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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통신규제정책의 원리와 인터넷 규제제도의 중요성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정책은 정보통신관련 사업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써 공공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여기에서 정보통신관련 사업의 발전은
우리 현실에서는 보통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진흥, 발전을 의미하며, 그러한 산업의 육
성과 진흥을 위한 수단은 일반적으로 사전적 규제에 해당하는 통신 규제수단을 통해 사
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
의 편의란 이러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정보통신수단의 혜택
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같은 규제수단을 통
해서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정보통신수단을 모든 이용자/소비자들이 균등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통신정책은 대부분 그 이전에 국가의 공공적 투자에 의해
생겨난

국가독점적인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민영화(privatization)와

시장개방

(liberalization)을 통하여 경쟁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2) 우리나라에서도 그러
한 흐름속에서 국가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민영화하는 과정을 밟았으며, 그 이전에 시
외전화시장에서의 경쟁도입,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경쟁도입 정책에 따라 경쟁사업자가 진
출하였고, 경쟁사업자가 기존의 독점지배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속
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접속제도(interconnection)와 가입자망 공동활
용제도(LLU, local loop unbundling), 정보의 공동이용과 같은 망개방정책(open access
policy)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러한 망개방정책이 국가 기간망으로 분류된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것과는 다른 한편으로 기존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신고 이외에는 정부의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게 하였다.3)

1) 정보통신정책 규제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집성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정책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물론 모든 통신사업자가 국영기업으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AT&T와 같은 거대 통신사
업자가 통신사업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통신정책은 AT&T에 대한 구조적인 분리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생겨났다.
3) 우리나라의 사업자분류에는 이같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이외에도 사설망 사업자나 독자적인 설
비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설비를 임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분류
하여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기간망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2분류가 규제정책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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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터넷서비스는 90년대 초부터 일반에게 상업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
작했으며4) 초기에는 공중전화회선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전용회선 임대사업으로
제공되었다. 공중전화회선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처음부터 사업자간 경쟁이 허용되
는 서비스였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분류에서도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거의 아무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5) 이러한 이유로 해서 2000년대 초까
지 불과 5년내외의 기간동안에 국내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인터넷이용인구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6)
2002년도 ITU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2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슬란
드(60.8%), 스웨덴(57.3%)에 이어 55.2%의 인터넷보급률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 또한 xDSL, 케이블모뎀을 포함하는 광
대역 인터넷 가입자 현황으로 보면 2004년에는 11.2백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
체 가구의 73%에 해당하며 이것은 당시 세계 제1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8)
그런데 이와같이 성공적으로 보급,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하여 정부는 2004년
7월 21일 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기간역무에 포함시켰으며, 이어서 같은 해인 2004년
도 9월 2일에는 인터넷전화서비스(VoIP)에 대해서도 기간역무에 포함시킨다.9)
이때를 깃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인터넷관련 서비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소위 비규
제정책(hands off policy) 혹은 최소규제정책(light regulation policy)의 대상이 아니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통신규제의 대상으로서 분류되게 되며, 이후 더욱 강화
된 형태의 규제정책이 연이어 적용되게 되는 근본적인 시발점이 마련된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과연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통신규제제도를 그대로
4) 초기에는 한국통신이 1994년 초부터 코넷(KORNET) 서비스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처음 일반에게 개방하였으
나,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서비스는 1994년 8월에 허진호박사가 시작한 아이네트(INET)의 인터넷접속서비스
였다.
5) 우리나라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급속히 확산, 보급된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으나 대체
로 크게 두가지 견해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장려하였다는 견
해와 초기부터 인터넷서비스가 부가서비스로서 거의 아무런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간 경
쟁을 통해 급속하게 보급,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인터넷서비스가 상업적인 서비스로
시작되던 1990년대 전반기에는 한국통신의 경우에는 한국PC통신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서비스 개발, 보급, 확
대에 소극적이었으며 여전히 ISDN, ATM과 같은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공공정책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아시아경제위기가 구
체화되면서부터였다는 사실이다.
6) "2001한국인터넷백서"(한국전산원, 2001)를 보면 17개 상용망 사업자와 5개 공공망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나 있으며, 7세이상 '한달에 한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1,904만명(7세 이상 인구중 44.7%)
이며, '1주일에 한번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 수는 1,811만명으로 나타났다.
7) "인터넷연감 2004",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신문사 2004, 11. 20 p.557 ITU, 2003년 통계 재인용
8) Ibid, p.557, Paul Budde Communication 2004. 9. 29. 통계 재인용
9) 뒤에 좀 더 상세히 분석하겠지만, 2004년도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기간역무화되는
것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역무로 분
류되는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역무 분류대상 지정이 행정부
의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현행 통신관련 규제제도의 법적 틀이 얼마만큼
취약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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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
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본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
계 대부분 IT관련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처
럼 강력한 규제정책을 적용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인터넷관련 규제정책이 그처럼
예외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우리의 초고속인터넷보급률 등
에서 보여지듯이 IT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선도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
하거나 따라서 향후 이들 국가들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일반통신규제정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10) 또한 보다 원론적으로 우리나라 통신 규
제제도에서 기간역무란 단순히 독점적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
이익과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등 보다 포괄적인 고려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외
국의 일반적인 통신규제의 범주와는 다르다11)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특수성을 거론하기 이전에 통신규제정책도 공공정책으로서
공공정책의 기본원리를 벗어나서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통신규제정책은 일반적인 경쟁
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독점 등에 의해 필수설비를 자연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망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나 고착효과(lock-in effect)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자
체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를 통하여 유효경쟁
(effective competition)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 뿐, 통신규제정책 수단이 어떠한 시장상
황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관련 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신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인프라환경속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전통적인 통신규제정책이나 수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정책은 단순히 여러 통신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중의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오늘날 세계 정보
통신서비스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융합화로 나아가면서 유무선통합, 유비쿼터스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All-IP화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기반네트워크

(infrastructure)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같은 All-IP화12) 상황에서
는 융합화가 가속화되며 이에 따라 규제방식도 전통적인 수직적(vertical) 규제에서 수평
적(horizontal) 규제로 바뀌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3)
10) 그러나 이 글이 쓰여지는 2007년 초까지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인터넷관련 서비스에 대
하여 일반통신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12) 동일한 All IP화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주체에 따라 표현방식은 많이 달라진다. 예컨대 ITU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를 Next Generation Network(N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미국에서는 IP enabled
Service라고 하여 별개의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반한 서비스로서
결국은 인터넷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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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설비기반의 수직
적 통합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신규제제도의 기간역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All-IP화와 융합환경을 전제로 한 규제정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부는 통신 분류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을 전체적
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망과 서비스를 분리하고 계층별 수평규제체계로
전환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한 바 있는데14) 실제로
이러한 방향에 따라 역무분류 및 관련 규제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는 여전히 불
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

13) EU의 경우에는 Directive 2002/21/EC에서 이같은 수평적 규제를 명문화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1996
Communication Act 이후에 망과 서비스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서 향후 방송통신 융합환
경에서 수평적 규제제도의 도입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 "분류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12. 11,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12. 2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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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내 정책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역무화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역무화의 배경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15)를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2004년 7월 24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정보통신부의 정책방향이
KT의 민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향후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하는 것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당시 보고서에서 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상
황을 통신시장 성장률 둔화와 경쟁격화로 후발 경쟁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경쟁체
제가 후퇴하는 것을 우려했고, KT의 민영화에 따라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고, 과당경쟁을 억제하며, 시장성숙, 자금
부족,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설비기반경쟁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후발사업자들을 위해
망개방정책을 통해 서비스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하였다.
특별히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가입자유치를 위한 마케
팅 경쟁이 치열하고, 당시로서는 유효경쟁 가능성이 보이는 듯하나 두루넷, 온세통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집중이 우려되고16), 전국적인 가입자망
을 확보하고 있고, VDSL과 같은 신기술 보급능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등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KT로의 시장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서비스가 이미 전국민이 사용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어서 "국가 전체 차원의 안정적인
인터넷망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KT가 독점적 이윤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의 과열현상과 후발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역무로 하여 주요 사업자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의무를 부과하고, 초고속인터
넷서비스 시장의 필수설비인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local loop unbundling)를 도
입하는 한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및 결합상품(bundling) 규제
를 통해 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었다.
당시의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 경쟁상황을 구체적인 통계로 보면 2002년도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율추이는 점차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17) 2003년 12
15) "통신시장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 2003. 7. 24. 정보통신부
16)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후발사업자의 부채규모는 하나로통신이 2조 2,392억원, 데이콤 1조 9,982억원에
달하였으며 두루넷, 온세통신은 법정관리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별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증가율 추이, "초고속 인터넷의 기간화와 규제제도의 변화" 곽정호,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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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사업자별 가입자수는 KT 559만명, 하나로통
신 273만명, 두루넷 129만명, 온세통신 42만명, 드림라인 15만명, 데이콤 20만명, 부가
통신사업자 62만명(CATV SO 포함), 별정통신사업자 18만명 순으로 이를 시장점유율로
환산하여 분석해 보면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구체적으로 KT 50.0%, 하나로통신 24.4%, 두루넷 11.6%, 온세통신 3.8%, 드림
라인 1.3%, 데이콤 1.8%, 부가통신사업자 5.5%, 별정통신사업자 1.6%의 분포가 된
다.18)

<그림 1>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 증가율 추이

구분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합계

02년 12월
4,922,395
2,872,351
1,301,620
452,109
169,528
146,336
367,135
174,012
10,405,488

03년 6월
5,348,086
2,968,862
1,280,667
495,640
159,460
155,116
447,467
164,397
11,019,698

03년 12월
5,589,058
2,725,563
1,293,364
423,062
149,598
201,704
619,213
177,047
11,178,612

<표 1> 제공사업자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수 추이

신정책 제16권 5호 통권343호 p. 30에서 재인용
18) 별표 제공사업자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수 추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시장점유율 추이, Ibid p.31
과 p.32에서 각각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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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02년 12월
47.3%
27.6%
12.5%
4.3%
1.6%
1.4%
3.5%
1.7%

03년 6월
48.5%
26.9%
11.6%
4.5%
1.4%
1.4%
4.1%
1.5%

03년 12월
50.0%
24.4%
11.6%
3.8%
1.3%
1.8%
5.5%
1.6%

<표 2>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시장점유율 추이
이러한 가입자수 변화 추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KT와 데이콤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여타 경쟁사
업자들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다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부가통신사업자 분류속에 포함되어 있는 CATV SO의 경우에는 꾸준히 시
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 케이블모뎀 방식이 DOCSIS
2.0의 상용화와 함께 전송속도 및 품질향상이 이루어져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이용자에게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후생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이상, 후발사업자가 다소간 가입자 수에서 밀린다고 하
여 바로 일반적인 통신규제제도를 도입할만한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보통신부가 기간역무화를 강력히 주장한 배경에는 앞에
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점이 있었고, 또 경
쟁정책 차원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이 KT가 독점하고 있는 유선전화서비스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윤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감한 투자(VDSL)와 경품, 요금할인 등
가입자 유치경쟁을 유발하여 사업자를 압박한다는 교차보조(cross subsidy)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국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민영화된 KT가 네트워킹
백본에서 갖는 지배적인 위치 때문에 특별히 강력한 규제도입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당시 유선데이터 상호접속 전담반 발표자료 등을 통하여 ISP들의 백본연동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한 바 있던 김희수의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
경쟁 이슈와 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19)에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김희수의 보고서에서는 2002년도 현재 국내 인터넷 백본 서비스 시장은 KT와 데이콤의
복점체제, 진입장벽 존재, KT와 데이콤의 시장지배력 남용문제 및 상호접속 협정 투명
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유효경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터넷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및 시장구조의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20)하고 있다.
19)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김희수, 2003. 8. 11, KISDI 이슈리포트 03-10,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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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KT와 데이콤의 인터넷 백본시장에서의 사업자 점유율은 2002
년말 총접속용량을 기준으로 KT 57%, 데이콤 43%의 복점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같이 트래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사업자의 접속점이 서울
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시의 국내 인터넷망의 안정성 문제와 지방 내에서 교환될 수 있는
트래픽의 서울우회라는 비효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었다.
KT와 데이콤이 백본 시장을 복점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김희
수의 보고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동등접속(peering)의 거부를 들고 있다. 즉, KT와 데이
콤 두 사업자는 입출입 트래픽이 비슷한 수준인 하나로통신이나, KT로의 트래픽이 훨씬
많은 IDC형 ISP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웍이나 30여개의 ISP의 상호접속체인 KINX에 대
하여 이들을 동등접속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계접속(transit)을 요구하였고, 지역내
트래픽 교환을 위해 설립된 부산 IX에 대해서도 동등접속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접속용량
을 소규모로 제한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사업자들은 상호접속 회선의
용량증설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이를 통해 접속조건에서도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계접속의 경우에도 이들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끼워팔기를
요구하였고 실제로는 가격차별이 심한 회선료에 "회선료 + 20%" 형태로 중계접속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이들 양 사업자들은 직접적으로 중계접속하는 ISP
이외의 다른 하위 ISP에 대해서는 망식별번호(AS)를 이용하여 필터링함으로써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고, full transit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요구를 부과하는 등 백본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측면에서 요금수준과 관련해서는 KT와 데이콤의 중
계접속(transit) 요금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당시 하나로통신의 IX 기능이
강화되면서 ISP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모든 ISP가 KT와 데이콤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상호접속되어 있는 상황에
서 ISP들이 별도로 직접적 동등접속(peering) 연합체를 결성하여 국내 인터넷에 대한 보
편적 연결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하여 현실성이 미약한 것으로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
는 당시 30여개의 ISP가 회원사로 있는 KINX가 나머지 50여개의 ISP를 추가 회원사로
확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21)
김희수의 보고서는 이처럼 당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백본시장에서 KT와 데이콤 복점사
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제한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SP 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
할 것을 제안한다. 즉, 당시에는 ISP 사업이 부가통신 역무로만 분류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배적 ISP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체결 의무나 협정인가 등의 사전규제
20) Ibid, 김희수, p.22
21) 이같은 전망이 얼마만큼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2003년 12월말까지 KINX와
연동되고 있는 ISP는 35여개사로 총 연동폭은 44Gbps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터넷연감 2004,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신문사, 2004. 11.20), 2005년 12월말까지도 이 숫자는 여전히 36여개사에 2005년
12월말 기준 총 연동 대역폭은 95Gbps로 연동대역폭만 두배 넘게 증가했을 뿐, 기간역무화 이후에 뚜렷하게
KINX에 연동한 사업자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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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ISP사업(전체 혹은 백본 서비스 혹은 백본서비스와 IX사업)을 기
간통신역무로 분류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전기통신설비의 상
호접속 기준"고시 제3장(데이터망 간 상호접속) 규정을 개정하여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맞게 ISP의 인터넷 상호접속을 데이터망 상호접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22)했던 것이
다.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역무화에 따른 규제 내용
정보통신부는 2004년 7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시켰다.2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시장지배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터 약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관속에서 요금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서
비스사업자중 시내전화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에 대하여 보수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투자보수율
에 의하여 필요수입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요금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
한 요금규제 방식은 요금인가의 시기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
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사업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 동기부
여 결여에 따른 Averch-Johnson 효과24)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5)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시장지배사업자는 상호접속(inter- connection)과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및 설비의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특별
히 상호접속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상호접속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인터넷망 상호
접속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인터넷망간 상호접속시 접속호의 처리와 관련된 정
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에 따라 제공하되 접속방식과 용량, 부가적인 접속호의 처
리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상호 협의에 따르도록 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는 자기
인터넷망의 운영현황과 인터넷접속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였다.26)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분담금을 납부하는 분담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므로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가 기간역무화 됨에 따라 분담
대상의 범위도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22) Ibid, 김희수, p.31
2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2004. 7. 20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5.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
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24) Averch Johnson 효과란 공공규제정책에 의해 "허용된 이윤"이 일정한 비율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잉투자를 하게 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25) "초고속 인터넷의 기간화와 규제제도의 변화", 곽정호, 정보통신정책 제16권 5호 통권 343호 p.35
2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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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는 서
비스와 설비의 차별적 제공 및 독점적 서비스와 경쟁적 서비스의 결합이용강제 등을 금
지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
관이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정한 전기통신역무를 결합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가 별도 기간역무로 분류됨으로써 시내전
화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KT와 같은 시장지배사업자는 또다른 경쟁적 서
비스인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결합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서비스의 기간역무화에 이어 2005년 6월 28일에 KT를 초고속인터
넷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한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 점
유율이 55%에 달하며, 브랜드파워와 대고객인지도 등이 경쟁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이같이 판단했다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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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화서비스 기간역무화
1) 인터넷전화서비스 초기의 규제환경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새롬기술이 PC to PC의 방식으로 인터넷전
화인 다이얼패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2003년말까지 가입자가 20여만명에 이르는 등
서비스를 차별화한 틈새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시작되
었을 때 처음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PC to PC 방식으로
제공되는 인터넷전화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나, Phone to
Phone 혹은 PC to Phone의 형태로 제공(당시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는 부분적으로 이
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전화역무 즉 기간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정보통신부의 평가에 의하면 당시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와 같은 형태의 인터넷전화서비
스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1)QoS가 보장되
지 않는 낮은 통화품질 및 통화단절현상, 2)기존 유무선전화망과의 상호접속 미흡으로
인한 착신 서비스 불가능, 3)사업자의 임의 착신번호 부여27)
이러한 이유로 하여 정보통신부는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부터 인터넷전화에
대하여 비교적 강력한 규제수단을 행사하였다. 예컨대 제57차 통신위원회에서는 새롬기
술의 이용약관에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다 전화가 끊어지더라도 이용자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손해배상규정을 마련하
라고 명령하였으며, 다이얼패드와 같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자체는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
므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앞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률을 갖고
있었고, 2000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상용서비스로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선보였
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화서비스시장에서 점유율 1% 내외에 머
무르는 저조한 보급률을 보였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KISDI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약 88만명에 지나지 않으며, 월평균 매출액도 약 78억 규모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래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IDC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사업자 면담조사 결과 거시경제지
표, 기술 및 서비스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예측한 수치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28)

27) "2005 한국인터넷통계집",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11. 30 p.274
28) 이하 표 5-7-4, 5-7-5는 모두 Ibid, 한국인터넷진흥원 p.278, p2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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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월말 기준, 명, 백만원)
가입자수 (회선수)
월 평균 매출액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883,984
706,065
177,919
7,825
1,681
6,144
※ 출처: 인터넷전화 시장현황 조사시(KISDI, ‘06. 8) 사업자 제출자료
<표 3> 가입자수와 월평균 매출액

비고

시장규모

일본
미국
- 2005년 말 가입자 - 2002년 말 가입자 약
약 60만명
-

2007년

-2003년 말 1.1억달

250만명

1,300만에 - 2007년에 약 700만에 러 규모 시장형성

이를 전망
주요 사업자

소프트뱅크, KDDI

이를 전망
브로드보이스, 중소
VoIP업체 등
- 전송서비스로 분류, 단

- 2003년 11월 25개 PC to PC 서비스는 정보
사업자에게

영국

착신번호 서비스로 분류

제도화 현황 부여

- 요금 등 경제적 규제는

- 통화품질에 따라 050 소극적 긴급통신, US의무
번호 부여

보안 등 사회적 규제는 적
극적

BT, Callserve
-

기술중립적

입장

견지
- BT에 055번호 할
당
- 상호접속 USF규제
이슈에 관심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4.12)
<표 4> 주요 선진국 인터넷전화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전화
1,085(1.5)
1,978(2.9)
3,682(5.4)
5,914(8.9)
8,083(12.5)
PSTN
69,513(98.5) 67,134(97.1) 64,208(94.6) 60,546(91.1) 56,723(87.5)
합계
70,598(100) 67,112(100) 67,890(100) 66,460(100) 64,806(100)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전화 시장에서 해당 분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5> 전화시장 연도별 매출액

연도
서비스 시장
장비시장
※출처: Korea

2005년
2006년
2007년
1,570
2,375
4,472
1,046
1,442
1,942
VoIP Services and Equipment

(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CAGR
7,540
9,689
54.0%
2,390
2,635
33%
2005~2009 Forecast and Analysis

(IDC, 2006)
<표 6> 국내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장비시장 매출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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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화 기간역무화
2000년대 초기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제도 및 인터넷전화 활성화 정책의 미비로 인해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적으로는 인터넷전화가 기존 전화서비스의 대체재로서 보급이 날로 증가하고, 또한 향후
All IP화 상황을 전망할 때 어쩔 수 없이 정부도 IT839 정책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주요 활성화 응용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2004년 9월 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의거
하여 정보통신부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5호, 2004. 9. 2)로 인터넷 전화역무를
기간역무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 고시에서는 인터넷전화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
무. 다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
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통화권 구분없이"란 인터넷전화의 기술특성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유
선전화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시내외 통화권 구분을 적용하지 않
는다는 의미이며, 국제전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성 등"이
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음성 등을 의미하는데 향후 BcN망으로의 통신망 진화추
세 및 통방융합서비스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음성 및 음성에 부가하는 데이터의 송수신만
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데이터만의 송수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수신하게 하는"이란 정부가 부여하는 착신번호를 이용하여 호 소통 및 착신이 가능한 전
화역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위해서 사업자는 인터넷전화에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품질을 보유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다.29) 단서조항에서 PC to PC의 경우를 제외하
였으므로 기간역무로서의 인터넷전화서비스는 Phone to Phone, PC to Phone의 경우에
만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인터넷 백본망과 가입자망,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되며,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된다.

3) 인터넷전화 정책 및 상호접속료,
상호접속료, 망이용댓가 산정기준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착신이 가능한 전화번호는 070번호를 할당하였으며, 번호할당은
TTA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직접 070 번호를 부여받는 사업자와,

29) 인터넷전화역무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인터넷전화 국내외 제도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은곤, p.p.6-7
참조,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7호 통권 355호,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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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받는 사업자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TTA의 품질인증 기준은 ITU-T G.107에 따르는 R값과 종단간 지연 등을 말
하는데 이 값은 R값 70이상, 종단간 지연 150ms 이하, 호성공률 95% 이상을 말한다.
R값(Rating Value)이란 ITU 표준 음성품질 측정값(음성의 명료도, 잡음정도, 에코 등
20개 매개변수 이용 측정)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통과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기
간통신사업자)는 100만 단위의 번호를(070-ABYY-YYYY), 그 이하의 사업자들에게는
10만 단위의 번호를(070-ABCY-YYYY)를 부여하였다.30)
기간통신사업자간 인터넷전화를 위한 상호접속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전화 기간사업자들
간에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이용댓가를 부담하며, 호유형별 정산원칙은 인터넷전화망
에서 발신하여 PSTN망 또는 이동전화망으로 상호접속할 경우에는 현재의 상호접속 요
율31)을 기초로 상호접속료를 협의하되, PSTN망 또는 이동전화망에서 발신하여 인터넷
망으로 상호접속할 경우에는 가입자망 및 백본망 이용대가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하였다.32)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로 적용된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망의 구성33)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인터넷전화망과 기존 유무선전화망과의 접속의 경우에는 전국번호권 별로 일정
개수(40-60개 수준)이상 접속점에서 통신망이 접속되도록 하였다.
2) 기존 인터넷전화망간의 접속은 기존의 인터넷망간 접속점(IX) 접속점을 활용하도록
했다.
3) 단, 번호를 직접 부여받은 별정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정
능력, 트래픽 규모를 고려하여 접속점 설치 개수를 유선 12개, 무선 1개로 완화하였다.
또한 호유형별 정산의 경우, PSTN망 또는 이동전화망에서 발신하여 인터넷망으로 상호
접속할 경우에는
1)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의 G/K, G/W를 이용34)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30) "2005 한국인터넷통계집",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11. 30, p.p. 275-276
31) '06년, ’07년 사업자별 접속요율 (단위,원/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KT
SKT
KTF
LGT

시내
시외

16.4869
18.1328
31.1853
46.7002
54.9759

16.5735
18.2074
33.1346
40.0648
47.0077

17.3277
18.9849
32.7757
39.6049
45.1317

32) Ibid, 이은곤, p.8
33) 이하 상호접속망의 구성과 접속료 산정, 망이용댓가는 모두 2005년 7월 8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인터넷
전화 상호접속료 정산방식 확정" 자료 참조
34) G/K(Gate Keeper)는 음성전화의 시내교환기와 유사하며, 호 제어 및 중계, G/W(Gateway) 및 단말기 상태
관리, Billing 지원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G/W는 시외교환기와 유사하며, 인터넷망과 일반 음성
전화망과의 연동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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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2) G/K, G/W의 접속요율은 PSTN망 중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시내교환, 시외교환 설비
의 접속요율을 활용하여 산정35)하되, 인터넷전화요금이 PSTN 요금보다 일반적으로 낮
게 설정되고 있으며, TTA의 통화품질 기준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화의 R값이 70으로,
PSTN의 90과 비교하여 77%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20% 할인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3)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에 접속할 경우에는 G/W(0.84원/분), G/K(4.56원/
분)의 이용댓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간에 타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경우에 망이용댓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전화송수신이 가능하므로 인터넷망 사업자가 일
정 대역폭을 인터넷전화용으로 유지,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 호 처리에 필요한 대역폭 비중을 5%로
잡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월 이용요금을 평균 약 3만원으로 잡아, 가입자당 월 1천5백
원을 망이용댓가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접속 및 접속료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070 인터넷전화서비
스의 이용료는 사업자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 표에서와 같은 수준의 요금이
책정되었으며 이러한 요금수준은 국제전화를 제외하고는 기존 유무선 전화서비스 이용요
금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요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착신
발신
유선전화
070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39원/3분

시외전화
14.5원/10초
(261원/3분)

40~50원/3분

이동전화

국제전화

14.5원/10초

미국 288원/분

12~13원/10초

미국 80~90원/분

주) 인터넷전화 요금은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요금 수준으로 사업자별로 상이
<표 7> 유선전화와 070 인터넷 전화의 요금 비교

35) 접속료는 접속설비의 투자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는데 서비스 초기에는 통화량이 적어 접속
료가 높게 산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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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
비록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제시된 망개방정책(Open Access Policy)이긴 했으나 무선인
터넷망 개방정책은 CDMA 이동통신망위에 구현된 IP망인 무선인터넷망에서 개방정책을
추구한 최초의 정책이었다.
무선인터넷망개방 정책은 SKT의 신세기이동통신 합병인가조건(2002년 1월) 제9항에서
처음으로 "무선인터넷망(IWF, G/W, PDSN 등 포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36)함으로써 구체화 되었
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2002년 7월 30일 무선인터넷망개방 추진계획37)을 발표하였으며,
2002년 12월 12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7호 제4장 무선인터넷망 개방에서 무선망
개방의 세부사항을 고시하였다.
또한 정통부는 2003년 6월 20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2호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고
려하고 당해 역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 텔레콤(주)을 고
시하였다. 이에 따라 S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3항38)의 적용을 받는 상호접속 의
무를 지는 사업자가 되었다.
SKT는 무선망 개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WAP Gateway 등 접속이용에
관한 약관(이하 접속이용약관)』 및 『Biz-SMS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SMS 이용약관)』
등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았다.39)

36) SK텔레콤(주)와 (주)신세기통신 법인합병 인가 조건 "9. 합병인은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이
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망(IWF, G/W, PDSN 등 포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방하여야 함."

IWF : Inter-Working Function (음성통화망에 추가하여 무선데이터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망연
동장치)
G/W : Gate Way (프로토콜 변환장치)
PDSN : Packet Data Swtiching Node (패킷데이터 교환 노드)
37) "무선인터넷 망개방 추진계획", 정보통신부 2002. 7. 30.
38) 제34조 (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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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통부는 무선인터넷망개방 정책을 2002년 7월부터 추진해 왔고, 2003년 6월
30일 SKT가 상호접속의 의무를 지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무
선인터넷망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정통부는 SKT의 약관을 인가함에 있어서나 약관인가
이후 SKT와 타업체 사이에 무선인터넷망개방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에 있어
SKT의 불공정행위를 용인하고 방치해 왔다는 인상을 주었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
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
정40)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통부에 2004년 8월부터 SKT의 무선망개방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음41)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할 통신위원회42)는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
니하였다.
그러나 무선인터넷망개방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것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망개방정
책이 물리적 층위(Physical layer)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간에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지배사
업자인 SKT는 타 ISP들과의 물리적인 망개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논리적 층
위(Logical layer)에서 포털들을 포함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단말기의 무선인터넷서비스
메뉴에 참여하려 할 경우에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플랫폼 규격정보가 지적재산권
에 해당하므로(따라서 플랫폼의 사양을 공개할 수 없음)가 있고, Call-back URL SMS의
경우에는 스팸등의 문제 때문에 eStation을 통해서 이동통신가입자가 사전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망개방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
다. SKT는 단말기의 접속방식에 대해서도 2003년 7월 이후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WINC 핫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단말기의 초기 URL을 변경하여 "Nate"로고를 누르

39) 그러나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인터넷기업협회는 또한 SKT
가 여타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차별적 협상태도를 견지하거나 협상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무선인터넷망 개방 1년에 즈음한 관련업계 의견서" 2004. 8. (주)한국인터넷기업협회
40)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2001.1.8, 2002.12.26>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
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
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1)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004년 8월 13일 정통부에 무선망개방 의견서를 제출하고 8월 17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무선망개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밝힌 바 있다.
42) 제36조의4 (사실조사등)
①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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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3)
이같은 인식은 정보통신부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44)하여,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망개방
이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MISP에게
개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MISP(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전용선
을 통하여 이동전화 사업자의 무선망에 직접 접속하여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CP
모집을 통한 콘텐츠

제공, 과금회수대행, 서비스 품질관리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을 의

미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망개방을 위해서는 MISP로서는 아래 점선으로 표시된
네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단말기 메뉴체계의 개선, CP의 등록기준 공개,
G/W의 개방, IWF45)의 개방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②
이동통신 사업자 무선인터넷 인프라

CPs

①

BTS

BSC/MSC

IWF등
등

④

G/W 등

Portal

③
타사
Portal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범위
① 메뉴체계 개선 ② CP 등록기준 공개
③ G/W 개방

④ IWF 개방
타사
G/W 등

타사
Portal

<그림 2> 무선인터넷 망개방의 범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메뉴체계의 개선은 2001년과 2002년에 이용
자가 URL을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선택가능하도록 초기 접속메뉴 선택
기능을 부여토록 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 시작하여 모바일주소(WINC)를 도입하여,
타 인터넷사이트에의 접근도 용이하게 개선하였으므로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또
한 CP 등록기준의 공개도 2001년 12월부터 이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컨텐츠의 심사기
준, 등록방법 및 절차를 공개토록 하였으므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43)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 및 이슈", SKTelecom 2004. 8. 26,
44) "무선인터넷 망개방 추진경위 및 현황" 정보통신부, 2004. 8.
45) IWF란 Inter-Working Function으로서 2G망에서 무선데이타서비스 장치를 말하며 정보통신부는 2002년 12
월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IWF 뿐만 아니라 PDSN(Packet Data Switching Node(동기 3G망에서의
IWF역할)),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비동기 3G망에서의 IWF역할)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든
무선인터넷망 연동장치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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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W 개방문제는 2003년 10월과 11월에 모든 이통사가 기존에 자사 포탈에만 독
점 제공하던 G/W를 타 포탈과 CP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미 해결되었고,
IWF 등의 개방문제는 2002년 12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함으로써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면서 무선인터넷 망개방 논의는 단순히 물리적인 상호접속의 차원
을 넘어서 이동통신 내부의 포털과 이동통신 외부의 포털사업자간에 공정경쟁 여건 조성
을 위하여 다운로드 서버를 구축하여 이를 임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동통
신 가입자의 단말정보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원가를 고려하되 외부포털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하는 등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포털에 대하여 이것을 부가역무로 보아 별도로
관련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회계를 분리하는 방
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문제도 향후 검토하도록 하였다.46)
한편, 2005년 7월 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이해당사자,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를
초대하여 "무선인터넷시장의 경쟁정책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이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과점
되어 있고, 일반 유선인터넷서비스 시장과는 다르게 이통 3사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컨
텐츠 시장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상류시장의 독점력을 하류시장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음
에 주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이통 3사는 자사의 내부포털 및 CP에게만 게이
트웨이 서비스를 폐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타 외부포털 및 CP들에 비해 컨텐츠 시장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것은 곧 필수설비적 성격의 무선망을 독과점
하는 행위라고 보았다.47)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 외부 포털 및 컨텐츠 사업자들은 그간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논의
를 통해 다운로드 서버 임대방식으로 내부포털 및 CP와 외부포털 및 CP간의 차별적 대
우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의 단말정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제공키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향후 협의의 진전내용을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무선망을
독과점함으로써 경쟁제한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인지는 몰라도
이때까지 무선인터넷망개방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설명해 오던 정보통신
부는 갑작스럽게 2005년 10월 24일에 "SK텔레콤(주)의 무선인터넷망 개방관련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결하면서 무선인터넷 망개방과 관련된
내부포털과 외부포털에 대한 차별행위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1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
였다.
이 심결에서 통신위원회는
46) "무선인터넷망 개방 관련업계 간담회 결과보고", 2005년 4월 12일 간담회 보고
47)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쟁정책 과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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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전화 단말기에서의 무선인터넷접속방식에 대해서는 SKT가 Home URL의 변경방
식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함으로써 Home URL의 실질적 변경을 곤란하게 하여 전기
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였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
하였으며, 타 무선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였고
2) eStation을 통한 URL SMS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자사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URL SMS 발송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음에 반해 외부포털 사업
자나 CP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요소인 이동전화망에 대한 접속을 방해하고 차별하여 무선인터넷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한 행위이며
3) 독자적인 다운로드 서버를 구축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외부포털의 컨텐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 통화료를 컨텐츠 유형별로 과금하지 않고 가장 비싼 텍스트 요금으
로 부과함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하였고, 외부포털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외부
포털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함과 동시에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4) 필수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상호접속을 허용하도
록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자사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자사 내부포털)에 대해서는
이에 필요한 플랫폼 연동정보 관련 내용을 제공하면서 유사역무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
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정보제공 등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것은 경쟁사업자에 대한 정보제
공을 회피하여 사실상 무선인터넷서비스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행
위는 경쟁사업자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인 이동전화망에 대한 경쟁사
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 또는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인
터넷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다.48)

48) "SK텔레콤(주)의 무선인터넷 망개방 관련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건", 통신위원회 의
결 제2005-120호, 심결일 : 2005. 10. 24., 시정조치일 :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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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중립성 문제 - 인터넷 공유기 설치시 추가요금 문제
2001년 1월, 닉스전자, S&S글로벌넷, 넷기어 등 공유기 제조업체들은 "인터넷공유기술
협의회"의 명의로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 연결을 금지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
자(케이티, 하나로통신, 두루넷) 이용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
회에 동시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는 2001년 3월에 IP공유 허용 여부는 통신사업자가 시장환경,
요금수준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IP공유 금지조항이 불공정약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소비자 이용편의 증진, 관련산업/기술발전측면을 고려하여
사용단말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계 및 IP공유시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IP공유 허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2001.6월)에서는 이용계약시 사용되는
IP공유 제한 약관 조항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 결과(2002.3월)에서는 사업자가
사전 승인없이 하나의 IP에 다수 단말기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시행한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
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요금부과를 통
한 IP공유 허용문제, 기존 복수IP상품 요금 합리화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후생 증대 차
원에서 관련업계와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다.49)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이처럼 인터넷공유기 설치가 약관위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규제기관들의 유권해석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공유기를 설
치,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KT는 인터넷공유기 설치 여부를 식별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추
고, 본격적으로 인터넷공유기 설치를 적발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자 국내 일간지에
IP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일제히 광고하였다.
KT의 주장은 크게 세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유기로 인하여 트래픽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망사업자는 추가로 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재원
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유기를 비롯한 기타 추가단말에
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단말장비의 문제와 초고속인터넷망 서비스의
문제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A/S를 요청할 때, 망사업자가 불필요한 업무및 비용부담
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사용단말 수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하
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 이용자간 형평성도 저해하게 된다는
49) "IP공유기 관련 설명 자료", KT, 2004. 10, 붙임 - 2001년도 규제기관 유권해석 내역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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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50)
KT는 2005년 6월 17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갱신한다. 이 약관 이전의 KT
약관에서는 공인IP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었는데51)
2005년 6월에 변경된 약관에서는 비공인IP를 추가로 제공하는 추가단말 서비스를 새롭
게 부가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비공인IP를 이용하여 IP주소를 공유하는 공유기 사
용을 허용하면 이같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이를 계기로 하여, 또다시 인터넷공유기 사용문제가 공론화되자, 녹색소비자연대는 KT
의 새로 개정된 약관이 공유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
에 지장이 있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1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통신위원회
가 심의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에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정책이 KT가 자신의 이용약관의 관련조항에
대한 과장확대해석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
였다.52)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위원회에 KT의 약관심의를 요청하였을 때 주장의 요지는 KT가
약관에서 불허하고 있는 것은 공인IP를 사용하는 서브네트워크(sub-network)일 뿐, 비
공인IP를 사용하는 사설망(private network)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주장의 세부내용은
다음53)과 같다.
첫째로 약관 제13조 3항 8호에서는 “8. 케이티의 사전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
해지사유가 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별표) 요금표에서는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
인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수 이상을 연결하
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신이 할당받은 공인IP주소
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쪼개어 사용할 때 구성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인IP의 할당과 배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2) 그러므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인IP(혹은 사설IP)를 사용하여 공인IP
를 공유하는 (혹은 라우팅하는) 단말장비의 경우에는 공인IP를 변환하여 비공인IP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설망(Private
50) Ibid, KT
51) "케이티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004. 6. 28 을 참조.
52) [05-07-04]성명서-KT의 초고속인터넷 공유기 사용시 요금부과 정책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대, 2005. 7.
5
53) "KT의 공유기 사용시 추가요금 징수를 위한 약관변경의 적합성 검토 요청",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문, 2005. 7.

- 22 -

Network)을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설망에서 사용되는 비공인IP는
인터넷접속만이 가능할 뿐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기는 현재 KT 약관의 금지대상으로 볼 수 없다.
둘째로, 비공인IP를 이용하여 IP주소를 공유하는 Proxy, DHCP나 NAT와 같은 공유기
술은 일차적으로 IPv4의 공인IP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IP주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혹은 보안상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IP와는 달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비공인IP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여부를 승인해야 하거나 승
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요소로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일반 PC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즈XP 운영체제나 리눅스 운영체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도 이같은 기능(Proxy, DHCP나 NAT)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PC에서는 단순히 랜카드를 추가로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PC가 공유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자가 KT의 승인을 받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약관에
서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넘어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셋째로, KT 2004년 약관까지는 공인IP를 제공(고정, 유동)하는 경우만을 부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6월에 변경된 약관 제5조는 비공인IP를 3개까지 추가로 제
공하는 추가단말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만약 비공인IP를 이용하여 IP주소
를 공유하는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면 추가단말 서비스(약관 제5조 1항 2.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놓았
다.
그러나 일반 고객중에는 공유기의 설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업체가 직접 장비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가지의 경우를 대등하게 비교하여 이용고객에게
공유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넷째로, 따라서 KT가 약관의 변경을 통하여 사설망을 구성하는 일반 공유기까지 KT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1) 서브네트워크 구성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사설망 구성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은 현 약
관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며
2) 기본적으로 사설망 구성과 관련된 기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목
적과는 상이한 목적을 가진 관련 기술의 발전 및 이용, 응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터
넷접속서비스 제공업체가 약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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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포트당(혹은 공인IP당) 제공하는 대역폭
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스스로의 편의를 위하여 자유롭게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의 자
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녹색소비자연대의 KT 약관 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가 회신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간략한 서술 뿐이었다.
- IP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은 약관규제의 대상이 된다.
- KT의 종전 이용약관에도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이라는 명시된 내용이 있었다.
- 공유기 사용의 허용여부와 관련상품의 출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 따라서 약관변경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
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54)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회신에 대하여 녹색소비자연대는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다
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55)를 발표하였다.
첫째로 정보통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IP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도 “약관규
제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것은 충격적이다. 비공인 IP주소를 이용하여 구성되는 사설망
(Private Network)은 원래 외부망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내부
망을 위하여 할당된 주소영역(RFC1918)이며, 기술적으로도 사설망은 보안 등을 목적으
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특정
업체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영역으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신이용자의 네트워크 구성
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대, 인정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정보통신부는 녹색소비자연대가 KT약관 검토요청 공문을 통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1) 공유기 자체를 1단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녹소연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나
반론도 없이 KT의 종전 이용약관에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이라는 명시된 내용이

54)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위원회에 보낸 KT약관 심의 요청서에 대한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강장진 서기
관으로부터 회신된 공문(2005년 8월) 내용 요약. 당초 녹색소비자연대는 KT약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1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신위원회가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통
신위원회에의 부의 여부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신고받는
통신경쟁정책과에서 이미 신고받은 바 있는 KT 약관에 대하여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따라서 녹소연이 제기한 KT 약관의 문제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55) [05-08-07]성명서-본회가 질의한 KT공유기추가요금징수문제에 대한 정통부 입장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200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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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KT와 동일한 설명만을 반복하였고
2) IP공유기가 약관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녹소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유기
사용의 허용여부와 관련상품의 출시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업
체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
라도 공유기의 사용허용여부가 어떻게 부가서비스 영역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3) 그러므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약관변경의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
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공표한 “사설망 구성도 약관규제의 대상”이라는 주장이
1) VPN 등이 보편화 하고 있는 현재의 망환경에 적절하지도 않으며
2)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도 이미 공개 보급되어 있는 인터넷공유기술의 응
용프로그램 사용여부를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체의 허가권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정책집
행의 현실성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3) 보안이나 홈네트워킹, PAN(Personal Area Network) 등 향후 네트워크의 진화발전
속에서 오히려 확대, 발전하게 될 공유기술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정책적 입장
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KT가 발표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 중 공유기를 사용하
는 이용자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정책은 KT측이 당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
스 이용약관의 관련조항에 대한 과장확대해석에 기초한 것일 뿐,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56)하였다.
이 공문에서는 첫째로 약관 제9조 1항에서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케이티에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기는 바로 이 “단말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현 약관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이같은 해석에 대하여 KT측은 문제의 단말장치가 “모뎀”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동약관 제9조 3항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단말장치의 목록을 기술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 장치사용료 항목(2005년 6월 약관 20페이지)을 보면 이 단말장치 중 Router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기는 바로 이 라우터에 해당하는
장비이므로 당연히 공유기는 약관 제9조 1항에 따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56) "KT의 공유기 추가요금 징수와 관련한 약관의 확대해석에 대한 시정요청",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
회 약관제도과로 보낸 공문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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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이 공문에서도 통신위에 보낸 공문에서와 동일하게 서브넷과 사설망을 엄격히 구
분하여 KT 약관이 공인IP를 사용하는 서브넷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비공인IP를 사용하
는 사설망(Private network)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이 공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KT가 약
관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유기에까지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공유기 등”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공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약관의 해석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이 발생했을 때 따져 보게 되는 것이지 사전에 약관의 내용을 미리 해석하는 것은 공정
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약관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를 거부57)하
였다.
결국 KT의 약관은 녹색소비자연대의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KT의 약관에서와 같은 추가단말에 대한
금지내용은 하나로통신이나 LG파워콤의 경우에도 대동소이 하므로 추가단말 금지내용에
대한 사업자간 차이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발사업자인 LG 파워콤의 등장
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 다시 고객유치경쟁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3개 초고속인
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실상 추가단말에 대한 금지내용을 실제로 고객에게 적용시키지
못한 채 사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57)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공문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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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가버넌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국내 인터넷망의 구축은 198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이에 전용선을 이
용하여 TCP/IP로 UNET을 설치하면서 형성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에
서 시작된다. 이 SDN은 UUCP 나 Phonenet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네델란드, 일
본 등으로 연결하였으며 1986년에는 .kr이 루트서버에 처음으로 등록되고 KAIST가
registry 운영을 맡게 된다. 1989년에는 국제망으로의 나아가기 위하여 KT, ETRI, 포항
공대, SERI, KAIST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HANA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발전하였
다. 이 HANA망이 1990년 처음으로 하와이대학과 56kbps 전용회선으로 연결하게 된다.
1991년에는 HANA/SDN과 교육망인 KREN, 연구망인 KREONET 등 3개 망이 공동으
로 학술전산망협의회(Academic Network Council, ANC)를 구성하였으며, 학술전산망협
의회는 인터넷의 상업화흐름과 함께 1994년 ANC를 전산원 산하의 등록기관으로 만들
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ANC가 학술망 뿐만 아니라 상업망, 국가기간망을 모두 포함하
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산망협의회(Korea Networking Council, KNC)로 바
뀌게 된다.
그러나 망정보센타(NIC) 기능(인터넷주소에 대한 기록유지, 등록,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
을 전산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KNC의 순수 민간 조정기능은 점차로 약화되었고,
KRNET과 같은 행사의 개최를 포함하여 많은 업무들이 전산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1996년 인터넷 Expo를 계기로 하여 그 사무국의 후속기구로 ISP, WSP, 전자상거래업
체들의 협력하에 1997년 2월 KNC를 법인화하면서 한국인터넷협회(KRIA, Korea
Internet Association)로 개칭하여 정보통신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8년 KRIA는 임시사무국을 두고, 당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의 구성작업의 흐름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소위원회(Number
& Name Committee)를 구성하게 된다.58)
1994년 3월 10일부터 그 이전까지 KAIST에서 담당해오던 NIC 기능은 모두 전산원으
로 이관59)되었고, 이에 따라 네임서버 관리, 도메인 등록 관리, IP주소 할당 창구 기능
은 모두 전산원이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NIC의 운영은 전산원이 담당하고,
NIC의 정책은 한국인터넷협회(KRIA)가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불어 닥치자,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 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
의 일환으로 한국전산원이 당시 수행하고 있던 인터넷주소자원관리 기능을 1999년 4/4
분기 중에 민간기구로 이양토록 했다.60) 이에 따라 1999년 6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58) 이상의 국내 인터넷도입 초기의 역사적 기술은 "통일 한국의 국가도메인을 확보하고, 인터넷에서의 남북교류
를 시작하자", 박윤정, 2003. 이종걸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p.p. 302-306참조.
59) 전산원으로 NIC 기능을 이관한 것은 기술실험단계에서 일반적인 운영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학술전산망협의회
의 평가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전길남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국제회선망에 소요되는 경비문제
였다고 한다. KAIST는 당시 KT등의 프로젝트 등의 지원으로 국제회선망 사용료를 감당했다고 한다.
60)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영화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1) 공공부문(.ac, .go, .re 등)에 대한
Registry 기능, 2) 공공부문의 IP주소 할당 관리, 3) .KR Root Server 운영 등의 중요성을 들어 전산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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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IC)이 출범하게 되며, 전산원 시기에 정책을 담당하였던 한국인터넷협회(KRIA)는
주소위원회(NNC)로 재탄생 하게 되었다.
비록 민영화 이후에도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이기는 했으나 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정보
센타(KRNIC)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61)에 따라 인터넷주소에 관한 권한이 정부
에 귀속되어 있다고 보았고, 2001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62)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김기중에 의하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업무를 전
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규정이므로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
다. ‘인터넷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과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을 근거로 1999. 1. 21. 신설된 시행
령 제17조의 2는 근거법의 위임을 받지않고 행정기관의 권한을 신설한 것으로 그 효력
이 있을 수 없다. 이 시행령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그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
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인 인터넷
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17조의 2는 정부
의 조직과 권한배분에 관한 기본법인 정부조직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63)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16조에는 원래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즉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에 포
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6882호, 2000. 7. 1.)와 그 시행규칙은
인터넷주소관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제규정의 성격상 이 규정은 관련 업무가 정보통신부 소관이라는 뜻을 규정한 것이지,
여를 집요하게 주장했으며,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가 구성될 때에도 전산원 인력을 배치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정보센타가 출범할 때 정보통신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논의했던 법인설립을 위한 초기
운영비(약 4.26억원)를 정보화 촉진기금 일반계정 예비비에서 출연하도록 했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Ibid, 박윤정 p.319
6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999. 1. 21. 신설)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 2(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 3의 규정
에 의하여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국내 인터넷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999. 6. 30. 신설).
62)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
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16조
63) "인터넷이용자의 인터넷정책결정/선거 참여 방안에 관한 시론", 김기중, 2001. 9. 1. 인터넷이용자포럼 자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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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를 국가사무로 포섭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인터넷주소의 국제적
성격,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 등 그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을 부
정할 수는 없다.64)
김기중의 지적처럼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가 국가사무라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법적 토대
자체가 취약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은 1999년 인터넷주소 관리업
무가 전산원으로부터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로 민간이양될 때에도 정보통신부가 집
요하게 유지해온 입장이기도 하였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16대 국회 임기말이었던 2003
년 말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인주법으로 약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법률의 부칙 제2
조65)에 잘 나타나 있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이 법 통과와 함께 민간재단법인이었던 한
국인터넷정보센타를 해산하고, 모든 재산, 권리, 의무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의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같은 형식
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 있지만, 한국인터넷정보센타가 전산원으로부터 민
영화할 때, 정보통신부는 당초 약속했던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한국인터
넷정보센타의 모든 자본은 ISP협의체의 출연과 그 이후 주로 도메인 등록 수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는 이 법률의 통과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부수법안
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인
터넷정보센타의 사업과 예산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경상비에서 추가적인 예산지출은 없다
고 설명함으로써 추후 도메인등록비를 국가사무에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와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게 된다.66)
인주법에 따르면 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임무가 되며,
64) Ibid. 김기중 2001.
65) 제2조(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승
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
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66)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전용수, 2005년 2월, 국회의원 유승희의원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참조 이 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전용수는 2004년도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집
행한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한
국인터넷진흥원 자체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2005년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며, "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부담하는 도메인 등록 수수료의 일부가 국가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것
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 29 -

그러한 정책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이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된다. 따라서 인주법에 의하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국
가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주법과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주소자원을 가장 직접적으
로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가 되었다.
당초 정보통신부는 주소정책심의회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인주
법 시행령 제6조 1항) 주소정책실무위원회를 두어 과거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주소위원
회(NNC)의 인사들을 이 위원회에 주로 참여시킴으로서 민관협력구조에 의한 인터넷주소
자원관리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무위원의 임기 2년이 지난 지금, 실무위원회가 1기(2005-2006)에 대한 평가
는 전체적으로 실패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무위원들은 2006년말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제출한 "평가및 권고"67)에서 실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역할모델이 정립
되지 못했으며,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위원회 운영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인주법이 법안때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중의 하나로 인터넷 IP
주소 할당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인주법 제10조 1항에서 "인터넷 프로토
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IP주소를 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만 할당
받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IP주소 할당은 지역별 RIR(Regional IP Registry)에 개별 단체나 사업자 단
위로 할당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별로 특정 기구가 IP주소 할당을 독점해야 할 이유
가 할 이유가 없으며, 경비 등을 이유로 하여 직접 할당을 못받는 경우에 한하여 할당을
대행하도록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주소정책실무위원회는 "인터넷주소자원
법 제10조 1항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68)한 바 있으나 의견서는 보고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도 규제개혁 과제로 제기69)되어 관련 부
처 차관 협의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정보통신부측이 법안 개정을 거부하여 유보된 바 있
다.

67) "인터넷 주소정책 실무위원회 제1기(2005-2006) 평가 및 권고", 작성/제출 : 제1기 주소정책실무위원회,
2006년 12월 29일 제22차 실무위원회에서 보고, 채택
68) 2005년 11월 25일 열린 인터넷주소정책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워크샵때 제출한 "인터넷주소정책 실무위원
회 의견서" 묶음 자료에 포함
69) "정보통신분야 주요 규제 이슈들의 검토 및 분석을 위한 연구" 2005. 12. 한국정보법학회 p.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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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PTV 서비스
IPTV 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는 통신서비스에서 시작되어 방송의 경계영역으로
나아가는 융합형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송과 통신의 규제관할권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는 양상을 겪었다. 방송위원회는 IPTV가 결국 방
송이기 때문에 방송법상 허가대상이고 그에 따른 소유, 겸영규제를 받아야 하며, 대체재
관계인 CATV, 위성방송 등과도 규제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정보통신부는 처음부터 IPTV는 기존의 통신법이나 방송법으로는 규제가 곤
란하므로 양 법을 필요 최소한으로 준용하되 제3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이 법안
에서는 진입규제, 요금규제, 공정경쟁 감독 등을 정통부와 방송위 양 기관이 공동으로
관할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에 있어서도 기존 통신과 방송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진입절차는 신고나 등록으로 간소화하고, 외국인 소유지분제한(49%)은 유지하지만 소유,
겸영, 지역사업권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서비스에 대
해서는 기존 방송법의 편성, 내용, 광고 규제를 준용토록 했다.70)
정보통신부가 굳이 제3의 특별법(가칭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통해 IPTV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IPTV 서비스가 지닌 방송과 통신의 양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융합
서비스적인 특성 때문인데 특별히 방송과 구분되는 IPTV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
용자의 요구에 따라 전송되는 pull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자기채널을 제작, 송
출할 필요가 없는 단순 전송사업자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과는 별도로 정보통신부가 IPTV의 융합서비스적인 성격을 특별히 강조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것과 같은 논란이 IPTV 하나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앞으로 Wibro나 HSDPA 등에서도 기술적 발전으로 실시간 방송전송을 한다
고 할 때 똑같은 논란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융합서비스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규제제도를 수립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71)
융합서비스법의 형식으로 규제제도를 수립할 때 정보통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평적 규제제도의 적용과 기존 방송규제에 적용되어 온 모든 형태의 진입, 소유,
겸영규제를 완화이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기술의 융합을 고려할 때 모든 형태의 새로
운 서비스가 진입단계에서부터 규제에 의해 시장진입을 차단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를 대폭 규제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의 49% 지분 제한 외에는 자본
참여 지분제한 및 구역제한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방송이 3분할 모델로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이 플랫폼이 방송규제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수평규

70) 이것이 IPTV 논의 초기에 정보통신부가 추구했던 기본적인 규제방향이었다. "광대역 융합서비스 추진방향"
2005. 12. 정보통신부
71)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서비스 도입방안", 정보통신부, 2007. 2, 'IPTV 워크샵 자료', 2007. 2. 13 방송통
신융합추진단 p.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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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전송망과 컨텐츠의 2분할 모델로 단순화하여 컨텐츠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송에
서의 규제를 준용하더라도 전송망에 대해서는 대폭 진입규제를 등록제 수준으로 완화하
여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려면 현행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정통부가 보기에는 이처럼 대폭 규제완화를
하는 방식으로 IPTV를 방송법안에 수용하려면 서비스정의, 진입, 소유, 겸영규제, 지역
사업권, 요금규제, 편성, 광고, 내용심의, 동시 재전송 관련 규정 등 방송법 전면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72)
IPTV의 사업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소유지분제한 규제에 따라 자회사분리
주장을 하고 있고, 융합추진기구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자회
사분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수
직적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실현이나 네트워크 고도화에의 투자유인을 제
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다만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
해서라면 네트워크의 동등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이것도 시장
진입 초기부터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망 이용대가는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설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본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사후규제적인 조치로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한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IPTV에 대한 규제정책은 아직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규제제
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도 불확실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
로 보아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망과 컨텐츠를 이분화
하여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며,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이라는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2) "광대역융합서비스(IPTV) 서비스 도입방안", 정보통신부, Ibid p. 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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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사례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규제문제
초고속인터넷서비스(broadband service)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각국
규제당국의 가장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역무분류 문제가 간
단치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통신규제정책의 기본적인 전제가 통신사업자의 시
장독점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들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 문제는 역사적인 이유
에서 서로 각각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전화사업자(Telco)와 케이블서비스사업자
(Cableco)가 동일하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때 어떻게 공정한 경쟁환경
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즉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독점이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라 탈규제
적인 방식으로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전화사업자는 통신법상 연방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Title II의 규
제대상에 속한 반면, 케이블모뎀서비스 사업자는 Title VI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에서는 전화사업자이건 케이블사업자이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동일하게 "Title
I의 보조권한73)"(ancillary authority)에 따르는 규제를 받는다. 즉, 사실상 거의 아무런
73) 보조권한(ancillary authority)이란 Communication Act의 고유 개념으로서 규제당국이 법적으로 부과받고
있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우(reasonably ancillary)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을 말한다. 시장이 경쟁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은 이러한 규제권한을 유보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에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Title I of the Act confers upon the Commission ancillary jurisdiction over matters
that are not expressly within the scope of a specific statutory mandate but
nevertheless necessary to the Commission’s execution of its statutorily prescribed
functions. Section 1 of the Communications Act established the Commission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in communication by
wire and radio,”and section 4(i) authorized the Commission to “perform any and
all acts, make such rules and regulations, and issue such orders, not inconsistent
with this Act, as may be necessary in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Ancillary
jurisdiction may be employed, in the Commission’s discretion, where the
Commission ha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over the communications at issue and
the assertion of jurisdiction is reasonably required to perform an express statutory
obligation [citing Southwestern Cable]. “Because the Commission’s judgment on
how the public interest is best served is entitled to substantial deference, the
Commission’s choice of regulatory tools” when these conditions are met will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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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받지 않는다.
미국의 1934년 통신법에 따르면 "시내나 시외에서 공중에게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화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우대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시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와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로
나뉘며 전자의 경우에는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Title
I의 보조권한의 규제, 즉 사실상 거의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부
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자신이 보유한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본서비스의 요금과 거래조건을 별도로 분리하고 자신도 동일한 조건 속에서 거
래하도록 하도록 하는 의무(Computer II unbundling, 망세분화 의무)가 주어진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규제내용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가서비스는 아
무런 진입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가서
비스가 불가피하게 의존하게 되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부
가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나 교
차보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74)
1996년 통신법은 1934년도 통신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본서비스는 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로, 부가서비스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용어
만 바꾸었고 경쟁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수설비를 분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임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에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처음으로 전화망의 가입자망75)이 DSL 서
비스의 필수설비라고 판정하고 전화사업자들이 가입자망을 DSL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경쟁사업자들(ISP)에게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이때만 해도 FCC는 DSL 서비스
를 Title II의 규제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보았던 것이다. 통신법상 망임대료를 산정하
게 되어 있는 주단위 규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망이용료를 계산했으나 놀랍게도 망이용료
의 도매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다. 전화사업자들이 이미 음성서비스 수입
으로 가입자망의 원가를 대부분 보상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76)

“unless arbitrary or capricious.” [citing CCIA v. FCC]" FCC의 NPRM에서 인용된
Ancillary Jurisdiction에 대한 정의
74) 이것은 FCC가 Computer Inquiry를 시행해 가면서 확립하게 된 규제의 원칙인데 바로 이 두가지 요소, 즉,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규제의 원칙과 기본서비스의 차별과 교차보조 금지를 위한 규제의 원칙이 오늘날과 같
은 인터넷의 급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Jason Oxman, "The FCC
and the Unregulation of the Internet", Office of Plans and Policy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hingto DC 20554, July 1999 Opp Working Paper No.31. 참조
75) DSL은 전화망에서도 낮은 대역은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높은 대역은 데이터통신을 위해 사용하
는 것이므로 음성서비스와 데이터통신을 병행서비스할 수 있다.
76) 이하 DSL과 Cable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서 Title I의 ancillary authority의 규제를 받는 역
무로 최종 분류되기까지의 전체적인 기술은 Scott Blake Harris, Bruce L. Gottlieb and Stephanie Weiner,
"Regulating Broadband" published in 'Communication Lawyer' Volume 23, No. 2, Fall 2005,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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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2년 연방순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필수설비를 판정할 때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제공능력에 현저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요건(이것을 impair standard라고 한다)
을 판단할 때 또 다른 회선사업자인 케이블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
원회도 다시 2003년에 몇 년 기간을 두고 가입자망 공유의무를 없애기로 결정하게 된
다. 즉, 전화사업자가 DSL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가입자망 공유의무를 지지않게 된
것이다.
케이블사업자는 앞서도 기술했지만 Title II가 아닌 Title VI의 규제대상으로서 지방당국
의 프랜차이즈 독점 허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규제를 받는
다. 케이블사업자는 Title II의 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전송서비스를 독
립 ISP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ISP들과는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블사업자는 1996년 통신법의 망세분화(Unbundling)에 따른 가입자망 공
유 의무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DSL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케이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일반적인 통신서비스를 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미
국의 규제당국자들도 똑같이 고민했던 문제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2002년 DSL NPRM에서 DSL 초고속인터넷접속은 인터넷접속이 같은 서비스제공사업자
의 전송설비를 이용해서 제공되고 있을 때 "정보서비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DSL에
서 전송과 인터넷접속 두가지 요소는 최종소비자에게 하나로 통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
라고 보았다. 따라서 전송 부분은 직접 공중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법상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가 아니라 통신(telecommunications)일 뿐이라
고 본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린 지 한달 후에 연방통신위원회는 Cable Modem Order를 발표하는데 여
기에서도 케이블모뎀서비스를 정보서비스라는 결론을 내렸다. DS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케이블모뎀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
니라 단순히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심지어
연방통신위는 케이블사업자가 지역교환서비스를 겸하는 경우에도 망세분화에 따른 서비
스 분리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규제의무를 지지 않는 "정보서비스"인가 망세분화 의무규제를 받
는 통신서비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05년 6월 27일의
연방대법원의 Brand X Internet Service vs. FCC 판결에서였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9 순회법원이 이전 판례에 따라 만장일치로 케이블모뎀서비스 사업자인 Brand X가
통신법상 정보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겸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완전
히 뒤집어서 케이블모뎀서비스는 정보서비스라는 연방통신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Bar Assoc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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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연방통신위원회는 바로 이 판결에 이어 DSL 서비스
가 정보서비스라는 최종명령서를 발표하였다. 즉,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에서 망세분화
의무 요건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연방통신위원회는 DSL서비스와 케이블모뎀서비스에 대
한 동등규제환경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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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1) 미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하여 몇가지 규제정책을 내놓
고 있다.
첫째로 CALEA법의 적용대상 문제이다. CALEA법(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이란 법집행을 위해서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전자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요건을 규정한 법인데, 이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설비기반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DSL과 케이블모뎀사업자)와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
임을 밝힌 바 있다.77)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위
치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911 서비스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VoIP E911 Order78)이다.
이러한 공공정책인 규제와는 별개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정책에 있어 크게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을 연방정부
가 갖느냐 주정부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통신법상 규제를
받는다고 할 때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Title II의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Title I의 보조권한에 따르는 사실상의 비규제정책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각각 다른 인터넷전화서비스와 관련된 세가지
명령지시서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대체로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연방
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전화에 대한 규제권한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통신위원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세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각각 규제적용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
첫째로 연방통신위원회가 Pulver.com에 대해서 내린 결정인데 Pulver.com은 PC to PC
유형의 인터넷전화서비스로서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
화상대자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에 규제권한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보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둘째는 AT&T
의 사례인데 이것은 Phone to Phone으로서 통화 양상대자는 일반 PSTN 전화망을 사
용하지만 중간의 전송구간에서는 IP패킷으로 컨버젼하여 전송하는 서비스였다. 연방통신
위원회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중간에서 컨버젼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지
77) Communication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CALEA) and Broadband Access and Services,
Notice of Proposed Reulemaking, Docket No. 04-295, 19 FCC (CALEA NPRM)
78) IP-Enabled Services, E911 Requirements for IP-Enabled Service Provider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WC Docket No. 04-36, WC Docket No. 05-196, FCC 05-116, June 3, 2005 (E911 VoIP
N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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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일반적인 통신에 해당하는 서비스이므로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였다. 셋째는 Vonage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사례인데 이 경우는 PC to
Phone에 해당한다. Vonage의 사례는 미네소타주의 경우에는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
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하려고 했었으나,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경우 역시 연방정부가
규제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했으나 Vonage의 경우가 정보서비스인지 통신서비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79)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 규제가 아니라 Title I의 보조권한에 의한 규제, 즉 비규제의 원칙을 따
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음성서비스를 Title II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 온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인데 Title II의 규제를 따르게 되면 공정하
고 합리적인 요금책정과 비차별의 의무요건과 같은 것들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규제
들은 원래 독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응용서비스에서처럼 경쟁이 있는 서비스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 영국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80)
영국 Ofcom의 초기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81)은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
는 데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초기 정책에서는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과의
동등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며 긴급통신서비스인 999서비스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
정하나

의무이행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았고

긴급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PATS(Publicly Available Telephone Services)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
방하도록 하였다. 즉, Ofcom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이 PATS가 갖추어야 하는 모
든 요건을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약한 규제정책을 수립하였다.
Ofcom이 가장 최근에 수립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은 2006년 3월에 나온 Ofcom의
보고서82)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초기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의 기조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몇가지 사항에서 보다 개선된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로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ATS가 지는 모든 의무요건들을 충족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PATS에 적용되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들 중에
서 많은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현실성에 맞게 수정토록 했고, 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한 요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가 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긴급통신으로 가입자 위치정보를 999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도 사업자가 스스로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였다.
79) 이에 대한 분석은 Scott Blake Harris, "Regulating Broadband", Ibid
80) 이 부분의 기술은 "인터넷전화 시장에서의 상품차별화 전략 연구", 장범진, 나성현, 이은곤, 2006. 12,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참조
81) 초기 Ofcom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은 "New voice services - a consultation and interim guideline",
2004. 9. Ofcom 참조
82) "Regulation of VoIP Services, statement and further consultation", 22 February 2006, 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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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즉,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서비스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정전시 또는 IP망의 단절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미리 통지할 의무를 지
닌다. 2) 긴급통화서비스와 관련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는 긴급통화서비스 제공여
부와 그 안정성, 그리고 긴급통화시 가입자의 위치정보 제공여부 등에 대해서 소비자들
에게 미리 통지할 의무를 지닌다. 3)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 도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번호이동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미리 통지할 의무를 지닌다.
셋째로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번호할당에 대해서는 비지리번호인 056이나 지리적번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비지리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몇가지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1) 056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위치정보가 특별한 중요성
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2) 이용자의 통화착신지점이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3) 호를 소통함에 있어 지리적번호로 인식될 필요가 없어야 하고, 4)
이동통신서비스가 아니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이동통신서비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동전화와 범주적으로 구분하려고 한 것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는 또한 지리적번호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제한된 자원인 지리적번호의 과잉수요를 창출하여 지리적번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강화될 수 있
어 일반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리적번호를 사용하면서 긴급통화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PATS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번호이동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였다.

3)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경제적규제와 비경제적 규제 - 각국 정
책 비교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 통신법에서처럼 요금규제와 시장 진입규제를 부과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소비자 이용후생 증가를 촉진하는 것인지 여부자체가 의문시 된다. 원래 요
금규제와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이 자연적 독점상태에 있어서, 즉 비용과 수요와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단일 업체가 여러 다른 업체들보다도 낮은 비용으로 전체 시장에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그리고 매몰비용이 커서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경우에 한
해서 소비자 이용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장상황에서는 요금규제를 통
해서 단일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하게 되
면 어떤 업체가 인가요금으로 특정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
스 제공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연독점 상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즉 비록
어떤 단일 업체가 가장 낮은 총비용으로 전체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어떤 특정한 비용조건들 때문에 그 시장에서 하나 이상의 업체가 존속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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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런 경우에는 진입규제가 소비자 이용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83)
전통적으로 통신규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규제수단들이 고안된 것은 공중전화
망의 독점적 소유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기반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환경이므로 그러한 전통적인 경제적 규
제수단들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정책을 비교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84)

<그림 3>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정책 1
시내전화시장이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카나다만이 약관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네델란드 경우에는 약관사전승인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요금하한제를 적용
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에는 보편적서비스 의무분담업체에 한해서 가격상한제를 적용한
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경제적인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는데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 약관승인을 요구하는 나라는
83) Jerry Ellig, "Regulatory Status of VoIP in the Post-Brand X World", ExpressO Preprint Series, Year
2006 Paper 1080
84) 이하의 모든 인터넷전화 관련 국제비교 도표는 "International Comparison of Approaches to Economic
Regulation of VoIP" - A Response to the Lemay-Yates Associates Inc. Report "A Discussion of the
Evolution of VoIP Regulation Worldwide" dated November 2005, 12 April 2006에서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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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 유일하다.

<그림 4>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정책 2
위 표에서 호주의 경우에는 인터넷전화가 일반전화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
닌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일반전화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을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전화서비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긴급전화서비스, 전화번호확인, 지역접속의 최소
수준의 서비스보증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덴마아크의 경우 긴급전화서비스는 의무이나 전화위치확인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신자의 위치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덴마아크의 경우 현재 보편적서비스 분담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비와 설치비는 보편적서비스 요금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덴마아크 정부는 앞으로 보편적서비스 요금규제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홍콩의 경우에는 인터넷전화에 두가지 면허가 있는데 Class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
호이동성, 전화번호부, 일반전화와 동일한 품질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나,
Class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 요건만 따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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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확인과 긴급전화서비스 제공이 의무이고, 긴급전화는 가
장 인근의 긴급서비스센터로 연결되어야 하고 발신자의 위치정보도 제공해댜 한다. 인터
넷전화서비스에도 지리적 번호를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거의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긴급전화서비스, 번호이동, 번호확인 및
감청허용등을 의무로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전화는 별도의 서비스범주로 분류하며 전화번호 범위도 서비스범주별
로 다르게 할당한다.
노르웨이에서는 긴급전화서비스의 경우 전화번호 확인 및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번
호이동성과 지리적 번호는 해당번호가 노르웨이와 연관관계에 있고, 이용자의 상주거주
지 주소에서 사용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위해서 별도 번호범위를 할당하고 있으며, 긴급전화서비
스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용자가 긴급전화서비스 이용가능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긴급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와 연결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통신경쟁법을 준수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긴급전화서비스 제공과 전화번호 확인 및 발신자의 위치정보제공이 기본
의무사항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에도 지리적 번호 할당이 허용된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동일하나 스위스에서는 인터넷전화의 이동 사용(normadic
use)도 허용한다. 스위스에서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격상한(price ceiling)규제를 받는다.

- 42 -

3.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
1)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무선인터넷망개방과 인터넷공유기 설치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표출되었지
만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는 주로 인터넷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에 대한 논의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가장 근본적인 아키텍쳐(architecture)가
갖고 있는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프로토콜(TCP/IP)을 디자
인한 사람들은 네트워크 자체는 단순히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으로만 단순화시키고 모든
지능적인 처리는 망의 종단(edge 혹은 end)의 응용서비스(application),에 맡기는 방식으
로 설계하였다.85) 이것을 "end-to-end"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통신프로토콜의 이
러한 근본 원리는 망의 종단 부분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응용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응용서비스의
경쟁적 개발을 통한 혁신(innovation)을 가능하게 하였다.
David Isenberg와 David Weinberger 같은 이들은 이러한 인터넷의 아키텍쳐의 특징을
일컬어 "stupid network"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네트워크가 단순히 비트만을 전송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도 모든 유형의 응용서비스에 대해서 개방적일 수 있게 되
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처럼 네트워크 자체는 단순히 비트를 전송하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품(서비스)는 망의 연결(connectivity)을 통해서만
생겨난다고 보았으며 바로 이 점을 일컬어 "네트워크의 역설"(the Paradox of the Best
Network)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망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별로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 없는 반면, 프리미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 서비스는 망의
종단에 위치하게 된다.86)
이처럼 망중립성은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리중의 하나였으나 이것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된 것은 2002년 9월에 HTBC(High Tech
Broadband Coalition)87) 이 FCC에 "접속의 원칙"(Connectivity Principles)88)라는 이름
85) "END-TO-END ARGUMENTS IN SYSTEM DESIGN", J.H. Saltzer, D.P. Reed and D.D. Clark, M.I.T.
Laboratory for Computer Science, in INNOVATIONS IN INTERNETWORKING 195 (Craig Partridge
ed., 1988) 참조
86) David Isenberg and David Weinberger, "The Paradox of the Best Network"
http://www.netparadox.com/ 참조
87) HTBC는 Business Software Alliance(BSA), the CEA,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ITIC), the NAM,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and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로 구성되어 있는 이익단체이다.
88) a. Consumers should receive meaningfu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broadband service plans,

b. Broadband consumers should have access to their choice of legal Internet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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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요구한 것이 처음이었다. 접속의 원칙는 요약한다면 1)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계획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2) 합법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
용해야 하며, 3) 이용자가 선택한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4) 이용자가 선
택한 통신장비를 네트워크에 부착,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망사업자가 아닌 관련부품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이 연방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 것과는 별도로 2003년 8월에는 버지니아 법대 Tim Wu교수와 스탠포드 법대의
Lawrence Lessig도 망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인터넷관련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혁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제화를 할 것을 요구하
였다.89)
이러한 요구와 주장은 결국 2004년 2월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Michael Powell
의 연설속에서 컨텐츠 접근의 자유, 응용서비스 이용의 자유, 개인부가장비 설치의 자유,
서비스계획정보 취득의 자유라고 하는 4대 "인터넷의 자유"(Internet Freedoms)90)라는

within the bandwidth limits and quality of service of their service plans;
c. Broadband consumers should be able to run applications of their choice, within the
bandwidth limits and quality of service of their service plans, as long as they do
not harm the provider’s network; and
d. Consumers should be permitted to attach any devices they choose to their
broadband connection at the consumer’s premises, so long as they operate within
the bandwidth limits and quality of service of their service plans and do not harm
the provider’s network or enable theft of services.
HTBC, "Re: CS Docket No. 02-52; GN Docket No. 00-185; CC Docket Nos. 02-33,
95-20 & 98-10", Ex Parte Submission, August 2, 2005
89) Tim Wu, Lawrence Lessig, Re: Ex Parte Submission in CS Docket No. 02-52, August 22, 2003
90)
(1) Freedom to Access Content.

First, consumers should have access to their choice of legal content. Consumers
have come to expect to be able to go where they want on high-speed
connections, and those who have migrated from dial-up would presumably object
to paying a premium for broadband if certain content were blocked. Thus, I
challenge all facets of the industry to commit to allowing consumers to reach the
content of their choice. I recognize that network operators have a legitimate need
to manage their networks and ensure a quality experience, thus reasonable limits
sometimes must be placed in service contracts. Such restraints, however, should
be clearly spelled out and should be as minimal as necessary.
(2) Freedom to Use Applications
Consumers should be able to run applications of their choice. As with access to
content, consumers have come to expect that they can generally run whatever
applications they want. Again, such applications are critical to continuing the
digital broadband migration because they can drive the demand that fuels
deployment. Applications developers must remain confident that their products will
continue to work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 companies. No one can know for
sure which “killer” applications will emerge to drive deployment of th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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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Michael Powell의 생각은 연방통신
위원회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002년도에 케이블모뎀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규정한
바 있었고, 2005년도에는 연방대법원의 Brand X 판결 이후에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는 탈규제의 정책방향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었으므로 사실 망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야 하는 망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연방통신위원회의 명시적인 정책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Michael Powell이 FCC 위원장직을 떠나고 후임 위원장이 취임하
기 전까지 연방통신위원회가 공화, 민주 양당측 위원이 2:2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점
에서 이들 위원들은 공익단체들과 기술관련 산업체들의 요구속에서 2005년 8월 5일 일
종의 타협안으로 4대 정책원리91)라고 하는 것을 채택, 발표하게 된다.

generation high-speed technologies. Thus, I challenge all facets of the industry to
let the market work and allow consumers to run applications unless they exceed
service plan limitations or harm the provider’s network.
(3) Freedom to Attach Personal Devices.
Consumers should be permitted to attach any devices they choose to the
connection in their homes. Because devices give consumers more choice, value
and personalization with respect to how they use their highspeed connections,
they are critical to the future of broadband. Thus, I challenge all facets of the
industry to permit consumers to attach any devices they choose to their
broadband connection, so long as the devices operate within service plan
limitations and do not harm the provider’s network or enable theft of service.
(4) Freedom to Obtain Service Plan Information.
Consumers should receive meaningful information regarding their service plans.
Simply put, such inform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arket is working.
Providers have every right to offer a variety of service tiers with varying
bandwidth and feature options. Consumers need to know about these choices as
well as whether and how their service plans protect them against spam, spyware
and other potential invasions of privacy.
Powell, "Preserving Internet Freedom: Guid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y", February 8, 2004
Michael

91)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 of their
choice.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run
applications and use services of their 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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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발표한 4대 정책원리는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컨텐츠 접근, 응용서비스의 이용,
합법적인 장치의 연결, 망제공사업자,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 컨텐츠 제공사업자간에 경
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 HTBC 이래 주장되어온 망중립성 관련 제안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즉, 소비자가 선택한 응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법 집행기구의
요구에 따라"(subject to law enforcement)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소비자가 선택한 합법
적인 장치의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네트워크에 유해하지 않는 합법
적인 장비"(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라는 단서 조건을 명시하였
다. 또한 이전의 주장들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계획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
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물리층위에서부터 논리층위, 컨텐츠층위에 이르기
까지 네트워크의 모든 층위(layer)에서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서 정책적
방향을 규제적이기 보다는 경쟁촉진이라는 것으로 제시하였다.92) 즉, Michael Powell이
사업자의 제한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것에 반하여 FCC의 정책원리는 정
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93)
그런데 문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정책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데
있다. 정책원리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원리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FCC가 행동을 취
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론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관련 규칙을 만들겠다는 뜻이 된다.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원리만 가지고는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 것인지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같은 정책
원리의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
하지 않은 점이 있다.

2) 망중립성 논의에서 부가장비의 문제
앞에서 기술한 망중립성 주장 중에서 네트워크에 부착 설치하는 부가 장비(foreign
attachment)의 문제는 이미 50년대에 AT&T사가 자사 네트워크에 부가장비의 부착을
제한한 데에서 생겼던 분쟁인 Hush-A-Phone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T&T
측은 전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플라스틱 컵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Policy Statement", adopted August 5, 2005, FCC 05-151
92) 현재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이 Ecommerce Chapter에서 협상문으로 제시한 망중립성의 원칙도 FCC의
Policy Statement와 문구가 동일하다.
93) FCC의 Policy Statement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FCC Adopts a Policy Statement Regarding Network
Neutrality",
http://www.techlawjournal.com/topstories/2005/20050805.a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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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사의 망에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승인받지 않은 외부의 부착물
"(unauthorized foreign attachment)라는 이유에서 금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망
사업자가 자사망에 외부부착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공중에게 오히려 해를 입
히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연방 순회법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유해여부(harm) 요건에 대
한 판단이었다. 순회법원은 1934년 통신법을 해석하면서 전화가입자는 "공적으로 해롭
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유익한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94)를 갖는다고 보았다. 같은 논리에서 연방통신위원회도 "전화망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이용할 때 공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전화시스템의 운영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다면"95) 전화가입자가 부가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Hush-A-Phone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이후 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Carterfone 결정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Carterfone

사건이란

Thomas

F.

Carter와

그의

회사인

Carter

Electronics

Corporation가 전화사업자인 AT&T를 상대로 연방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다.96) Carter씨는 1959년에 장비를 하나 발명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장비
는 이동무선시스템을 쓰는 이용자가, 자신이 쓰는 유선전화에 무선시스템을 연결하여 이
동중인 사용자와 고정된 장소에서 유선전화를 쓰는 사용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장비였다. AT&T 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문제의 Carterfone을 자사 전화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전화회사 설비에 전화회사가 설치하지 않은 어떠한 장비나 기기, 회
로나 장치도 부착하거나 연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AT&T의 FCC 승인 약관 제13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Carter씨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AT&T사를
상대로 민사 반독점소송을 냈고, 지구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연방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물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AT&T사의 약관이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고 결론짓고 문제의 약관조
항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연방통신위원회가 문제라고 본 것은 문제의 약관
조항이 최종사용자가 Carterfone이 아니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AT&T사가 제조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자기가 가입한 전화서비
스사업자가 제조하지 않은 장비를 전화망에 연결시켜서 전화망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
다면 그 장비가 전화망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인 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다.
그 이후에도 전화사업자들이 약관변경을 계속 늦추자 연방통신위원회는 1975년에 채택
한 WATS(Wide Area Telephone Service) 규칙의 일부인 Part 68에 Carterfone의 결

94) "right reasonably to use his telephone in ways which are privately beneficial wihout being publicly
detrimental", Hush-A-Phone v. United States, 238 F.2d 266, 268 (D.C. Cir. 1956)
95) "do[] not injure ... the public in its use of [Bell's] services, or impair the operation of the
telephone system." Hush-A-Phone Corps. vs. AT&T, 22 FCC 112, 114 (1957)
96) Carterfone 사건에 대해서는 Ibid. Jason Oxman (1999) p.p. 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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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포함시켰다. Part 68은 공중전화망에 연결하는 터미널장비에 관한 기술적 사양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장비가 Part 68이 기술하고 있는 기
술적 사양에만 맞으면 제조사를 불문하고 공중전화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에 따라 장비제조업체들은 연방통신위원회의 허가나 전화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연방통신위원회의 장비등록과 인증절차만 거쳐서 다양한 음성과 데이터 장비를 제작하고
공중전화망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Hush-A-Phone과 Carterfone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 결정의 의의는
첫째로는 이들 사례가 차별행위가 기술의 발전을 전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
고, 둘째로는 이들 사례에서 문제해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유해성여부(harm)에 대한
검증이 오늘날 단순히 물리적 차원에서의 차별 뿐만 아니라 컨텐츠나 응용서비스 차원에
서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97)

97) Tim Wu,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4/23/2005 Journal of Telecommunication &
High Technology p.143, p.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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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중립성 관련 의회 입법안98)
비록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정책원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남아 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집행권한
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있지만,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연방통신위원회는 최소한
Title I의 보조권한(ancillary authority)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집행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Brand X 판결도 근본적으로는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정의에 의거
해서 내려졌고,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정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의회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Title II의 전통적인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망중립성 논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입법제안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 초부터 Communication Act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려는
흐름 속에서 꾸준히 여러 가지 법안들99)이 제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망중립성 원칙을
법안에 담으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이들 법안 중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공화당 하원 상무위원회 의장인 Joe
Barton이

발의한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COPE로 약칭)이었는데 이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21대 반대 101표로 통
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원래 공화민주 양당 공동발의 법안이었고 처음에는 망중립
성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점차로 망중립성원칙이 대폭 약화
되었고, 결국 양당안은 깨졌고,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이 되어버렸다.
통과된 최종법안을 보면 앞서 소개한 연방통신위원회가 정책성명으로 공표한 망중립성
4대 원칙을 법으로 만들었고,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집행권한은 부여하였는데 연방통신위
의 규칙제정권한은 박탈해 버렸다. 그래서 연방통신위원회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에 대
해서 개별적으로 망중립성 4대 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갖는 것으로
권한범위를 축소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케이블모뎀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사업자들이 제3자가 가입자에게 빨리 접속할 수 있는
"premium access"를 부과100)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98) 법안에 대한 해설은 Harold Feld's Tales of the Sausage Factory: A Network Neutrality Primer 참조,
http://www.wetmachine.com/item/500
99) 부록1)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법안 도표 참조, 출처는 Network neutrality in the United State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Network_neutrality_in_the_US
100) 이것이 AT&T의 CEO Ed Whitacre가 이야기한 Two Tiered Internet의 의미인데 이것은 일반 사용자의
접속속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이나 컨텐츠제공사업자쪽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속도를
"차별적으로" 차등화하여 포털이나 컨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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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의 Ed Markey 의원이 이 법안에서 망중립성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개정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무위원회에서 찬성 22대 반대 34로
패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은 이제까지 의회에 제출된 망중립성 개정안 중
에서 가장 내용이 포괄적이고 선명한 것으로 남아있다.101)
Ed Markey 의원의 망중립성 법안개정안이 망중립성 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
면 상대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접근방법을 취한 것이 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 (일명 Stevens 법안102)이라고 함)
이다. 이 법안에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정책선언에서 천명한 망중립성 4대 원칙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도 제거해 버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네트워크
의 여러 상태를 - 즉, 트래픽이나 망구성, 네트워크 상태가 인터넷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미치는 영향, 망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일반 인터넷과 사설망의 발전과 제공서
비스 등 - 조사해서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뿐이다. 심지어 망중립성원칙을
집행하는 메카니즘도 의회에 건의할 수만 있을 뿐이고, 추가적인 규칙제정권한은 아예
건의도 할 수 없게 하였다.

4) 망중립성 논의의 몇가지 쟁점
망중립성 논쟁의 발단은 망사업자측의 차단행위(blocking)과 인터넷 차별화(tiering) 주
장에서 비롯되었다. 직접적인 차단행위로는 Madison River Communications사가 자사
망을 이용하고 있던 Vonage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패킷을 차단한 일이 있었고, 이 사
건에 대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인터넷 차별화는 망사업자
들이 포털이나 컨텐츠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회선을 품질에 따라 차별화하
여 별도 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망중립성의 원칙들을 소개했지만 그러한 원칙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망사업자의 차단이나 차별화와 같은 차별행위(discrimination)103)가 공공연히 혹
은 은밀하게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측
에서는 이러한 망사업자의 패킷차별행위는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근본원리인 종단
(End-to-End)에서의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innovation)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101) 부록2) Excerpts from Network Neutrality Act of 2006 (H.R.5273) submitted by Ed Markey
(Democrat, Mass.) 참조
102) 부록1)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법안 도표 참조
103) 이러한 차별행위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가입자가 서버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상업적인 서비스에 이용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VPN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무선랜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관상으로 금지하는 것도 무수하게 존재한다. 망사업자가 이용자의 트래픽정보를 이용하여 차별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Jon M. Peha, "The Benefits and Risks of Mandating Network
Neutrality, and the Quest for a Balanced Policy", 34th Telecommunications Policy Research
Conference, Sept. 2006 의 Section 2: Technical Basis of Discrimination 참조,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보
고한 것으로는 "Good Fences Make Bad Broadband - Preserving an Open Internet through Net
Neutrality", A Public Knowledge White Paper by John Windhausen, Jr. Feb. 6, 2006 Part1. Examples
of Blocking or Discrimination by Network Operators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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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쟁제한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
는 망중립성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망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망중립성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은 역사적으로
비규제환경에서 발전해 왔으며 비규제가 인터넷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들은 또한 망사업자들은 망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분을 충당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찾아야 하고, 서비스차별화에 따른 가격차별화는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망사업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도 있다고 주장한다. 보안이
나 대역폭보존(혼잡방지 혹은 완화), 브랜드 판촉활동, 서비스 도용방지, 원가보상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차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기존의 망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상황속에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행
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견제를 받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앞으로 무선이나 위성,
전력선 등을 통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환경은 더 심화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최소한 협대역서비스(예 : 전화접속 PPP서비스)는 언제나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이다. 망중립성 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망사업자가 망위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나 컨텐츠서비스로 인해 망의 가치가 높아지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타 서비스사업자들을 차단하거나 차별해야 할 적극적인 유인도 없다
고 주장한다.
반대로 망중립성 찬성론자들은 망사업자가 패킷통제를 통해서 타 사업자를 차별할 수 있
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Dr. -Ing. Barbara van Schewick104)에 따르면 예컨
대 Madison River Communications 사건에서처럼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가 망
사업자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웹사이트의 광고매출에서처럼 망
사업자가 망이용료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가치사슬의 상류에서 상당한 이윤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망사업자가 모든 응용서비스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
닐지라도 특정한 응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할 유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
어 Lawrence Lessig은 경제학적으로 망사업자들이 차별할 유인이 없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는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편다.
더 근본적으로 망중립성논의에서 차별의 기준이 뭐냐는 논란도 있다. Tim Wu는 이 문
제와 관련해서 차별행위가 공중에게 해롭다면(harm) - 즉, positive externality면 차별
이 아니고, negative externality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
는데105) 누구를 기준으로 positive, negative를 따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주관적
인 요소가 있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망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차별행위도 비용

104) Dr.-Ing. Barbara van Schewick, "Towards an Economic Framework for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33rd Research Conference on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ternet Policy(TPRC 2005), September 23-25, 2005, 이 글은 경제학적 시각에서 독점이론을 적용하여
망사업자의 차별유인 요소를 규명하고 있다.
105) Tim Wu, "Network Neutrality and Broadb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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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든다. Adam D. Thierer106)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이용자들이 침해받는 권리가 있느냐고 까지 따져
묻는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사적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망사업자가 약
관대로 이행했다면 약관에 의거해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계약에 따르는 것
이지 권리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dam은 미국헌법에 초고속인터넷접속권 같은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한다.
망중립성 논쟁의 한복판에는 인터넷의 운명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
워크"이므로 누구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일종의 집단적인 공유자원(collective
commons)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누
구도 인터넷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은 사적소유에 해
당하고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일 어떤 기업이 망을 구축하고 가입
자들을 보다 광대한 네트워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망이 공유자원
이 되어 집단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dam D. Thierer는 좀
더 도발적으로 만일 초고속인터넷망 사업자가 망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
가 부정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망구축이나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오히려 시급히
재산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107)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재산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
장을 사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법적 틀안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틀 안
에서는 경쟁이 가능하지 않고 경쟁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대체로 반대하
고,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망의 소유자로부터 망종단의 이용자에게로 이전하는 공유자원
식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Adam D. Thierer는 공유자원식 접근방법은 망
의 투자와 기술혁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재산권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부여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접속요금은 제로가 될 것이므로 결국 그
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서비스의 공급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지지자들108)은 망의 가치가 망보유자의 성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망을 통해서 해내는 일에 의해서 평가되는 일종의 공공적인 인프라스트럭쳐(public
infrastructure)라고 본다. 그리고 망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망이용자 누구
도 차별하지 않는 중립성(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고, 결정권한을 중앙이 아니라 망종
단에 두고 종단에서 무수한 이용자들간에 이루어지는 경쟁(end-to-end, e2e)속에서 새
로운 혁신이 생겨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는 달리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원은 재산권이 부여되고 재산보유자가 지정
106) Adam D. Thierer, ""Net Neutrality" Digital Discrimination or Regulatory Gamesmanship in
Cyberspace?", Policy Analysis No. 507, January 12, 2004 p.7
107) Adam D. Thierer, Ibid p. 17.
108) 망중립성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입장의 특징을 Infrastructure, Neutrality, End-to-End vs.
Propertization, Incentive, Deregulation으로 본 견해는 Tim Wu, "The Broadband Debate, A User's
Guide", Journal on Telecomm. & High Technology Law, Vol. 3, 9/2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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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Propertization)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후생증진도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통신망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회수의 전망이 있
어야, 즉, 유인(Incentive)이 있어야 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들은 또한
재산권과는 무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회의적인 시각(Deregulation)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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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가버넌스
세계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관리는 미국방성 DARPA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ISI의
Jon Postel이 인터넷의 표준문서인 RFC문서의 editor로서 초기부터 루트서버의 주소할
당 역할을 수행해왔다. 각국 국가코드도메인이 할당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부터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KAIST의 전길남교수가 .KR을 할당받아 국가코드도메인 루트
서버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국가코드 도메인의 할당원칙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이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적 요건이 충족되면 할당되었다. 당시에 국가코
드 도메인 할당절차에는 각국내의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각국
에서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를 않았다.109)
세계적으로 인터넷주소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11월에 Internet
Society가 11명의 위원으로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IAHC)을 구성하면서 부
터였는데 여기에는 Internet Society, IETF, NSF, ITU, WIPO, ITA 등 관련 국제기구
들이 모두 참여하였으나 당시 .COM을 서비스하던 Network Solutions를 비롯하여 상업
적인 ISP는 모두 참여를 배제하였다. IAHC는 창립후 3개월만에 새로운 인터넷가버넌스
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최종보고서110)를 발표하였다.
당시 IAHC가 구상한 것은 인터넷 도메인주소는 공유등록부(Shared public registry)를
두어

공공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단위로는

분산등록처(Regionally

distributed

registrars-CORE)를 두며, 7개의 신규 최상위도메인(new gTLDs)를 생성한다는 것이었
다. IAHC는 이 계획에 근거하여 gTLD MoU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으
려 했는데 우선 EC는 처음부터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오히려 이
러한 움직임은 미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인터넷가버넌스를 계획하여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IAHC의 당시 움직임은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
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점, 공유등록부를 비영리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 지역
별로 분산등록처를 상업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과 신규 최상위도메인 생성을 기획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관이었던 Ira Magaziner가 민간이 주도한다
(private sector leadership)는 개념111)으로 인터넷주소체계 관리기구를 구상하였고 미
상무부가 그러한 구상의 연장 속에서 이를 Green Paper와 White Paper로 작성하면서
기구의 토대를 마련했고 1998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법인으로서 미 상
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을 창설하게 된다.

109) Milton Mueller, "ruling the root", 2002 MIT Press p.88
110)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Recommendations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gTLDs",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 February 4, 1997
111) 이러한 생각은 당시 공표된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에도 잘 나타나 있다.
http://www.technology.gov/digeconomy/framewr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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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은 출범당시부터 민간에 대한 개방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므로 민간
부문에서 인터넷주소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Registry, Registrar, Business, ISP,
Intellectual Property, Non-commercial, ccTLD, Regional IP Registry)과 일반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국

정부는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GAC)을 구성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ICANN은 출범이후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을 수립했고,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추가로 확장하였으며, 최근까지는 각국 국가코드도메인(ccTLD)와의
공식적인 관계설정형식을 확정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다국어 최상위도메인에 관련된 정
책을 논의하고 있다.
초기부터 ICANN을 민간 산업계의 자율규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한다는 기본원칙이 제시
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루트서버에 대한 Policy Authority는 여전히 미국정부에 있기
때문에 ICANN의 구조가 완전히 민간기구가 아니라는 비판112)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인
터넷주소체계가 미국의 독점적 관리영역속에 있다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불만 때문에
2003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쳐서 개최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는
BRICs 국가들과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이 인터넷 가버넌스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으
며, 2005년 WSIS-2에서는 미국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입장113)을 공식적으로 표명하
고, 이에 대해 참가 회원국가들이 합의안114)을 도출하게 됨으로써 이때의 합의내용을 토
112) Milton Mueller,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 sorting through the debris of self-regulation"
Info, the Journal of Policy, Regulation and Strategy for Telecommunications, Information and Media,
Vol. 1, No. 6, December 1999
113) 별첨 U.S. Principles on the Internet's Domain Name and Addressing System 자료 참조.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USDNSprinciples_06302005.htm
114) "Tunis Agenda", November 2005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
이 문서 내용 중 인터넷가버넌스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 네 항목이다.

55. We recognize that the existing arrangements for Internet governance have worked
effectively to make the Internet the highly robust, dynamic and geographically diverse
medium that it is today, with the private sector taking the lead in day-to-day operations, and
with innovation and value creation at the edges.
61. We are convinced that there is a need to initiate, and reinforce, as appropriate, a
transparent, democratic, and multilateral process, with the participation of governments,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ir respective roles. This
process could envisage creation of a suitable framework or mechanisms, where justified, thus
spurring the ongoing and active evolution of the current arrangements in order to synergize
the efforts in this regard.
63. Countries should not be involved in decisions regarding another country's country-code
Top-Level Domain (ccTLD). Their legitimate interests, as expressed and defined by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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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하여 향후 세계 인터넷가버넌스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때 미국정부가 표명한 입장과 참가 회원국가들의 합의문서인 "Tunis Agenda"의 내용
을 보면 미국은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구조를 기존의 ICANN으로 유지
할 뿐만 아니라 미연방정부가 ICANN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독권한(oversight)을 유지하
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도 국가코드 도메인(ccTLD)에 대해서
는 각국 정부가 주권자적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도 인터넷 DNS의 안정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그대로 단서로 남겨 놓았다.
"Tunis Agenda"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ICANN을 국제 인터넷주소관리구조로 그
대로 인정하였으며(55,61) 국가코드도메인에 대해서는 각국의 주권영역임을 분명히 하였
다.(63)
비록 미국중심의 인터넷주소체계 관리기구인 ICANN의 현상유지는 인정하였지만, Tunis
Agenda의 또하나 중요한 진전사항은 ICANN내에서 각국 정부가 단순히 자문적 지위
(advisory status)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인터넷에 관한 국제적인 공공정책의 문제에는
각국 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해나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이후 ICANN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을 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이 바로 이 "강화된 협력"이라
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SIS-2에서 인터넷가버넌스와 관련하여 합의된 또 하나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인터넷가
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엔 사무총
장이 직접 연례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주소체계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이 포럼을 통해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하여 세계가 참여하여 개방적으
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게 하였다.
ICANN의 경우도 그렇고, IGF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조직원리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이다. 물론 "강화된 협력"에서 나타나듯이 과거에 비
해 각국 정부가 세계인터넷주소체계나 인터넷관련 공공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수준은
강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특히 인터넷분야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 인터넷의 세계적인 성장,
발전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주도성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
country, in diverse ways, regarding decisions affecting their ccTLDs, need to be respected,
upheld and addressed via a flexible and improved framework and mechanisms.
69. We further recognize the need for enhanced cooperation in the future, to enable
governments, on an equal footing, to carry out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international
public policy issues pertaining to the Internet, but not in the day-to-day technical and
operational matters, that do not impact on international public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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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Tunis Agenda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소관리체계의 일상적
인 운영은 민간부문이 주도하며(55), 각국 정부는 일상적인 기술적, 운영상의 문제에 관
여하기 보다는 공공정책적인 문제에 한하여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비단 도메인주소 뿐만 아니라 IP주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IP주
소의 할당구조는 RIR(Regional IP Registry)가 할당하며 지역별 RIR이 상호 협력, 조정
하는 자율적인 메카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APNIC이 RIR인데 이러
한 지역기구들은 개별 기구나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주소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처럼 국가에서 IP주소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없는 것
은 아니나(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가 그렇게 하는 예가 있다. 이런 경우
를 NIR[National IP Registry]이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예에 속한다.
NIR의 경우라 하더라도 APNIC의 운영정책115)을 보면 국가에서 NIR을 만들어서 중앙집
중관리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할당된 IP주소영역의 모든 관리책임을 해당
NIR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PNIC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개별국가가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이든 IP주소를 중
앙정부가 통합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인터넷경로최적화(routing)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즉, 기술적으로 보면 IP주소는 개별 업체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결과를 가져온다.
경로최적화(라우팅)의 문제란 인터넷에서 특정 컴퓨터를 찾아갈 때 IP주소를 관리하는
최소단위(이것이 각 지역 registry의 회원사인 ISP가 된다.)에 할당된 IP주소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개별 ISP에 할당된 하위레벨의 IP주소는 해당 ISP가 하향식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 중에서 특정 컴퓨터를 빠르게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는 하위 주소단위를 관리하는 주체의 수가 많을 수록(즉,
개별 회원사의 수가 많을 수록) 특정 컴퓨터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며, 하위단위의 주소체
계도 계속 그 계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즉, 개별 ISP별로 수많은 네트워크를
구성,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ISP별 계층구조에 다시 국가별 계층구조를 두어 관
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계층구조가 되고, 경로를 찾는 효율이 낮아지게 된
다.116)
115) "As members of APNIC and of the Asia Pacific Internet community, NIRs are required to fully
implement all applicable APNIC address management policies, As NIRs, they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policy compliance with respect to all Internet resources which are under their
management.
It should be noted that APNIC cannot delegate to an NIR sol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all address
space within its country or economy. APNIC must remain able to accept direct membership from any
organiz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both to promote maximum Internet routability and to meet its
obligations as an open membership organization"
APNIC address allocation to NIRs, "Operational policies for National Internet Registries in the APNIC
region.",
http://ftp.apnic.net/apnic/archive/apnic-103-v001.txt )
116)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The Geography of Internet Addressing", Paul Wilson, Director
General, APNI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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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nic.net/news/hot-topics/internet-gov/internet-geograph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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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PTV 관련 규제정책
1) 미국의 경우117)
CATV의 경우에는 1934년 통신법에서 Title VI로 분류되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지역프
랜차이즈당국(local fanchising authority, LF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문제는 LFA가 전국에 걸쳐 수만개인데다 절차도 복잡하고 허가신청 요건도 달라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신법에서는 CATV의 경우에 지역방송에 대한 재
전송동의/의무재전송(must carry), 비영리 프로그래밍, 요금규제, 고객서비스기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다.
앞서도 기술했듯이 연방대법원의 Brand X 판결 후 인터넷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어 비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연방통신위원회는 Title I의 보조권한(ancillary authority)에
의거한 규제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IPTV가 유사서비스라 하더라도 CATV가 Title VI
에 따라 LFA로부터 받는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통신법 Section 602(7)(C)
조항에 따르면 "통신설비가 가입자에게 직접 비디오프로그래밍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정도에 따라 케이블시스템으로 간주되어"("shall be considered a cable system .... to
the extent such facility is used in the transmission of video programming directly
to subscribers.") Title II로 분류되어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Verizon은 Title VI에 따라 LFA의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믿었던 것으
로 보이고, SBC/AT&T는 IPTV는 CATV가 아닌 정보서비스라서 LFA 승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Verizon과 SBC/AT&T는 모두 법을 변경하기 위한 싸움
을 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프랜차이징 프로세스가 사업자들이 IPTV시장에 진
출할 때 현실적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난관이 된다. IPTV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
업자들은 주입법기관이나 연방통신위원회, 의회가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승인절차를 개
혁해 줄 것을 요청해 오는 실정이다.
일부 주들은 주단위의 광역 프랜차이징 개념을 통해서 지역 시당국이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을 검토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9월
Texas주가 IPTV 신규사업자가 주당국이 발급하는 프랜차이즈를 취득하도록 하고
Texas주 공공재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17일 내에 요청에 대해 처리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LFA는 대체로 프랜차이징 요금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를 우
려하여 반대하였으나 SBC 경우에는 Texas주에 우선 21개 시에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CATV측에서는 이 법률이 통신법의 균형을 깼으며, 유
사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에게 규제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17) Patrick S. Campbell, "IPTV Regulation in the U.S.", PTC 2006, January 16, 2006, Honolulu,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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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IPTV가 CATV와 규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문
제를 안고 있으며, IPTV가 어떠한 규제틀 안에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우리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투명하다.

2) 유럽의 경우118)
IPTV에 대한 유럽쪽 규제상황도 아직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규제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IPTV 서비스 제공자는 TV서비스 배급사업자로 간주하지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편집자나 다른 배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방송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동영상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방송으로 분류되어 방송
법의 규제를 받지만 독일에서는 방송에 대한 정의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
따라서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IPTV 서비스가 방송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적절
한 규제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18) CULLEN INTERNATIONAL Cross-country analysis - Western Europe IPTV commercial offers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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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역무화 평가
우리나라는 90년대초 인터넷이 상용화 된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인터넷 보급
이 확대된 나라이다. 작년도 11월 통계만 보더라도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
는 1천4백만을 넘어섰다. 2004년 7월에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가 기간역무에 포함되
는데 그 전해인 2003년 12월 기준으로 1천1백17만을 넘었으니 2년 동안에도 2백80만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단위 : 명)
구

분

2006.10월 2006.11월

xDSL

케이블모뎀
(TV)

KT

6,348,618

6,347,725 4,792,603

하나로텔레콤

3,605,173

3,609,096

653,412

2,069,478

온세통신

269,147

258,048

784

드림라인

65,874

60,030

LG데이콤

126,893

117,493

LG파워콤

1,035,783

1,115,839

종합유선방송

2,241,658

2,253,000

중계유선방송

15,297

전송망(NO)
별정통신사업
자
합 계

아파트
LAN

FTTH
점유율
위성
(광케이블)
(11월말기준)

1,471,078

82,519 1,525

45.3%

861,160

25,046

0

25.8%

226,144

31,120

0

0

1.8%

29,316

22,984

7,730

0

0

0.4%

5,426

40,625

71,442

0

0

0.8%

616,920

498,919

0

0

8.0%

46,635

2,137,370

68,995

0

0

16.1%

15,195

2,385

7,106

5,704

0

0

0.1%

55,609

55,196

7,022

44,467

3,707

0

0

0.4%

180,125

179,797

29,807

149,990

0

0

1.3%

13,944,177 14,011,419 5,567,390 5,165,094

3,169,845

107,565

1,525

100.0%

※무선LAN ID수 : 482,836 (KT 410,228 하나로텔레콤 72,608)
※아파트 LAN : KT의 B&A/BMLL/Ntpia, 하나로텔레콤의Lan/CATV홈랜/BWLL홈랜/BWLL
멀티라인/HANA-Lan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전화선 또는 UTP케이블을
이용하여 LAN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표 8>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2003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점유율은 KT가 50%, 하나로통신
24.4%, 두루넷 11.6%,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율이
5.5%였다. 그런데 2006년 11월 통계를 보면 KT가 45.3%, 하나로텔레콤이 25.8%, 종
합유선방송이 16.1%, LG파워콤이 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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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계만 놓고 보면 지난 2년간 시장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괄목
할만한 변화라면 2003년까지도 꾸준히 증가해오던 종합유선방송의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난 반면, KT는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KT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것은
2005년 6월 이후이므로 1년 6개월 정도의 규제기간 동안에 시장상황이 큰 영향을 받았
을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2004년도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역무화 할 때에는 가장 우
려했던 사항이 두가지였다. 하나는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KT로 시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었던 점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백본시장에서 KT와 데이콤의 복점상황에서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문제는 2004년 12월 ISP간 상호접속의무, peering 정책의 공개
의무, 접속회선과 접속서비스의 번들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접속기준이 마련됨으로
써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또한 앞의 통계에서도 확인했듯이 2004년 당시에
우려했던 것만큼 KT로의 시장쏠림 현상은 주춤해졌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나
타나는 상황이 과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역무화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그
인과관계 여부는 불분명하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시장이 경쟁상황일 때조차 전통적으로 강력한 통신규제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2003년 시
장상황이나 2006년의 시장 상황을 볼때 분명히 KT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경쟁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KT로의 시장쏠림이 급격한 상
황도 아니었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이 DSL
의 전화서비스사업자와 케이블모뎀사업자로 복점화되면서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게 되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던 Title II의 규제를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았
다. 오히려 DSL과 케이블모뎀서비스 시장의 규제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두 서비스를 모
두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하여 사실상 비규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쟁상황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역무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통신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SO/MSO도 새
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했고, 앞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활성화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경쟁을 냉각시킨 셈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아마 유일한 소득이라면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초고속인터넷 망간 연동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처
음부터 백본시장에서 KT와 데이콤 복점상황에서 나타났던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들은
규제원칙상 정보통신부가 사전규제제도를 만들어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시
장의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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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업자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KINX와 같은 중소사업자들의 연합체가 존
재하는 이상 사업자간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도 아니었다. 문제는
사업자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해결할 일에 까지 정부가 고시를 제정해서 개입하고 룰을
만들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기간역무 개념은 사실상 물리적인 네트워크 설비보유 여부를 바탕
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가 아니라 물리적인 층위의 위인 논리층위에서 인터넷프로토콜을 구현함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물리층위의 규제의 적용대상
으로 삼은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도 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BcN의 경우에도 결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상용화되기도 전
부터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CDMA를 통해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어차피 효율이 낮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범주에
넣기도 어렵겠지만, W-CDMA나 Wibro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포함여부 자체도 충분
히 논란이 될 수 있다.

2.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 평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역무화한 것도 설비기반의 기간역무 개념에서는 이상한 일인
데, 인터넷전화서비스는 논리층위보다 하나 더 상위의 응용서비스 층위에 해당하는 것인
데 우리는 인터넷전화서비스도 기간역무로 만들어 버렸다. 다시 반복하지만, 기간역무로
분류한다는 뜻은 전통적으로 통신법에서 자연독점의 필수설비보유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
제하여 인프라를 후발사업자들과 공유하게 하고, 보편적서비스와 같은 사회정책적인 규
제까지 적용을 받게 하는 등 사회 안에서 해당 사업분야에 일종의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
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수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서 약 88만명이며 월 평균 매출액도 78억 규모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서비스가 기간역무로 분류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에는 특정사업자가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망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를 별정사업자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망을 보유하고 인
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별정사업자의 인터넷전화서비스 간에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별정사업자를 포함해서 동일 시장에
서 수많은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인데 왜 공공적 규제를 해야 하며,
그것도 통신서비스 규제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로 역무분류를 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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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비스와는 완전히 별개의 서비스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전화서비스와 완전히
동등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음성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통신규제를 적용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우선 일반적인
통신규제의 대상으로 분류해 놓았으니 인터넷전화서비스 기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전
화와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요금의 도매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실제 요금구성요소들을 검토해 보면 납득하기 어
려운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첫째로 인터넷전화망에서 발신하여 PSTN망 또는 이동전
화망으로 접속할 경우에 상호접속요율을 기초로 상호접속료를 협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
지만, PSTN이나 이동전화망에서 발신하여 인터넷망으로 상호접속했을 때에도 가입자망
및 백본망 이용대가 수준을 반영한다는 원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는 인
터넷전화서비스 별정사업자가 타 인터넷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할
때 망이용댓가를 지불토록 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인터넷망을 통해 어떤 패킷
이 흐를때 패킷의 트래픽을 가지고 망이용댓가를 계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
체도 의문이다. 또 설령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경우에도 인터넷전화 호처리에 필요한 대
역폭을 가정하는 것도 객관적 근거가 약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QoS
도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서 고정대역폭을 쓰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도 합리적이
지 않다.
결국 그렇게 해서 최종 산출한 인터넷전화서비스요금은 기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의 요
금과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전화보급확산이 지
체되는 것이며, 개인 가구별로 보급되기 보다는 기업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보급지체는 시내전화의 대체 및 요금경쟁으로 인
한 가격 하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얻게될 편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제정
책의 근본목적을 훼손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해외의 인터넷전화서비스 규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번호이동성, 긴급전화서비스나
보편적서비스 의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간역무로 분류까지 했으면서
도 그런 요건은 또 의무부과를 하지 않는 것도 규제의 형식과 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런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
터넷전화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신규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의 유형이 유사하다고 하여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에서 요구되던 규제수단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꼭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전화서비스나 보편적서비스 같은 규제내용은
전형적으로 중앙통제형식의 규제방식이다. 오히려 인터넷과 같은 환경에서는 중앙이 아
니라 종단에서 실제로 필요한 요건을 사업자가 충족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틀을 모색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119) 그리고 인터넷전화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전화
와 동일한 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
119) 이 점과 관련하여 Susan P. Crawford, "Someone To Watch Over Me: Social Policies for the
Internet" Law Journal, 10/7/2005 p.52 참조, Susan은 종단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의무로 접근개
방(open access)와 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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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무선인터넷망개방정책 평가
전통적으로 망개방정책은 주로 물리적 층위에서의 상호접속, 가입자망 공동활용, 설비의
공동이용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물리적 층위에서의 망개방 정책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망개방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인터넷기업협회,
즉 포털사업자나 컨텐츠서비스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망개방정책을 논리층위의 망개방으로 오해한 데에 있었다. 사실은
더 엄밀히 이야기 한다면 무선인터넷망은 CDMA 무선주파수대역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턴넬링(tunneling)을 해서 TCP/IP를 구현해서 소통하는 형식이 될 것이므로 어차피 물
리적 층위의 망개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당
국자은 무선인터넷망을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고, 포털이나 컨텐츠제공사업자들은
당연히 무선인터넷망은 논리적 층위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
다.
무선인터넷망개방 문제를 놓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 내용을 보면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이같은 오해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방안으로 다운로드서버를
설치한다든지 단말정보 제공과 같은 대부분 물리적인 구성요소의 배치나 계약조건 등을
주로 놓고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내부포털
과 외부포털을 구분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 - 즉, 차별적 대우가 문제였다. 결국 무선
인터넷망에서 물리적 접속이 모두 허용된다 하더라도 망보유자가 유입되는 데이터 패킷
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문제는 결국 망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망중립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무선인터넷망개방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주목했을 때 문제를 망개방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망보유자의 필수설비독점, 내
부포털과 CP와 외부포털 및 CP간의 차별적 대우의 문제로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공정위가 개입하기 전에 통신위원회가 SKT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무
선인터넷망개방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이때의 통신위원회의 심결 내용을 보더라도 통
신위원회는 망개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행위 - 즉,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를 보면 논리층위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어떻게 규
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망에서 일어나는 차별행위중에는 정당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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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정당하지 않은 차별행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 하더라
도 규제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에서 차별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외에서 진행중인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유의해야 한다.

4. 인터넷공유기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

공유기

문제는

미국에서의

사례로

본다면

전형적인

Hush-A-Phone이나

Carterfone 사건에 비견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
을 때에는 그러한 사례들과는 달리 주로 공유기가 트래픽을 증가시켜 망을 해롭게 한다
는 논지로 주로 논의가 집중되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이 문제에 대응하면서 KT의 약관
에서 금지한 것은 공인IP를 사용해서 구성하는 서브네트워크(sub-network)였지 비공인
IP를 사용해서 구성하는 사설망(Private network)이 아니었다는 논지를 폈으나 약관 해
석의 문제로 제시되었지 공유기를 약관상 불허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까
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Hush-A-Phone이나 Carterfone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우
에도 부가장비가 "사적으로는 유익하면서 공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기준을 적용해 볼 수
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Carterfone의 경우 "외부의 부착물"(foreign attachment)을
금지하는 것이 경쟁제한행위로서 제조업체간 경쟁을 통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동시에 인터넷 공유기 설치를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약관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
업자간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망중립성의 원칙이 경쟁상황속에서는 꼭 법적
규제방식으로 부과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
다. 앞으로 인터넷공유기 문제는 포털이나 컨텐츠 사업자들이 IPTV와 같은 서비스를 제
공하려 할 때나, 홈네트워킹 관련 서비스가 등장할 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슈이다. 셋탑박스의 설치문제는 본질적으로 인터넷공유기의 설치문제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5.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평가
국내 인터넷 가버넌스는 역사적으로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
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2003년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16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가버넌스 구조로 전면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가코드도메인(.KR)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하여 국내 인터넷 역사 초창
기부터 이에 기여해 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전통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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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간 민간주도의 가버넌스 체계에서 한국은 IP, 도메인과 관련된 국제구조에서 아시아지
역국가들을 이끌어 가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한때 세계 국가코드 도메인 관리자들의 사무
국까지 유치했었으나 이러한 국제적 지위는 사실상 이미 실추되었다. 장기적으로 세계적
으로 민간주도의 흐름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의사결
정구조에서의 플레이어 역할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책결정과정
에서의 경쟁력 및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되었다. 정부 및 정부관련기구는 담당자가 계속
바뀜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인맥의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는 약점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옵저버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일본이 국력
에 상응하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술표준채택과 같은 국제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외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인터넷 가버넌스에서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인 인터넷 가버넌스의 구조에서도 정부주도의 접근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
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민간부문 참여
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시장을 간과할 수 없으
나 인터넷 가버넌스와 관련하여 중국이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형성에 능동적
으로 기여하려면 최소한 10년여 이상 시간이 경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정책적 함의를 지닌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투명
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 IPTV
소비자들에게는 IPTV도입이 현재 유료다채널 서비스시장이 독과점화되어 있어 소비자
폐해가 크기 때문에 동일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초고
속인터넷서비스와 결합판매형식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PVR 온라인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IPTV서비스는 방송적 요소가 있는 것(linear service, 고정적인 편성내용을 가진 실시간
스트리밍서비스)과 그렇지 아니한 것(non-linear service) 두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전자
는 방송법에서 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서비스로 각각 규율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비선형서비스가 방송법상 데이터 방송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행 방송법상 interactiv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방송법을 거쳐 데이터방송개념에
interactive 서비스를 포함시킨다면 거의 모든 인터넷서비스가 모두 방송법의 규율대상
이 되므로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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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소유지분제한이나 겸영규제는 본질적으로 규제목적이 여론지배력 제한에 있으
나 IPTV가 SO나 위성방송처럼 독자운영채널을 갖지 않으면 여론지배력 제한 규제수단
인 보유지분제한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SO나 위성방송에서 지역채널
이나 독자채널 운영을 없애고 지역채널은 지역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방식
으로 전환하고 독자운영채널은 정보제공범위를 제한한 데이터방송으로 제한해도 될 것이
다.
지배력전이 차단을 위해서 자회사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방송법에는 시장지
배력을 견제하는 규제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지배력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분
리방식도 있다.
권역별 허가제도는 CATV가 지역 프랜차이즈(독점)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인데 경쟁사
업자가 동일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권역별 허가 제도 자체를 폐지
하거나 바꿔야 한다. 전국허가를 받을 때에는 보편적서비스의 의무를 함께 부과할 수 있
으므로 이를통해 cream skimming은 제한할 수 있다.
IPTV 사업자 망개방문제는 셋탑박스 설치허용, 망 연동시의 논리층위에서의 차별방지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강구하여 망 미보유사업자도 시장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공정경쟁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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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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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법안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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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 tl e

B i ll n u m b er D a tei n t rodu ced

S pon sors

Prov i si on s

S t at u s

Prohibits blocking or
modification of data in
transit, except to filter

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S. 2360

March 2, 2006

of 2006[28][29]

Ron Wyden

spam, malware, and illegal

(D-Oregon)

content; mandates
common-carrier rules for
subscriber network
operators.
Passed 321-101 by the
full House of
Proposes to create a

Joe Barton (R-Texas national franchise for video June 8, 2006- but

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Representatives on

H.R. 5252

March 30, 2006

[30][31]

of 2006

and Chairman of the providers, and additionally

with the Network

House Commerce

addresses net neutrality,

Neutrality provisions

Committee)

e911, and municipal

of the Markey

broadband.

Amendment removed.
Bill killed by end of
[32]

109th Congress.
Network Neutrality Act
[33]

of 2006

H.R. 5273

April 3, 2006

Amends the

Defeated 34-22 in

Ed Markey

Communications

committee with

(D-Massachusetts)

Opportunity, Promotion, and Republicans and some
Enhancement Act o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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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s opposing,

(COPE) to make its
existing neutrality
provisions more strict.
Aims to amend the

Communications,
Consumer' s Choice, and
BroadbandDeployment

S. 2686

May 1, 2006

[35]

Act of 2006

most Democrats
supporting.[34]

Communications Act of

Sent to the full Senate

1934 and addresses net

in a 15-7 committee

Ted Stevens

neutrality by directing the

vote and defeated by

(R-Alaska), Daniel

FCC to conduct a study of the Senate Committee

Inouye (D-Hawaii)

abusive business practices

on Commerce, Science,

predicted by the Save the

& Transportation on

Internet coalition and

June 28, 2006.

similar groups.
Makes it a violation of the
Clayton Antitrust Act for
broadband providers to
Jim Sensenbrenner

Internet Freedom and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36]

H.R. 5417

May 18, 2006

(R-Wisconsin), John
Conyers
(D-Michigan)

discriminate against any
webtraffic, refuse to
connect to other providers,
block or impair specific
(legal) content; prohibits
the use of admission
controlto determine network
traffic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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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20-13 by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on May 25,
2006.

Amends the
Communications,
Consumer' 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 Introduces more
rigid net-neutral standards
Internet Freedom

Olympia Snowe

Preservation Act of
2006 (casually known
as the Snowe-Dorgan
[37]

bill)

S. 2917

May 19, 2006

(R-Maine), Byron
Dorgan (D-North
Dakota)

including a ban on the
blocking/degradation of
lawful content, and a ban
on QoS deals between
network providers and
specific content providers.
States that FCC would be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aints and conducting
reports on the state of the
broadb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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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xcerpts from Network Neutrality Act of 2006
(H.R.5273)

submitted by Ed Markey (Democrat,

Mass.)

SEC. 4. NET NEUTRALITY SAFEGUARDS.
(a) In General- Each broadband network provider has the duty to-(1) enable users to utilize their broadband service to access all lawful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available over broadband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2) not block, impair, degrade, discriminate against, or interfere with the
ability of any person to utilize their broadband service to-(A) access, use, send, receive, or offer lawful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ver broadband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or
(B) attach any device to the provider's network and utilize such
device in connection with broadband service, provided that any
such device does not physically damage, or materially degrade
other subscribers' use of, the network;
(3) clearly and conspicuously disclose to users, in plain languag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speed, nature, and limitations of their
broadband service;
(4) offer, upon reasonable request to any person, a broadband service
for use by such person to offer or access unaffiliated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5) not discriminate in favor of itself in the allocation, use, or quality of
broadband services or interconnection with other broadband networks;
(6) offer a service such that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 providers
can offer unaffiliated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in a manner that
is at least equal to the speed and quality of service that the operator's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 is accessed and offered, and without
interference or surcharges on the basis of such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7) if the broadband network provider prioritizes or offers enhanced
quality of service to data of a particular type, prioritize or offer
enhanced quality of service to all data of that type (regardless of the
origin of such data) without imposing a surcharge or other consideration
for such prioritization or quality of servi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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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t install network features, functions, or capabilities that thwart or
frustrat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r objectives of this section.
(b) Exception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ohibit a broadband network
provider from implementing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measures to-(1) manage the functioning of its network, on a systemwide basis,
provided that any such management function does not result in
discrimination between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ffered by the
provider and unaffiliated providers;
(2) offer varying levels of transmission speed or bandwith;
(3) protect network security or the security of a user's computer on the
network;
(4) offer consumer protection services (such as parental controls),
provided that a user may refuse or disable such services;
(5) carry or offer a cable service that requires management of the
network to provide enhanced quality of service, provided that-(A) a broadband service subscriber may refuse to subscribe to,
and avoid charges for, such cable service while obtaining
broadband services from such operator; and
(B) such carrying or offering does not violate any of the duties
set forth in subsection (a); or
(6) where otherwise required by law, prevent any violation of Federal
or State law.
(c) Implementation-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Commission shall adopt rules that-(1) permit any person to complain to the Commission of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in violation of any duty, obligation, or
requirement under this section;
(2) provide that any complaint filed at the Commission that alleges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granted unless acted upon by
the Commission within 90 days after its filing;
(3) require the Commission, upon prima facie showing by a complainant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to issue within 48 hours of the filing of
any such complaint, a cease-and-desist or other appropriate order
against the violator until the complaint is fully resolved, and, if in the
public interest, such order may affect classes of persons similarly
situated to the complainant or the violator, and any such order shall be
in effect until the Commission resolves the complaint with an order
dismissing the complaint or imposing appropriate remedies to resolve
such complaint; and
(4) enable the Commission to use mediation or arbitration 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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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to resolve the dispute.
(d) Enforcement- This section shall be enforced under titles IV and V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401, 501 et seq.).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except that the warning requirements of section 503(b) shall not
apply. In addition to imposing fines under its title V authority, the Commission
also is authorized to issue any order, including an order directing a
broadband network operator to pay damages to a complain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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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s from Communications, Consumer's Choice, and
Broadband Deployment Act of 2006 (S.2686)
submitted by Ted Stevens (Republican, Alaska)

TITLE IX--INTERNET NEUTRALITY

SEC. 901. NEUTRAL NETWORKS FOR CONSUMERS.
(a) IN GENERAL- Beginning 1 yea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Senat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for 5 years regarding-(1) the developments in Internet traffic processing, routing, peering,
transport, and interconnection;
(2) how such developments impact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over the
public Internet and the consumer experience using the public Internet;
(3) business relationships between broadband service providers and
applications and online user services; and
(4) the development of and services available over public and private
Internet offerings.
(b) DETER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If the Commission
determines that there are significant problems with any of the matters
described in subsection (a) the Commission shall make such recommendations
in its next annual report under subsection (a) as it deem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ensure that consumers can access lawful content and run
Internet applications and services over the public Internet subject to the
bandwidth purchased and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recommendations for appropriate enforcement
mechanisms but may not recommend additional rulemaking authority for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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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inciples
on the Internet's Domain Name and Addressing Syste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tends to preserve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Internet's Domain Name and Addressing System (DNS). Given the
Internet's

importance

to

the

world's

economy,

it

is

essential

that

the

underlying DNS of the Internet remain stable and secure. As such,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aking no action that would have the potential to
adversely impact the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DNS and will
therefore maintain its historic role in authorizing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e authoritative root zone file.
Governments have legitimate interest in the management of their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 (ccTL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governments
have legitimate public policy and sovereignty concerns with respect to the
management of their ccTLD. As such,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se concerns, bearing
in mind the fundamental need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Internet's
DNS.
ICANN is the appropriate technical manager of the Internet DN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the ongoing work of ICANN as the technical
manager of the DNS and related technical operations and recognizes the
progress it has made to dat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vide
oversight so that ICANN maintains its focus and meets its core technical
mission.
Dialogue related to Internet governance should continue in relevant multiple
fora. Given the breadth of topics potentially encompassed under the rubric of
Internet governance there is no one venue to appropriately address the
subject in its entirety. While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the current
Internet system is working, we encourage an ongoing dialogue with all
stakeholders around the world in the various fora as a way to facilitate
discussion and to advance our shared interest in the ongoing robustness and
dynamism of the Internet. In these fora,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upport market-based approaches and private sector leadership in Internet
development broa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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