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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라는 발명의 ‘문명사적’ 의의:
힘없는 개인도 막강한 국가나 기업처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구조가 이를 가능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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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Crowdsourcing 
Communication among all of us

조건없이 “옆으로 전달” 
→정보전달료(termination fee)는 없다

→ 종량제는 없다

→데이터상한제도 없다(모바일 예외)

→접속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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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접속료 v. 망이용료 –조삼모사?

• 도서관에 책을 보냈다고 하자. 

(1)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자가 도서관에 돈을 낸다?

(2)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을 보내면 도서관이 장소가 부족해서 돈
을 내라고 한다? 

•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다고 하자. 

(1) 책을 많이 볼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 

(2) 한꺼번에 책을 많이 빌릴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

• 네티즌이 자신이 올린 정보를 전세계의 누군가 본다고 해서 많이
보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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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v. 인터넷의 구동원리
로서의 망중립성

•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인터넷의 구동원리인 망중립성을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하는 것 →

독점규제법의 영역

• 연방통신법 상의 규제를 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음

• 실제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 후에 망사업모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음.

• 우리나라에의 교훈: 망시장의 경쟁상황 → 인터넷접속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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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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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상호접속료 비교

월 접속료/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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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료 비교

KT:
1 Mbps 월85만원, 

SK브로드밴드:
10 Mbps 월363만원

LGU+:
10 Mbps 월419만원

7



망중립성 규범 비교

EU

• 차별금지

• 특수서비스의 요건: 

일반인터넷의 질에 영향을 줘
서는 안됨.

한국

• ‘불합리한’ 차별만 금지

• 특수서비스의 요건: “적정한
수준 유지”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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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100배 넘는 용량이라면
왜 쪼개어서 ”극소수만 이용하는 1등석”을
만들어야 하는가? 

1G

2G

3G

4G

5G:  2GHz → 30-300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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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을 이해하려면
데이터상한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종량제는 망중립성에 대한 예외

→데이터상한제는 종량제의 일종

→제로레이팅은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망중립성을
성실히 적용하고 나머지 콘텐츠는 데이터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 망중립성 위반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망중립성 훼손 → 규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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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이 콘텐츠시장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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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SKB 접속 난(亂)과
2016년 시행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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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역)차별론의 해석: 
캐시서버접속과 인터넷접속은 같은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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