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브리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사업자 권한을
강화한 망 중립성 개정안 발표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연방 법원의 망 중립성 무효화 판결에 따라 특정 사업자들의 회선 접속 차단 및 속도 제한을
금지하고 이용료 금액에 따른 차등적 속도 제공을 허용하는 신규 정책 개정안을 발표
▶ 해당 개정안이 전통적인 개념의 망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향후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 관련 새로운 정책 개정안 발표(14.5.15)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1) 는 전체 회의를 통해 ‘09년에 발표된 망 중립성 원칙의 개정안 발표
• 본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FCC 14 -

61)” NPRM으로, 美 정부기관이 법률,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NPRM(The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형식으로 발표
• 개정안 표결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여당) 위원 3인은 찬성, 공화당(야당) 위원 2인은 반대표를 행사

▒ 본 개정안은 ① 회선 제공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 사업자들의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금지, ②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빠른 회선 제공을 허용 등

2가지 변경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개정안 중 2번째 항목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FCC의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2) 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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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14년 7월 15일(발표 후 2개월)까지 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며, 이후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9월 10일까지 FCC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공개 예정3)

1)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美 연방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주관하는 독립행정위원회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흐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3) FCC는 연말까지는 최종 규제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사업자 권한을 강화한 망 중립성 개정안 발표

▒ 이번 개정안은 美 연방법원의 망 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에 따른 것으로 판단
• 美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4) 은 통신사업자 Verizon 이 FCC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CC 가 망 중립성 원칙에 기초하여 통신망 사업자를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상업적으로
합당한(commercially reasonable) 방향으로 망 중립성을 개정하도록 요구
• 위 판결은 입법부가 망 사업자의 권한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되며, FCC의 개정안 발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

▒ 향후, EU 의회의 망 중립성 법안과 함께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
• EU 의회의 망 중립성 법안(Net Neutrality Law)5) (‘14.4)이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한 것에 반해

FCC의 개정안은 망 사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규정하여 전통적인 망 중립성 개념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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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사가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에도 과금·차단·차별할 수 없으며, 시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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