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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2005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

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한 이후 망중립성 원칙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2008년에는 Comcast의 파일공유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서 FCC

가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하여 중지 명령(Comca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

러나 2010년 4월 사법부가 2008년 FCC의 Comcast order를 무효화함에 따라 망중립

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경과 추진 경과, 사법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자의 찬반 논

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선택지(option)

를 전망하고자 한다.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책임연구원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목  차 

Ⅰ. 서언 

Ⅱ. 망중립성의 개념 

Ⅲ. 망중립성 논의 전개 동향 

Ⅳ. 맺음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4호 2010년 8월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5권 제 4호 2010년 8월 

Ⓒ 20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2122 

Ⅰ. 서언 

통신망이 IP 기반 망으로 진화함에 따라 통신시
장내 경쟁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IP는 

계층네트워크 프로토콜로 전송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분리운영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계층에 영향
을 주지 않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가능하
다. 이로 인해 IP 환경 하에서는 망사업자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 경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망사업자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망중립성 확보 이슈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당국의 규제 개입 필
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3년에 발표된 

Tim Wu 교수의 논문과 Madison River Commu-

nication사의 VoIP 접속차단 조치 때문이다. Tim 

Wu 교수는 IP 환경 하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보
장,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합법
적인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용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망중립성 유지를 감시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망중립성 논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 동부지역에서 소규모 

LEC로 활동중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

사는 2005년 VoIP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Vonage사
의 접속 회선을 차단하여 FCC가 인터넷상에서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계
기가 되었다. 

Madison사의 사건을 계기로 2005년 FCC는 인
터넷상에서 콘텐트, 애플리케이션, 단말기의 비차별
적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하
고 이후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
(order)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
나 FCC가 제시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 각계의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고 특히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비규제 대상인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들어 FCC의 규제 근거가 없다
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2010년 4월에는 사법부가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하여 FCC의 규제 개입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
을 내리게 되었다. 사법부가 망중립성 논란에 개입
하게 된 것은 2008년에 Cable TV 망을 통해 인터
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Comcast가 자사고객이 

파일공유사이트인 BitTorrent에 접속하는 것을 차
단하는 조치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Comcast 조
치에 대해 FCC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행위로 판정
하여 2008년에 중지 명령(order)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FCC의 order에 대해 Comcast가 사법부에 

제소함에 따라 2010년 4월 사법부는 FCC의 Com-

cast order가 FCC에 부여된 규제권한을 넘어선 것
으로 판결하고 동 order를 무효화 하였다. 이에 따
라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시도하던 FCC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
여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논의의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 이론,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시 배
경과 추진 경과, 사업부의 최근 판결내용, 이해당사
자의 찬반 논란을 살펴보고 향후 망중립성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FCC의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망중립성의 개념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의 개념은 정의하
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비차별성 

(non-discrimination)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Tim 

Wu(2003년)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을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특혜를 주지 않도
록 하는 것”으로 비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망중립성
을 정의하고 있다[1]. 인터넷 백과사전인 Wikipe-

dia에서는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 참여하는 인터
넷 접속망 이용자를 위해 제시된 원칙으로 ISP 또는 

정부에 의해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 부착하는 기
기, 통신방식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되며, 서비
스의 품질이 다른 트래픽으로 인해 부당하게 악화되
어서는 안된다 원칙”으로 정의함으로써 비차별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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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권도 망중
립성에 포함시키고 있다[2].  

비차별성 원칙은 망중립성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
로 비차별성의 적용방식에 따라 망중립성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달라지게 된다. 첫째, 

절대적인 비차별성(absolute non-discrimination)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를 경우 망중립성은 “인터넷 

접속사업자가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도착한 순서대
로 패킷을 처리(first come, first served)하는 것”

으로 정의되며 품질차별, 패킷의 우선순위 변경, 요
금차별 등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품질(QoS) 차등에 따른 추가
요금수수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QoS 차등을 

인정하는 제한된 차별화 개념이다. 이 경우에 높은 

QoS 보장을 대가로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QoS 차별을 허용하여도 망중립성 원칙 위배로 간주
되지 않는다. 셋째, 서비스 계약이 비배타적일 것을 

전제로 QoS 차등에 따른 추가요금수수를 인정하는 

제한된 차별화 개념이다. 이 경우 서비스 계약이 제
한되지 않는다면 높은 QoS 보장을 대가로 추가요금 

수수가 인정되며, QoS 차등이 망중립성 원칙 위배
로 간주되지 않는다. 위 세 가지 유형 중 첫번째의 

“절대적인 비차별성” 개념이 망중립성 규제 찬성측
이 선호하는 개념이며, 나머지 개념들은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의 망관리 관행을 인정하는 비교적 느
슨한 망중립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망중립성 논의 전개 동향 

1. 인터넷 이전의 망중립성 관련 사건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
니며 인터넷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이슈이다. 미국에
서 망중립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구체적인 사례로 

등장하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1956년의 

“Hush-A-Phone Decision”과 1968년의 “Carter-

fone Decision”이다[3].  

“Hush-A-Phone Decision”은 통신기기 판매업

체인 Hush-A-Phone사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부
착하여 통화시 수신음 개선 및 통화자의 대화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
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1955년 AT&T가 1934년 

통신법에 근거하여 AT&T 승인 없는 불법 기기부
착으로 규정하고 고객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관행은 통신장비(모든 단말, 

시스템, 자동응답장치 등 부속장치 포함)는 고객의 

소유가 아니며 통신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FCC도 규제되지 않은 단말
이 통신 품질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AT&T의 입장을 지지(FCC Decision 1955)하는 결
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심은 1956년 

Hush-A-Phone에 대한 AT&T의 개입이 부당하다
고 판결(“AT&T’s prohibition of the device was 

not just, fair, and reasonable.”)하였는데, 재판부
는 1934년 통신법의 취지는 “특정기기가 물리적으
로 설비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로 개입이 한정되는
데 Hush-A-Phone사 기기는 물리적으로 해를 끼
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통신단말 

시장이 개방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림 1) 

참조). 

Carterfone은 Thomas Carter가 개발한 제품으 

로 수동으로 “쌍방향 이동 무선시스템(아마추어 무 

선 시스템 등)”을 PSTN에 연결시켜 주는 장치이다. 

기본적으로 유선사용이 불가능한 원거리에서 긴급 

통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 무선중계국내 가입 

자가 유선가입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 무선중계국 

운영자가 직접 유선 착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Car-

 

 (그림 1) Hush-A-Phon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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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fone 장치에 유선단말을 걸어두면 무선과 유선 

간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즉 무선을 유선과 연결시 

키는 장치이다((그림 2) 참조).    

AT&T는 이 장치가 AT&T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로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판매를 규제하자 

1968년 FCC는 통신시스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Carterfone을 AT&T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4]. 이 조치로 가
입자가 직접 단말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단말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Tim Wu(2003년) 

등은 Carterfone Decision으로 인해 단말기 시장에
서 혁신(팩스, 자동응답장치, 모뎀시장 발전)이 일어
났으며, 인터넷도 이 조치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 최근에는 Skype 등이 

Carterfone Decision을 이동통신사업에도 적용시켜 

이동통신망 및 단말기를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6]. 

2. 인터넷 망중립성 논란의 계기 

가. Tim Wu 교수의 망중립성 원칙 제안 

컬럼비아 대학 법학과 교수인 Tim Wu는 2003년 

그의 논문(Net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

tion)을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망중립성 원칙 도입
을 제안하여 망중립성 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였
다[1]. 그의 논문은 첫째, 모든 애플리케이션, 데이
터, 트래픽에 대한 차별 금지, 둘째, 망중립성 확보
를 위한 입법화 필요성 제기, 셋째, 망중립성 확보 

대안으로 구조분리안과 차별금지안을 검토 후 차별
금지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또한 Tim Wu 교수는 2007년 그의 논문 “Wire-

less Carterfone”을 통해 무선 분야에도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주장하였다[5]. 이 논문을 통해 첫째, 

무선망에서 단말기 locking 금지 및 합법적인 어떤 

단말기도 접속 허용이 필요하며, 둘째, 콘텐츠 차별 

금지, 셋째, 망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서비스 이
용관련 정보(커버리지, 요금제, 장비제한, 대역폭제
한, 단말기 locking 정보 등)를 완전하며, 평이한 언
어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할 것, 넷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표준화 등을 제안하였다.  

Tim Wu 교수의 논문은 유선 및 무선 분야에서 

망중립성 도입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에 의해 주요 논
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FCC 망중립성 원칙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인터넷 망중립성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인터넷상에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최초의 분쟁은 

2005년에 발생한 Madison River case이다. Madi-

son River Communication사는 소규모 LEC로서 

2005년 초에 Vonage사가 VoIP 서비스를 위해 접
속하는 접속포트(network port)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Vonage사가 FCC에 제소하였
고 FCC는 조사를 통해 중재명령(consent decree)

을 내리고 벌금 15,000달러를 부과하였으며, Madi-

son River사가 벌금 납부 및 더 이상 차단조치를 하
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VoIP 트래픽 차별을 시도하는 사
업자에 대해 FCC가 개입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
었다[7].  

2007년에는 케이블 TV 사업자인 Comcast가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BitTorrent(영상, 음악, 소프
트웨어 등 대용량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전송하는 데 

적합한 가장 보편화된 P2P 파일 공유 프로토콜)를 

이용한 대용량 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하
거나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단행하여 망중립성 원칙
의 법제화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om-

cast는 2007년 기준으로 BitTorrent 관련 트래픽
이 미국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25% 정도를 점유하

 

 (그림 2) Carterfon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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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망에 과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객에
게 통지 없이 접속차단 또는 접속품질 악화를 시도
한 것이다. Comcast의 조치는 소비자단체인 “The 

Associated Press”가 2007년 10월 Comcast 망을 

테스트한 결과 밝혀졌으며, 이후 시민단체인 Free 

Press와 Public Knowledge가 FCC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
다[8].  

한편 무선분야에서는 2007년 2월 Skype가 Car-

terfone 규정을 무선산업 규제에 적용하도록 규칙제
정(remaking)을 FCC에 청원한 바 있다. 이 청원에
서 Skype는 무선망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여 단말기 디자인 통제, Wi-Fi 접속과 같이 이용
자에게 필요한 기능 배제, 단말기 locking을 통한 선
택권 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의 폐쇄성 등
으로 무선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Skype는 망에 해가 

되지 않는 어떤 장비도 부착할 수 있다는 Carter-

fone 규정이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에도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FCC 규칙 제정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6]. Skype의 청원에 대해서 

2009년 FCC 의장인 Julius Genachowski는 망중
립성 원칙의 무선망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3. 망중립성 관련 쟁점별 찬반 논의 현황 

망중립성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 찬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찬
반이 대립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투자와 혁신, 대역
폭 가용성, 합리적인 망관리 필요성, 공정경쟁, FCC

의 관할권 여부, 표현의 자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찬성측 당사자들은 소비자단체, ISP, 인터넷 애
플리케이션사업자, FCC 등 규제당국, Tim Wu 등 

학자그룹으로 구성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통신업
계, Cable TV 사업자, 대형 기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다(<표 1> 참조).  

4. FCC의 망중립성 원칙 제기 배경과 경과 

가. FCC의 망중립성 6원칙 발표 

2002년 FCC는 Cable TV order를 통해 Cable 

TV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였고, 2005년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도 정보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통신사업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트래픽 

차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Google

<표 1> 망중립성 관련 찬반 주장 

 찬성측 반대측 

투
자
와
 

혁
신

 망중립성 규제 부재시 광
대역사업자들이 contents 
gatekeeper로서 경쟁사업
자의 BM 정착 방해로 투
자와 혁신 저해 우려 

 Tim Wu: 혁신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협상력이 지배
하는 시장으로 변모 우려

 망중립성 규제는 망사업
자들의 광대역망 투자를 
억제하여 오히려 혁신과 
경쟁 촉진에 부정적 영향
을 초래할 것임 

 Google, Skype 등은 통신 
및 케이블사업자들이 구축
한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
음 

공
정
 

경
쟁

 데이터 통제를 허용할 경
우 광대역 사업자들이 원
하는 웹사이트의 품질을 
높이고, 반대의 경우 품
질을 악화시켜 경쟁 왜곡 
우려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망 
통제를 위해 계층화된 서
비스 모델 도입,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 구입 강요 우려 

 인터넷 접속시장은 이미 
충분히 경쟁적 

 인터넷은 동등한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규모사업
자들은 서버 확충, 대용량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소규모사업자에 비해 이
점을 보유 

 이용자의 차별화된 니즈를 
반영하는 관행이 오히려 인
터넷 중립화에 기여 

표
현
의
 

자
유

 인터넷이 자유롭고 개방
된 기술로 유지되며, 자유
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 소비자 주권 보호
에 기여 

 망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할 의도
가 없음 

합
리
적
 

망
관
리

 인터넷 접속사업자들의 합
리적인 망관리 능력 보유
는 필요하나 분명한 가이
드라인 필요 

 합리적 망관리 부재시 악
성바이러스 방지 등의 문
제 발생 소지 

 Video streaming, P2P 
file sharing 서비스 확산
으로 인한 망과부하 상태 
해소를 위해 적절한 망관
리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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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온라인 사업자, 학계를 중심으로 망중립성 규제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2005년 9월 23일 

FCC는 광대역망 정책방향(broadband policy sta-

tement)을 발표하고, 4가지 인터넷 망 공개 원칙을 

제시하였다(<표 2> 참조)[9].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order)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FCC 의장인 Julius Genachow-

ski는 2005년에 제안된 네 가지 원칙에 비차별성, 

투명성 등 두 가지 원칙을 추가하여 망중립성 규칙제
정안(NPRM)을 발표하였다[10]. 통상 NPRM을 통
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식적인 order

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데 2010년 중 이러한 절차
가 완료될 예정이다(<표 3> 참조). 

한편, 2008년 8월 1일 FCC는 Comcast의 Bit-

Torrent 접속차단사건에 대해 수 차례 청문회를 거쳐 

3대 2로 Comcast의 접속차단 중지 결정(order)을 

내리고, 동 order 발표 후 30일 이내에 차별적 망관
리 행위 상세내역 공표, 2008년 말까지 차별적 망관
리 관행 중단방침 및 상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Comcast에 명령하였다. 당시 FCC 의장인 Kevin J. 

Martin은 이러한 결정이 ISP 및 모든 통신사업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망 이용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
였다[11].  

그러나 FCC의 Comcast order는 FCC가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고, 2009년 발표된 

망중립성 규칙제정안(NPRM)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2009년 12월 23일 Comcast는 2008년의 Bit-

Torrent 트래픽 차단관련 FCC의 order에 대해 사
법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12]. Comcast의 주장은 

FCC order가 1934년 통신법 또는 합법적인 고시
(rule)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FCC 가이드라인(2005년 4원칙)에 근거해서 이루
어진 조치로 1934년 통신법에서 정한 FCC의 권한
을 넘어선 것임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
방항소심(The US Court of Appeal)은 2010년 4월 

6일 Comcast BitTorrent 차단금지를 명령한 FCC 

order가 통신법에서 정한 FCC의 규제 권한을 넘어
선 것이라고 판정하고 Comcast의 주장을 받아들였
다[13]. 항소심 판결의 취지는 인터넷 접속서비스
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므로 FCC가 인터넷접속서
비스 사업자의 망 및 망관리 관행에 대해 규제권한
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표 4> 참조).   

이번 판결로 인해 Comcast order가 무효화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FCC가 인터넷 시장에서 소
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을 위해 추진하여온 “망중립
성 규칙” 성립 노력에 제동이 걸리게 되어, 규칙제정
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할 상황이 되었다.  

<표 3> FCC의 망중립성 원칙(2009년 추가) 

⑤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원칙 

- ISP는 어떤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도 차별해서는 

  안된다. 

⑥ 투명성(transparency) 원칙 

- ISP는 모든 고객정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 망중립성 6원칙은 플랫폼(유선, 무선, 위성 등)에 관계 

없이 적용할 것임 
 

<자료>: FCC NPRM 09-93(2009. 10. 22.) 

<표 2> FCC의 망중립성 4원칙 

“광대역망 발전 공공인터넷망의 개방성과 상호연결의 특징 
을 보전하고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 
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 
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료>: FCC Policy Statement 05-151(200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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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CC 망중립성 원칙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사법부가 통신법을 근거로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FCC의 규제권한이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망중립성 

규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FCC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안을 모색하여 왔다. FCC는 가능성 있는 대안으

로 <표 5>와 같이 4가지를 검토하였으나 세번째 안

을 가장 가능성 있는 안으로 평가하고, 2010년 6월 

6일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으로 분류 후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성명(statement)을 발표하였다[14]. 성명서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대역접

속서비스의 전송부분만을 telecommunications ser-

vice로 분류하여 인터넷, 웹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

션, 온라인 콘텐츠, e-commerce site 등은 비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한다. 둘째, 통신법 Title II       

(Sections 201, 202, 208, 222, 254, 255)의 일부 조

항만을 적용하며, 광대역접속서비스에 불필요하고 부

적합한 통신법 규정의 적용은 배제한다. 셋째, 과잉

규제 방지를 위해 적절한 한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FCC의 재분류 추진안은 “The Third  

Way”라 부르며, 현재 The Third  Way에 대한 의

견 수렴중이다. FCC는 의겸 수렴이 종료되면 infor-

mation service를 telecommunication service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FCC 위원(위원장 포함 5명)들
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15]. 

Ⅳ. 맺음말 

FCC는 망중립성 규제를 지지하며 관련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2005년
에는 망중립성 4원칙을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망
중립성규칙(안)을 발표하고 트래픽 차별 금지, 단말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호 및 경쟁확
대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4월 연방 항소
심에서 1934년 통신법에 의해 인터넷접속서비스는 

FCC의 규제권한 밖에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망중립
성 규제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FCC가 새로운 대안
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FCC는 인터넷 접속서비
스를 정보서비스가 아닌 통신서비스로 분류하여 

FCC의 규제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
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분류
하는 안도 여전히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고 특히 

<표 4> FCC 패소 판결 취지 

 FCC는 2002년 Cable Modem Order를 통해 Cable TV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Information Service로 분류

 1934년 통신법은 FCC가 Common Carrier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Information Service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 않았음 

 따라서 FCC는 Cable TV 사업자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접속차단 금지와 같이 Telecommunication Ser-
vice를 제공하는 Common Carrier 규제 규정(Title II)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FCC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통신법 Title I, Section 4(i)” 
규정을 Comcast 규제 근거로 활용 

 Title I, Section 4(i): FCC가 FCC에 부여된 기능 집행에 
필요한 경우 통신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시(rules), 규제제도(regulations), 규칙 
(orders) 등을 발의할 수 있음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해 FCC가 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는 그러한 조치가 FCC의 법적 책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FCC가 그 타당성을 입 
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표 5> FCC의 망중립성 관련 선택안 평가 

선택안 평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는 브
로드밴드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의회에 요청 

 장시간이 소요되며 통과여부
도 불투명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1934년 통신법 개정을 통
해 FCC에게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승소여부 
불투명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는 브
로드밴드 서비스를 tele-
communication service를 
재분류하여 규제근거 확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안이나 
FCC가 2002년 및 2005년
에 취한 인터넷 접속서비스
를 정보서비스로 분류한 조
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됨 

 법원의 판결이 Comcast
에 대한 FCC의 order에 
국한되므로 망중립성에 관
한 NPRM 강행 

 사법부에 제소될 경우 Com-
cast 사건과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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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반대가 심하여 최종 성립까지는 상당한 진
통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
스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공식적인 규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전개동향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 특유의 시장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망소
유권이 집중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가 2개(통
신사업자 1, 지역 케이블사업자 1)의 인터넷 접속사
업자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서 독점력 남용에 대
한 우려가 크다. EU의 경우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보다 인터넷 접속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므
로 별도의 망중립성 규제 없이 기존 EU 규제제도만
으로도 시장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경
쟁촉진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16].  

둘째, 망중립성 규제가 무선분야로 확대되고 있
으며,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방이 유선에 비해 

뒤쳐진 무선시장에서 망중립성 규제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무선 Wi-Fi 확산, Mobile 

VoIP 허용 및 단말기 개방 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향
후 망중립성 규제가 무선망에 적용될 경우 기존 수
익기반 잠식이 예상된다. Verizon 등은 이에 대비하
여 3G망을 통한 Mobile VoIP를 허용하고 정액요금 

추가 징수를 통해 수익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망중립성 규제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망사
업자의 합리적 망관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FCC, 의회, 관련 학계 등에서 비차별적인 트래픽 처
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모두 망 사업자의 합리
적 망관리를 위한 트래픽 제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망중립성 규제를 주
장하는 법안으로 유명한 “Internet Freedom Pre-

servation Act of 2009(의회 계류중)”도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시 접속거부, 개입, 차별, 손상, 품질악
화 조치 등은 금지되어야 하나 망사업자의 합리적 

망관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미국
의 망중립성 논란의 전개방향은 국내 인터넷 정책방

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FCC, 의회, 

사법부의 결정과정을 파악하고 향후 전개 동향에 대
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약어 정리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LEC Local Exchange Carrier 

NPRM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VoIP Voice over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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