어서, 유료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불법・유해정보와 유료서비스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어서로 코

딩),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져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적법한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려고로 코딩)로 분석

유목을 정하고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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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향후 계획 및

입장을 확인

: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가 반복적으로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이용

을 계속할 것인지를 분석 유목으로 정하고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의 이용

에 대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해당 정보 이용의 지속성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나아가 동

규제가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3의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1) Tumblr 이용자들의 기본 이용행태와 목적

: Tumblr를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

다. Tumblr 이용 여부, 주된 사용 목적(개인 일상 정리, 친목 도모, 정보

공유, 광고・홍보 목적, 콘텐츠 공유로 코딩), 평균적인 이용 빈도(1주 단

위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2) Tumblr 이용자들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확인

: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인

하고,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후 민감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전

반적인 인식(개인의 선택일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는 유해하지만,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

길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해하다로 코딩)에 변화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Tumblr 이용자들의 이용 계획 확인

: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Tumblr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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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편리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기 때

문에,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콘텐츠가 깨끗해졌기 때문에로

코딩),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

한할 것 같아서, 성인 콘텐츠가 제한되어 이용 가능한 다른 사이트를 이

용함, 불편해서로 코딩)로 분석 유목을 정하고 신규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 이용자의 이용 지속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4) Tumblr 외 다른 SNS 이용 여부 확인

: Tumblr 외 다른 SNS 이용하고 있는지(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코딩), Tumblr가 아닌 다른 SNS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부가기

능이 많아서, 사용이 편리해서, 민감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제한이 적고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아서로 코딩)를 유목으로 설정하여,

민감한 콘텐츠의 이용을 제한하는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이 이용자의 이용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인지, 단순히 Tumblr 이

용만 위축시키고 실제 민감한 콘텐츠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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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NI 필드 차단 기술의 효과 분석

제 1 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사례 분석

1.1. SNI 필드 차단 기술이 적용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SNI 필드 차단 기술은 2019년 2월 11일 심의 사례부터 적용되었기 때

문에 2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의된 불법・유해정보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기준이 명확한 도박, 성매매・음란, 의약품 판매, 마약류 거래,

저작권 침해, 불법금융 정보 등 27,573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 8).

[표 8] SNI 필드 차단 기술이 적용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단위 : 빈도(%)]

불법・유해정보 유형 SNI 필드 차단 건수

도박 19,563 (70.1)

성매매・음란

노출 448 (1.62)

성행위 3,609 (13.09)

아동포르노 45 (0.16)

조건만남 772 (2.8)

유흥업소 415 (1.51)

기타 130 (0.47)

소계 5,419 (19.65)

의약품 판매 667 (2.42)

마약류 거래 229 (0.83)

저작권 침해 1,484 (5.38)

불법금융 82 (0.296)

개인정보 침해 128 (0.46)

자살 1 (0.004)

합계 27,57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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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필드 차단 기술의 적용은 도박 정보가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

고, 다음으로 성행위, 조건만남, 노출 정보 등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19.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박 정보의 경우, 대부분 허가받지 않

은 경마・경정・경륜 또는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투표를 하

거나, 전자복권 발행, 카지노 등 사행성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로 운영되

기 때문에 SNI 필드 차단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반면, 의약품

판매, 마약류 거래, 불법 금융 정보 등은 사이트 단위가 아닌 게시글 단

위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SNI 필드 차단 기술이 적용되는 비중이 적게

나타났다.

1.2. 차단된 URL 건수의 유형별 차이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접속차단 건수의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심의된 불법・유해정보 중 관

련 법령에 따라 심의기준이 명확한 도박, 성매매・음란, 개인동영상 유출

및 성범죄, 의약품 판매, 마약류 거래, 저작권 침해, 불법금융 정보 총

595,71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표 9).

[표 9]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접속차단 결과

[단위 : 빈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도박
46,940 50,072 20,997 60,553 27,077

(43.88) (32.92) (32.92) (33.37) (29.63)

성매매・음란
37,391 73,342 28,528 64,678 15,926

(34.95) (48.2) (44.73) (35.64) (17.43)

개인동영상 유출 및 

기타 성범죄

3,657 7,517 3,106 17,248 14,217

(3.42) (4.94) (4.87) (9.52) (15.56)

의약품 판매
17,663 18,096 7,401 25,793 18,593

(16.52) (11.9) (11.6) (14.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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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접속차단 건수는 해당년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임기 종료 후 임명 지연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심의가 재개되었기 때

문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개인동영상 유출 및 기타 성범죄, 저작

권 침해 정보를 제외한 도박, 성매매・음란, 의약품 판매, 마약류 거래,

불법 금융 정보의 접속차단 결정 건수가 5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NI 필드 차단은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메인 URL에 대해 적용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메인 URL이 차단되면 세부 URL도 함께 접속할

수 없게 되어 기존 URL 차단 방식으로 차단할 수 없는 세부 URL에 대

해 심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심의건수의 감소로 나타

났다. 반면, 저작권침해대응팀의 신설로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저

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게 되어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가 급증하였고,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의 신설로 개인동영상 유출 정보

에 대한 심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

2.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마약류 거래
364 1,703 1,861 8,082 5,163

(0.34) (1.12) (2.92) (4.45) (5.65)

저작권 침해
570 668 816 2,444 9,659

(0.53) (0.44) (1.28) (1.35) (10.57)

불법 금융
387 726 1,071 2,658 747

(0.36) (0.48) (1.68) (1.46) (0.81)

합계
106,972 152,124 63,780 181,456 91,382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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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153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불법・유해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

본 설문은 10대부터 진행하였으나 설문과정에서 10대의 답신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50세 이상의 응답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응

답자의 연령분포는 40대, 30대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대와

50세 이상이 동률로 측정되었다(그림 7).

[그림 6] 성별

[그림 7]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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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도 거주자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그림 8), 직업군은 사무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산・기술직, 서비

스・영업직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8] 지역

[그림 9]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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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본 이용행태와 목적

응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어떠한 유형의 불법・유해정보에 접근하고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소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본 정보의 유형은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음란물 정보에 많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표 8).

불법・유해정보 이용빈도는 주 1회, 주 3회, 주 2회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표 11),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시간 소

비, 스트레스 해소, 쉽게 이용가능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0] 불법・유해정보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 빈도(%)]

음란물(포르노 동영상) 79 (51.6)

도박 32 (20.9)

금융
(무인가 금융투자업-fx마진거래, 선물옵션, 바이너리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미등록대부업(사채), 휴대폰 소액결제 할인 

대출(휴대폰깡))

56 (36.6)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등 

다운로드)
104 (68)

의약품 판매  사이트 34 (22.2)

마약 판매 9 (5.9)

[표 11] 불법・유해정보 이용 빈도

[단위 : 빈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주 7회

82 

(53.6)

22 

(14.4)

25 

(16.3)

5

(3.3)

4

(2.6)

2

(1.3)

1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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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SNI 필드 차단 기술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우선, SNI 필드 차

단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 정도로 측정되었다(그림 10). 또한, 해당 기술 도입 후 인

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 여부에 대해 39%인 59명이 이용했고, 61%인

94명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그림 11).

[그림 10]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한 인지

[그림 11]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이용 여부

[표 12] 불법・유해정보 이용 목적

[단위 : 빈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38 (24.8)

시간을 적당히 소비하기 위해서 32 (20.9)

스트레스 해소 28 (18.3)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28 (18.3)

가격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16 (10.5)

오프라인에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1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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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를 계속 이용한다고 답변

한 응답자 59명을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해 직접 질문한 결과, 접근이

약간 불편해졌지만 쉽게 우회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

람이 47.5%인 28명에 달하였고 기존 사이트 차단 시 쉽게 대체 사이트

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7%인 14명, 접속하는 방법이 이

전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인 8명으로 나타났다(표 13).

이러한 결과는 SNI 필드 차단 기술 적용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강화

하였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인식으로는 해당 기술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3]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 계속 이용 사유 분석

[단위 : 빈도(%)]

이용 사유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40 19 9 21 21 8 59

접속하는 방법이  
이전과 차이가 없음

5 3 1 3 3 1 8

(12.5) (15.8) (11.2) (14.3) (14.3) (12.5) (13.6)

접근이 약간  
불편해졌지만 쉽게 
우회하여 이용 가능

22 6 4 9 11 4 28

(55) (31.6) (44.4) (42.9) (52.4) (50) (47.5)

기존 사이트
차단 시 쉽게 대체 
사이트 이용 가능

7 7 2 5 4 3 14

(17.5) (36.8) (22.2) (23.8) (19) (37.5) (23.7)

유료서비스 비용이 
비쌈

4 3 2 3 2 - 7

(10) (15.8) (22.2) (14.3) (9.5) - (11.9)

불법・유해정보와 
유료서비스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음

2 - - 1 1 - 2

(5) - - (4.7) (4.8)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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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의 이용을 중단하였

다고 답변한 응답자 94명을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해 직접 질문한 결과,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31.9%인 30명에 달하였고, 처벌에

대한 우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중단하였다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20.2%인 19명으로 측정되었다(표 14). 이전의 설문에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접근이 다소 불편해졌지만 쉽게 우회하거나

신규 대체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람과 이용 중단 사유로 접

근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한 사람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해당 기술이 도입의 우회하는 방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차단 강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4]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 이용 중단 사유 분석

[단위 : 빈도(%)]

이용 중단 사유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51 43 19 24 31 20 94

처벌에 대한  
두려움

9 10 3 7 4 5 19

(17.6) (23.3) (15.8) (29.2) (12.9) (25) (20.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11 4 4 4 4 3 15

(21.6) (9.3) (21.1) (16.7) (12.9) (15) (16)

접근이 어려워짐

17 13 8 7 11 4 30

(33.3) (30.2) (42.1) (29.2) (35.5) (20) (31.9)

개인 정보 유출 
우려

8 11 2 4 9 4 19

(15.7) (25.6) (10.5) (16.7) (29) (20) (20.2)

적법한
유료서비스 이용

6 5 2 2 3 4 11

(11.8) (11.6) (10.5) (8.2) (9.7) (2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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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직후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성별’, ‘불법・유해정보 이용 목적’, ‘불법・유해정보 이용 빈

도’,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한 인지 여부’, ‘해당 정보 이용의 불법성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해외 불법・유해정보

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

석결과, ‘성별’, ‘이용 목적’은 p-value 값이 0.0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

각되었고, ‘이용 빈도’,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한 인지’, ‘해당 정보 이

용의 불법성 인지’ 요인의 p-value 값이 0.05 이하가 되어 ‘해외 불법・

유해정보의 이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의 이용 여부와 관련된 

요인 비교

변인
불법・유해정보 이용 여부

B β t p>|t|

성별 0.0234 0.0819 0.29 0.775

불법・유해정보 이용 목적 -0.0223 0.0246 -0.91 0.367

이용 빈도 -0.0539** 0.0208 -2.59 0.011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인지 여부 0.271*** 0.0779 3.48 0.001

불법・유해정보 이용의 불법성 인지 -0.194** 0.0891 -2.17 0.031

회귀계수
1.337***

0.236

  0.166

수정된   0.132

F값 4.8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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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에

접속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평소 불법・유해정보에 접속

을 많이 할수록 접근방법을 찾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SNI 필드 차단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불법・유해정보에 다시 접속하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불법・유해정보에 접속하는 것이 불

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에

접속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불법・유해정보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해당 정보의 이용에 문제의

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차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2.4.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향후 계획 및 입장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6.5%인 117명에 달하지만 해당 정보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

자가 전체 응답자의 64.7%인 99명에 달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의 이

용이 불법이라는 인식 이용자의 행동에 많은 제한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6).

[표 16]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 이용에 대한 인식

[단위 : 빈도(%)]

인식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91 62 28 45 52 28 153

불법
행위
이다

사용하면
안됨

26 28 12 12 16 14 54

(28.6) (45.2) (42.9) (26.7) (30.8) (50) (35.3)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

37 26 12 18 24 9 63

(40.6) (41.9) (42.9) (40) (46.1) (32.1)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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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반복 차단 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지속할 것인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4.6%인

53명,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3.3%인 51명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인 총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반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정보

는 계속 생성되고 결국 차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2%인 11명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18). 최근 끊임없는 추

적으로 대체사이트에 대해 반복적으로 차단한 결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접속차단

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불법이 
아니다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국내 법률이 

문제임

28 8 4 15 12 5 36

(30.8) (12.9) (14.2) (33.3) (23.1) (17.9) (23.5)

[표 17] 불법・유해정보 반복 차단 시 이용 지속 여부

[단위 : 빈도(%)]

이용 계획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91 62 28 45 52 28 153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음

21 30 15 10 15 11 51

(23.1) (48.4) (53.6) (22.2) (28.8) (39.3) (33.3)

불법적이거나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이용하지 않음

32 21 4 19 22 8 53

(35.2) (33.9) (14.3) (42.2) (42.3) (28.6) (34.6)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므로 계속 이용

15 7 5 5 8 4 22

(16.5) (11.3) (17.9) (11.2) (15.4) (14.3) (14.4)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택을 

15 1 2 9 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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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지속적인 이용’을

종속변수로 ‘성별’, ‘불법・유해정보 이용 목적’, ‘불법・유해정보 이용 빈

도’,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한 인지 여부’, ‘해당 정보 이용의 불법성

인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해외 불법・유해정보

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

석결과, ‘이용 목적’, ‘이용 빈도’,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 인지 여부’

는 p-value 값이 0.0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성별’과 ‘해당 정

보 이용의 불법성 인지’ 요인의 p-value 값이 0.05 이하가 되어 ‘해외 불

법・유해정보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제한하는 법률이 
문제이므로 계속 

이용
(16.5) (1.6) (7.1) (20) (5.8) (7.1) (10.5)

불법여부와 
관련없이 정보는 
계속 생성되고, 

차단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계속 이용

8 3 2 2 4 3 11

(8.7) (4.8) (7.1) (4.4) (7.7) (10.7) (7.2)

[표 18]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불법성 인식 여부와 향후 이용 계획

[단위 : 빈도(%)]

구분

향후 이용 계획
전체

응답자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불법

불법행위
22

(14.4)

51

(33.3)

73

(47.7)

불법이 아니다
16

(10.5)

53

(34.6)

69

(45)

관련 없다
11

(7.1)
-

11

(7.1)

합계
49

(32)

104

(68)

1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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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에 따르면 SNI 필드 차단 기술의 도입에 대한 인지여부와

불법・유해정보의 지속적인 이용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법적규제인 차단 기술이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불법・유해정보 이용이 불법이라

고 인식할수록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

에서 실제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차단 조치보다,

실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케 하였다.

[표 19] 향후 불법・유해정보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련된 요인 비교

변인
불법・유해정보 지속적인 이용

B β t p>|t|

성별 0.173** -0.0761 2.27 0.024

불법유해정보 이용 목적 -0.00489 0.0229 -0.21 0.831

이용 빈도 -0.0297 0.0194 -1.54 0.127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인지 여부 -0.0622 0.0724 -0.86 0.392

불법・유해정보 이용의 불법성 인지 -0.420*** 0.0829 -5.06 0.000

회귀계수
0.624***

0.219

  0.215

수정된   0.215

F값 6.6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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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효과 분석

제 1 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사례 분석

1.1. Tumblr를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의 유형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

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의 심의결과를 집중적으로 비교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 7월 31까지 심의된 126,603건을 분석하였다(표 18).

Tumblr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은 성매매・음란, 개인성행위

및 기타 성범죄, 의약품 판매, 마약류 거래, 초상권 침해 정보 등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Tumblr 접속차단 결과 중 99% 이상은 노

출과 성행위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성매매・음란 정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2019년은 Tumblr 심의결과에서 성매매・음란 정보의 비중

이 63.72%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표 20).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18년의 Tumblr 총 심의 건수

가 45,814건이었던 데 반해, 2019년 7월까지의 심의건수가 1,031건으로

99% 가까이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8년 12월에 Tumblr에서 자

체적으로 적용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영향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Tumblr 성인물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사

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게시된 성인물 또한

최대한 많이 삭제할 방침이기 때문에, 해당 SNS 사업자에 대한 접속차

단 건수가 다른 위반유형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Tumblr 접속차단 유형의 대부분이 성매매・음란 정보이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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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방법별 Tumblr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차단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민원 신고로 인한 심의 진행이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21).

[표 20] Tumblr 위반유형별 접속차단 결과

[단위 : 빈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성매매

음란

노출
2,304 12,210 5,532 7,887 284

(24.23) (25.62) (24.48) (17.22) (27.55)

성행위
7,137 35,218 16,885 37,108 286

(75.07) (73.9) (74.73) (81) (27.74)

아동포르노
1 - 1 1 -

(0.01) - (0.003) (0.002) -

조건만남
21 7 20 60 39

(0.22) (0.01) 0.09% (0.13) (3.78)

유흥업소
13 18 15 98 19

(0.14) (0.04) 0.07% (0.21) (1.84)

기타
1 27 15 137 29

(0.01) (0.06) 0.07% (0.3) (2.81)

계
9,477 47,480 22,468 45,291 657

(99.68) (99.63) (99.44) (98.86) (63.72)

개인성행위 및 기타 

성범죄

- - - 262 15

- - - (0.57) (1.45)

의약품 판매
- 9 1 37 35

- (0.02) (0.003) (0.08) (3.39)

마약류 거래
- 24 46 207 313

- (0.05) (0.20) (0.45) (30.36)

초상권 침해
26 132 73 9 1

(0.27) (0.28) (0.32) (0.02) (0.10)

기타
4 12 6 8 10

(0.04) (0.03) (0.03) (0.02) (0.97)

계
9,507 47,657 22,594 45,814 1,031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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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단된 URL 건수의 유형별 차이

2016년, 2017년, 2018년의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건

의 60% 이상을 Tumblr가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2019년은 전체 성매

매・음란 정보 접속차단 중 4.13%인 657건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umblr 심의는 45,291건에서 657건으로 98% 이상 감소한 반면, 전체 성

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심의는 64,678건에서 15,926건으로 약 75% 정도

감소하였다(표 22). 이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심의가 Tumblr에 편

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심의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1] Tumblr 성매매・음란 정보 인지방법별 접속차단 결과 
[단위 : 빈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민원
8,610 29,040 13,142 24,166 405

(90.85) (61.17) (58.49) (53.36) (61.64)

기관 신고
171 16,710 9,128 17,641 58

(1.81) (35.19) (40.63) (38.95) (8.83)

자체 모니터링
696 1,730 198 3,484 194

(7.34) (3.64) (0.88) (7.69) (29.53)

총계
9,477 47,480 22,468 45,291 657

(100) (100) (100) (100) (100)

[표 22]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차단에서 Tumblr의 비중

[단위 : 빈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Tumblr 총계
9,477 47,480 22,468 45,291 657

(25.35) (64.74) (78.76) (70.03) (4.13)

접속차단 총계
37,391 73,342 28,528 64,678 15,926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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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 정보의 월별 접속차단 추이를 분석한 결과,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3).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차단 유형을 분석한 결과, 텀블러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행위 정보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

고 있던 노출 정보가 크게 감소한 반면, 다소 위반조건이 까다로운 조건

만남, 유흥업소 정보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

만남 정보는 위치, 연락처, 가격조건, 성행위 관련 문구를 확인할 수 있

어야 하며, 특정 업소(장소)를 통한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는 유흥업소

정보로 분리하여 심의하고 있다. 상기 두 정보의 경우 성행위나 노출 정

보에 비해 성범죄나 사기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

고 유포하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실시간 전자심의로 개인동영상유출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표 23]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차단 월별 추이

[단위 : 빈도(%)]

구분
2018년 2019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Tumblr

접속차단

1,485 1,718 589 3 5 20 133 64 86 629

(34.2) (46.7) (24.2) (0.1) (0.2) (1.9) (3.5) (3.6) (4.5) (27.3)

전체 

접속차단

4,338 3,676 2,438 2,780 2,272 1,060 3,851 1,769 1,891 2,3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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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Tumblr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

2.1. Tumblr 이용자들의 기본 이용행태와 목적

Tumblr 이용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SNS를 얼마나 자주 활용하

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정보공유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답변

이 5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콘텐츠 공유, 개인 일상

정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5). 사용빈도는

[표 24]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 위반유형별 접속차단 결과

[단위 : 빈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7월31일

성매매

음란

노출
14,020 19,017 6,834 11,624 3,618

(34.16) (23.52) (21.6) (14.19) (12)

성행위
19,229 50935 20,532 48,944 9,917

(46.85) (62.99) (64.9) (59.74) (32.9)

아동포르노
244 262 3 40 124

(0.59) (0.32) (0.01) (0.05) (0.41)

조건만남
2,447 1,662 634 2,775 1,371

(5.96) (2.06) (2) (3.39) (4.55)

유흥업소
1,352 822 339 694 645

(3.29) (1.02) (1.07) (0.85) (2.14)

기타
99 644 186 601 251

(0.24) (0.8) (0.59) (0.73) (0.83)

소계
37,391 73,342 28,528 64,678 15,926

(91.09) (90.7) (90.18) (78.95) (52.83)

개인동영상 유출 및 
기타 성범죄

3,657 7,517 3,106 17,248 14,217

(8.91) (9.3) (9.82) (21.05) (47.17)

계
41,048 80,859 31,634 81,926 30,143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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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가 5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3회, 주 2회의 빈도로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2.2. Tumblr 이용자들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성인물에 대해 자율규

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신규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대해 성인물 콘텐츠는 유해하

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8.1%인 43명을 차지했고,

Tumblr 내부의 자정작용으로 다양한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2%인 11명에 그쳤다. 반면 성인물 콘텐츠 제한으로

Tumblr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전체 응답

자의 32.7%인 50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성인물 콘텐츠

[표 25] Tumblr 이용 목적(복수응답)

[단위 : 빈도(%)]

개인 일상 정리 45 (29.4)

친목 도모 33 (21.6)

정보 공유 86 (56.2)

광고・홍보 목적 31 (20.3)

콘텐츠 공유 49 (32)

[표 26] Tumblr 이용 빈도

[단위 : 빈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주 7회

88 

(57.4)

19 

(12.4)

26

(17)

7

(4.6)

7

(4.6)

3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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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SNS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의견과 개인

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16.3%, 15.7%로 뒤

를 이었다. 연령별로 20대와 50세 이상인 경우 성인물 콘텐츠에 대한 신

규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30

대와 40대의 경우 성인물 콘텐츠 제한으로 Tumblr 이용이 감소할 것이

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였다.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35.3%에 그쳤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4.7%의 비중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27).

[표 27]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인식

[단위 : 빈도(%)]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91 62 28 45 52 28 153

긍
정

성인물 
콘텐츠는 
유해함

20 23 11 8 14 10 43

(22) (37.1) (39.3) (17.8) (26.9) (35.7) (28.1)

자정작용으로 
다양한 이용 
증가 기대됨

9 2 1 3 3 4 11

(9.8) (3.2) (3.6) (6.7) (5.8) (14.3) (7.2)

부
정

성인물 콘텐츠 
제한으로 

Tumblr 이용 
감소할 것임

30 20 7 15 22 6 50

(33) (32.3) (25) (33.3) (42.3) (21.4) (32.7)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

18 6 1 13 6 4 24

(19.8) (9.7) (3.6) (28.9) (11.5) (14.3) (15.7)

성인물 
콘텐츠가 다른 

SNS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임

14 11 8 6 7 4 25

(15.4) (17.7) (28.5) (13.3) (13.5) (14.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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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이용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직접 질문해 보았다. 어린

이・청소년에게만 유해하고 성인에게는 문제없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의 39.2%인 60명에 달하였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우려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의견이 38.6%인 59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었

다. 개인의 선택일 뿐 문제없다는 의견은 전체응답자의 22.2%인 34명으

로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물이나 아동학대 영상 등이 아닌 일반 성인물이나 노출 사진

에 대한 것까지 모두 제한하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성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

인다(표 28).

[표 28]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단위 : 빈도(%)]

민감한 콘텐츠를 

이용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전체

응답자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91 62 28 45 52 28 153

개인의 선택일 뿐 
문제없음

29 5 3 15 12 4 34

(31.8) (8.1) (10.7) (33.3) (23.1) (14.3) (22.2)

어린이・청소년에게
만 유해하고 
성인에게는 
문제없음

37 23 13 18 21 8 60

(40.7) (37.1) (46.4) (40) (40.4) (28.6) (39.2)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우려로 모든 
사람에게 유해함

25 34 12 12 19 16 59

(27.5) (54.8) (42.9) (26.7) (36.5) (57.1)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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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인

식’을 종속변수로 ‘성별’, ‘나이’, ‘Tumblr 사용 빈도’, ‘Tumblr 신규 커뮤

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지속 사용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

중회귀분석결과, ‘나이’, ‘Tumblr 사용 빈도’ 요인은 p-value 값이 0.0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성별’,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인식’, ‘Tumbl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지속 사용 여

부’ 요인의 p-value 값이 0.05 이하가 되어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

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

요인 분석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더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민감한 콘텐츠의 이용이 유해하다고

[표 29]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 비교

변인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인식

B β t p>|t|

성별 0.406*** 0.114 3.55 0.001

나이 0.00662 0.0057 1.16 0.250

Tumblr 사용 빈도 0.00877 0.0393 0.22 0.824

Tumbl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긍정, 부정 더미 변수) -0.421*** 0.114 -3.68 0.000

Tumblr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지속 사용 여부

0.383*** 0.120 3.18 0.002

회귀계수
1.407***

0.416

  0.265

수정된   0.240

F값 10.5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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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

인 도입 후 Tumblr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민감한 콘텐츠에 대해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민감한 콘텐츠 이용의 유해성에 대해 이용자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Tumblr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Tumblr에 유통되는 콘텐츠가 깨끗해졌기 때문인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2.3. Tumblr 이용자들의 이용 지속성 및 향후 계획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해당 SNS 이용을 지속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변한 사람에게 해당

사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존에 이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

겠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4.7%인 44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였고, 편리하다는 의견이 23.5%인 16명,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으로 Tumblr 내 유통정보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사람이

11.8%인 8명으로 나타났다(표 30). 반면, 이용중단 사유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42.4%인 36명으로 나타났고, 성인콘텐츠가 제한되어 다른 사이트

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31.8%,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한할 지도 모른

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이 25.9%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1).

[표 30]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계속 이용 사유

[단위 : 빈도(%)]

편리성 16 (23.5)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므로 44 (64.7)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Tumblr 내 유통 콘텐츠가 깨끗해짐 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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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r 외에 이용하고 있는 SNS 서비스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튜브

가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순서로 나타났다(표 32).

Tumblr 외의 다른 SNS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사용

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6.9%인 87명에 달했고,

민감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제한이 적고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표 32). 전반적으로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인해 성인물 콘텐츠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부

정적으로 생각하고 페이스북, 트위터보다 늦게 서비스를 시작한 후발 업

체로서 사용자 편리성에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이용 중단 사유

[단위 : 빈도(%)]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한할 것 같아서 22 (25.9)

성인 콘텐츠가 제한되어
접근 가능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함 27 (31.8)

불편해서 36 (42.4)

[표 32] Tumblr 외에 이용하고 있는 SNS 서비스

[단위 : 빈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32 (20.9%) 23 (15%) 39 (25.5%) 59 (38.6%)

[표 33] Tumblr 외에 다른 SNS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

[단위 : 빈도(%)]

부가기능이 많음 14 (9.2)

사용이 편리함 87 (56.9)

민감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 가능함 26 (17)

제한이 적고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음 2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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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Tumblr의 지속적인 이용’을 종속

변수로 ‘성별’, ‘Tumblr 사용 빈도’,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민감한 콘텐츠

에 대한 인식’, ‘Tumblr 외 다른 SNS 사용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Tumblr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성별’,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

드라인에 대한 인식’, ‘Tumblr 외 다른 SNS 사용 여부’는 p-value 값이

0.0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Tumblr 사용 빈도’와 ‘Tumblr 신

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 요인의

p-value 값이 0.05 이하가 되어 ‘Tumblr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표 34] Tumblr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련 요인 비교

변인
Tumblr의 지속적인 이용

B β t p>|t|

성별 0.133* 0.0789 1.69 0.093

Tumblr 사용 빈도 -0.0984*** 0.0253 -3.89 0.000

Tumblr 신규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긍정, 부정 더미 변수)

-0.0306 0.0796 -0.38 0.701

Tumblr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 0.172*** 0.0527 3.27 0.001

Tumblr 외 다른 SNS 사용 여부 0.0361 0.0325 1.11 0.269

회귀계수
1.141***

0.254

  0.237

수정된   0.211

F값 9.1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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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r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Tumblr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당

시 민감한 콘텐츠의 제한으로 기존 이용자의 활동이 줄어들고 실제 불

법・유해정보의 감소가 아닌 불법・유해정보의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만

초래하는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한 것처럼 기존 이용자의 이용감소로 이

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Tumblr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나타

난 것을 통해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 이용자가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깨끗해진 SNS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면 자연히 Tumblr

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결과 또한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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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에서 약간의 수정 또는 보완된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점증주의 이론을 원용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

여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내용규제

정책의 한 방법인 접속차단의 효과를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과 사업자 자율규제 중 2018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된 Tumblr

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내용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더 나아가 변화된 규제의 집행을 통해 실제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과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인터넷 내용규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 전후 위반유

형, 인지방법, 차단 건수 증감에 따른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결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례 비교를 통

해 해당 기술과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에 효과적인지 관

찰하였다. 기존 URL 차단 방식의 경우 보안접속(https) 사이트에 대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지만 새롭게 도입된 SNI 필드 차단 방식의

경우 기존의 기술로 차단되지 않는 보안접속(https) 사이트의 메인 URL

에 대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차단 결정을 하

더라도 실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2019년에 조

치된 접속차단 건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차단이 유효한 정보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어 접속차단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실제 심의 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였다.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불법・유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및 행동 변화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영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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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드라마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와 ‘음란물’ 정보에 가

장 많이 접속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주된 이용 목적은 ‘즐거움’, ‘시

간 소비’,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기술 도입 이후 불법・유

해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여 해당 기술의 도입

이 이용자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쉽게 우회가능’하거나 ‘차단된 사이트 외에 다른 대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등의 이유로 해당 정보에 대한 이용을 중단하지 않겠다

고 응답한 이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SNI 필드 차단 기술이 완

벽히 해외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자들도 이미 알

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

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점으로서 새로운 차단 기술이 개발된다

고 하더라도 차단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 중단을 한 이용자들의 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무조건 차단 기술 개

발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 중단 사

유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

‘접근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추가로 적

용된 SNI 필드 차단의 효과가 존재하며, 처벌 가능성이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불법・유해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상당히 존재하였다. 다만,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에 대한 인지여부가 불법・유해정보의 지속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해당 정보의 이용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

는 것이 불법・유해정보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단순 차단 기술 개발과 도입이 이용자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인지여부가

실제 이용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와 함께 이용자에

게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개선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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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umblr의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

용이 통신심의에 미친 영향은 다소 흥미로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선 지난 5년간 Tumblr에 대한 접속차단 건수의 약 99% 정도가 성매

매・음란 정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건수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12

월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용된 이후 전월 대비

Tumblr 접속차단 건수가 65% 감소하였고, 2019년 1월부터는 9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

한 접속차단 건수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기존 Tumblr에서 주로 유

통되던 노출, 성행위 정보 등에 대한 심의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 유출이나 헤어

진 연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

죄 관련 정보의 심의 건수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Tumblr의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실제 이용자의 인식 및 행동에 변화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응

답자의 약 64%가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해 ‘성인물 콘텐츠의 제

한으로 Tumblr 이용이 감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성인물 콘

텐츠가 다른 SNS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응답자의 약 44%는 ‘성인물 콘텐츠는 유해함’, ‘자정작용으

로 다양한 이용증가가 기대됨’을 이유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해

당 가이드라인 적용 후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문제라는 반응보다 개인의 선택이거나 어린이・청소년에

게만 유해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개인 사업자가 자율적으

로 특정 정보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을 추측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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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가이드라인 도입 후에도 Tumblr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일수록 민감한 콘텐츠에 대해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Tumblr 사용빈도와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Tumblr의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umblr를 주로 성인

물 등의 민감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한 경우, 민감한 콘

텐츠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자연히 Tumblr의 이용도 중단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데 다소 영향을 주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적인 내용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

는 모두 심의결과와 이용자의 인식 변화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넷 정보에 대한 내용규제는 언제나 이용자

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영역의 정책이기 때문에

급격히 변화를 시키거나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인터넷 내용 규제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온 SNI 필드 차

단 기술이라는 행정적 규제와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불명예스러운 낙

인이 찍혔던 해외 SNS 사업자인 Tumblr의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자율

규제는 정부 주도의 규제와 민간 사업자의 자율규제의 효과가 협력적으

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정된 시간, 정보, 비용 내에서 현재의 상황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소수의 대안으로 다소 보수적인 과정을 통해 일부분만을 분석하여 대안

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내용을 다시 수

정·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하

고 있는 점증이론처럼 인터넷 내용 규제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

서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자가 기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을 수정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한 것이 접속차단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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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불법・유해정보의 접근 감소로 이어져 보다 인터넷 내용규제의 효과

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018년과 2019년은 급변하는 인터넷 이용 환경 속에서도 특히 사업자

의 자율규제나 통신심의에 있어 다른 해보다 많은 변화가 존재했다. 우

선 저작권침해 정보와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

해 TF 구성 이후 정식으로 저작권침해대응팀과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설되었고, 접속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

발된 SNI 필드 차단 기술에 대해 인터넷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삭제를 위해 끊임없

이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었던 Tumblr가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성인

물 콘텐츠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고 제한하는 등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

다.

본 연구는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차단기술의 적용과 사업

자의 자율적인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보다 효과적인 인터넷 내용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변화된 기술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인터넷 이용

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았고,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해외 SNS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특히 가짜뉴스와 혐오표현(Hate speech), 기타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으로부터 자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해외 소셜미디어 규제법안의

내용은 대부분 해외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신고를 통해 불

법・유해정보가 사업자에게 신고된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보

고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방식은 사실상 해외 민간 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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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자율규제 권한을 위임하고, 법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규제에 가까운 형태이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이 제안되고 있는 이

유는 사실상 자율규제 기구가 SNS상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자를 찾

아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게 요청할 권한

이 없고, 게시자를 찾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소셜미디

어 업체에게 돌리고 스스로 삭제 등의 조치로 해결하도록 규제하게된 것

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SNS 플랫폼 사업자 중 하나인 Tumblr의 강력한

자율규제는 실제 국내의 법적규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삭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다만, 사업자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인한 효과이기 때문에 해당 자율규제가 영속적이라고 볼 수

는 없으며, 모든 해외 SNS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해당

되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지속되기 위해 국내 법률에 의해 해외 SNS 사업

자의 자율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특히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과 같이 해외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자율규제를

하도록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적규제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터

넷 내용규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자율규제는 사업

자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해 처음부터 정부규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 번에 정부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완전 자율규

제로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자의 완전 자율규제도 단점

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공동규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의사례 분석이나 이용자의 의식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기

에 다소 기간이 짧아 단기간의 효과를 측정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이용자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에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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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점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규 차단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에 대해 예견하고 있었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우회하는 기술

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개발을 통한 정부 주도 규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차단 기술이 무력화 된다고 하더

라도 인터넷 이용자의 일부는 해당 방법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지만 불편함이나 불법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접속하지 않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해당 기술의 개발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단계에서 10대를 조사 범위에 넣었지만 아쉽게도 회신

을 받지 못하여 전 세대에 걸친 측정을 할 수 없었다. 10대의 경우 실제

인터넷 이용량이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아동・청소

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쉬

움이 남는 연구결과라고 생각된다. 해당 기술 및 자율규제의 도입 전후

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해당 시점 전후의 비교

및 추적을 통해 신뢰도 높은 다수의 패널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행정적 내용 규제와 사업자의 자율규

제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공동규제의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서는 Tumblr 외에 다른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Tumblr의 자율규제가 전체적인 성매매・음란 정

보에 대한 차단건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

으나, 실제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는 성매매・음란 정보의 양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기존에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중 Tumblr 정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해당 정

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했다거나 당시 신고인의

특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터넷상에 유통되

고 있는 성매매・음란 정보의 총량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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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인터넷상의 성매매・음란 정보가 감소

했고 인터넷 환경이 정화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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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the concerns of censorship brought on by

the application of SNI field blocking technolog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URL access blocking method as a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blocking measures, which is a means of

regulating Internet contents on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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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utilizing incremental theory,

by reviewing and examining whether the introduction of such

technologies has the proper effect as the regulatory objectiv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effects of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on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rough analysis of review cases before and after revision of

community guidelines of Tumblr, a foreign SNS operator. In

addition, it is reviewed empirically through a survey to see if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which appli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self-regulation of operators, can ultimately lead

to changes in the users’ perception of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ith change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technologies de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of

contents on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abroad, the

introduction of SNI field blocking technology has somewhat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access blockages,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it can maintain a healthier Internet

environment with voluntary cooperation from operators, not just

implementing regulations for compulsory administrative

initiatives.

Based on the case of review of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which was decided to block access from 2015 to

July 2019, the actual blockage can be applied only to the main

URL of the secure access site that is not block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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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method, after comparing the cases of connection

blocking by the violation type, the local law, and the number of

blockages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In addition, a survey of changes in Internet users' behavior

was conducted to verify that changes in regulations could lead

to changes in the actual users’ consciousness, and it was

confirmed that recognizing that the use of illegal or harmful

information abroad was illegal and problematic affects the

continued use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is study, we

believe that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content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will enable us to explore

Co-regulation and to confirm that we can create a substantially

sound user environment.

keywords : Internet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Analysis of

Communications deliberation,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Analysis of Changes in Internet Users' Behavior , Self-Regulation,

government regulation, Co-regulation

Student Number : 2017-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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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설문 문항]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확인에 관한 설문조사

A. SNI 필드 차단 기술 적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확

인하기 위한 설문

1.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에 접속하거나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복수응답 가능)

2. 인터넷을 통해 위의 정보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① 음란물(포르노 동영상)

② 도박

③

금융(무인가 금융투자업-fx마진거래, 선물옵션, 바이너리옵

션 등 파생상품 거래, 미등록대부업(사채), 휴대폰 소액결제 

할인 대출(휴대폰깡))

④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영

화, 드라마, 음악, 만화 등 다운로드)

⑤ 의약품 판매 사이트

⑥ 마약 거래 사이트

⑦ 없음

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② 시간을 적당히 소비하기 위해서

③ 스트레스 해소

④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⑤ 가격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⑥ 오프라인 상에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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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빈도는?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⑤ 주5회 ⑥ 주6회 ⑦ 주7회

4. 법령을 위반하여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속차

단 기술 중 한가지인 SNI 필드 차단 기술(2019년 2월 11일부터 

적용됨)에 대해 알고 있는지?

① 예 ② 아니오

5.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에도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① 예 ② 아니오

6.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해당 정보를 계속 이용한다면, 그 이

유는?

7.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 접속하는 방법이 이전과 차이가 없이 편해서

② 접근이 약간 불편해졌지만 쉽게 우회하여 이용할 수 있어서

③
기존에 이용하던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쉽게 다른 새로운 

사이트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④ 유료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⑤ 불법・유해 정보와 유료서비스의 질과 양에 차이가 없어서

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②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③ 접근이 어려워져서

④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⑤ 적법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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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 후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9. 해당 정보가 반복적으로 차단된다고 하더라고, 이용을 계속할 것인

지?

① 불법행위이다.

②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③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국내의 

법률이 문제다.

①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
불법적이거나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일단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③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하므로 계속 

이용할 것이다.

④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국내의 

법률이 문제이므로 계속 이용할 것이다.

⑤
정보는 계속 생성되므로, 결국 차단이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계속 이용할 것이다.

B. 2018년 12월 17일부터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

용 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1. Tumblr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 적이 있는지?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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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umblr의 주된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복수응답 가능)

3. Tumblr 평균 이용 빈도는?

① 주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⑤ 주5회 ⑥ 주6회 ⑦ 주7회

4. Tumblr의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텀블러 성인물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게시된 성인물 또

한 최대한 많이 삭제할 방침임.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 텀블러의 Trust & Safety

팀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중이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통

한 분류와 실제 사람에 의한 분류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판단할 예정임.

•이미 게시되어 있는 성인물의 경우, 텀블러에서 해당 회원에게 4일부

터 이메일 알림을 보내고 있으며, 17일부터는 성인물로 표시된 모든 포

스트를 작성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설정으로 전환.

① 개인 일상 정리

② 친목 도모

③ 정보 공유

④ 광고・홍보 목적

⑤ 콘텐츠 공유

① 성인물 콘텐츠는 유해한 정보이므로 긍정적인 일이다.

② 자정작용으로 다양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성인물 콘텐츠 제한으로 Tumblr 이용이 감소할 것이다.

④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⑤
성인물 콘텐츠가 다른 SNS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사실상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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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이

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6.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Tumblr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① 예 ② 아니요

7.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Tumblr를 계속 이용한다면 그 

이유는?

8.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 후 Tumblr를 계속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① 개인의 선택일 뿐 전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유해하지만,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다.

③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유해하다.

① 편리해서

②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③
신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콘텐츠가 깨끗해졌기 때

문에 

①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제한할 것 같아서

② 성인 콘텐츠가 제한되어 이용 가능한 다른 사이트를 이용함

③ 불편해서



- 109 -

9. Tumblr 외 다른 SNS를 이용하고 있다면 어떤 SNS를 이용하고 있

는지?

① 페이스북 ② 트위터 ③ 인스타그램 ④ 유튜브

10. Tumblr 외 다른 SNS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① 부가기능이 많아서

② 사용이 편리해서

③ 민감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④ 제한이 적고 이용자의 자유도가 높아서

C.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

1. 본인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본인의 연령은? 만 (      )세

3. 본인의 거주 지역은?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전광역시 ⑤ 대구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경상북도

⑬ 경상남도 ⑭ 전라북도 ⑮ 전라남도

⑯ 제주도 ⑰ 세종시 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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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의 직업은?

① 경영직 ② 사무직 ③ 생산/기술직

④ 서비스/영업직 ⑤

전문직(의사,약

사,변호사,예술

가 등)

⑥ 자유직

⑦ 공무원 ⑧ 자영업 ⑨ 교사/학원강사

⑩ 전업주부 ⑪ 대학생/대학원생 ⑫
초등/중등/고등

학생

⑬ 농/임/수산업 ⑭ 무직 ⑮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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