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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정보 질서의 국제화*

1)

Rainer Wahl
**

金 泰 昊*** 
譯

Ⅰ. 정보질서 하의 개방 국가

1. 현대 국가 유형으로서의 개방 국가

모든 입헌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만한 변화를 경험하 다. 그들은 내

부를 향한 폐쇄적 국가에서 밖을 향한 개방적 국가로 변모하 다. 이것은 이전의 

민족국가 상황에 비추어 큰 차이이다. 독일에서 민족적 주권국가는 이론적․실질

적으로 실재하 고, 유럽대륙에서 특히 강력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식민지 시

기 이후 유럽 외에서도 형성되었다. 민족국가의 특징으로는,

- 강한 屬地化,

- 국경의 강조,

- 내외부의 강한 구별,

- 사람뿐 아니라 재화에 대해서도 국가 유입시 통제하는, 주권의 갑옷,

- 내외부 간의 상호불침투성(Undurchdringlichkeit)1)이 있다.

- 특히 기술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폐쇄적 주권국가 시대에는 우편 및 

전신전화를 독점하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서신, 신문, 통신상 대화 등을 모

두 통제할 수 있었다.2)3)

* 이 논문은 2002년 10월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
되었던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Symposium zwischen den 
juristischen Fakultäten der Uni Freiburg und Seoul)에서 발표된 것이다.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大學校 法學科 博士課程 修了
1) 독일 국가이론에서 불침투성(Impermeabilität)이라 불리는 것으로, 라틴어인 permeabel
은 durchdringlich에, impermeabel은 undurchdringlich에 해당하는 말이다.

2) 이에 대해서는 J. Delbrück/Ch. Tietje, “Grundzüge und rechtliche Problem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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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단한 묘사로부터 시작해 보자면 그동안의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를 두 

가지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다.

(1) 첫째 유럽연합에서는 주권 민족국가가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회원국가, 즉 

초국가적인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국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외국․비유럽의 

연구자는 독일․독일법을 관찰할 때 이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는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에 대응하는 것, 즉 자신의 국가에서 적절히 비교할만한 

것이 없어서 그 현실을 간과하곤 한다. 유럽연합이 현재 여러 세계지역공동체의 

선도자는 아니므로, 이하에서 유럽화 과정의 세부 내용과 특징들은 취급되지 않

을 것이다.

(2) 또 하나의 경향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협력에 개방적인 

국가 현상이 그것이다. 이 말의 유사개념 내지 다른 표현으로는 가령 개방적 국가

성, 국가의 국제적 개방, 국제적 공조 내지 협력적 헌법국가에 대한 헌법적 결단과 

같은 것이 있다.4) 이러한 형태는 유럽연합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현상

이다. 이는 개별 국가에 파장을 가져온 로벌한 ‘개방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 국가들의 ‘주권의 갑옷’이 벌써 벗겨졌거나 구멍이 났고,

- 국경과 토를 넘나들게 되었으며,

- 그 결과 국가가 ‘자신의’ 국민과 공간을 이전처럼 완전히 통제하는 현상이 

급감하 고,

- 국가의 전통적인 삼요소, 국민과 토, 통치권 모두에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2. 조정․협력하는 개방적 국가와 국제법

개방 국가로의 국가 변화는 당연히 국제법에 반 된다. 국제법은 국가의 변화

와 상응하여 여러 시대적 변화를 거쳐왔다. 유럽의 전통 국제법은 주권국가들의 

법 중 일부로서 발생하 는데, 이러한 최초의 전통적 국제법은 이미 19세기 초에 

internationalen Informationsordnung,” in: Hans-Bredow-Institut (Hrsg.), Internationales 
Handbuch für Hörfunk und Fernsehen, 2000/2001, 25판. 2000, 15면.

3) 양 세계대전에서 전쟁당사자인 민족들, 독일과 국, 일본과 미국은 서로 잘 몰랐다. 
이러한 (정보) 상황 하에서 국가가 적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고 유지하기란 어렵지 않
았다.

4) 자세히는 R. Wahl, “Internationalisierung des Staates,” in: FS für Hollerbach, 194면. 각
주 6-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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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고, 계속

- 조정법으로서의 국제법(조약과 협정의 체결)으로, 그리고

- 협력법으로서의 국제법(국제적 조직의 창설)으로, 나아가

- 헌법화의 요소를 담는 국제법, 즉 국가공동체가 관심갖는 가치와 재화의 내

용을 담고 있어 개별 국가 또한 구속하는 국제법으로 전개되었다.

협력법으로서 국제법의 특징은 강력하고 의미있는 국제조직의 결성시에 드러

난다. 1945년 이래의 국제연합계열 대규모 국제조직이 그 예이다.5) 정보 및 정보

질서에 관한 법은 국제화 과정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폭넓은 형

태의 국제화 과정이 진척되었다. 19세기에 이미 국제전신연합이 존재했는데, 이 

기구는 국제조직의 개척자 역할을 하 다. 사실 이것은 이해할만한 일로서, 전

신․전화, 통신 역은 국경 내에 머물지 않고,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대규

모 비용을 들여 조직화하었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는 역이기 때문이다.

3. 법질서들의 단계화 현상: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호 결합하는 역

으로서의 통신

오늘날 정보법․환경법 등의 법 역은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가법과 국제법이 

상호작용하는 역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통신법과 정

보법은 단계화된 법질서로서만 적절히 파악될 수 있다. 한편에서 국제적인 차원

에서의 강한 법 정립활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 역과 국제적 역의 계

속적인 상호 결합 과정이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新法이 제정되면 그 국제법의 
해석은 공식적인 전환과정과 별도로 항상 국내법에 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환

경법․식품법․통신법에서 하나의 총괄적인 법질서는 두 단계 내지 두 역으로

부터 생성된다. 한 국가에서 통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만이 아니고, 계

속해서 보충되고 변경되는 국제법에 유의해야 한다.

정보통신법의 예에서 이러한 단계화된 법질서 내지는 법정립의 피라미드현상

이 좀더 설명되어야겠다.

5) 이에 대해서는 E. Klein, in: W. Vitzthum (Hrsg.), Völkerrecht, 1997, 4. Ⅲ장 1, 갓번
호 2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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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유화 이전의 정보 질서: 공적서비스 제공자이자 

국제적 조정․협력주체인 주권 국가

로벌화․자유화는 최근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서 이를 통해 자유화 이전의 시

기와 이후의 시기가 구분된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은 우선 기

술적인 발전을 통해, 나아가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며 자유로

운 정보의 흐름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원활한 정보의 흐름은 모든 정치적 국

경을 철거하고 급격히 허물어뜨리는 의미도 갖게 된다. 현대의 정보기술은 다양

한 차원에서 국경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국가의 역, 즉 토의 위상을 격하시킨

다. 이전에 개별 국가와 사회는 정보 흐름과 정보력을 통제하여 시민들로부터 방

호벽을 칠 수 있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른바 ‘폐쇄조합’(closed shop)으로 조직

될 수 있었다(책․신문․ 화의 유입에 대한 통제, 교란신호를 통한 방송전파의 

차단).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

지난 시대를 간략히 묘사하 는데 그 중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정보

질서의 현 국면은 지난 시대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양 국면이 정보질서법의 발전 단계에 각기 조응한

다는 점이다. 양 국면은 서로 다른 국제법․국가법의 시대를 각각 대표하고 있다. 

주권을 중심에 두는 국제법은 주권을 강조하는 국가법에 상응하는 것이다.6)

자유화 이전:

국제적 차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권국가간의 상호조정

국내적 차원
국가 (독점적) 행정활동
법적인 규율이 거의 없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거의 모든 국가(예외: 미국)에서 국가독점이 우세하

다.7) 국가와 국가행정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 으며, 전화선을 

6) R. Wahl, “Der Einzelne in der Welt jenseits des Staates,” Der Staat 40 (2001), 45, 
70면.

7) A. Tegge, Die internationale Telekommunikations-Union, 1994, 2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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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주고 전화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규격장비․전화장비를 팔기도 하 다. 이

러한 고유한 업무제공과 국가독점의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일로서, 군사적인 차원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반시설의 제공이 있었다. 국가

는 전 지역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보부문의 기

반시설을 구축하는 산파로서의 기능을 하 다. 장기간에 걸쳐 전화시설의 네트워

크가 설치되었고, 그것은 실제로 비교적 촘촘하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었

다. 우편의 경우 잘 짜여진 우편 서비스망과 촘촘한 우송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1865년 이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하ITU로 약칭한

다)이 다양하게 이름을 바꾸어 가며 존속하 다.8)9) 정보통신 업무가 널리 국경

을 넘나드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위해 국제법과 국제조직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업무의 물적 구조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주권이 

강조되기는 하 지만, 국가들은 이 분야에서 주권의 강조를 포기하고 일반기술표

준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10)

한편 ITU는 많은 여타 국제조직의 모델이 되기도 하 다.11) 이 조직은 국제조

직법의 중요부분을 앞서서 정립하 고12) 의심의 여지없이 오랜동안 세계 전기통

신질서의 중심에 있었다.13) 이 원형적 국제적 조직을 결성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8) 만국전신연합(1865), 국제전신연합(ITTU, 1876), 국제무선전신연합(IRU, 1906), 국제전
기통신연합(ITU, 1932)

9) 1876년 이후 만국전신연합은 국제전신연합(ITTU)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무선통신이 
개발됨에 따라 국제무선전신연합(IRU)이 참가하게 되었다. 양 조직은 1932년의 세계
통신협약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새로운 기술발전
에 따른 국제조직 업무의 증가를 반 하는 것이다. 양 세계대전 이후 1947년 애틀란
타 회의와 195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제방송협약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신질서
가 시작되었으며, 이 조직은 특히 1949년이래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안정적 시기
를 거쳐 1960․1970년대에 와서 조직이 흔들리기 시작한 ITU는 80년대 말에는 경제
적․기술적 변화에 따른 가시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개혁작업은 1993
년부터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착수되었다. 정보통신 역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
에 여전히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조직적․기능적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Ⅲ. 2. b) 참조.

10) ITU의 특징은 이 조직이 전신․전화의 越境현상을 철저히 참가국가들의 주권에 근거
하여 규율해 왔다는 점이다. ITU는 지금까지 국가의 주권을 가능한 대로 보호해 왔으
며, 국제 통신질서의 형식과 구조는 국가중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11) ITU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기술 중 초기 국면에 대해서는 G. A. Codding,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An Experimen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1952 (Neudruck 1972)을, 변천에 대해서는 A. Tegge(각주 7)을 참조.

12) A. Tegge(각주 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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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전기통신행정 간의 공조 규율형태를 띠었으나, 곧 국제법상 공조질서가 

생겨났다. 국경을 넘나드는 통신질서의 구현은 국가행정에 의한 국가임무로서 준

수되었으며, 국제조직이 이를 옹호하 고, 필요한 협조가 보장되었다.14) 그러나 

그밖에 텔레비전 방송의 교류는 민족국가의 국내법제도 하에 놓여 있었다.

Ⅲ. 자유화에 따른 정보 질서: 사기업과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계적 규율

통신의 자유화(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보질서의 자유화)는 지난 20년간 발전의 

토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15) 이 과정에서 이분화된 법질서가 구축되게 되었

는데, 사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자유화된 통신법과 (작기는 해도) 국가가 갖는 규

율 임무 역이 그것이다. 양자는 서로 강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두 국제법

의 향 아래 있다.

1. 국내적 차원에서의 자유화

국가의 독점적 공급으로부터 (80년대에 시작된) 사경제적 내지 사적으로 주어

지는 서비스제공으로의 移轉은 몇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
으며,16) 국가가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

13) A. Tegge(각주 7), 283면, 301면 이하.
14) 오늘날 ITU는 특히 660단체의 ‘섹터 회원’(“Sector Members,” 각주 30 이하 참조)들
을 포함하 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와 사적 역간의 협력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늘날 이 조직은 정부들과 산업부문이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협력하

는 세계 차원의 포럼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5) E.-J. Mestmäcker (Hrsg.), Kommunikation ohne Monopole II, 1995; Ch. Koenig/J. 

Kühling/H. Schedl, Liberalisierung der Telekommunikationsordnungen ― ein Rechtsvergleich, 
2000.

16) 무엇보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발전되었다. 서비스의 질적인 단계 스펙트럼
은 단순한 기초적인 서비스로부터 일부는 사치스럽다고 불릴 수도 있는, 다양한 부가
적 서비스에까지 이른다. 시장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비스는 공급의 차
원에서 소비의 차원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 자동차기능의 역에까지 이것이 적

용되고 있다. 그밖에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기술이 사적 시장으로 이전되게 되
었기 때문에 이 역의 통제이익 감퇴가 지적될 수 있겠다. 그 한 가지 예가 최근 발
명 30년을 맞은 인터넷으로서, 원래 군사 역에서 발전한 것이 점점 학문적인 정보교

류를 위해 사용되다가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사적․상업적인 활용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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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경제적인 활동은 법적인 대강의 규율을 필요로 하 다. 그 때문에 민 화는 

법적 규율의 증가와 결합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국가는 법질서를 통해 이 오랜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자극하고 육성해야만 한다. 이 법이 투자를 촉진하는 법으로서 형성될 때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지금까지의 (그리고 여전

히 사적으로는 그러한) 독점에서부터 경쟁의 (단순) 참여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가야 하며, 그것을 감독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경쟁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보호되는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 이익까지도 중

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는 자유화된 시장에 대해 

고유한 大綱의 질서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임무(Regulierungsaufgabe)를 

넘겨받은 규제행정청으로 하여금 이전의 독점기업과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공평

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질서와 규제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진다.

- 새로운 경쟁자들이 통신망에 접근하는 조건들, 전형적으로 독일의 도이체텔

레콤(주)과 같은 이전의 독점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경쟁자들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요금은 ‘적절한’(erschwinglich) 가격을 목표로 통제되어야 한다(통신법 제17

조 제1항 제1문의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 신규 서비스제공자 내지 서비스에 대한 허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임무

가 있다(가령 통신법 제6조 이하).

- 끝으로 일반 경쟁법상 문제 및 경쟁관련 일반행정청과의 공조(독일의 경우: 

연방카르텔규제청과 규제행정청의 공조)의 임무가 있다.

2. 국제조직(WTO, GATT 그리고 ITU)

위에서 본 정보통신 역에서의 급속한 변천이 무엇보다 국제적(그리고 유럽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국․ 국과 같은 선도자들에 

의해서는 국가 고유결정에 대한 자유화가 시작되어 관철된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

서, 특히 독일에서는 뒤늦게 국제법적인 자극이 정보통신 역의 변천에 촉진기능

을 수행하 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다.

a) 국제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율활동이 자유화의 기초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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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극하 다.17)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결과로 생겨

난 이 세계적 조직은 통신부문에도 개입하 다. WTO는 국가 중심적인 전신․전

화의 공급을 시장 경제적 경쟁 하에서의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WTO의 활동 목적은 포괄적이고 자유로우며 투명한 

세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18) 이 때문에 자유로운 세계경제

활동의 기본원리가 1994년 GATS 협정(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서

비스 제공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통신의 경우 별도로 1994년의 “통신에 관한 부칙”이 있다.19) 여기서 특히 통

신의 이중적인 역할이 강조되는데, 통신은 한편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역이고 

또 한편 다른 경제분야의 필요를 위해 제공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는 점이다.20)

GATS 협정을 통해 형성된 법은 일단 불완전한 것이었다. 협정은 많은 유보사

항들을 담고 있는 한편, 사실상 이미 규율되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당사국은 즉

시 일반적이고 동등하게 자유화를 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개별 참여 

국가들은 그때 그때 상이하고 특별한 약정을 만들었다. 가령 특별한 약정의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의무 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명단을 첨부하는 식이

다. 그러나 그 동안 1997년의 의정서에 의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졌으며 통신

시장의 상당한 개방에 합의하게 되었다(1997년 GATS의 제4의정서,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 이 의정서는 독일에서도 1998년 1월 1일 이후 전반적인 자유화를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97년에는 진전된 자유화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른바 제4 의정서의 일부인 참조문서21))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 국가들의 국내 통신시장 법질서를 경쟁법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확정되게 되었다. 여기서 (참여 국가 내부 및 국경을 넘는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

급부제공자는 차별받지 않는 적절한 조건 하에서 통신네트워크와 통신서비스에 

17) WTO의 홈페이지는 http://www.wto.org이다.
18) 이에 대해서는 Art. VI GATS; W. Benedek (Hrsg.), Die Welthandelsorganisation, 

1998, 본 논문의 부록 4와, Ch. Tietje, in: E. Grabitz/M. Hilf (Hrsg.),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제2권 (EG-Sekundärrecht, E. Außenwirtschaftsrecht, hrsg. von H. 
G. Krenzler), 2000년 7월 기준, E 27, 갓번호 213-234를 참조.

19) BGBl. II 1994, 1503면 이하( 어), 1664면 이하(독일어). B. Holznagel/Ch. Enaux/ 
Ch. Nienhaus, Grundzüge des Telekommunikationsrechts, 2001, 202면 이하 역시 참조.

20) Ch. Tietje(각주 18), E 27, 갓번호 203.
21) BGBl. 1997 II; S. 2000(Ch. Tietje[각주 18], E 27, 갓번호 259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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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외부․외국으로부터 종래의 국내 시장으로의 접근이 

허용되고 강제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밖에 종래의 독점기업이 새로운 경

쟁시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도 저지된다.

나아가 (위 ‘참조문서’ 제5항에 대한) 당사국은 통신 역에 대해 독립적인 규제

행정청을 확보하는 의무를 진다. 즉 “규제행정청은 모든 기본적 통신서비스급부

의 제공자로부터 분리되며 이들로부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규율 상황에 대한 결

정과 절차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불편부당한 것이어야 한다.”22) 이 규정

은 고도의 이론적인 관심거리이다. 즉 이 규정을 기반으로 국가는 국제법적인 구

속의 방식으로 행정청을 창설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는 행정청을 협정에 규정

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또 독립적인 행정청으로 운 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개별 국가에서 행정청이 그 국

가에서의 경쟁기업을 외국으로부터의 경쟁기업과 달리 취급하거나 우대하지 않

는다는 것을 모든 국가가 보증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새 WTO 라운드는 통신서비스 역에서 자유

화의 진전을 광범하게 취급하 다.

b) 변경된 통신 세계질서에서 국제적인 통신 연맹인 ITU 역시 강한 개혁과 변

화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80년대 말까지 ITU는 그 회원이 국가이

거나 ‘국가의 전기통신조직’으로 구성된 국제조직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상이 

크게 바뀌었다.23) 자유화에 따라 통신부문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늘어나면서 지

금까지의 조직구조는 더 이상 적절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24) 국제 통신시장에 참

22) 이 규정은 공동체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동체법상의 요청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M. Paulweber, Regulierungszuständigkeiten in der Telekommunikation, 
1999, 96면 참조. 공동체법과 WTO법 모두 규제행정청에게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
고 있는, M. Paulweber, 위 책, 94면 이하 참조.

23) K.-H. Ladeur, “Die Globalisierung der Telekommunikation und die kooperative 
Herausbildung einer neuen transnationalen Rechtsordnung das Beispiel des mobilen 
Satellitenrundfunks,” Archiv f. Post- und Telekomunnikationsrecht, 243, 244면.

24) ITU 홈페이지(http://www.itu.int)에 개혁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권회의
(미니에폴리스, 1998)는 결의안 74를 통해 세계전기통신위원회가 구성국․섹터회원들 
사이에 개방적 활동그룹을 조직하게 하여 연합의 활동, 기능, 조직뿐만 아니라 구성
국․섹터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심사할 수 있도록 하 다. 또 회의는 사무총장
과 각 국의 국장들로 하여금 ITU가 헌장에 명시된, 전략계획에 의해 발전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직과 활동방향의 변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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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이제 다국적인 기업이거나 주로 사기업들이다. 이들

이 이 국제조직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1992

년의 새 ITU 헌장25)은 특히 국제적 역에서 전기통신 및 통신제도 서비스에 대

한 폭넓은 진입을 허용하고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서 통신

과 관련된 비정부조직(NGO)과의 공동작업과 마찬가지로 지역간․국제간 조직들

과의 공동작업은 육성되어야 한다. 이제 ITU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통신 문제에 원래부터 당사자 던 기업들에게 조직 내 권한을 갖는 지위

를 부여해야만 한다. 그 결과 그동안 189개의 ‘회원 국가’ 외에 660에 이르는 소

위 ‘섹터 회원들’26)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은 통신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다. 국가들은 다만 입법자이자 규제행정청 보유자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ITU는 

오늘날 새로운 종류의 국제조직으로서, 말하자면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을 재반

하는 국제조직이다.

독일의 경우:

국제적 차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무선통신협의회(W(A)RC)
(세계무선통신주관협의회)

세계무역기구(WTO)
GATS

(유럽적 차원) (다양한 EU 지침)
(경쟁규율 행정청인 유럽코미시온)

국내적 차원

통신법(TKG) 경쟁제한방지법(GWB)
연방경제부(BMWi)
통신 및 우편에 관한 규제행정청(RegTP) 연방카르텔규제청
정보통신관련기업들: 도이체텔레콤, D2 보다폰 등등

25) 1994년 10월 14일 개정에 대한 내용과 함께 BGBl. II, 1996, 1308면 이하를 참조. 교
토에서 1994년 개정된 1992년의 ITU 헌장․협정은 1982년 나이로비 협정을 폐지․
대체하 다. 여기서 기본적 문서로서의 헌장이 협정을 통해 보충되게 되었다. 헌장은 
각 당사국들이 자국 통신제도를 규율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

인하고 있다. ITU는 국가 간의 긴 한 관계와 국제적인 협력, 우수한 방송통신제도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에 결부된 로벌 경제․

사회로서의 국제화가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26) ‘섹터’란 것은 ITU의 세 가지 하부 조직인 전파통신섹터, 전기통신표준화섹터, 전기통
신개발섹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은 1993년 이후 결성되어 활동해왔다. A. Tegge 
(각주 7), 부록 6, 342면 참조. ‘섹터’ 구성원에는 국가 회원 외에도 전파통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회원국의 조직과 기업들도 해당한다. 이들은 각기 그 활동 역에 

따라 하나 또는 몇 개 섹터의 회원이 된다. ITU의 웹사이트인 http://www.itu.int 참조
(200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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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국제적 질서는 인공위성이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를 위해 인공위성을 배치하

는 문제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27) 인공위성 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역은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는데, 그 역은 전통적인 전신전화․통신에서 (인공위성) 방송과 

텔레비전, 기상관측과 우주공간 연구, 군사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때 일정 고도상의 비정지궤도 인공위성들과 소위 정지궤도상의 정지인공위

성(지표로부터 약 36,000km 상공에서 지구자전 속도에 맞추어 움직이므로 정지

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밖에 소형 수신수단을 통해 수신

인(위성안테나, 무선전화나 자동차에 있는 수신기)에 전달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반사수신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더 지표에 가까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최신 기술의 최고 수준에서 다시 희소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된다. 이러

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위성의 표준위치가 배당되어야 하

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흥미로운 한 분야인 우주공간법의 문제이다. 

또 서로 방해전파를 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파수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기술력이 (가까운) 우주공간에까지 미치게 된 이래 정보법이 우주공간에서도 성

장하게 되었으므로, 정보법은 1967년의 우주공간조약(및 다른 우주공간에 관련된 

조약)을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분 임무에 대해서는 다시 ITU가 중

심적인 권한을 가진다. 이 기구는 그 임무를 위해 세계규모의 위성방송에 대한 

주관회의체(W[A]RC, 세계무선통신협의회, 1971년 결성)를 활용하 다(이 조직 

외에 특수형 위성통신을 규율하는 국제기구들이 있다. 가령 국제전기통신위성기

구(INTELSAT), 국제해상위성기구(INMARSAT), 유럽전기통신위성기구(EUTELSAT)

가 있다).28)

27) UN과 독일에서 통신위성 시스템의 규율에 대한 실제적이고 비교적인 관찰을 제시하
는 것으로는 J. Cloppenburg, “Die Regulierung von Telekommunikations- 
Satellitensystemen in den Vereinigten Staaten und in Deutschland-Ein Vergleich,” 
Kommunikation & Recht 2001, 349면 이하.

28) 상세한 내용으로는 R. Wolfrum, in: K.-H. Böckstiegel (Hrsg.), Handbuch des 
Weltraumrechts, 1991, 367, 381면 이하; Ch. Patermann, “Weltraumpolitik regionaler 
und bereichsspezifischer Organisationen,” in: K. Kaiser/St. Frh. v. Welck (Hrsg.), 
Weltraum und Internationale Politik, 1987, 463면 이하; vgl. auch Ch. Tietje(각주 18), 
갓번호 25: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인텔셋)는 상업적 이유로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들과 
부속 지상통제소가 속해 있는, 말하자면 우주공간의 한 부분을 관리한다. 상세히는 H. 
Fischer, in: K. Ipsen, Völkerrecht, 4판. 1999, § 56 갓번호 76 이하.



2004. 3.] 정보 질서의 국제화 95

개별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29) 배분결정 

자체는 이분되어 있다. 즉 우주공간에서 우주공간상의 위치와 주파수 대역을 할

당하는 것은 국제위원회, 구체적으로는 ITU와 세계무선통신협의회에 임무지워져 

있다. 남겨진 주파수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는 개별 국가의 행정청이 행한다. 이

때 국가들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흥미를 끄는 역의 문제는 위성이 지원하는 개인통신

서비스시스템이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에 가까

운 위성이 선호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성들은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호 간 조정을 통해 한 위성으로부터 다른 위성으로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 위

성간 연결고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그러한 위성을 

허가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상대적 우위와 강력한 결정권한을 갖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그 나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미국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비판을 가져왔다.

d) 많은 관련 문제 중에 분배 척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정지궤도를 활용할 경우 방송주파수의 분배에 대해서는 1971년까지 ITU 내부에

서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이 적용되었다. (국제전신조약 제33조의 

개정판에 의해) 1973년에는 선착순 원칙 대신에 정지위성의 주파수와 궤도는 ‘한

정된 자연 자원’임이 승인되게 되었다.30)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은 모든 국

가 내지 국가군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유효하고 경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획 경제적이라고들 비판하는 분배질서가 자유로운 접근을 대

신하게 된다. 궤도에 대해서는 이로서 특별한 자원보호 역으로서의 지위가 확

보되게 된다. 세계무선통신협의회의 1977년 회의(W[A]RC-77)는 행정협정에서 직

접방송위성의 주파수와 정지위치를 확정하 다.31)32)

29) 그에 대해서는 R. Wolfrum(각주 28), 367, 379면 이하 및 395, 408면 이하.
30) BGBl. II 1976, 1089면 이하.
31) Vgl. H. Fischer(각주 28), 갓번호 52: 정지궤도에는 4000km의 거리를 두고 도합 60개
의 위성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각 국가(예외: 1983년 고유 지역회의를 연 미국)는 
배당받은 정류장에 위성의 표준위치를 보유한다. 반사방향, 송신전력, 완전조명구역과 
같은 세부내용이 각국의 고유지역 차원에서 규율되고 있다. 각국은 전파월경
(Overspill)구역을 참작해서 직접위성방송프로그램의 월경 문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
다. 사용되지 않는 위성정류장은 77년의 세계무선통신협의회 결정에 따라 다른 국가
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이러한 정류장은 상당기간이 지나면 정류장의 약 80%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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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적으로 운 되는 위성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법 발전과 

혁신, 특히 국제법의 적합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반복하는 바이지만 국제적인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이유는,33) 국가의 규제조치가 분명히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의 독점방지법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채 

여러 국가들의 경쟁법질서가 병존하는 상황도 여전하다.34) 결론으로 우리는 다음

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5): 원래 국가주권으로 인식되어온 이 역에서 

국가활동의 자유가 오늘날 포괄적인 국제적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36) 타당

하게도 전신전화제도 또는 통신제도의 법적인 규율은 현대의 협력적 국제법 

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된다.37)

Ⅳ. 국제화된 정보질서 하에서 국가의 과제

정보질서 및 정보법의 역에서 국가의 외부적 주권은 제한된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도 작동하는 정보와 통신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표어적으로 요약

를 것이다).
32) A. Tegge(각주 7), 233면 이하. 정보통신시장의 변화와 ITU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노
력은 계속 진행과정에 있다. 주파수의 배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규율을 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통신에 대해서 최대한의 이용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33) 그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은 M. Paulweber(각주 22), 260면을 참조. 여기서는 중요한 
증거를 들어 현재 존재하는 세계규율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차원의 경쟁왜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사적주체의 규율에 대해서도 그 관련 내용을 확장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4) M. Paulweber(각주 22), 260면. 국외에 대해 법적용을 요청하기 어렵고 승인된 절차
규범도 없기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완전한 적용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 캐나다, EU, 독일, 호주간의 쌍방 협정에서도 형식을 갖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학문적 차원에서는 1993년의 토론초안으로 ‘국제반독점법전 초안’(DIDC)
이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M. Paulweber, 
윗 , 261면.

35) Ch. Tietje(각주 18), 갓번호 27.
36) 여전히 우주공간에서의 표준위치가 문제이다. 우주공간은 인간이 사용한지 몇 십 년
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아직 이 역이 국가주권에 속한 적은 없다.

37) R. Wolfrum(각주 28), 367, 394면. EU 또한 자신의 정책을 주어진 협력적 국제법 틀 
내에서 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따름이다. 특별한 점은 회원국만이 이 역에서 국

제법적활동을 하는 법적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EU에게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역할만이 부여된다. K.-H. Ladeur(각주 23), 243면 이하. 또한 Ch. Koenig/Ch. 
Zeiss, “EG-Telekommunikationsrecht und Lizenzierung von satellitengestützten 
persönlichen Kommunikationssystemen,” EuZW  1999, 133면 이하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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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국가적 역․경제적 역․사회적 역의 통일성이 점점 폐지되어 간다

는 것이다.38) 대신에 개별국가와 국제질서로부터 다차원적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유럽 역에서는 세 차원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는 유럽의 법질서라는 중요한 

중간적 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의 중심적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 현실 속에서 국가의 고유한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자세

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국가의 과제 목록들이 확인될 수 있다.39)

- 자유화된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대강적 규율의 제도화,

- 정보과정에 대한 보장기구의 형성,

- 국가가 미디어의 권한을 중재하고 연구를 촉진하며 시험프로젝트를 시행하

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발전을 촉매하는 기능,

- 국제적 협력의 촉진,

-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를 

유지하는 통신인프라를 제공하는 것,40)

- 그외에 조약과 협력을 통해 국제법을 생성하는 데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개별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특히 국제법 및 국제법에 의해 조정된 국내법의 요청에 따라 국

제적인 규율이 요청되는 특수한 사항들이 있다. 디지털신호, 데이터 암호, 인

터넷 도메인명,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저작권들), 넓은 의미에서 의사표

현의 자유, 사적 역에 대한 프라이버시권리 등의 역에 대한 요청이 그것

이다.

국내법상 많은 부분이 대체되거나 적어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쉽게 관찰

할 수 있다.41) 개별 국가법 고유의 흠결과 약점들이 ‘보다 나은’ 외국의 해결책

38) F. Schoch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tionsordnung,” 
VVDStRL 57 (1998), 158면 이하, 181.

39) 이 리스트는 H.-H. Trute, “Öffentlich-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Informa-
tionsordnung,” VVDStRL57 (1998), 216, 267에 따른 것이다. 로벌 통신에 있어서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K. W. Grewlich, “Governance in 
‘Cyberspace,’” Access and Public Interest in Global Communications, 1999, 133면 이
하, 171-300면(6-9장) 참조.

40) 다만 그러한 과제의 내용과 한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H.-H. Trute(각주 39), 26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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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화적이고 자유화된 규제, 혁신을 조장하는 법질서)을 수용함으로써 제거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국제법에 대한 희

망은 원칙적으로 아직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듯하다. 반면에 타협적 성

격과 타협적인 존재방식‘때문에’ 국제법에는 내부적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또 국제법이 다른 법질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그것은 고유한 의미의 국

제법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국내법일 것이다. 국제법의 경우 당연히 법

제정시 힘의 문제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최강대국과 그 경

쟁자들의 문제가 있다.

민족국가에 미치는 향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엥겔의 몇 테

제만을 인용하기로 한다.42) “인터넷으로 인해 지역의 高權은 무뎌지게 되었다. 

국가는 정보, 통화, 가격에 대한 권한을 잃는다. 자율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 

인터넷은 국가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다. 인터넷은 새로운 종류의 국제적 갈등을 

일으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 인터넷은 새로운 越境규율의 필요성을 만들어 낸
다. 관세와 세금은 인터넷 활동을 방해한다. 인터넷 제공자와 활용자는 세계적으

로 통용되는 사법상 회사를 필요로 한다. … 인터넷을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조절 수단이 이미 발전하고 있다.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심지어 국가가 조정과정에서 새로운 지배수단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여러 인터넷상의 규율문제는 자치규율이 적합하다….”

Ⅴ. 전체질서의 기초인 정보의 자유

공간․시간상의 제약으로 이 근본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결국 몇 가지 테제만

을 언급할 수 있겠다. 정보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저작들은 보통 전체

질서의 기초로서 정보의 자유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당연히 다루어져야 하

41) 국제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제3 역에 대해 실제로 규율이 되고 있는지, 또는 
규율될 수 있는 것인지, 개별 국가의 법질서가 규율할 수 있는 것을 국가들이 협조해
서 결정한다는, 단순히 조정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아직 결론
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

42) Ch. Engel, “Das Internet und der Nationalstaat,” in K. Dicke/W. Hummer/K. Boele- 
Woelki/Ch. Engel/J. A. Frowein, Völkerrecht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in einem 
sich globalisierenden internationalen System ― Auswirkungen der Entstaatlichung 
transnationaler Beziehungen, 2000, 353, 4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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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임에도 너무 짧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질서의 전반적인 로벌화와 

자유화는 개개인이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허용될 때에만 성

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문제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

이다.

정보의 자유에 대한 국제법적인 규율은 정보질서에 대한 인권법상의 기초를 

반 하고 있다. 국제법적인 규율들은 특히4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

약 제19조,44) 정보자유를 선언한 국제연합의 결의안, 유네스코 차원에서의 협정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담겨져 있다.45) 인권적 차원에

서 국제 정보질서의 핵심 요소는 정보의 越境이동에 대한 자유의 원칙이다. 현행 

국제법 하에서 그로부터 개개인들의 권리가 도출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속에는 

객관적인 질서원리가 담겨져 있다.46) 오늘날 자유로운 국제적 정보 유통(free 

flow of information)의 법원리는 개인이 정보 접근에 원칙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다는 의미와 함께 정보의 유통에 대한 자유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이러한 법

원리는 객관적인 원리인 동시에 인권으로서 적용된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은 일

정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지역의) 문화보호는 제한 규율로서 받

아들여지고 있는데, 가령 방송사에 대해 국내 회사의 일정지분이 요구될 수 있

다. (쿼터제) 유럽 차원의 방송에서도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우대를 허용하는 규

정이 있다.47)

43) 1984년의 인권에 대한 일반선언(AEMR) 제19조 역시 의견표명과 정보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AEMR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다. 즉 유엔의 
총회가 구속력 있는 국제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단지 도덕적인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본다. B. Mehner(각주 45), 33-38면. 1975년의 헬싱키 유럽안전회
의(KSZE) 역시 후속회의의 결정문서를 포함해서 어떠한 구속력있는 국제협정을 거론
하고 있지 않은데, 법적인 구속을 하려는 의사가 없고, 견해표명만이 이루어져서 협정
을 관철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 102면 특히 105면 이하.

44) 적극적․소극적 정보의 자유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9조 제2항이 
보장하는 의견표명의 자유가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B. Mehner(각주 45), 
43면 이하.

45) 이에 대해 상세히는 B. Mehner, Die grenzüberschreitende Wirkung direktempfangbarer 
Sastellitenfernsehens aus völkerrechtlicher Sicht, 30-126면; J. Delbrück/Ch. Tietje(각주 2), 
27면.

46) J. Delbrück/Ch. Tietje(각주 2), 28면.
47) 그 한계에 대해서는 J. Delbrück/Ch. Tietje(각주 2), 27면 이하 ‘계획주의 대 정보질서
의 자유주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제한에 대한 몇 가지 규율’이라는 표제하 부분을 
참조. ‘사전양해’(prior consent)라는 개념을 통해 자유적인 규율이 실현되었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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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리들을 받아들이는 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수용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동서대립 시기에 이데올로기 대립을 통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투어졌는지, 그리고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이 

짧은 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오늘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정보의 자유로

운 유통’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전체 정보질서에 대한 인권적인 토대가 놓여지고 

승인되어 지는가이다. 전체 법, 즉 여러 층의 서열이 있는 피라미드적인 전체 법

질서에서도 개개 인민의 권리는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전체 정보질서가 궁극

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Ⅵ. 맺으며

우리가 법의 협력과 조정을 유럽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맡을 때, 이것이 개별적 연구와는 달리 성가시고 지루

한 일임은 분명하다. 항상 초국가적 구조가 문제되는 유럽 연합 차원의 역에서 

15개 회원국들을 한 공통분모로 묶기는 종종 아주 어렵다. 이것을 국제적 차원에

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들고 어려우리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역과 달리, 위성방송송신, 정지궤도에의 접근, 방송주파수의 배분, 통신기술에 대한 동
등한 참여(기술이전)와 같은 우주공간 활용에 관련된 차원 논의에서는 자유주의적 규
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우주공간 및 달에 대한 협정에 
터잡아 소위 “공간사용이익”(space benefit)에 대한 공익유보와 함께 보다 계획적인 조
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는 최소한 정지궤도상 한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는 계
획을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