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정책연구시리즈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한 망 립성의 5 과제

- FCC 망 립성 원칙을 심으로

  제13호(2010. 7. 13)

                             

< 목차 >

Ⅰ. 망 립성 원칙의 필요성

Ⅱ. 망 립성의 정의와 각계의 입장

Ⅲ. 해외 황과 시사

Ⅳ. 모바일인터넷 망 립성의 5 과제와 기 효과

    【붙임】미국 FCC 망 립성 6 원칙과 배경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단 정보화 략기획부

차재필 선임연구원 (02-2131-0048, paulc@nia.or.kr)



1.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유선PC인터넷환경과 같이 모바일인터넷환경에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필요

2. 기술적 중립성 보장
․ 단말기, 서비스, 애 리 이션 등이 표 이 아닌 특정한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됨

3. 공정 경쟁의 보장
․ 콘텐츠사업자와 랫폼사업자  망 사업자들간의 공정

경쟁 환경 필요

4. 망제공자의 면책
․ 망 사업자가 망 립성을 불가항력의 상황 등으로 보장  

할 수 없을 경우 이에 한 면책근거 필요

5. 망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망 사업자의 망 리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콘텐츠가 망에서 

공정하게 리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체계 마련 필요

□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들의 성장과 발 에는 망 립성이 기여

 ◦ Naver, Youtube, Skype 등 유명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 에는 

망에서 콘텐츠별 차별을 하지 않는 ‘망 립성’ 원칙이 크게 기여

□ 국내 모바일인터넷 시장은 경쟁국에 비해 망 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성화가 뒤쳐진다는 의견 제시 

 ◦훌륭한 모바일기술  망 인 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의 폐쇄  

망운용으로 일본 등에 비해 모바일인터넷 시장 활성화가 뒤쳐짐

□ 해외에서는 망 립 원칙도입을 극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모바일 인터넷시장으로 확  추세

 ◦미국, OECD, EU, 일본과 기타 유럽 주요국들은 망 립성 원칙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미국은 망 립성 원칙을 모바일인터넷 시장

으로 확 용을 시도 

□ 모바일인터넷 망 립성의 5 과제와 기 효과

 ◦ 국내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해서는 망 립성의 

원칙의 선제  도입이 필요 

< 망 립성 확보를 한 5 과제 >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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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망 립성 원칙의 필요성

□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배경

 ◦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Youtube’, ‘Skype’ 등 

근래 각 받고 있는 서비스의 특징은 개방  환경의 랫폼서비스

  - 상기 서비스들의 성공은 망에서는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의 구분 

없이 모두가 립 으로 취 되어야 한다는 ‘망 립’ 원칙이 크게 기여

  ※ 미국 하버드  로스쿨 Lawrence Lessig 교수는 “동 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 가 

1년여 만에 TV네트워크에 견  만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망의 립성 

덕분 이었다”고 분석(Lessig, 2006.)

 ◦ ‘네이버’ 등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목할만한 성장도 망 립성에 기반

  - 동일요 으로 텍스트든 동 상이든 콘텐츠의 종류와 용량에 계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망 립  환경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큰 역할을 담당

□ 우리나라 모바일인터넷 시장은 경쟁국에 비해 망의 립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  서비스 발 이 해

 ◦ 2000년  반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 의 모바일 송기술 

 단말기기를 출시하며 모바일 성기를 구가

▶ ‘2005년 모바일 련 신문기사

 ◉ “IT839 략의 핵심가운데 하나인 지상 DMB가 세계최  상용화에 성공(디지털 

데일리, 2005.12.14)

 ◉ “휴 인터넷 와이 로 APEC 부산서 세계 첫 개통”(국민일보, 2005.11.15)

 ◉ “팬택,MS,인텔 3사의 공동작품인 큐리텔 스마트폰은 유비쿼터스와 컨버 스 

시 의 본격 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아이뉴스24,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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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비싼 데이터 요 , 자사 콘텐츠 주의 폐쇄 인 모바일인터넷 

속방식 등 망 립 이지 못한 정책으로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모바일인터넷 시장 활성화가 뒤쳐짐

※ 일본은 1억1천망명의 무선 화 이용자  모바일인터넷 이용자가 9,000만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4천700만 무선 화 이용자  모바일인터넷 이용자가 500만명에 

불과( 앙일보, 2009.10.28)

◉ 미국 구  부사장 빈트 서  박사1)는 ‘09년 10월27일 KT와의 상 담에서 

“한국의 모바일 시장 규모가 왜 일본보다 작은지 궁 하다. 한국에서는 모바일이 

일본만큼 인기 있고 무선 데이터 통신의 활용도도 세계 최고일 걸로 여겼다. 

한국은 세계 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 송속도를 뽐내는 나라 아닌가?” 라고 

반문( 앙일보, 2009.10.27.) 

□ 우리나라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해서는 모바일

인터넷망에서의 ‘망 립성’ 원칙의 확  필요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해서는 우선 이용자규모의 확 가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모바일인터넷망의 립성 확보가 제되어야 함

  -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의 망 립성 확립은 이통사의 향력을 감소

시켜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한편 CP들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

하여 모바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진

 ◦ 반면 ,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러한 콘텐츠의 차별은 많이 해소

되었으나 단말기의 선택, 인터넷 라우 나 검색엔진의 선택 

등에 있어서는 여 히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주의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인터넷 

‘망 립성’의 원칙 도입이 필요

※ 최근 출시 외산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이 불가한 기본탑재 SW나 

웹 라우 , 검색엔진이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자신문, 2010.4.5)

1) 빈트서 (66)은 스탠퍼드 학에서 수학을 공하고 ‘69년 미 국방부에서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 넷;을 

개발하 고 재 구 의 부사장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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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립성 련 입장>

▶ 망 립성의 원칙의 도입에 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에 따라 찬성과 

반 가 첨 하게 립

 ◦찬성 : CP 업계는 ISP에 의한 원가상승 부담으로 망 립성에 찬성

 ◦반  : ISP등 망사업자는 망수익성 악화와 신규망투자 해 우려로 반

 ◦ 립 : 일부 학자들은 무조건 인 립성 찬성이나 반 보다 합리 인 

선에서의 사회  합의의 필요성 주장

Ⅱ. 망 립성의 정의와 각계의 입장

□ 망 립성의 정의  등장 배경

 ◦ 인터넷 망에서의 ‘ 립’이란 단말기, 서비스, 애 리 이션, 콘텐츠가 

네트워크 에서 립 으로 공평하게 취 되어야 한다는 의미

  - 즉, 망사업자(ISP/이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사망에서 

이용자의 단말기, 콘텐츠 등에 한 근을 차별할 수 없다는 뜻 

 ◦ 원래 망 립성은 화망이나 교통시장에서 독 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특정이용자의 차별을 막기 한 원칙

※ 미국은 과거 요 통신수단인 화망의 독 을 막기 해 ‘Open Network’와 ‘No harm to 

Public Network’ 등의 원칙을 심으로 망 립성의 원칙을 운용 (박재천, 2007)

  - 하지만, 인터넷의 시 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망 사업자가 

콘텐츠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등 차별하기 못하도록 

하기 한 원칙으로 확

 ◦ 그러나 , 각 이해당사자 별로 인터넷 망 립성 도입에 한 

입장은 상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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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재 인터넷의 발 은 망 립성에 기인하 으므로 이에 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

 ◦ 인터넷이 오늘날 엄청난 발 을 가지고 온 것은 개방성과 립성

이라는 인터넷 고유의 설계사상에서 비롯된 것(Lessig, 1999)

  - 인터넷이 발 하기 해서는 FCC의 정책방향이 인터넷의 설계

사상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네트워크 립성의 도입은 경쟁을 해하는 타사의 콘텐츠를 차별하는 

부정  향을 제거하기 해 효과 이라는 의견(Rubinfeld & Singer, 

2001)

  - ‘AOL과’ ‘Time Warner’社의 합병에 따른 향 분석에서 네트워크를 

자사의 콘텐츠 공 에 유리하게 제공하고 자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의 콘텐츠를 차별할 수 있다는 을 부각

 ◦ 네트워크 립성을 경제학 으로 분석하여, ISP들은 차별화를 

통해 사회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Barbara Van 

Schewick, 2005)

  -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인터넷 속시장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았으며, 

그에 따른 네트워크 립성의 당 성을 주장

□ (반 )망 립성은 망투자에 한 인센티 를 감소시켜 망의 발 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립성의 원칙 도입 반

 ◦ ISP는 망 립성에 한 규제가 망수익을 악화시키고 신규 망에 

한 투자의욕을 감소시켜 이용자의 권익을 해 한다는 입장

  - 즉, 네트워크 립성이 법으로 제정되면 투자의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ISP들의 주장

   ※ 미국 AT&T는 ‘09년 12월15일 망 립성에 한 반  주장을 담은 공식 서한을 

FCC에 달 ( 자신문,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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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립성지지 망 립성 반

주체 이유 주체 이유

형포털 
▪망 립성의 보장되지 못할 

시 서비스제공 원가상승우려

ISP, 

이통사

▪망 이익감소로 신규망 고도화 

등 망 투자 해 우려

소CP

▪망 립성이 확립되지 못할 

시 시장집입 장벽  원가

상승 우려

네트워크

장비업체

▪신규망 투자가 지연 될 것

이므로 반

인터넷 

학자

▪활성화를 해서는 ‘개방’,‘공유’

인터넷 설계사상과 같은 원칙인 

망 립성이 필요하다는 원칙

경제

학자

▪시장경제학  근거부족을 

이유로 반

□ ( 립)극단 이지 않은 망 립  원칙을 지지

 ◦ 립  입장을 가진 문가들은 네트워크 운 자들이 네트워크를 

차별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극단 인 네트워크 

립성의 규제는 문제가 있음을 지

  - 이들은 망 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극단 인 립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 하고 양쪽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한 충  방법의 필요성 주장(Atkinson, Weiser, 2006)

  - 망 립성의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구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망사업자에게도 합당한 정책의 강구 필요(Peha, 2006)

< 망 립성의 논쟁의 주체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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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콘텐츠 차별 지

  2. 애 리 이션과 서비스 차별 지

  3. 단말기기 차별 지

  4. 사업자간 경쟁권 보장

  

Ⅲ. 해외 황과 시사

□ 미국 FCC2)는 최근 망 립성원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동 원칙의

용을 모바일인터넷망으로 확  정

 ◦ 미국 FCC는 ‘05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콘텐츠, 애 리 이션, 서비스, 

단말기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자들간의 경쟁보장 내용의 

망 립성 4  원칙을 제정

< FCC 망 립성의 4 원칙(FCC09-93) >3)

 ◦ 이후 기존 4  원칙 외에 ‘차별 지’와 ‘네트워크의 투명한 리’의 

2  원칙을 추가하여 망 립성 6 원칙을 수립(‘09년 10월)

 ※ FCC는 원 5명 만장일치로 신규 2개 원칙 추가에 찬성(ZDNet, 2009.12.25)

  - 스마트폰 등 신규 무선단말의 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 분야가 

속히 발 하자 모바일인터넷망에도 망 립성 원칙의 확  

용 필요성 두

  ※ 2009년 10월17일 미국 연방 통신 원회(FCC) 제나코스키 의장은 `CTIA IT & 

엔터테인먼트'행사에서 무선망에서도 망 개방과 립성의 원칙을 용하겠다고 

밝히고 `오  디바이스, 오  애 리 이션'(Open Device, Open Application)을 

조건으로 700MHz 주 수를 경매할 계획이라고 밝힘(디지털타임즈, 2010. 2. 8.)

2)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미국통신 원회

3) * ‘세부 내용’  ‘목 ’은 맨 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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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콘텐츠, 애 리 이션  서비스에 한 비차별   

우 의무화 

  6. 망 리 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 FCC 망 립성의 추가 2 원칙(FCC09-93) >4)

▶ 미국 망 립성 반 련 사례

◉ ‘05년  미국의 한 지역 ISP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s가 한 인터넷 화 

사업자인 Vonage가 서비스를 차단하여 이를 제소(아이뉴스24, 2006.10.24)

  - FCC는 이러한 ISP의 서비스 차단을 막기 해 ‘05년 8월 ISP의 규제를 한 인터넷 

망 립성의 4 원칙 제정

◉ ‘07년 ISP의 특정 애 리 이션의 차단에 해 FCC는 망 립성 원칙으로서 제재를 

가함으로서 유선망에서의 망 립성에 한 논의가 본격 화

 - 미국 ISP인 Comcast가 ‘07년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공지없이 Bittorrent라는 P2P

애 리게이션이 과다 트래픽을 발생 시킨다는 이유로 동 애 리 이션을 차단하여 

이에 해 FCC가 경쟁제한행 로 보고 ’08년 1월 시정명령(김상국, 2009)

 - 하지만 ‘08년 9월 Comcast가 항소하고 ’10년 4월 ISP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FCC가 제재할 권한이 없는 부당한 월권행 라고 결하여 이에 한 논란 확산

(NYT, 2010.4.6.)

 - 재 FCC는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민 이며 우리나라는 이미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

4) * ‘세부 내용’  ‘목 ’은 맨 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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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OECD  일본  등  주 요  국 제기 구와  국 가 들은 정책 

수 립에 망 립성 원 칙 의 반 을  권고

1. EU

 ◦ 가까운 미래 EU의 인터넷정책 련 핵심사안은 인터넷을 'Open' 

상태로 존속시키는 것(EC, 2006)

  - 여기서 'Open'의 의미는 인터넷이 새롭고 신 인 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서비스 공 자 구에게나 개방(Open)되어 있어야 하고

  -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속하거나 개발 는 배포하고자 하는 

어떠한 소비자에게도 개방(Open)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서 망 립성의 원칙을 제시

2. OECD

 ◦ OECD는 망 립성에 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한 정책의 

도입을 극 으로 권고하고 있음

※ ’08년 서울 OECD 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회원국들이 통신 련 

융합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경쟁’, ‘기술 립성’, ‘망 립성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신문, 2008.6.19)

 3. 일본

 ◦ 일본 총무성 보고서5) 경쟁정책의 기본목 은 사용자의 이익을 

극 화 하는 것

5) 總務省,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a Framework for Competition Rules to Address the 

Transition to IP-Based Networks',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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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기반 망(인터넷)은 이용자가 속과 이용이 용이해야 하며 

콘텐츠와 애 리 이션층에 속이 가능해야 하고

  - 인터넷은 기술 인 표 에 합한 어떠한 단말에도 속이 가능해야 

하며 

  - 이용자들에게 합리 인 가격으로 통신과 랫폼의 속이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망 고도화를 한 립 인 

비용배분 모델을 망 립성 확보를 한 정책평가의 한 기 으로 제시

(출처 : 총무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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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논의내용

EU

∙ 망 립성에만 국한된 직 규제보다는 행 EU 경쟁  상호 속 

규제, 반독 법 하의 망세분화 의무 규제를 통한 경쟁을 강조

∙ 최소한의 QoS 보장, 사업자들간 계약체결시 계약 조항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ISP가 임의로 CP에게 해가 

되는 망 리 행  가능성을 차단코자 함

OECD

 o OECD는 망 립성에 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한 정책의 

도입을 극 으로 권고하고 있음

※ ‘08년 서울에서 열린 OECD 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서울선언문은 회원국들이 융합정책을 수립할 때 ’공정경쟁‘, 

’기술 립성‘, ’망 립성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신문, 2008.6.19)

국

∙ 망 립성 문제에 해 망세분화  이용자들의 ISP 선택권을 

강조하는 근 방법 채택

∙ Ofcom은 BT의 가입자망과 운 인력, 자산 등을 Openreach라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운  하 으며, 이에 타 경쟁 

사업자들의 동등한 근을 허용하도록 함

독일

∙ 독일 연방통신청 the Bundesnetzagentur은 동일 기술방식내 

경쟁(intramodal)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방식간 경쟁(intermodal) 

활성화 강조

∙ 통신청은 Deutsche Telekom(DT)의 차세  기반 설비인 

섬유망(Fiber network)에 한 투자를 진시키고자 DT에게 

망세분화 의무규제의 면제를 결정

랑스

∙ ARCEP( 랑스 통신규제청)는 망세분화를 통해 같은 랫폼 내 

경쟁을 진시킬 것을 강조

  ※ 망세분화는 액세스 경쟁 진뿐만 아니라 신유인도 창출

∙ 통신법(The Postal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을 통해 

망 립성에 한 조항을 규정

  ※ ‘07년 말, 비디오서비스공 자인 Dailymotion사는 ISP인 

Neuf를 엑세스 제한 의로 제소

< 망 립성에 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 >

(출처 : KISDI, 2009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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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인터넷 시장에서 망 립성의 확보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

  -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도 망 립성 원칙은 다양한 기기  

서비스가 차별되지 않고 공 되게 하여 ‘시장경쟁’을 진

  - 특히, 이용자 보호부문에 있어 ‘시장경쟁’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유도함으로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

 ◦장기 으로는 망 립성 원칙이 향후 ‘사 물지 능 통 신 (IoT)’ 

환경의 기반마련에 필수  제 조건

  -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와도 상 없이 인터넷에 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단말 , 서비스  

콘텐츠에 차별이 없는 ‘망 립성 ’ 원칙의 제가 필수

 ◦ 따라서, 모바일 인터넷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한 망 립성 원칙의 

극  확보를 해서는 ‘법  근거’ 마련 필요

  - 망 립성 원칙의 선제  도입과 실행력 담보를 해서는 

정부의 선언  원칙 제시나 규칙이 아닌 명시  법률  

근거가 제공되어야 함

  - 법조문 구성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권익보장과 함께 사업자의  

책임 한도 등 다음의 5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 FCC 망 립성 6 원칙 수립의 목 (FCC 09-93, 2009)

 ▪ 망 립성 수립의 목 은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특정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해 조문자체를 소비자의 권리 심으로 기술하기보다 ISP의 

의무 심으로 기술하고

 ▪ 원칙을 용해야할 특정 주체들 심으로 조문을 만들어 수범자들에게 어떠한 

행동에 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서 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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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 선택권의 보장

2  기술  립성 보장

3  공정경쟁의 보장

Ⅳ. 모바일 인터넷 망 립성의 5 과제와 기 효과

□ 망 립성 확보를 한 5 과제

 ◦ 모바일인터넷에서는 기술 인 한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선 인터넷 환경에 하는 수 의 선택권 보장 되어져야 함

  - 유선 인터넷환경은 PC나 노트북의 종류에 상 없이 다양한 SW와 

웹 라우   검색엔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음

  - 하지만 무선망에서는 같은 단말기라 하더라도 이통사별로 호환이 

되지 않아 단말기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 스마트폰 등에서의 인터넷 라우 , 검색엔진의 디폴트 세  등은 

이용자의 애 리 이션 선택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음

 ◦ 기술 인 한계로 특정 기술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  립성’이 보장되어야 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어질 수 있음

  - 망에서의 기술 인 ‘ 립’은 기기, 서비스, 애 리 이션, 콘텐츠가 

특정한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FCC, 2009)

 ◦ 망 립성을 해서는 CP:CP, CP:포털, 포털:이통사, 이통사:이통사 

등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콘텐츠 사업자인 CP와 랫폼 사업자인 포털사 그리고 망사업자인 

이통사 계층간 상호 계약에 있어 공정경쟁환경 제공 필요

  - 이통사가 특정 포털이나 CP만을 선호하여 타CP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이 제시 된다면 망의 립성은 결코 실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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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제공자의 책임제한

5  망 트래픽 리의 투명성 보장

 

 ◦ 망사업자의 지속 인 망투자와 트래픽의 합리  리를 해서는 

망사업자의 립성에 한 책임범 를 명확히 해야함

  - 사업자에 한 망 립성의 의무부과는 망사업자가 망 트래픽의 

효율 ․합리  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요구될 수 있음

  - 이를 해 우선 으로 합리 인 망 리로 인정할 수 있는 범 가 

설정 되어야 함

  ※ 합리  망 리의 범 는 망의 트래픽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수 의 유지를 의미

  - 망사업자가 기술 , 구조 인 한계로 망트래픽의 리가 불가능 할 

경우 망 립성의 의무를 면제 할 수 있어야 함

  ※ 망 리가 합리 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요한 요소는 특정 망 

구조의 특수성과 망사업자의 기술 인 한계(Markey, 2009.7.31)

 ◦ 망 립성 의무부과의 제조건인 망사업자의 망트래픽의 

합리  리를 해서는 리투명성이 보장 되어야 함

  - 특정 콘텐츠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인해 테이터 흐름이 히 

하되면 망사업자는 이를 차단하여 다른 트래픽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이를 해서는 그 트래픽이 다른 모든 트래픽의 흐름을 

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투명한 근거 필요

  - 그러므로, 망 리를 투명하게 보여  수 있도록 제3의 기 에서 

트래픽 상황 모니터링 등의 제도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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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인터넷 망 립성 확보시 기 효과

 ◦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망에서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 하게 되면 

이통사의 시장 향력이 축소되어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 콘텐츠 산업활성화는 콘텐츠업체간 경쟁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공 할 것 

 ◦ (이용자 권익을 보호) 이통사의 콘텐츠 향력 약화는 이통사간의 경쟁을 

활성화 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통신요  인하를 유도

  - 통신요  인하,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은 이용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 유도

  

 ◦ (모바일인터넷 시장의 활성화)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장 

함으로서 결국은 이용자 증가를 유도하여 시장규모를 확  할 것

  - 모바일인터넷 속요 인하, 서비스 품질제고, 콘텐츠의 다양화 

 품질의 향상은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 증가를 동시에 유도하여 

시장규모를 확

  - 한, 어떠한 서비스, 단말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은 미래 ‘사물지능통신’의 

확산을 한 기반 조성에 필수

 

 ◦ (망사업자의 수익 증가) 모바일인터넷 시장규모의 확 는 망사업자의 

수익증가로 귀결
  

  - 다양한 단말기 제공,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 렴한 데이터요 은 

이용자의 증가와 망 이용률 증가를 통해 결국 망사업자의 수익증가에 

기여

  ※ 재 국내 모바일 인터넷시장은 우리나라 4천7백만 이동통신가입자  약 10%만이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규모이므로 재 규모보다 약10배의 성장 잠재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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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CC 망 립성 6 원칙과 목  >

1.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ay not prevent any of its users from sending or receiving the 

lawful content of the user’s choice over the Internet.

2.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ay not prevent any of its users from running the lawful 

applications or using the lawful services of the user’s choice.

3.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ay not prevent any of its users from connecting to and using 

on its network the user’s choice of lawfu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4.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ay not deprive any of its users of the user’s entitlement to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providers,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5.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treat lawful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6. Subject to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a provider of 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must disclose such information concerning network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as is reasonably required for users and content,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to enjoy the protections specified in this part.

( FCC,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FCC 09-93, 2009. 10. 22.)

[참고]



모바일인터넷활성화를 한 망 립성의 5 과제  
━━━━━━━━━━━━━━━━━━━━━━━━━━━━━━━━━━━━━━━━

━━━━━━━━━━━━━━━━━━━━━━━━━━━━━━━━━━━━━━━━
「정보화로 선진사회 ∙ 국민행복 실현」한국정보화진흥원 16

1. [콘텐츠에 한 립성]합리 인 망 리를 조건으로, ISP는 인터넷

상에서 합법 인 사용자선택에 의한 콘텐츠를 보내거나 받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 이 원칙은 이용자가 송하는 콘텐츠의 통제권 보장을 의미

  - 즉,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디어 시장에 참여하기 해 ISP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 하고 그들이 선택한 콘텐츠를 

받는 것을 보장 

  - 단지 콘텐츠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블로그에 을 올리는 것과 

같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도 요하다는 의미

2. [애 리 이션과 서비스에 한 립성]합리 인 망 리를 조건으로, 

ISP는 합법 인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애 리 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

하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 동 원칙은 이용자가 선택한 애 리 이션과 서비스의 이용권을 

보호가 목

  - FCC는 모든 원칙들은 법 인 허용성, 공공안 , 국토안보를 해 

ISP에게 충분한 융통성을 주고자 함

  - 따라서 인터넷 상의 불법 인 소 트웨어나 서비스들까지 보호할 

의도는 없음

3. [기기에 한 립성]합리 인 망 리를 조건으로, ISP는 망에 해를 

주지 않는 한 합법 인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기기를 이용하여 망에 

속하거나  사용하는 어떠한 이용자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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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원칙은 이용자가 법한 기기에 속하고 이용을 보장하기 

함

  - 이 원칙은 단순하게 유선망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선망에 용을 

염두하고 있음

4. [경쟁보장의 원칙]합리 인 망 리를 제로, ISP는 네트워크제공자

들, 애 리 이션 제공자들,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콘텐츠 제공

자들 간의 경쟁에 한 어떠한 이용자의 권리도 박탈할 수 없다.

 ◦ 기존의 원칙에 해 자구 수정만이 있을 뿐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경쟁보호에 한 의도에는 변화 없음

5. [차별 지의 원칙 ]합리 인 망 리를 제로 , ISP는 반드시 

합법 인 콘텐츠 , 애 리 이션  서비스에 해 차별 인 

태도로 하지 않아야 한다 .

 ◦ ISP가 다른 종류의 트래픽 혹은 다른 제공자나 사용자에게 가격과 

서비스품질에 해 차별을 하는 것은 한 사회  비용을 발생

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인터넷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ISP도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망을 리하거나 신기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 문제의 핵심은 사회 으로 이익이 되는 차별과 

그 지 않은 차별을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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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 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ISP가 콘텐츠, 애 리 이션 

 서비스의 가격이 향상된 서비스나 우선  속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제공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서는 안된다는 뜻

  - 하지만, 이는 ISP가 가입자들에게 다른 서비스에 해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와는 다름

  - 즉, 유선 통신망과 무선 3G나 4G망이 다르듯이 합리 이라는 

망 리는 융통성이 있다는 말로서 ISP마다 기 이 다를 수 있음 

※ ’09년 3월 mVoIP사업자인 Skype는 iPhone용 애 리 이션을 앱스토어에 출시하여 

4월까지 약 400만개를 매 하 으나 이통사인 AT&T가 동 서비스를 3G망에서는 

사용 할 수 없고 Wifi지역 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여 미국 시민단체인 Free 

Press가 FCC에 이용제한 철폐를 공식 요청(김상국, 2009)

6. [망 리 투명성의 원칙]합리 인 망 리를 제로, ISP는 반드시 이용

자, 콘텐츠, 애 리 이션  서비스 제공자들의 보호를 해, 합리

으로 요구되는 망 리  다른 기타 조치들과 련된 있는 그 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투명성은 비효율성과 사회 으로 유익하지 못한 시장의 행태를 

일 수 있음

  - 한, 정확한 정보는 경쟁, 신, 가격인하  품질 제고를 

통해 시장을 효율 으로 지속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함 

 (출처 : FCC,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FCC 09-93,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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