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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개선방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기존의 사전규제는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구조의 변화
에 따라 네트워크 보유자와 플랫폼 보유자 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고도화와 활
용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보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수직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

다.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립된 기존의 사전규제 기준을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그 체계를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금지행위 규정과 같은 사후규제의 역
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간의 결합 및 융합, 생태계 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증대 등으로 규제기관은 전기통신시장 내의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저해 우려 행위의 판단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판단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규정의 틀
이 이러한 우려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시급하게 요청되
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의 관계 재정립의 과제와도 밀접하게 관
련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적 행위규제 근거 규정인 금지행위 규정의 현재의 틀 내에서 해석 및

규범구체화를 통하여 금지행위 규정 적용에 의하여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규
정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상호적인 새로운 각도에서 상호 보완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단순한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틀에서 벗어나 규제 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상호 보완 관계의 성격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성격을 새롭게 재규정하여 그 기준 및 세부유형의 구성방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전반적 작업을 통하
여 법 규정의 정비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에 대하여 다룬다. 제2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1절은 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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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정의 체계를 사전규제 규정과 비교하여 실체법적, 절차법적 규정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살
펴본다. 제2절은 금지행위 규정 신설에 관한 입법 배경과, 4차례 주요 개정을 통하여 금지행위 유형
의 요건과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제3절은 금지행위 규정을 행위주체, 
위법성 그리고 행위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지행위 일반론을 개관한다. 제4절은 금지행위 규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 유형을 포섭하는 각 호 행위 유형들을 구체화하여 분석한다. 제
5절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들을 구체화한다. 제3장은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1절은 내용 분석을 위한 개요의 설명과, 제2절은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연구․분석한다. 제3절은 표시광고법을 통신시장에 적용할 때 이용자이익 저해성에 대한 기준
을 정립한다. 제4장은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제5장은 금지행위

규정 체계 기준의 재정립을 위한 결론을 정리하고 연구 내용을 요약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는 대체적으로 경쟁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의 집행 권한은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분되어 있고, 사전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집행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적 행위규제만으
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로 차단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보완
적으로 필요하다. 

금지행위 규정은 행위자 요건(전기통신사업자)과 위법성 요건(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
성)을 규정하고, 위법성 요건과 결합하여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성 요건은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이 선택적 요건으로 되

어 있으며,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보다 더
넓은 위법성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특유의 위법성 요건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의 범위의 여부는 아직 해석상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

나 오히려 이용자이익저해행위 판단에서 보충적 기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쟁법을 보완하며 소비자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지닌다.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경쟁저해성만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용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목

적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경쟁법의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공정경쟁저해성과 상호의존성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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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거래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경쟁 전체를 보존하고 경쟁성과의 정당한 몫이

이용자 이익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후행위 규제의 판단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유형 판단을 위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을
지니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들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을 지닌 행위들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행위자요건과 상대방 요건, 행위 요건 그리고 위법성 요건으로 분석하여 행위 위반 사례들을 통하여
그 적용 유형들을 구체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은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내지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상 공정거래 관련 규정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정 충돌 가능성과 중복규제의 위험성을 내

재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나름대로의 법리를 형
성하고 있으나 판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상 형성된 법리를 적절하게 원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업자 또
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표시광고법의
대한 상호 보완적 해석 및 판단 기준의 적용 필요성 또한 크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행위 요건의 문제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문제, 중
요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 의무 규정의 문제점,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 규정의 문제점 그리고 정
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규정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요건의 구
체화의 필요성은 규제 실익 여부 및 규제 형평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위법성 요건의 문제점으로 공정경쟁 저해성 판단 사례의 축적

과 기준 설정 부족의 문제점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 고려의 문제점을 제시하

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갖는 규제의 간격 메우기로서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여,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집행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상 규제실무를 위하여 이용자차별 효과를 이용자차별행위의 주된 판단기준으

로 제시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 또는 경쟁 촉진 등과 같은 공정경쟁

을 저해하는지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정경쟁 보호가 아
닌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규제에 있다면 공정경쟁을 이용자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고려하

는 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행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요건 및 기준 체계 확립 방안과 불명확하거나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제당국이 법적용 요건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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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법 적용 및 집행 과정에 활용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기대효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적용되는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통신 분야 특유의 금지행위 규정을 분석

하고 연구된 자료들을 토대로 일반 공정거래법 규정과 상호 보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여 금지행위

규제 행위 대상에 대한 법령의 체계 구성 및 내용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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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사전적 규제수단을 보완하면서 통신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

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으로서 마련되었다. 통신시장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법의

목적, 시장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정

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구별하여 금지행위 규정이 1996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
지행위 규정은 사전적 규제의 대상인 설비 상호접속등과 관련된 의무에 대응하는 행위와 사전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이익저해행위와 현재는 삭제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행위에 법 집행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개선은 구체적 행위의 변화 및 집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법

집행 수요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시장 상황과 거래 현실의 변화, 그에 따른 법 목적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법 개정과 집행 방식의 변화를 통한 제도 및 집행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2006년 법 개정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행위 유형이 삭제되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계속하여 문제되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을 정립함으

로써 이를 통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가제 완화, 도매제공 제도 도입 등 사전적
규제체계 개선에 대응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저해와 관련된 새로운 법 집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유형(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의 신설이 이
루어졌다. 2016년 법 개정으로 결합판매 활성화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영
향을 주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유형(중요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
지하는 행위)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ICT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방송통신 규제체계 내에서 갖는 역할
과 중요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ICT 산업구조는 네트워크 보유자를 중심으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치사슬의 구조에서 C-P-N-D로 이어지는 다양한 사업자 간의 상호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히 네트워크 보유자와 플랫폼 보유자 간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보유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수

직적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시장 참여자 간의 새로운 갈등관계 발생과 새로운 접근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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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시장 행동의 출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 규제체계가 새
로운 ICT 산업구조에서 변화된 역학관계를 반영하여 확대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지행위 규정과 같은 사후적 규제수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ICT 생태계 환경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 간의 상호 보완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실제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간의 결합 및 융합, 생태계 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증대 등으로 인한 상품 구성 방식, 생태계 요
소 간의 관계 변화는 기존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출현시키고, 이에 대한 공정경쟁 또
는 이용자이익 저해 우려에 대한 판단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으로 인하
여 특정 분야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성격을 갖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규범적 틀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토가 시급하게 요청되
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의 관계 재정립의 과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2. 본 과제의 수행 필요성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적 규제 근거 규정인 금지행위 규정의 역할과 중
요성이 크게 변화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요청된다.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선
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보유자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위주의 규제체계에는 근본

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경쟁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및 거래에서의 쟁점은 효과적인 사

후적 규제에 의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적 규제 근거 규정인 금지
행위 규정의 현재의 틀 내에서 해석 및 규범 구체화를 통하여 금지행위 규정 적용에 의하여 변화된 환경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2016. 1. 27. 법 개정으로 그 내용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하위규
정에 대한 입법수요가 발생하였다. 2016. 1. 27. 법 개정으로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의 하나로 중요사항
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 유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수요를 충족
시키는 기회에 금지행위 유형 전반에 걸쳐 현재의 세부 유형 및 기준 정립 방식이 변화된 시장 및 거래

환경의 실제적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점검하고 금지행위 규정의 틀이 허용하는 한도에

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상호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분석하여 상호 보완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

위 규정을 단순한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규제 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상호 보완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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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제
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성격 재규정을 통하여 기준 및
세부 유형의 구성방식을 분석하여, 법 규정의 정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3. 본 과제의 독창성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기존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 재정립 및 시정조치 다양화 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통신시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경쟁당국보다는 전문규제기관의 규제가 바람
직한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식별하여, 그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수직적 거래제한, 약탈적 요
금, 이윤압착 등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규제 사례 검토,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한 금지행
위 규정 개정안 도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의 세부유형 보완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실효
성을 담보할 시정조치 개선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일반조항의 도입과 함께, 반복적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취소권, 약관무효선언, 긴급시정조치,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정조치
개정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포함된다.

둘째, 2008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이다. 이 연구에
서는 먼저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규제의 필요성 검토로서 통신서비스의 특성과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규제

현황 파악, 외국의 통신법상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관련 규제 검토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용자 이익저
해행위 규정의 법률요건 및 법적용 체계 분석으로서 이용자 차별행위와 이용자선택권 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요건 및 법적용 체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 작업
으로서 이용자 차별행위와 이용자선택권 제한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재정립 필요성 검토,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심사기준 정비방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셋째, 2009년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검토와 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과 관

련된 결합판매 이슈를 분석한 후 금지행위 규정에 의한 대응방안 모색으로 구성된다.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방송분야에 있어서 금지행위 도입에 관한 검토와 방송통신결합서비스 관련

사후규제 개선안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합판매 이슈 분석과 금지행위 규정에 의한 대응방안 모색과 관련
하여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요소와 경쟁제한성 심사 방법론 제시와 현재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한 결합판매 심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시가 이루어졌다. 

넷째, 2010-2012년 국내외 방송통신서비스 및 사전․사후규제 동향 분석보고서(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법무
법인 광장)에 의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 5.부터 2012. 11.까지 매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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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관련 사전․사후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분석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위
원회 이용자보호국의 주요 정책 동향을 정리, 소개하고 유럽연합 및 주요 회원국, 미국, 캐나다 등 미주
주요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의 주요 정책 동향을 정리, 소개하였다.  

다섯째, 2011년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다. 이 연
구에서는 국내 시장 및 정책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

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금지행위 규정의 활용방안이 검토되었다. 망중립성 규제의 포괄적․간접적 근거
로서의 금지행위 규정의 유용성 확인과 금지행위 규정을 망중립성 규제 근거로서 구체화하기 위한 해석

및 기준 정립 방안 연구가 포함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 연구는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금지행위 유형을 재
정립하고 세부유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 이루어졌고, 2010년 금지행위 규정 개정의 성과로 이
어졌다. 기존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관련 행위 유형의 삭제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적용
범위를 실질화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관련 규정의 마련에 초점을 맞추

었다. 2007년의 연구는 공정경쟁 저해행위 유형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에 걸쳐 공정거래법 규정과
의 정합성 확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반면에, 2008년의 연구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에

집중하여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한 기반에서 이루어졌다. 2010년에 금지행위 규정의

개정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후 금지행위 규정이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어
왔는지를 점검하고, 집행이 충분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률 규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과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
되었다. 

일반적 연구가 아닌 연구로는 ICT 생태계 환경 변화로 대두된 새로운 법 집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 연구와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연구가 있다. 2009년의 연구는 결합
판매 이슈, 2011년의 연구는 망중립성 이슈를 다룬 연구이고, 2010~2012년 사이에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미 다루어진 개별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슈를 종합하여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사항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연구가 참고가 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일반에 대한 기존 연구가 이루어진 후 7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금지행위 규정 집행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금지행위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 차원의 지

침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차별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위법성 표지, 구체적 행위 유형 및 양자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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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비교․분석하는 한편, 그 특성에 따른 실
무 차원의 세부 유형 및 판단기준 정립을 시도하는 점에서 전에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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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내용 분석

제1절  금지행위 규정의 체계

1. 사전규제 규정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통신법의 규제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구조규제는

물론이고 행위규제인 경우에도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령 등을 통해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같이 법령 등을 통하여 행정객체의 법률행위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어떤 행위를 한 후에 행정객체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같은 규제

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사전규제는 첫째, 피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위까지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고, 둘째,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을 기준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셋째, 규제비용이 큰 단점이 있다. 반면, 사후규제는 첫째, 위법
성이 입증되는 행위만 금지시킴으로써 과잉규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셋째, 규제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2)

통신법에서 발견되는 규제 중 사전적 행위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 규제, 요금 및
이용조건 즉 이용약관 규제, 이용자 보호 규제, 네트워크 접속규제, 회계분리 규제가 있는데, 이들 규제는
대체로 경쟁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행위규제의 집행
권한은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분되어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집행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
후적 행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사전적 행위규제는 그의 행위가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
을 침해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정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그 능력을 제한하고 유인체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로 차단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

1) 임준·정경오·황주연 (2010), 『방송통신 진화에 따른 규제체계 고도화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
구용역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0-61면.

2) 김희수 (2010),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경제규제와 법」 
3(2),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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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후적 규제는 사전적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실체법적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통신 분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후적 행위규제 규정인 금지행위 규정을 별도

로 두고 있다(법 제50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제1호), 협정 체결의

부당한 거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협정 불이행 행위(제2호), 정보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행위(제4호),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행위(제5호),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디지털콘텐츠 제공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를 열
거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 규정 중 경쟁규제 관련 규정은 일반 경쟁법(general competition law)으로서의 공정거
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적 행위규제로서의 단독행위 관련 규정3)과 행위 유형4)이나 위법성 판단기준
면에서 중복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경쟁규제를 지향하는 제도이지만 이용자 보호 규제를 지향하는 제

도로도 볼 수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법상 선택적 요건인 공정경쟁 저해성
은 물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 저해성과도 구별되는 특유의 요건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즉 이용자이익 저해성을 두고 있다.
 
금지되는 행위 유형에도 사업자 대 이용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하나로서 제5호 후단에 열거된 “전기통신이용자
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자 대 이용자 간의 거래관

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불공정거래행위(같은 법 제2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같은 법 제29조)를 말한다.

4) 제1호는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제2호는 거래거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이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거절․중단(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4호는 가격남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격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이나 부당한
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5호는 소
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오
승 편 (2006),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법문사, 22-3면[권오승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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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부르고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법 제2조 제9호)로 정의하므로, 여기에는 비단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
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사업자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도

사실상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은 선택적인 요건이므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가 사업자 대 이용자 간의 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는 포착요건일 뿐이므로, 그 행위가
이용자이익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효과도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고

려될 수 있다.

3. 절차법적 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
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이러한 조
사의 착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나, 보충적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의 착수가 인정된다. 신고는 이해당사자
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고(영 제41조 제1항), 서면신고가 원칙이다(영 제41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전
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
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2항).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

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ㆍ은닉ㆍ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
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5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류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
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5)에는 통신법뿐만 아

니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사업법’) 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

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으며, 이외에도 형사벌 부과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

5) 2013. 6. 14.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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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이러한 시정조치의 유형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것은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이다.6)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 이행계획
서의 제출, 이행결과의 보고,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영 제44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
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

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
한 경우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53조 제1항, 영 제47조 제1항, 제2항).

6) 신종철 (2013),『통신법해설: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사례』, 진한M&B,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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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지행위 관련 규정 개정의 경과 및 내용

1. 금지행위 규정 신설 당시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1996. 12. 30. 법 개정으로 법 제36조의3이 신설됨으로써 도입되었
다. 당시의 조항은 제36조의3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금지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차별 또는 협정 체결의 부당한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정 불이행 행위(제1호),  정보의 부당 유용 행위(제2호), 이용요금 등의 부
당한 산정 행위(제3호),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행위(제4호)를 열거하였다. 이처럼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성만을 제시하고 있었
기 때문에 제4호의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가 되기 위해서 공
정한 경쟁의 저해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지가 이론상 문제되었다.7)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
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76호)가 제정되었다.

<표 II－2－1> 금지행위 규정 신설 당시의 규정

7) 김정현 외 7 (2007),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 재정립 및 시정조치 다양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5면.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행

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
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
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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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 24. 개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인가 도는 신고한 이용약관 공시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제4
호의 관련 문구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이용약관과는 다르게”에서 “이용약관과는 다르

게”로 개정되었다.

2. 2001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2001. 1. 8.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종전에는 위법성 요건이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성 하나였으나, 공정경쟁 저해성 외에 이용자이익
저해성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성 요건만이 있던 경우의 해석상 문제가 해소되었다.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은 중첩적 보호법익이 아니라 선택적 보호법익으로서, 별개의 대등한 보호법
익으로 규정되었다.

둘째,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공동이용 관련 사항이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되었다.

3. 2002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2002. 12. 2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금지행위 규정에 비교적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표 II－2－2> 2002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5.24., 2001.1.8., 
2002.12.26.>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

유 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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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지행위 유형으로 제5호에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행위가 신설되었다. 이 규정은 이용자 보호, 자
원낭비 방지, 서비스시장 경쟁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신설되어 부칙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03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부터 3년간인 2006년 3월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 규정이었다.

둘째,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가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가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2004년 3월 종전에 고시로 정하던 사항이 상향 입법이 되어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령 제10조의5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6조의3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표 2-3> 2002년 개정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
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
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
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행한 것으로 보아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본조신설 1996.12.30.]

구 분 금지행위 유형

Ⅰ. 협정체결 거부 등

1.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에 있어서의 사업자간 부당한 차별
2.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체결의 부당한 지연 또는 거부
3. 상호접속 등에 간한 협정 불이행 또는 지연
4.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임차,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
한 또는 차별

Ⅱ. 정보 유용 1. 상호접속 등에 의해 알게 된 다른 사업자의 정보 공개․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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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정보통신정책 핸드북(1), 법영사, 479
면[김희수․김정현․이원우 집필 부분] 

2006. 3. 24.에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금지행위
규정이 정비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 5. 11. 개정에서는 금지행위 판단기준으로서의 이용약관
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호에 “이용약관과는 다르게”라고 된 부분이 “이용약관(제29조 제1
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로 개정되었다.

그 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

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867
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표현 등을 제·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하고, 방송통
신위원회는 부령 제정권이 없어 종전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

로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금지행위 관련 시행령 조문 순서가 현행과 같이 제42조로 변경되고 별표도 [별
표 3]으로 재배치되었다.

4. 2010년 전면 개정 금지행위 규정

2010. 3. 22. 개정되어 2010. 9. 23.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전면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

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규정에도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가 신설되었다. 이 개정으로 금지행위 규정이 법 제50

Ⅲ.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1. 회계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이나 접속료 산정
2. 역무 간 부당한 상호보조를 통한 비용․수익 분류
3.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수익 분류

Ⅳ. 이용자 이익 저해

1. 부당한 요금 청구(약관 위반 등)
2. 부당한 이용계약 체결(가입의사 미확인 등)
3.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사전선택 변경/미변경
4. 요금연체 관련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
6. 결합판매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8.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 미고지 등

Ⅴ.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의 지원․보조

1.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
2.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을 통해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하거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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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재배치되면서 종전에 하나의 호로 규정되었던 부당한 차별 또는 협정체결 거부 등 행위가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행위(제1호)와 협정체결 거부 등 행위(제2호)로 구분되고, 설비등의 제공ㆍ
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제6
호)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7호)가 추
가되었다.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안의 경우 ① 향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비하여 이윤압착 및 약탈적 요금에
대한 사후적 요금규제 수단을 마련하였고(안 제7호), ② 비통신사업자와의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위하여
통신기기제조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였으며(안 제8호), 
③ 통신상품과 방송(IPTV 포함)상품의 결합상품 규제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였고(안 제9호), ④ 공정거래법
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추상적 포괄규정을 마련하였다(안 제
10호). 그러나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반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항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표 II－2－4> 2010년 전면개정 금지행위 규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
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
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

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
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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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5> 2010년 전면개정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금지행위 유형

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등

1. 설비제공, 상호접속 등에 있어서의 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
건․제한 부당 부과

2.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임차,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
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당 부과

3. 기타 방통위 고시 행위

Ⅱ. 협정체결 거부 등
1.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한 부당한 지연이나 거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당한 사
유 없는 지연이나 거부

2.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불이행 또는 지연
3. 기타 방통위 고시 행위

Ⅲ. 정보 유용
1. 상호접속 등에 의해 알게 된 다른 사업자의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관
련 정보의 부당 유용

2. 기타 방통위 고시 행위

Ⅳ.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1. 회계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 대가 산정
2. 전기통신서비스간 부당한 상호보조를 통한 비용․수익 분류
3.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수익 분류
4. 기타 방통위 고시 행위

Ⅴ-1. 이용약관과 다른 제
공

Ⅴ-2. 이용자 이익 저해

1. 부당한 요금 청구
2. 이용계약 체결 또는 해지 관련 행위
3. 사전선택제 관련 행위
4. 요금연체 관련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
6. 결합판매
7.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8. 기타 방통위 고시 행위

Ⅵ. 부당하게 높은 대가 결
정․유지 1. 비교기준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 높게 결정 또는 유지

Ⅶ.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제한

1.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수익배분 거부․제한
2.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한 낮은 수익 배분 또는 수익배분 관
련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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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홍대식 (2010),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경쟁법연구 제22권.

5. 2016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2016. 1. 27. 법 개정(2016. 7. 28. 시행)으로 결합판매 활성화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합리
적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 법 제50조 제1항에 제5의2호에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가 신설되었다.

<표 II－2－6> 2016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규정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6. 7. 28. 시행령 제42조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
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
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

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
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
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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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관련 [별표 4]에 제5의2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2016. 12. 27.에는 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 대
두되는 금지행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유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는 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

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별표 4]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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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금지행위 규정의 일반론

1. 개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성이 있는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
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 유형들은 대체로 전기
통신사업에 특유한 행위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성은 중첩적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행위 유형이 공정경쟁 저해성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성에

대응하는 행위 유형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이면 그 기준이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 예컨대, 제1호(불합리
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행위), 제2호(협정 체결 거부 또는 협정 불이행 행위)는 설비 등의 제공․
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이 사업자 간에만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므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형식은 각 호를 제외한 본문에서 금지행위의 수범주체인 행위자 요건(전기통
신사업자)과 위법성 요건(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성)을 규정하고, 위법성 요건과 결합하여 금
지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은 각 호에서 열거하는 방식이다. 각 호에 열거된 행위는 전기통
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설비 등8)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 또는 이용자와의 전
기통신서비스9)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설비 등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와 같은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는 규범적 근거는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 요건으로 규
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장 여건 또는 거래 정황으로 볼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합리성 규칙의 적
용). 그러나 행위 유형의 성격이나 거래관념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행해진 경우 그 자체로 위법성
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당연위법 규칙의 적용)과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성이 나타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법성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축약된 심사 또는 단계적 심사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구조화된 합리성 규칙의 적용)을 일단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2. 행위주체

8) 여기서설비등이라고함은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국사(局舍) 등의설비(전
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사업법 제35조 제1항)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전기통신설비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다. 

9)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기간통신역무를 정의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고 설명한다(법 제2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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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의 행위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
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10)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따라서 여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두 포함
된다. 다만 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 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거래의 상대방에게 제공 또는

제안하거나 그 과정에서 행하는 일련의 행위 중 공정경쟁저해성 또는 이용자이익저해성으로 요약되는 위

법성을 띨 수 있는 행위 유형을 포착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
기통신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전기통신역

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에서는 행위자를 단지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시장 또는 거래관

계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갖고 있다거나 법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11)와 같은 특
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정이나 이용계약 또는 이를 목적
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계약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정한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그 행위가 거래의 형태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거래의 상대방, 그 행위가 거
래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제3자
사이에 시장 또는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경제적 지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위 요건에 외형상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요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행해진 시장 또는 거래질서에서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갖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려될 수 있는 행위자의 경제적 지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말한다. 전자는 시장의 관점에서 절대적
으로 결정되고 구체적인 거래의 정황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높은 기준인 반면에, 후자
는 구체적인 거래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고 시장 상황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낮은 기준이다.   

10)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
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2010년 개정법은 금지행위 규정의 행위 유형에서 개정 전에 ‘전기통신역무’라
고 되어 있던 것을 ‘전기통신서비스’로 모두 고쳤는데, 역무와 서비스 간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11) 이용약관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등의 의무제공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의무허용 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공동사용, 전기통
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또는 설비등의 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ㆍ징수 및 전기
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

의 인가 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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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는 방식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정한 경제적 지위
를 갖는 것을 행위자 요건으로 보는 것, 둘째, 경제적 지위를 갖는 것을 행위자 요건으로 보지는 않지만
행위 요건 또는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로 보는 것, 셋째, 금지행위의
성립 여부는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판단하되,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제재의 수준과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해당하는가를 각각의 방식에서 차등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제50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
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
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12)와 제53조13)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행위가 행위자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

로, 이 규정을 통하여 행위자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논리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체약대리상14)의 지위에 있는 독립된 사업자의 경우 상법상 적
법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 귀속된다는 점에 기초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인 금지행위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확장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이 규정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 성격이 절대적 책임이 아니라 과실에 입각한 상대적 책임이라
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로 인한 책임의 존재를 규제기관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3. 위법성

⑴ 개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성 요건은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이 선택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 
특별경쟁법(special competition law) 또는 특정 전문분야의경쟁법(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으로서
의 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상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 유형들은 전기통신사업에 특유

12)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이다. 
13)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규정이다. 
14)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
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거래의 대리를 하는
대리상을 체약대리상이라고 한다. 정찬형 (2009), [제12판] 상법강의(상), 박영사,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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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전적 행위규제 제도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
한 행위 유형에 대응하여 그 위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위법성 요건도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

익저해성이라는 별개의 대등한 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보다 외연이

더 넓은 위법성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특유의 위법성 요건이 될 수 있다. 
법상 공정경쟁저해성 요건은 대체로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에 대응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저해성에 대응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요소를 갖고 있

다.15) 

⑵ 공정경쟁저해성

공정경쟁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에 대응하여 그 규범적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경쟁’과 ‘거래’의 표현상의 차이에 주목하면, 공정경쟁저해성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쟁과는 거리가 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과 관련하여 종래의 학설은 ① 경쟁질서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
는 경쟁질서침해설과 ② 경쟁질서를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거래질서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
질서침해설로 대별할 수 있는데,16)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

침’17)은 거래질서침해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심사지침 III. 1. 가에서는 공정거래저해
성 또는 부당성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뜻하고, 불공정성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구체
적으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

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뜻하고,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란 거래상대방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이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행위 유형에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작용하는

15) 홍대식 (2009), “방송․통신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의 개선-총론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30면.

16) 이러한 분류법에 관해서는 서정 (2009),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
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

17) 2004. 12. 27. 제정. 가장 최근 개정은 2015.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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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지 않고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
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대응되는 행위 유형으로서 이용자 차별(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5.마.)에 대응하는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와 결합판매(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5.바.)에 대응하는 끼워팔기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성 판단기준 가운데 경쟁제한성과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외국 입법례나 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법의 영역에 포섭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18) 문제는 공정위 실무상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 경쟁의 자유 보호를 보완하는 관점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기만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의
미에서 공정한 경쟁과 무관하게 사업자의 거래방법을 규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
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의 경우에는 거래질서 그 자체보다도 거래질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

유 또는 거래상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반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의 외연을 더욱 넓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선택적인 위법성 요건인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해석상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관계
를 주로 규율하여 대체로 공정경쟁저해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행법상 행위 유형

이 협정체결 거부 등, 정보의 부당 유용,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에 특유한 사전
적 행위규제 제도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사
전적 행위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 

공정경쟁저해성의 구체적 기준은 오히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판단에서 나타난다. 먼저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합판매에 관하여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5. 
바.에서는 “결합판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 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
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결합판매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경쟁법의 관심사인 선택지(options)의 생산, 공급과 소비자법의 관심사인 선택지 사이에
서의 선택 행위(choice)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19)에 착안하여 이용자이익저해성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공정경쟁저해성을 보충적인 판단기준으

18) 일반 경쟁법에서의 경쟁은 경쟁 과정의 핵심인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경쟁(free competition) 개
념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수단의 공정성에도 관

심을 갖는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 개념이 주된 가치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
쟁제한성은 자유경쟁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장점에 의한 경쟁의 반대되는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 이에 반하여 결합판매를 통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공정경쟁의 저해’로만 파

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데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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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은 시장지배력 전이와 같이 경쟁과 관련
된 요소로 이루어지고 거래의 공정성과 관련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판단에서 공정경쟁저해성을 보충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구 방송통신위원회

의 심결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사
건20)에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한 사례 중 KT의 주장과 달리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의 목적으로 감면한 사례는 타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려는 이용자와 다른 일
반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면서도,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
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

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이용자 차별을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을 이용자이익저해성에만 국한하여 판단하던 종전의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초과 정도, 매출 대비 감면 비율, 
인원수 대비 감면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감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

여 외형상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 감면사례 중 일부에 대하여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 이용자이익저해성이 주된 기준이
되지만 공정경쟁저해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는 판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공정경쟁저해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와 같이 경쟁과 관련된 요소로 이루어지고 거래의 공정성과 관

련된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⑶ 이용자이익저해성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저해성에 대응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요소를 갖고

견해로는 이호영 (2008),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2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07-8면. 한편 이원우 교수는 현행법상 결합판매의 본질
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이며 결합판매 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시행령 규정에 의하
여 결합판매 규제에 경쟁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법률규정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오히려 결합판매 규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합판매를
통신법에서 경쟁제한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원우 (2004), 결
합판매에 대한 공정경쟁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보고서, 이원우 (2007), “현행법
상 결합판매 규제 제도의 문제점과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방안”, 권오승․이원우 편, 공정거래법과 규제

산업, 법문사, 562-591면, 이원우 (2008),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경
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62-3면). 결합판매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의 인접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유형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
하는 연구 성과로는 김정현 외 (2007),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 재정립 및 시정조치 다양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 방통위 2008. 12. 3.자 의결 제2008-41-223호, 사건번호 200710조사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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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무엇보다 저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거래관계에서 파악되는 공정거래가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이용자 이익이라는 점에서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경
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또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하는 경우 대부

분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경쟁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고려된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과

관련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인정하는 요소로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경쟁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매개한다는 점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증

명을 요하지 않는 이용자이익저해성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
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
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인하

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21)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법 또는 민법과 혼동될 수 있는 여지
를 차단하는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과 차별화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22) 

첫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아 사업자 보
호를 통한 거래질서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경쟁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

을 주는 법 집행의 측면이 약한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의
이용자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이용자를 중심으로 그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성하여 경쟁의 궁극적인 수혜자

인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질서의 보호를 통해 제도로서의 경쟁의 전제와 기반을 보호
하면서도 사업자의 경쟁수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공정성 또는 경쟁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경제

적 자유의 보호에 더 중점이 있는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판매방식의 특성이 이용자의 구매 선택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비대칭정보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관점에서 제도로서의 경쟁의 전제를 회복하는 데 더 중점이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요소로서의 가격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래

2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금보개발). 
22) 홍대식 (2009),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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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초점을 둔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는 경쟁요소로
서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비가격 요소인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선택권을 고르게 강조하는 판단기준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래의 의미의 공정경쟁저해성, 즉 경쟁질서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위법성 판단기준과 구별하

여 이용자이익저해성과 같이 거래질서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독자적인 의미는

경쟁질서의 전제가 되는 두 가지 요소, 즉 ①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자유 보장 또는 ②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지향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거래상 지위가 높은 사업자 또는 판매자나 공급자에 비하여 협상력과 지식의 수준 양자에 관하

여 열악한 지위에 있어 유효한 경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가 제대로 성립하지 못하므로 법적

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①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자유 보장은 계약상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
로 사법인 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②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는 강요, 부
당한 영향, 오인, 불완전한 정보 또는 정보의 혼동에 의존하는 사업자의 계약상 또는 계약 외적인 행위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비자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은

①의 요소를 강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 사법적 가치와 충돌될 수 있고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려
운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은 ②를 강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 경쟁법을 보완
하는 소비자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이익
저해성의 내용을 ① 경쟁법적인 요소 위주로 구성할 것인가, ② 소비자법적인 요소 위주로 구성할 것인
가 아니면 ③ 소비자법적 요소를 위주로 하되 경쟁법적인 요소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①에 의할 때,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고 경쟁의 성과 측면이 아니라 경쟁의 전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을 포섭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에 ②에 의할 경우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비
자법 고유의 이용자 이익을 포섭할 수 있으나,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을 결부시켜 이해하고
상호적인 관점에서 판단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해진다. 

이에 대하여 ③은 경쟁의 전제와 성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용자이익저해성도 경쟁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이론적 모형이 되는 것은 경쟁 과정의 수혜자로서의 ‘정보를 잘 갖춘 소비자’(well-informed 
consumer)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경쟁의 성과가 단지 추상적으로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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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available)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용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이 침해되거나
이용자 관점에서 선택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정보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

위를 포섭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경쟁저해성과 구별되지만 공정경쟁의 보호 역시 이용
자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저해성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저해
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행위 유형에 대한 규제만으로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충적인 기준으로서 공정경쟁저해성 기준의 외연을 넓히는 작

용을 하게 된다.

경쟁 보호는 소비자 후생 증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쟁 기준은 소비
자 피해가 경쟁 과정에 대한 피해로부터 추정되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경쟁 과정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쟁 보호만으로 이

용자 이익 보호에 미흡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경쟁법은 제도로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그 성과로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비자 후생 증대

를 도모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이더라도 단기적으로 생산적 효율성, 
장기적으로 동태적 효율성(기술혁신)을 증대하는 효과가 경쟁에 대한 침해를 상회할 경우 정당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 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통하여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지만, 실제
적인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오히려 부의 증대라는 성과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정당화할 위험성

이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경쟁 과정 그 자체와 그로 인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성과에 주목하

는 일반 경쟁법적 접근을 존중하되, 그러한 접근에 의하여 포섭되지 않는 영역에서 경쟁 피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쟁 피해의 우려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때 경쟁 피해 기준을 보완

하는 기준으로서의 이용자 피해 기준, 나아가 경쟁 피해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이용자
피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경쟁저해성만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용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
는 목적을 수행하여 경쟁법을 보완하는 한편, 공정경쟁저해성과의 상호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거래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경쟁의 전제를 보존하고 경쟁 성과의 정당한 몫이 이용자의 이익으

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의 판단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자이익저해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포섭될 수 있는 영역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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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1> 이용자이익저해성 기준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유형

* 출처 : 홍대식․황태희 (2008),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별 법적용 체계 및 위법성 판단 세부기준
연구』, 위탁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6면.
여기서 ①과 ②의 행위는 경쟁 과정에 대한 보호와 관계없이 경쟁 과정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 유형이라는 점에서, 경쟁 과정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유형
에 대하여도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공정경쟁저해성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행위 유형에 의하여
포섭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①과 ②의 행위에 해당하여 이용자 이익저해성이 문제될 경우 규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의 행위는 이용자 선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행위 유형으로서 생태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요구되는 최근의 통신시장 환경에서 특히 중요성을 갖

는다.  이용자 선택은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경쟁의 성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문제이기도 하
지만, 소비자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 선택은 소비자의 선택지로서의 상품 범위의 다양성, 상품과
서비스의 높은 품질, 그리고 구매 결정의 성질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괄한다.23) 또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할 능력을 의미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법 제4조 제3호), 소비자법의 영역에서는 소비자 선택은 단순히 경쟁의 성과가 아니라 권리로서
직접적으로 보호된다.24)

이용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관점은 소비자 수요가 특정 사업자에게 단기간에 집중되어 시장구조의 변화

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등의 네트워크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25) 그런데, 전기
통신사업법은 목적 조항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23) Cseres, K. J. (2007), “The Controversies of the Consumer Welfare Standard”, The Competition Law 
Review, Vol. 3, Issue 2, p.133.

24) 홍대식 (2013),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 선택 기준”, 경쟁법연구 제27
권

25) 미국 반독점법의 집행에 있어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을 가격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헌으로 Averitt, Neil W. & Robert H. Lande (2007), 
"Using the Consumer Choice Approach to Antitrust Law", Antitrust Law Journal, Vol. 74 Issue 1, 
p.175ff.

① 거래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
경쟁성과의 실질적 귀속과

관련된 행위② 거래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

③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경쟁의 전제로서의 정보에

기초한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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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이용자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의 이용자의 이익과의 관계에

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선택(choice)과 이용자의 편의(convenience)는 엄밀히 말하면 상충관계에 있다. 편의를 보다
중시하면 그 대가로 선택권의 감소를 용인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잘 아는 이용자들은

선택의 비용, 즉 탐색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하여 최적의 선택을 찾아나
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편의를 추구하므로 선택권의 감소에 대하여 둔감해진다. 
통신산업에서는 이용자 또는 시청자가 효율적인 선택을 하여 시장에서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보

뿐만 아니라 기능(skill)과 자신감(confidence)도 갖출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보와 기능을
취득하려는 이용자군이 있는가 하면, 정보도 기능도 자발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부족한 이용
자군도 있음. 후자는 선택보다 편의를 우선하므로 이들 이용자군에 대하여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이용자보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26) 

또한 시장 환경의 다양성은 초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렸지만, 다양성이 지나치게 높아져 복잡성
으로 대체되는 순간 소비자는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선택의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다.27)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선택 과부하 환경에 처한 소비자가 상황에 적절하게 상품에 적합하게 필요한 간편추론

(heuristic)을 사용하여 복잡한 의사결정 과업에 대처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행위를 평가할 때 이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4. 행위유형의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금지행위 유형은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2) 협정 체결의 부당한 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정의 불이행,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의 부당한 유용,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 등의
대가의 부당한 산정, (5) 이용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6)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 (7)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
게 높은 설비등의 제공 등의 대가 결정․유지, (8) 디지털콘텐츠 제공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
한 행위 등 8가지 유형이다. 

또한 동조 제3항은 위 조항에 의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
된 8가지 금지행위의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42조 제2

26) 홍대식 (2009)
27) 고대균․여정성 (2015), “소비자 의사결정에서의 구매고민”,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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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전기통신분야나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고시로는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바.목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의 구체적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서

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IPTV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을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 즉 결합판매에 관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28)을
들 수 있다. 동 고시는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 유형, 금지행위 판단에 있어서 고
려요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29) 

법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지행위 유형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제1호), 
협정체결 거부 등(제2호), 정보의 부당 유용(제3호),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제4호),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제5호 전단),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대가 결정(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적 행
위규제 규정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사전적 행위규제로서 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그 의무 불이행을 제재하는 보완적인 규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기간통
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는 금지행위의 사후규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30) 따
라서 이러한 행위 유형의 경우 금지되는 내용의 범위가 분명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

신사업자가 사전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잘 준수하는 한 사후적으로 문제될 위험성도 높지 않다. 다만 사
전적 행위규제 대상은 일정한 범위의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되는 반면에, 사후적 행위규제는 그에 한정
하지 않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예컨대, 설비등 제공, 도매제공의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예컨대, 상
호접속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 규정은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행위가 사후적으로 위
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개입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첫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제1호)와 협정 체결의 부당한 거부 또는 협정의 부
당한 불이행(제2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등의
제공, 상호접속, 도매제공 등의 협정 체결 과정 및 내용의 공정성과 체결된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그 위반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설비등의 제공, 상호접속, 도매제공 등
의 협정 체결 의무는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하거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부과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은 제공 대상이 되는 설비등, 상호접속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도매제공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그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예컨대, 설비등 제공, 

28) 2008. 5. 19. 제정 방통위 고시 제2008-49호, 최근 개정은 2016. 4. 6. 방통위 고시 제2016-02호. 
29)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이용자이익저해성 판단 시 고려사항 중 비용절감효과 (제4조), 이용자편익 증대
효과 (제5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
과에 대하여는 고시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30) 김윤정 (2012a), “통신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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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제공의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예컨대, 상호접속의 경우)에게 적용된다. 특히 상호접속 규정은 수
범자를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른 사업자의 정보의 부당한 유용 역시 상호접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유용금지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셋째,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 등의 대가의 부당한 산정(제4호),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설비등의 제공 등의 대가 결정(제6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금인가 제도 및
동법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3항, 제38조 제4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2항, 제
4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설비등의 제공 등의 대가 산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실적으
로 이들 규제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규제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동법 제28조의 이용약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31) 동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고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은 이용약관의 신고의무가 있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전제로 하

고 있다. 

그에 반하여 제5호 후단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은 법상 그에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
된 사전적 의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32)에서 독자적인 사후적 행위규제의 성격을 갖는다.33) 이러한 점
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적 행위규제와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사후

적으로 규제할 때 주로 적용하는 조항이 바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 행위 요건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포섭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행위

요건으로는 비록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그 특징적인 행위요소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반

31) 이호영, (2008), 95면.
32) 유일한 예외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개정 전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다.목에 규정되어 있었던 사전선택제 관련 행위이다. 이는 법 제57조의 사전선택제도의 적정
한 운영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호영 (2008), 95면.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전적 행위규제 규정인 법 제57조 제2항
과의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고 규제 수요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2016 7. 28. 시행령 개정 때 삭제되었다.

33) 이 점은 제7호에 규정된 디지털콘텐츠 제공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거래상대방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서비스에 전송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부가
통신사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콘텐츠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사업자 간 거래, 특히 전기통신사업자 간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사
업의 인접 분야 사업자 간의 거래에 관한 독자적인 사후적 행위규제 유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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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이용자이익저해성이 문제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공정경쟁저해성이 문제되

면서 간접적으로 이용자이익저해성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도 포섭될 수 있다. 

<표 II－3－2> 사업법상 행위규제 제도의 대응관계

* 출처 : 홍대식 (2010)

유 형 사전적 행위규제 사후적 행위규제

경쟁규제

설비등의 제공의무, 상호접속 협정
체결의무 부과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

조건 ․ 제한 부당 부과
(제50조 제1항 제1호)
협정 체결 거부 등

(제50조 제1항 제2호)
정보유용금지의무 부과

(제43조)
정보의 부당 유용

(제50조 제1항 제3호)
이용요금 인가 또는 신고 관련 의무
부과(제28조), 설비등의 제공 등 대가

관련 의무 부과
(제35조 내지 제42조)

이용요금이나 대가의 부당한 산정

(제50조 제1항 제4호)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대가 결정

(제50조 제1항 제6호) 
디지털콘텐츠 제공 거래 관련 행위

(제50조 제1항 제7호) 

이용자 보호 규제

이용요금 인가 또는 신고 관련 의무
부과(제28조), 설비등의 제공 등 대가

관련 의무 부과
(제35조 내지 제42조)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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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금지행위 규정의 유형론-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1.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⑴ 규정

제1호는 상호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열
거하고 있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이용관계
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거래 또는 이용관계는 망/설비에 대한 접속 및 망 개방 제도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조항은
제2호와 함께 망/설비에 대한 접속 및 망 개방 제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 설비등의 개방 제도로는 접속(access) 또는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제도, 가입자망 공동활용 또는 가입자망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 제도, 설비
등의 제공제도, 로밍(roaming) 제도,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 가상이동망사업자 제도 등이 있고, 기존 통
신사업자의 서비스 개방 제도로는 도매제공 및 재판매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
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서 설비등의 제공, 상호접속, 도매제공 등의 조건 또는 내용의 공정성과
협정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한편, 협정을 신고하거나 인가 받을 의무, 협정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 제44조)에 의하여 시행된다. 금지행위 규정은 이
와 별도로 그 조건 또는 내용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협정을 부당하게 불이행하는 행위
(같은 항 제2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협정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
는 경우에는 사전적 행위규제 위반으로 그 자체로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 동시에 금지행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는 법 제52조의 시정조치 대상도 될 수 있다.

<표 II－4－1> 상호접속 등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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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
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
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

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

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

게 부과하는 행위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

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

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

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
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ㆍ절차
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
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

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

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

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

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 외에 상호접속등

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

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

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

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

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

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

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

게 부과하는 행위

  다. <삭 제>
  라.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

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

인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

게 부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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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유형의 요건은 행위자 요건, 상대방 요건, 행위 요건과 위법성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행위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실제로는 행위자가 상호접속 등 제공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를 포
함한 설비 등 또는 그 제공에 전기통신설비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일 것을

요하므로, 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행위자가 된다.

상호접속 등의 제공은 대부분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법 제36조)과
같이 협정 체결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공동활용을 요청하면 일정한 조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이를 허
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상 기간통신사업자(상호접속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이나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의 경우)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상호접속 협정의 경우)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
라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협정 체결을 요하는 경우의 상대방은 협
정 체결 대상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될 수도 있고(상호접속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 전기통신사업
자 일반이 될 수도 있다(상호접속 협정의 경우). 

법에서는 이 행위유형을 상호접속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

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불합리한지 여부나 차별적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이나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을 유추하여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이라 함은 가격을 포함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이라 함은 가격을 포함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
래관행을 어느 정도 벗어나야 불합리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한 다른 사업자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여야 차별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불합리성 또는 차별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상호접속 등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가목),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서비

스의 제공과 관련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나목)과 ‘상호접속 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불합리

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다목)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⑶ 구체적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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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시행
령 [별표 4] 제1호 가목)

이 규정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여부 판단의 전제로서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복수로 존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

접속 등의 제공의 대상으로서 비교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동일한 관련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

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제 목적으로 설정된 개념인 역무
에 의하여 비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역무는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와 같이 다양한 전기통
신서비스를 포괄하면서 인가 대상 역무와 신고 대상 역무를 구분하기 위한 정책적인 범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역무란 역무를 구성하면서 구체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단위

인‘전기통신서비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보다 분명하기 위해서는 역무를 ‘전기통
신서비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라는 부분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는 제한이 부과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법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비 등
의 제공에 관해서는 설비 등의 범위와 설비 등의 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
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법 제35조 제3항), 상호접속에 관해서는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법 제39조 제2항) 등 상호접속 등의 내용에 관하여 법
에서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근거를 두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해서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34)이, 상호접속에 관해서는 ‘전
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35)이 제정되어 있는 등 법의 위임에 따라 상호접속 등의 각 유형에 따라 범
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을 체결
할 때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법 제44조 제4항), 이러한 기준은 원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전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간
통신사업자가 법 제44조 제4항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정명
령 대상이 되므로, 고시로 정한 기준에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규제에 관한 법 규정
이 적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고시로 정한 기준은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할 것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고 제

공 주체와 상대방 사이에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그 기준을 준수하
였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부과되는 조건 또는 제한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후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34) 2013. 8. 12.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79호.
35) 2014. 11. 5. 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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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
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별

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목의 세부유형은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그에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그러한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목의 세부유형은 상대방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특정되고 협정 체결
대상이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으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을 뿐, 가목의 세부유형과 근
본적인 구별되는 행위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나목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목의
세부유형에도 포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나목의 세부유형에 관하여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가목에 비하여 특별취급하지 않는다면 이 세부유형을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다.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2016. 12.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호접속 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유형은 특히

그 효과가 특수관계인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와 관련된 행위이다.

이 세부유형은 가목의 세부유형과 구조가 유사하여 가목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부유형은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가목 행위 요건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포섭되지 못하는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 중 가목은 상호접속 등과 관련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등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외에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없는 경우, 가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법률에서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의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은 상호접속 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
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의 공백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인 1개 사업자에게만 통상의 조건 또는 제한에

비해 차별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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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규정 중 나목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

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이 아닌 경우, 나목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정경쟁 저해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공시 제도 등 자율적 규제 수단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 부당한 지원행위(제23조
제7항 1호)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운용하고 있고 최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
지하는 규제(제23조의2)를 새로 도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 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함으로써 해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정의하는데,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이 정의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되
었으므로 그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⑷ 위법성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행위는 그 부과가 ‘부당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이 사업자 간에만 문제
되는 행위 유형이므로, 부당성 판단에서는 공정경쟁 저해성이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
이익저해성이 보완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부과된 조
건·제한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하므로, 그 판단기준은 부당성 판단에도 영

향을 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의 법적 근거는 법 제35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제
4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ㆍ제42조제2항이므로, 법적 근거와 고시의 내용을 대조하여 위법성 판단
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시 기준이 사실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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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판단을 좌우하게 되므로, 고시 기준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⑸ 사례

이 행위유형과 관련하여 금지행위 규정 위반으로 문제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Trinko 사건이다. 이 사건은 통신법 위반 사건과 셔먼 법 위반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통
신법 위반 사건은 상호접속 관련 비차별의무를 규정한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제251조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다. 1996년 통신법은 제251조와 제252조에서 상호접속 및 요소별 분리제공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36) 이 규정은 ‘지역 경쟁 조항’(local 
competition provisions)이라고 지칭된다.37) 이 규정은시내전화사업자(local exchange carrier, LEC)에게적
용되는데, 선발사업자인 기존 시내전화사업자(incumbent LEC, ILEC)와 후발사업자인 경쟁 시내전화사업자
(competitive LEC, CLEC)를 포함한 모든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규정도 있으나, 기존 시내전
화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 규정도 있다.

예컨대, 법 제251조는 상호접속 관련 비차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c항에서 규정한 합리적이
고 비차별적인 요금 및 조건으로 상호접속(Interconnection)·요소별 분리접속(Unbundled Access)·재판매
(Resale) 등을 제공할 의무38)는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시내전

36) 김윤정 (2012b),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와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변천의 시사
점”,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2호 (통권 제10호), 40면.

37) Nuechterlein, Jonathan E. and Philip J. Weiser (2013), Digital Crossroads: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in the Internet Age, 2nd Ed., The MIT Press, p.54. 같은책, p.373-374에 의하면, 이 규정이신설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통신경쟁정책은 1982년에 연방지방법원이 AT&T 분할을 명한 동의판결을 선고하
고 그 판결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한 사람의 판사(Harold Greene 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었
다. 의회는 1996년에 동의판결의 종료를 요청한 후 통신법을 개정하여 지역 경쟁 조항을 신설한 후 그
집행을 FCC와 그에 대응한 주 규제기관에 위임하였다.

38) SEC. 251. [47 U.S.C. 251] INTERCONNECTION 
(c) ADDITIONAL OBLIGATIONS OF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In addition to the duties contained in subsection (b), each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has the following duties:
 (1) DUTY TO NEGOTIATE.--The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section 252 the 

particular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s to fulfill the duties d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of subsection (b) and this subsection. The requesting telecommunications carrier also has the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agreements.

 (2) INTERCONNECTION.--The duty to provide, fo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any requesting 
telecommunications carrier, interconnection with the local exchange carrier's network--

  (A) for the transmission and routing of telephone exchange service and exchange access;
  (B)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within the carrier's network;
  (C) that is at least equal in quality to that provided by the local exchange carrier to itself or to any 

subsidiary, affiliate, or any other party to which the carrier provides interconnection; and
  (D) on rates,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just,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in accordan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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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업자로 하여금 신규 진입자인 경쟁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재판매(서비스 기반 경쟁자의 경우) 또는 분
리된 망 요소(unbundled network element, UNE) 접근(설비 기반 경쟁자의 경우)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 진
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39)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대칭적인 도매제공 또는 분리된 망 요소 접근 제공 의무는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의 독점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경쟁법상 논의되는
독점력 전이 이론과 달리 독점사업자가 2차적 시장에 실제로 진입하여 경쟁상 우위를 취득하거나 더 나
아가 경쟁자 배제 또는 시장 봉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통신시
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의 의무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반경쟁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위법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시내전화사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를

부과한 1996년 통신법에 따라 기존의 시내전화사업자인 Verizon은 AT&T를 포함한 경쟁 시내전화사업자
들에게 통신설비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였다.40) 이 협정의 내용인 분리된 망 요소 제공의무 중에는 운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nd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252.
 (3) UNBUNDLED ACCESS.--The duty to provide, to any requesting telecommunications carrier for the 

provision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nondiscriminatory access to network elements on an 
unbundled basis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on rates,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just,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and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252. An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shall provide 
such unbundled network elements in a manner that allows requesting carriers to combine such 
elements in order to provide such telecommunications service.

 (4) RESALE.--The duty--
  (A) to offer for resale at wholesale rates any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at the carrier provides at 

retail to subscribers who are not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B) not to prohibit, and not to impos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conditions or limitations on, the 

resale of such telecommunications service, except that a State commission may, consistent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section, prohibit a reseller that obtains at 
wholesale rates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at is available at retail only to a category of 
subscribers from offering such service to a different category of subscribers.

 (5) NOTICE OF CHANGES.--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public notice of changes in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 and routing of services using that local exchange carrier's facilities or 
networks, as well as of any other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interoperability of those facilities and 
networks.

 (6) COLLOCATION.--The duty to provide, on rates,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just,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or physical collocation of equipment necessary for interconnection or access to 
unbundled network elements at the premises of the local exchange carrier, except that the carrier 
may provide for virtual collocation if the local exchange carrier demonstrates to the State commission 
that physical collocation is not practical for technical reasons or because of space limitations.

39) Benjamin, Stuart Minor, Douglas Gary Lichtman, Howard Shelanski, and Philip J. Weiser (2006),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pp.77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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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원시스템(operating support system)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T&T는 위 시
스템의 접속 지연과 품질 불만족을 이유로 Verizon이 통신법을 위반하였다고 FCC와 뉴욕 공공서비스위
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제소하였다. 이 제소와관련하여 FCC는 Verizon에게 과징금을 부
과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동의의결(consent decree)을 내렸다.41)

200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Trinko 사건42)은 위와 같이 통신법에 따라 체결된 상호접속 협정에 연방 반
트러스트법인 셔먼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AT&T의 고객 중 하나인 법무법인

Trinko는 Verizon을 상대로 다른 경쟁 시내전화사업자들의 고객들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Verizon이 자신의 경쟁사업자들에게 만족스러운 품질의 전화망 접속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셔먼법 제2조
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반트러스트법이 독점사업자(monopolist)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연방항소법원(the Second Circuit)은 원고
의 반트러스트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항소법원의 판단 근거는 필수설
비 법리(Essential Facilities Doctrine)와 독점력 전이(monopoly leveraging or extension) 법리이다. 독점력
전이 법리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은 도매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인 Verizon이 도매시장의 지배력을 소매시장
에서 경쟁상의 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이한 경우 셔먼법 제2조 위반을 구성한
다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였다. 독점력 전이 법리 적용을 위하여 미국 판례는 사업자가 일차적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있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차적 시장에서의 효과에 대한 증명 정도와 관련
하여 이차적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판례와 이차적 시장에서 독점

화의 위험한 가능성과 반경쟁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판례로 나누어져 있었다. 항소법원은 이 중에서 이차
적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43) 항소법원은
또한 통신법 상의 접속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트러스트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

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첫째 이유는 필수설비 법리의 적

40) Verizon과 AT&T는 상호접속 협정의 요건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국 통신법 제252조 제b항
과 제c항에 의한 의무중재를 통해 협정이 체결되었다.

41) In re Bell Atlantic-New York Authorization Under Section 271 of the Communications Act to Provide 
In-Region, InterLATA Service In the State of New York, 15 FCC Rcd. 5413 (2000)(Order); id., at 5415 
(Consent Decree).

42)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124 S. Ct. 872 (2004), rev’g 305 F. 
3d 89(2d Cir. 2002); 이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국내 문헌으로는 안덕근 (2007), “통신시장 관련
이중규제 판례 연구: Trinko 사례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37면
이하, 이석준·최인선 (2009), “수직적 통합기업의 가격압착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판결의 비교·분
석”, 경쟁저널 제144호, 14-15면 참조.

43) ABA Section of Antitrust Law (2012), Antitrust Law Developments, 7th Ed., pp.3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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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둘째 이유는 독점력 전이 법리의 적용, 그리고 셋째 이유는 통신법과 반트러스트법의 관계에 대한 법
리의 적용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Verizon이 경쟁사업자에게 통신법 상의 접속의무와는 별개의 반트러스트법 상의 거
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업자는 거래 여부나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거래개시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대표적
인 경우가 Aspen 판결44)이다. Aspen 판결의 경우, 피고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한 반경쟁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경쟁사업자와 수익성이 보장되는 거래관계를 단절하였기 때문에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Verizon의 경우는 Aspen 사건과는 달리 상호접속 협정이

자발적인 협정이 아니라 통신법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고 상호접속의 대가도 통신법에 따라 책정된 것이

지, 독점금지법상 거래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본 사안의 경우는
통신법에 의하여 거래의무가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필수설비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독점력을 확장 또는 전이하는 것이 독점화 행위가
되는 요건에 관하여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항소법원 판

결의 판단을 배척하고,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제2차 시장에서 시장을 독점화하는 데 성공할 위험한 가
능성(dangerous probability of success)을 야기하는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conduct)의 증명을 요구
하였다.45)

셋째, 연방대법원은 독점사업자의 반경쟁적 폐해를 저지하기 위한 통신규제당국의 규제 법령이 마련되
어 있고, FCC와 PSC가 그러한 법령의 이행상황을 감시 및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FCC는 Verizon이
장거리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분리된 망 요소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포

함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나 장거리서비스 허가
권 일시 정지나 철회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었다. 실제로 Verizon이 운
영지원시스템 제공에 관해 의무 위반 제소를 받게 되자 FCC는 과징금과 함께 매주 단위의 운영실적 보
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 PSC도 과징금과 함께 매일 단위의 보고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44) Aspen Skiing Co. v. Aspen Highland Skiing Corp., 472 U.S. 585 (1985).  
45) Verizon v. Trinko, at 415 n.4. “The Court of Appeals also thought that respondent's complaint might 

state a claim under a "monopoly leveraging" theory (a theory barely discussed by respondent, see 
Brief for Respondent 24, n. 10). We disagree. To the extent the Court of Appeals dispensed with a 
requirement that there be a "dangerous probability of success" in monopolizing a second market, it 
erred, Spectrum Sports, Inc. v. McQuillan, 506 U. S. 447, 459 (1993). In any event, leveraging 
presupposes anticompetitive conduct, which in this case could only be the refusal-to-deal claim we 
have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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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제당국에 의한 공정경쟁 유지를 위한 조치를 반독점을 위한 효과적인 기제로 인정하고 있

다.46) 

2.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⑴ 규정

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협정 체결 거부 또는 협정 불이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서 행위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망/설비에 대한 접속 및 망
개방 제도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정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 설비등의 개방 제도
로는 접속(access) 또는 상호접속(interconnection) 제도, 가입자망 공동활용 또는 가입자망 세분화(local 
loop unbundling, LLU) 제도, 설비등의 제공제도, 로밍(roaming) 제도,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 가상이동
망사업자 제도 등이 있고, 기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방 제도로는 도매제공 및 재판매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에서 설비등의 제공, 상호접속, 도매
제공 등의 협정 내용의 공정성과 협정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에 위반
하여 협정 체결 과정에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협정을 부당하게 불이행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행된다.

<표 II－4－2> 상호접속 등 협정 관련 체결 거부․불이행 행위 규정의 체계

46) 안덕근 (2007), 245면.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
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
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

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

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

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

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

하여 법 제35조 제3항ㆍ제36조
제2항ㆍ제37조 제3항ㆍ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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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1) 행위자 요건

행위자 요건은 전기통신사업자로, 실제로는 상호접속 등의 협정 체결 대상인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

설비등 또는 그 제공에 전기통신설비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보유한 전기통신사업자일 것을 요하므

로, 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행위자가 된다. 

 2) 상대방 요건

상호접속 등의 협정 체결은 기간통신사업자(상호접속 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의 경우) 또는 전기통
신사업자(상호접속 협정의 경우)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하여야 하
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상대방은 협정 체결 대상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 국한될 수도 있고(상호접

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

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

하여 법 제35조 제3항ㆍ제36조
제2항ㆍ제37조 제3항ㆍ제38조
제4항ㆍ제39조 제2항ㆍ제41조
제2항ㆍ제42조 제2항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

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
조 제2항ㆍ제36조 제1항ㆍ제37
조 제2항ㆍ제38조 제2항ㆍ제39
조 제3항ㆍ제41조 제3항ㆍ제42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 외에 상호접속등

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

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

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4항ㆍ제39조 제2항ㆍ제41조
제2항ㆍ제42조 제2항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

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
조 제2항ㆍ제36조 제1항ㆍ제37
조 제2항ㆍ제38조 제2항ㆍ제39
조 제3항ㆍ제41조 제3항ㆍ제42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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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제외한 나머지 협정) 전기통신사업자 일반이 될 수도 있다(상호접속 협정의 경우). 

 3) 행위 요건

행위요건은 1) 협정 체결 과정 관련 행위, 2) 협정 이행 관련 행위 2가지로 구분된다. 

(3) 구체적 행위유형
 
협정 체결 과정 관련 행위는 법에서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시행령에서는 협
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와 ② 협정 체결의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법에서 협정 체결로 규정된 단계가 시행령에서는 협정의 체결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와 그 후의 단계인 협정의 변경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요
구된다. 법에서 거부하는 행위로 표현된 행위가 지연하는 행위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법에는 ‘거
부’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지연’은 거부에 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협정 이행 관련 행위의 경우 법에서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
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된

다. 시행령에서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법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표현된 행위가 지연하는 행위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법에는 ‘불이
행’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지연’은 거부에 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위법성

협정 관련 체결 거부 행위는 그 거부가 ‘부당한’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
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과 같이 사업자 간에만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
므로, 부당성 판단에서는 공정경쟁 저해성이 주된 판단기준이 된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이익저해성이 보
완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협정 체결 거부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부당하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 체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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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경우 그 행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별도로 위법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시행령에서는 협정 체
결의무가 없는 사업자와 협정 체결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

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법상의

“부당하게”라는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로 바꾸어 위법성을 사실상 추정하는 형식을

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의 법적 근거는 법 제35조 제3항ㆍ제36조 제2항ㆍ제37조 제3항ㆍ제38
조 제4항ㆍ제39조 제2항ㆍ제41조 제2항ㆍ제42조 제2항이므로, 법적 근거와 고시의 내용을 대조하여 위법
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추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에서 고시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방송통
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시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시 기준이 사실상 위법성
판단을 좌우하게 되므로, 고시 기준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상 요청을 거부하면 대체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도매제공의무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예외 근거를 두는 경우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요건이 제공의무 규정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거나 사례를 예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에서는 협정 불이행 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
불이행 행위의 경우 그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거나 사례를 예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제공을 거부하
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 제92조에 의한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 되므로, 협정 불이행 행위는 법 제92조
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

다. 

(5) 사례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로는 2007년 지능형 SMS 상호접속 협정 거부 행위,47) 2008년 지능형 SMS 상호
접속 협정 체결 거부 행위,48)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불이행 행위49) 등의 사례가 있다. 

47) SKT(주) 지능형 SMS 상호접속관련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건. 통신위 2007. 1. 22.자의결제2007-1
호.

48) (주)케이티 SMS 관련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상호접속 거부 행위 건. 방통위 2008. 12. 17.자 의결 제
2008-45-222호 (사건번호 200805조사004).

49) SKT(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건. 방통위 2013. 9. 16.자 의결 제
2013-34-131호 (사건번호 201307조사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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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⑴ 규정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
보의 제공을 요청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1
항). 한편 i)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
자, ii)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50)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
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42조 제3
항).

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다른 사업자는 이를 기화로 해당 정보를 유용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비 또는 정보의 공용, 공유를 허락받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설비 또는 정
보의 공유, 공용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사전규제).

<표  II－4－3> 정보 제공 및 유용 관련 규정

5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39조 제3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
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유형 근거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3조(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
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

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자와 이용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73조(정보제공의 원칙 및 정보유용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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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별도로 동법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두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
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기화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
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사후규제). 

<표 II－4－4>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 규정의 체계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

해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
용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 기술 및 경영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5조(정보유용의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
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
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
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

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

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
위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

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

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

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

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

위

  나. 가목 외에 상호접속등에 의하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
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

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

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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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이 행위유형의 요건은 주체와 정보취득의 수단, 대상, 구체적 행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
주체는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으로 타 사업자로부터 정보 또는 설비를 제공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와 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불 수 있다. (2) 정
보 취득의 수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7조(무선통
신시설의공동이용),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제39조(상호접속),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
용 등), 제42조(정보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설비 또는 시설,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정보
를 지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대상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및 그 외 다른 정보를 말하고, (4) 행위는 “해당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할 것”으로, '부당하게' 이용할 것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부당하게'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두 표현이 혼용되
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 표현의 구분에 관해서 양자의 차이를 입증책임의 차이로 보는 판례51)가 있으
나,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은 모두 ‘부당하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학계에서는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2)  또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기준의 입증책임상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의 관행도 그렇다는

견해53)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라는 요건의 경우 위 행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규제자의 행위 동기, 파급효과 및 불가피한 사유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요건의 경우 외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이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며 이에 대해 피규제자가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

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54)가 있다.

51) 대법원 2001. 12. 11.선고 2000두833 판결
52) 권오승 외 7 (2015), 독점규제법 [제4판], 법문사, 224면[홍대식 집필부분].
53) 이호영 (2016), 독점규제법 [제5판], 홍문사, 283-284면.
54) 신종철 (2013), 통신법해설, 진한엠엔비, 229면, 전영만 (2015), 방송통신법해설, 제2판, 진한엠엔비, 526
면 등.

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

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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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1) 관련 심결
 
관련된 심결로서, (구)통신위원회 의결 제1988-6호 (1998. 5. 8) 한국통신의 사전선택제 관련 정보유용
건을 들 수 있는데,  (구)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KT)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실시 이후 (구)데이콤(현 LG 
U+)의 시외전화를 선택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전화 등으로 한국통신 시외전화로 전환할 것
을 권유하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시외전화사업자를 한국통신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한국
통신 시외전화 신청자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처리한 반면 (구)데이콤 시외전화 신청자는 별도의 확인절차
를 거치는 등 타사 시외전화 가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유사 입법례

공정거래법 상 유사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상호접속 등의 방법으로 지득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
련 [별표 1의2] 제8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밖의 정보를 지득하여 유용하였다면 위 [별표 1의2] 제8
호 라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 및 IPTV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II－4－5> 유사 입법례의 정보 제공 및 유용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8. 사업활동 방해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

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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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제4호)

⑴ 규정

<표  II－4－6> 이용요금 부당 산정 행위 규정의 체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사업자 간의 공정
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

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이나 설비 등의 제공․공동
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
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4.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

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 또는 「상법」 등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

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

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

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

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

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

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4.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

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
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

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

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

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

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

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

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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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
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

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

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

정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

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행위

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

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

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

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
통신서비스,「방송법」제2조
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

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

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
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

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

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

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
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

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
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

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
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

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

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

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

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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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

어 두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제1항)(사전규제).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회계를 별도로 정한 까
닭은 규제 당국 및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 보
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는 경우 및 역무 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특히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무별 회계분리

원칙'55)을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15조 및 제16조). 위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자산, 공통
수익 및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과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인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형자산 및 무

형자산,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등을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세부역무별로 적절히 분
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는 목적에 대하여 i) 다수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영역에서 생긴 수익을 다른 서비스를 보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고,56) ii) 전기통신사
업자가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통신요금을 산정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
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유인을 막으며, 규제기관으로서는 전기통신서비스
각각에 대한 규제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기업전체에 대한 회계정보보다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분리된 회

계정보가 필요하다57)는 점이 제시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의 사전 규제를 위반하여 상호접속 등의 대
가 및 서비스 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제5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고 있다(사후규
제). 또한 위 회계규정에 형식적으로는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하여 결국 위 회계분
리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를 잠탈하는 수익/비용 분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금지하고 있다(같은 호
나목, 다목).

⑵ 요건 분석

이 행위유형의 주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회계정리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실상 아래 가목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법에서 정한 회계정리사항에 위반한 이용요금 등의 산정(별표 제4호 가목)

55) 전영만 (2014), 467면
56) 전영만 (2014), 467면
57) 신종철 (2013),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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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
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 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이다
(가목). 2016. 12. 시행령 개정 전에는 회계기준의 근거 규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외에 상법 및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도 열거되어 있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
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 사항이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2016. 12. 시행령 개정으로 다
른 근거 규정은 삭제되고 대신 비용․수익을 부당 분류한 이용요금 등의 산정 행위가 추가되었다. 기간통
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상 회계정리원칙에 따라 회계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회계 분리의 방법은 아래의 각 표와 같다. 

<표  II－4－7> 회계 분리 절차(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조 참조)

<표  II－4－8> 회계 분리 대상 역무(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 참조)

형태별 분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사업여부 및 사용여

부에 따른 분류

역무별 분류

자산등을 유·
무형자산, 인건
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

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

자산등의 형태

별 계정을 교

환기능, 전송기
능, 일반지원기
능 등 실제 수

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분류

하는 것

자산등에 대해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친

것에 대해 세부 역무별

로 할당 또는 배부를

거치는 것

기간통신역무 회계분리 대상 세부역무 (26개 서비스)
전송역무

(제1호)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나. 시내전화서비스
다. 시외전화서비스
라. 국제전화서비스
마. 공중전화서비스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사. 전화부가서비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카. 인터넷전화서비스
타. 구내통신서비스
파. 기타전송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

아 제공하는 역

무(제2호)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다. 이동통신(LTE)서비스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마. 선박무선통신서비스
바. 위성통신서비스
사.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아. 와이브로서비스
자.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
스

전기통신회선설 가.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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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위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상호접속 등의 대가나 전기통신

역무 서비스요금을 산정한다면 그 자체로 금지된다.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상법, 외감법 상 회계기준에도 부합하도록 비용과 수익을 분류하여 이용요금 등을 산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익과 비용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이용요금 등을 산정(별표 제4호 나목, 다목)

가목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49조 상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후적으로 제
재하기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으나, 나목, 다목의 경우 그 외의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대
가 산정을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후규제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전기통신
사업자가 비용과 수익을 분류하여 요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

다.58)

나목과 다목의 적용범위는 i)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비용과 수익
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행위 및, ii)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및 수익 분류가 법에서 정한 회계기준에는 부
합하나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히 나목의 2)는 결합상품에 관한 규제에 해당한다. 결합상품의 폐해는 특정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
을 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폐해보다(소비자는 결합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받으
므로 소비자 편익은 증대함) 특정 통신 상품 시장 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다
른 상품과 묶어 팔았을 경우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유의미하다. 결합상품을 규제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특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해당 통신상품과 다른 상품을 결합

하였을 경우 비용을 할인하여 결국 다른 통신서비스에도 영향력이 전이되는 효과를 막기 위함이고, 또한
결합상품은 다른 용역과 결부하여 다른 용역의 대가를 할인하여 주는 것이므로 결국 다른 서비스의 이익

을 다른 서비스에 전가하는 셈이 되어 회계 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기하여 통신요금 등을 산
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회계정리 원칙에 반한 비용 산정이 될 우려가 있다. 결합상품의 규제는
회계정리 원칙에 위반한 통신요금 산정을 금지하는 해당 호에서 규제하는 것이 해당 행위의 경쟁법적 효

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비용, 수익 분류를 통하여 이용요금 및 수수료 등을 산정하였으나 해당 분
58) 김윤정 (2012a), 29-30면 참조

비임대역무(제3
호)

나.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다.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부가통신역무(제
4호)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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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행위가 통신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해당 행위가 부당
한지에 관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규제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 

(3) 사례
 
구 통신위원회는 KT의 협정 미체결, 비용/수익 부당 분류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면서, KT가 이동전
화 재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조직분리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 통신위원회 의결 제52회차 (1999. 
10. 29.)). 

이동전화 5개사는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분류하여 음성서비스

요금대비 최고 71%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가 구성요소에 이동전화에서 음성통화 이외에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연동 장치(IWF: Interworking function)의 운용비용만을 포함시키고, 이동
전화망 운영비용은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 통신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
하여 이동전화 5개사에 대하여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와 음성서비스를 분리하도록 내부회계규정을 변경
하고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재산정하여 정보통신부에 약관인가를 신청하거나 시정명령을 부과

하였다((구)통신위원회 의결. 제1999-6호, 이동전화 5개사의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 관련 공정경쟁저해행
위).

구 통신위원회는 KT가 KTF의 망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일부 부당한 점을 확
인하고, 정산차액(16억 4,000만 원)을 재정산(KT가 KTF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구 통신위원회
는 양사 간의 광고선전비 정산방법, 무선 구내통신(엔존) 서비스 투자비 정산방법 등 2개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5,858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0.3%)이 낮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가 KTF에게 과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구) 통신위원회 의결 제123회차 (2005. 12. 26.) 보도자료).

5.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1) 규정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통신 서비스의 세부

이용 내용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문자·통화 서비스 이용보다 데이터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맞추어 요금제를 변경하고, 타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을 도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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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공정 경쟁 수단을 통해 고
객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및 요금할인 금액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요금할
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 초기 이용 계약 체결과 다른 약정 조
건의 변경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서비스 약정 기간이 만료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 기한 만료
일과 자동 연장 이후의 이용조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
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가 낮아지고 중고폰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동통신사는 통

신 요금 할인 혜택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보조만 고지하고 요금 할인에 대해서는 소비자

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을 20% 받을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 설
명하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59) 또한 이동전화·유선전화·IPTV·케이
블TV·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특정 상품을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결합상품의 전

체 금액과 개별 상품 금액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제5호의2는 이용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 및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설명 및 고지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충분한 정보
를 습득한 후 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이 규정에서 이용자 모집 단계, 이용 계약 체결 단계,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 조건 변경, 약정 기간 만료
시, 그리고 이용 계약 해지 단계 등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간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중요 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

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선택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60)  

 
시행령 [별표 4] 제5호의2에서 금지한 유형은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

59) 요금할인 제도는 휴대폰을 살 때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매달 20% 통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 이행강제금의 매

출액(관련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산정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도 구체화하였다. 
6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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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61) 이에는 중요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
확하지 않게 설명·고지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중요사항을 전달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전달할 경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동전화·유선전화·IPTV·케이블TV·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결합상품의 전

체 금액과 개별 상품 금액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할인 판매 시 개별 상품의 할인율과 할인액을 함께 알
려주도록 한 것은 단품 상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조항
은 이용자 이익 저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케이블 TV 사업자를 고
려하여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이 금지행위 유형은 이용

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곧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기도 한다. 

<표  II－4－9>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 규정의 체계

6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916년 9월 21일 “통신시장 변화에 맞추어 이용자이익 보호 강화”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
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

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

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
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
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
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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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분석

먼저 이 규정의 주체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

자가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여기에는 기간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규정의 대상은 이용자로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

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그러나 행위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에 이용 계약 체결의 교섭 단계에 이른 잠재적 이용자까지 이용자의 범

위에 포섭한다. 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용자의 개념을 제한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섭 과정 중에 있
는 자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62) 이에 이용자의 범위는 최종 이용자를 비롯하여 사업용

는 고지하는 행위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

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

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

하는 행위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

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

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
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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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중간 이용자도 포섭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더 나아가 기간통신사업자
와 전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회선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두 이용자의 범위로
포섭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나 체결과정 중에 있는 자, 체결한 자의 일반적인 이익을 말한다.63) 여기서
이익이란 개별 소비자의 특정한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려는 이용

자 전체의 법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4)

(3) 구체적인 행위 유형

 1)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설명․고지 관련 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잠재적 이용자를 신규 가입자로 포섭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시행하는데, 
이때 반드시 이용자가 가입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약정 조건과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에 대해 가입하기 전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설명 또는 고지했음을 이용자로부터 확인받아
야 한다.  

2)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
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 설명․고지 관련 행위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이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정보

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우선 요금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요금은 신고 또는 인가된 요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외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 할인 기간, 대금의 결제 조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제

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란 이용 계약을 유지하기로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때 요금 약정과 기간 약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금 약정이란 약정 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받는 약
정제도를 의미한다. 요금약정을 체결할 경우 보통 일정 비율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반면 기간 약정은
요금할인 없이 약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62) 이상직 외 (2016), 259면.
63) 이상직 외 (2016), 227면.
64) 신현윤 (2012), 경제법, 법문사,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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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 고지 관련 행위

이용자가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 
그리고 서비스 개시일에 대해 구두 또는 문자로 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가 요청 시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설명․고지 관련
행위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약정 기간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예기치 않게 해지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서비스 이용 중간에 이용 조건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
항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약정에 포함된 것 외에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될 경우 과금이 되고 있음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와 요금 청구서에 명

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 외에 과금이 부여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로 얼마의 요금이 부과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5)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
건의 변경 사항의 사전 설명․고지 관련 행위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 기간 동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약관 규정상 과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된 데이터 요금을 약정 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과금함으로써 부당한 요금 청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6)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의 사
전 설명․고지 관련 행위

많은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용 조건, 이용 요금 등의 변경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만료 이후 이용 조건과 요금 등이 바뀌는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사업자가 이용자
에게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를 해야 한다. 

7)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의 설명․고지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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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의 해지가 접수 또는 완료되었음을 명

확하게 설명 또는 고지해야 한다. 

(4) 위법성

이 규정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기간, 계약 해지 등에 걸쳐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
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이용약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기간통신사업
자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 주목하기 어려운 한계도 내재한다. 

 
(5) 사례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가입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시 가입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풀리거나 중요 조건을 누락한 내용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

정 조치를 받은 바가 있다.65)

또한 약정기간 중 이용조건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약관상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과
금한 적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한 적이 있다.66)  

이 행위유형은 2016. 7.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나 법 개정 전에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가 규

정되어 있었고(개정 전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 4)) 이 규정과 관련된 심결례는 다음과 같다. 

<표  II－4－10> 설명․고지 위반 관련 심결례

65) 심결번호제2015-67-289~293호(씨제이헬로비전등 5개 SO), 제2015-67-285~288호 (SK 텔레콤등 4개
사), 제2015-23-115~118호(KT 등 4개 통신사), 제2015-23-119~138호 (CJ 헬로비전 등 9개 SO)  

66) 심결번호 제2010-71-275호(SK 텔레콤), 제2010-71-276호(KT)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2015-6

7-289~293
호

㈜씨제이헬
로비전 등

5개 SO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들은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혜택을
부풀리는 광고, 중요조건 누락광고 등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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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6
7-285~288

호

에스케이텔

레콤㈜   등
4개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들은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혜택을
부풀리는 광고, 중요조건 누락광고 등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였음
제2015-4

3-193호
에스케이텔

링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심인은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회사명을 밝히지 않거나 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허위로 설명하는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였음
제2015-2

3-115~118
호

㈜케이티 등
4개 통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들은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혜택을
부풀리는 광고, 중요조건 누락광고 등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였음
제2015-2

3-119~137
호

㈜씨제이헬
로비전 등

9개 SO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심인들은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혜택을
부풀리는 광고, 중요조건 누락광고 등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였음
제2014-4

3-159호
(주)베가스타(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베가스타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였고,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음

제2014-4
3-158호

비엔씨피㈜(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비엔씨피(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였고,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음

제2014-4
3-156호

(주)선한아이
디(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선한아이디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음

제2014-4 (주)유니크인( (주)유니크인의 이용자 이익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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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4호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고지하지 않았음

제2014-4
3-153호

(주)에스투컨
텐츠(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에스투컨텐츠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였음

제2014-4
3-152호

(주)티케이소
프트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티케이소프트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였음

제2014-4
3-152호

(주)디비고닷
컴(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디비고닷컴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및 이벤트 내용 등을

허위, 과장으로 고지하였음

제2014-4
3-150호

(주)네오피플(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네오피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휴대폰 결제 취소 가능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음

제2010-7
1-275호

SK 텔레콤㈜ SK텔레콤(주)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데이터 접속 후 요금안내

화면에 대해 과금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

제2010-7
1-276호

㈜KT ㈜KT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데이터 접속 후 요금안내

화면에 대해 과금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
제2010-7

1-277호
㈜LG유플러
스

㈜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데이터 접속 후 요금안내

화면에 대해 과금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

제2009-3
9-186호

드림라인㈜ 드림라인(주)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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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
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표  II－4－11>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표시 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 등 관련 심결례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부과하였고,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였음

제2009-3
9-185호

㈜온세텔레
콤

(주)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였고,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였음

제2009-3
9-184호

㈜LG텔레콤 (주)LG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였고,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였음

제2009-3
9-183호

㈜KT (주)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였고,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였음

제2009-3
9-182호

SK텔레콤㈜ SK텔레콤(주)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하였고,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였음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요지
제

2015-038호
2014안정
0810

팅크웨어 주

식회사

팅크웨어㈜의 부당한 광고행

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OO에 관한 광고를 해당 블로
그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

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각 블로그의 광고

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

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적으로 피심인의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를 광고한 것처럼 하였음
제

2015-033호
2014안정
0814

㈜아이엑스 ㈜아이엑스에 대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사이

버 몰 OO에 관한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

를 지급하였음에도 각 블로그의 광고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

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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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⑴ 규정

제6호는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하
여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로부터 경쟁시장에서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적으로 피심인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광고

한 것처럼 하였음
제

2015-037호
2014안정
0813

㈜하렉스인
포텍

㈜하렉스인포텍의 부당한 광

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애플

리케이션 서비스 OO에 관한 광고를 해당 블

로그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

제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각 블로그의 광

고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

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

치 블로그 운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

적 또는 자발적으로 피심인의 애플리케이션 서

비스를 광고한 것처럼 하였음
제

2015-036호
2014안정

1046

㈜한빛소프
트

㈜한빛소프트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온라

인게임 OO에 관한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

를 지급하였음에도 각 블로그의 광고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

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

적으로 피심인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광고

한 것처럼 하였음
제

2015-007호
2014안정
1078

㈜씨티오커
뮤니케이션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의 부

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사이

버몰 OO에 관한 광고를 해당 블로그에 게시

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

를 지급하였음에도 각 블로그의 광고게시물에

피심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블로그 운

영자들이 피심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또는 자발

적으로 피심인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광고

한 것처럼 하였음
제

2015-026호
2013서소
3238

잡코리아(유) 잡코리아(유)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잡코리아가 여러

취업포탈 사이트 중 각종 부분에서 1위인 것

처럼 설명하는 광고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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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67)  

 <표  II－4－12>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 규정의 체계

(2) 요건 분석

상호접속등의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되어야 한다. 대가가 높은지 여부의

비교기준이 되는 공급비용으로는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정밀한 경제적 분석을 요하는 가격의
현저성 판단에 미흡하므로, 착취남용으로서의 가격결정행위 규제 경험이 있는 EU나 독일에서 개발된 비
용기초적인 분석, 유사시장과의 비교분석 방법을 판단기준의 형태로 도입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가가 공급비용에 비하여 높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부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부당성을 판단함
에 있어서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 

⑴ 규정
6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티브로드 강서방송 II) 참조.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
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
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

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

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ㆍ유지하는 행
위

  법 제5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
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
조 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
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

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
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
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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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따르면, 첫째 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
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

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같
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를, 세 번째로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II－4－13>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

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

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

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

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

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

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

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

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

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

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

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

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

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

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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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7호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7호는 2009년부터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온 금지행위 유형이었는데, 당시에는 현
재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으로서, 폐쇄적 무선인터넷 환경에
서 모바일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던 환경이었다. 당시에는 모바일 콘텐츠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주도 하에
유통되었는데, 당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수익배분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68) 또한, 당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살펴보면,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 대가로 납부 받는 정보이용료 가운데 콘텐츠제공자에게 배분되
는 수익의 비중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
정 행위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었다.

<표 II－4－14> 제도 마련 당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자의 수익

(단위 : 백만원)

한편, 당시 금지행위 규정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7호를
68) 한겨레, <콘텐츠 만들어봐야 굶는다>(2009, 1, 14)
   휴대전화 연결음(컬러링)의 경우, 건당 700원의 수익 가운데 직접 곡을 만드는 작곡가, 작사가 등이 가
져가는 비율은 8%(57원)에불과하다. 가수는 4%(28원)를받아간다. 대신 통신사가 절반에 해당하는 350
원, 음원을 관리·공급하는 업체가 19%(132원) 정도를 가져간다.

구 분 2006 2007 2008
정보이용료 671,548 671,548 596,366
CP수익 509,283 509,283 432,973
CP수익비중 75.84% 75.84% 72.60%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

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
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

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

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
동마케팅 비용분담 등 수익배분 관

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
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

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

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2)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
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ㆍ변경함으로써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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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도입하기 전인 2009년 6월부터 아래와 같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표 II－4－15>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⑵ 요건 분석

이 행위유형의 요건은 행위자 요건, 상대방 요건, 행위 요건과 위법성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행위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실제로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파
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사업자, 즉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본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것
이다.

또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 즉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이 있는
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 도입 당시의 휴대전화 이용환경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콘텐츠 거래의 경우 무선인터넷을 통한 거래 외에 유선인터넷 상에서의 거래 역시 활발하므로, 무
선과 유선 인터넷을 분리하여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만 부당한 수익배분을 규율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물론, 「콘텐츠산업진흥법」69)에 유선인터넷 분야에서의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에 대한 규율

69)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1  (생 략)
   ②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
  1)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운영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
  3)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 적용
  4)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을 제한

  < 모바일 콘텐츠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
  1) 콘텐츠 사업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제공
  2)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
  3)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 강화
  4)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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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사후규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의 형평
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2011년에는 유선인터넷 분야에서의 부당한 수익배분에 대해서까지 규율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도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
되었다. 

⑶ 구체적 행위유형 및 위법성

 1)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시행령 [별표 4] 제7
호 가목)

이 규정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
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

콘텐츠 제공 계약 위반만으로 사실상 위법성이 추정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단서의 요건, 즉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에 대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폭넓게 보호
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라고 생각된다. 즉, 콘텐츠 제공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만한 수익배분 행위 등이 있
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계약의 위반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

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금지행위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계약을 위반한 수익배분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칠 우려가 없을지는 구체적인 사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해당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선례는 없다.

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

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
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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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1)]

전기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가목의 유형과 달리 해당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 수익배분 거부행위에 대

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금지행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제기관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콘텐츠의 동질성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의 경우 경쟁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향후 해당 금지행위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조사
를 거쳐 콘텐츠의 시장 거래가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된다.

 3)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2)]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나 공동마케팅 비용분

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
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 수익배분 거부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수익배분 관련 거래조건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상 제시되
고 있는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콘

텐츠 제공사업자 간의 거래조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변화된 무선콘텐츠 유통환경
을 고려하여 새로이 고려하여야 할 거래조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0년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및 유
통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70)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공정한 수익배분, 추가 제작비
부담, 낮은 단가의 계약, 저작권 침해 등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중 추가제작비 부담의 구체적 유형 조사가 부당한 거래조건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70)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유통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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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⑷  사례

아직까지 제7호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호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
텐츠 제공의 전반을 관여하는 폐쇄적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전제로 도입된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된다.

현재 모바일콘텐츠의 경우 구글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의 사이의 수익배

분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정부당국으로서는 플랫폼중립성이라는 거대한 담론 하
에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3- 73 -

제5절  금지행위 규정의 유형론-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1.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1)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

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각 호의 하나로서 제4
호에서 “이용약관(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제4호 중 후단 부분인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행위로서 그 제공 방식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

어야 한다. 이 요건은 이익을 “저해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이익의 “현저한 저해”가 무

엇인가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이용계약 체결행위 관련 행위, 사전선택제 관련 행위, 이용자의 요금연체 관련 행위,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결합판매 관련 행위,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관련
행위 등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데(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 4] 제5호), 이러한 구체화에 의하여 각 행
위 유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이용자 이익을 포착할 수 있고, 이러한 이용자 이익이 경쟁 과
정 또는 경쟁자에 대한 효과를 통하여 저해될 수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작용을 통하여 직

접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한도 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시행령 [별표 4] 제5호 가목에 규정된 행위유형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된 행위이다.

<표 II－5－1>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

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

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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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분석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용계약의 체결 교섭과 계약 성립의 단계, 이용
계약에 따른 이행 단계, 이용계약에 따른 이행 과정에 고장이 발생한 단계, 이용계약의 해소 단계로 나누
어 고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용약관에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과 다르게 제공하
는 행위, 이용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요금 기타 이용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금지행위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는 이용계약의 체결 교섭 단계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소 단계까지 여러

가지 행위를 포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와 이
용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요금 기타 이용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이용약관에 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인가 단계에서 사전

적인 규범적 통제를 통하여,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 기타 이용조건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
지행위 유형(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전단)으로 규제된다. 따라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적용되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 신고 또는 인가 제도와 같은 사전규제 제도뿐만 아니라 이

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와 같은 다른 금지행위 유형과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과점 사업자가 요금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경우 통신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며, 반대로 시
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 작은 통신사업자들은 충분한 이윤을 얻지 못하여 시장

에서 퇴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
해 전기통신사업법은 특히 부당한 요금 부과와 관련된 사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71) 

71) 전영만 (2014), 494면 참조.

 5. …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
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행위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
는 행위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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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
용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용약관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계약의 내용을 이용자로 하여금 정
확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서의 사본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이용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사전규제).

한편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거나, 요금관련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
하고 있다(사후규제).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의
이행 단계에 속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용약관에 정한 요금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4호 전단으로도 규율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는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와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행위의 세부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

(3) 사례

다음과 같이 약관 규정 상 과금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된 데이터 요금을 과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예

가 있다. 

<표 II－5－2> 부당한 요금부과 관련 심결례

유사한 입법례로는 아래와 같은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정이 있다. 

<표 II－5－3> 유사 입법례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2010-7

1-275호
SK 텔레콤㈜ SK텔레콤(주)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는다는 약관과 달리 통신망,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과금하였음
제2010-7

1-276호
㈜KT (주)KT의 무선데이터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재전송되는 데이터 전송량은

과금되지 않는다는 약관과 달리 통신망,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과금하였음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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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⑴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

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전기통
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할인이나 고객서비스 향
상, 기술발달에 따른 혁신 등 편익증대가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불공정 경쟁수단을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를 행할 유인이 강해진다. 
우리나라 통신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쟁법 구조는 대체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기 위
한 규정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모두 두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통신서비스 자체의 특성 상 이용자 이익의 보호가 보다 더 중요하다.72) 통신서비스
자체의 특성으로는 통신서비스의 보편화, 필수화에 따른 피해의 보편화, 소액피해가 대부분임에 따라 소
비자 피해 대응의 소극성, 통신서비스 재화의 경험재73)적, 신뢰재74)적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균형
성, 요금 납부의 반복성 및 계속거래, 통신서비스의 급속한 변화,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등)의 사용 증
가를 들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규정을 둠과 동시에 제50조 제1항 제5호 이하의
금지행위 규정을 두어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고 있다. 이 중 시행령

72) 임준 외 6 (2008), 31-46면 참조.
73) 일정기간 사용 후 그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74) 통신서비스 재화를 일정기간 계속 이용한다고 하여도 해당 통신서비스 재화의 품질을 인식할 수 없다.

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
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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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세부 행위유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
용계약의 체결 교섭과 계약 성립의 단계, 이용계약에 따른 이행 단계, 이용계약에 따른 이행 과정에 고장
이 발생한 단계, 이용계약의 해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있다.

<표 II－5－4>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

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

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

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

   4)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

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

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1) 이용자(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

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

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

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삭 제>
    5)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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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의 해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을 거

부,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

위

    7)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
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

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

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

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10)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

선로가 설치되지 아니하거

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

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

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

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

한하는 행위

    12)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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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행위의 상대방은 '이용자'로서, 이는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
법 제2조 제9호). 그러나 이용자의 범위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고, 이용계약의 체결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그와 근접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장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용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이른 자는 실제적 이용자와 매우 근접한 잠재적 이용자로
보아 법상 '이용자'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다. 제공받은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영업활동을 위한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간이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 제2조 제9호의 ‘이용자'에 대한 정

의에서 이용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최종이용
자'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도 포함된다. PC방 업주가 온라인게임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전용선(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C방 업주 또한 이용자에 해당
하고, 전기통신회선임대역무에서 이를 이용하는 상대방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회선을 임대하여 이용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한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⑶ 구체적 행위유형 및 사례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는 [별표 4] 제5호 나목에서 다시 10
가지 행위를 세분하고 있다. 이 중 2016. 12. 개정 전부터 있던 행위 유형은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
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
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4가지
이다. 종전에 있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유
형은 신설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행위와 중복되므로 삭제되었다.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이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

30조(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규정), 제32조의5(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구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규정을 두어 이용계약 상 이용자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되거나 또는 실제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통신서비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있다(사전규제). 한편 이
러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 4] 제5호 나목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
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사업자가 임의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무료 제공 상품으로 가입을 유인한 뒤 유료전환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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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상품에 가입시킨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에는 명의가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가 포함된다. 

관련 심결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5－5> 가입의사 확인 관련 심결례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보호서비스, 데이터 요금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관련 심결례는 다음과 같다. 

<표 II－5－6> 추가적 이용에 대한 가입의사 확인 관련 심결례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2015-2

0-094호
에스케이텔

링크㈜
에스케이텔링크㈜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5-2
0-092호

㈜케이티 ㈜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5-2
0-093호

㈜엘지유플
러스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5-2
0-091호

SKT㈜ SKT㈜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4-4
3-150호

(주)네오피플(
휴대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신사업

자)

(주)네오피플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월 자동결제 상품을 7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동 상품에 무단 가입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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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 외 별정통신사
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역시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 행위 유형의 예로서, 법령 및 해당 사업자의 약관 상 의무인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
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켰다든지, 실제 이용자와 서류 상
명의자의 대조절차를 규정한 약관에 반하여 사자 명의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예 등을 들 수 있다.

<표 II－5－7> 절차 위반 이용계약 체결 관련 심결례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2011-2

5-093호
㈜케이티 (주)케이티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정액요금제 가입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10-3
4-146호

㈜KT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10-3
4-145호

SK텔레콤㈜ SK텔레콤㈜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가입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보호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09-3
9-186호

드림라인㈜ 드림라인(주)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 없이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하였음

제2009-3
9-185호

㈜온세텔레
콤

(주)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 없이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하였음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2015-4

3-193호
에스케이텔

링크㈜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심인은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계약 체결 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제2015-2

0-094호
에스케이텔

링크㈜
에스케이텔링크㈜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15-2 ㈜케이티 ㈜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피심인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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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용계약의 체결과 마찬가지로 이용계약의 해지 및 거부 역시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를 방해한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다. 위 규정과 관련되는 심결례는 아래와 같다. 

0-092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15-2

0-093호
㈜엘지유플
러스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15-2
0-091호

SKT㈜ SKT㈜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켰음
제2009-4

7-181호
(주)KT (주)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서비스를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도록 한

약관에 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받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09-4

7-180호
(주)LG텔레콤 (주)LG텔레콤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서비스를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도록 한

약관에 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받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09-4

7-179호
(주)KT프리텔 舊 (주)KT프리텔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 전화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서비스를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도록 한

약관에 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받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제2009-4

7-178호
SK텔레콤㈜ SK텔레콤(주)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서

피심인은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서비스를 가입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도록 한

약관에 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서 검색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받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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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8> 해지 거부 등과 관련한 심결례

유사입법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표 II－5－9> 유사 입법례

심결번호 피심인 안건명 행위 요지
제

2014-43-15
8호

비엔씨피(주)
(휴대폰 간편결
제 서비스 부

가통신사업자)

비엔씨피(주)의 이용자 이익 저
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

지를 제한하였음

제

2014-43-15
7호

(주)티비이엔엠
(휴대폰 간편결
제 서비스 부

가통신사업자)

(주)티비이엔엠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

지를 제한하였음

제

2014-43-15
5호

(주)이지원인터
넷서비스(휴대
폰 간편결제

서비스 부가통

신사업자)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이용
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서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

지를 제한하였음

제

2014-43015
4호

(주)유니크인
(휴대폰 간편결
제 서비스 부

가통신사업자)

(주)유니크인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

피심인은 회원탈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였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

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
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
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
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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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
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

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
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
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

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보험업법

제102조의4(청약철회)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이 절에서 "청약자"라 한다)
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
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
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

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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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된 행위 유형

2016. 12. 시행령 개정 전에 규정되어 있던 4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서비스 가입, 이용 및 해지 단계별
로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 각종 민원창구 등에서 제기되는 민원유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
며 일부 행위 유형만 제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민원 사례의 유형은 아래와 같
다. 

<표 II－5－10> 주요 민원 사례 유형

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
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

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
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
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유형 주요 사례
가입거부 사용중인 특정사의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품질 문제로 해지한 후 재가입을 희망하였으나 동

일주소로 특정기간 이내에는 가입을 제한한다고 답변
가입철회 거부 할인행사 적용을 받을 생각으로 인터넷 신청을 하였지만 행사가 종료되어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해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철회 거부
이용조건

변경

특정사가 결합상품 할인 혜택에 대한 내용 변경 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기존 할인 혜택 적

용 불가 통보 및 원상복구를 거부함
해지지연 해지 요청 시 본인인증수단을 팩스로만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해지를

요청 시 지원금 30만 원 등 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며 해지를 지연
불가피한 해외 이주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약관상 해외체류로 인한 해지는 위약금 면제가 불가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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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례로 규제되었던 사례들을 별표에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도 있다. 예
를 들면 타인 명의 이동통신전화 개통 사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타법에도 위의 민원사항에 대해 소
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유형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12 개정 시행령은 위의 4개 유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에 관련한
행위유형을 추가하였다.  

<표 II－5－11> 추가된 행위 유형

관련 입법례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

 <표 II－5－12> 관련 입법례

해지의

위약금부과

장기일시정지를 권유받거나 가입 시부터 통신품질 불량을 호소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더니 위약금 부과
위약금

과다부과

과거 초고속인터넷 모뎀, IPTV셋톱박스의취득가는 20~30만 원이었으나, 최근 3~10만원 수준
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7~8천 원(무약정 단품기준)의 높은 임대료를 책정, 청구하
면서 이를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해준 경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으로 부과함.

서비스 이용 거부 제한

중단

이용계약의 일방적 변경

또는 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지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별표 4] 제5호 나목 5)의 행위 유형
  에 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거부,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 선로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
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 시 정당

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 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
하는 행위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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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⑴ 규정

 이용자의 요금 연체는 이용자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용자의 요금연체 해소를 압박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신용상의 이익

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의 신용상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 이익으로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II－5－13>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규정의 체계

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용 조건, 내역 등의 자
료요청 거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 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
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
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

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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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는 1) 요금 연체정보 제공 전 단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 후 정보 보관
단계, 3) 요금 연체정보 제공의 해소 단계로 나누어진다. 시행령 [별표 4] 제5호 라목에서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의 요건은 사실인정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고, 행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라. 이용자[명의가도용(盜用)되는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

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

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
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

금 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해

당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여

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

는 행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

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

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

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

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
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

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라. 이용자[명의가도용(盜用)되는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

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

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
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

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

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리 통지하지 않는 행

위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

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

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

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

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

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

한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

위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

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

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

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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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성격상 위법성 판단을 위한 평가 과정을 특별히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⑴ 규정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 시행령 [별표4] 제5호 마목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이용자 차
별의 몇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마목 1)에서 3)까지의 이용자 차별의 유형 중 일반 규정
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목의 1)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 마목의 2)는 장기이용 또는 다량
이용 계약 체결자, 마목의 3)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차별 금지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마목의 1)로도 포섭이 가능한 행위 유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목의 4)가 신설되어 이용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기 전 단계인 사업자와 그

판매 내지 유통경로 사이에서 이용자 차별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 II－5－14>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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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요건 분석

이 행위유형의 요건은 행위자 요건, 상대방 요건, 행위 요건과 위법성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행위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법에서는 이 행위유형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에서는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
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

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

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

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

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

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

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

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위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

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
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

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

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

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

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

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

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

는 행위



91- 91 -

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신설 규정인 4) 협정 등에 따
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

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⑶ 구체적 행위유형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1))

여기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요금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한다. 이 때 요금은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서의 이용약관이 법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정되는 것과는 달리, 법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
가된 요금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번호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전기통신서비스, 지역 또는 이용자
등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의미한다(법 제2조 제14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법 제2조 제2호)로서 널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이
용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를 의미하는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하는 설
비는 물론 휴대전화․이동통신단말장치 등과 같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설비
도 포함한다(법 제42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호). 마지막으로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은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외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금전, 할인권, 상
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를 의미한다.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2)) 

 
어느 정도의 범위를 ‘장기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기통신서비
스별 통상적인 약정기간(예컨대,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2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률

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2회선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량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2)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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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집행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법적용의 요건을 보
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4] 제
5호 마목 3))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가격) 또는 그 외의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이용자 즉,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과

도하게 차별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로 요금 전가가 발생하거나 후
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입 전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

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대상

이 된다. ‘차별적인 조건’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등의 가격차별 및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 차별 등

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① ‘가격’이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급하는 모

든 대가를 말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경우 주로 요금을 의미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된다. 거래의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대가인 가격의 차이가 정
당화될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② ‘가격 이외
의 거래조건’은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할인율,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

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의미한다.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4))

종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유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 차별행위만을 금지하

고 있었으므로, 대리점 등 유통채널을 통한 간접적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었다. 그러나 이용자 차별의 전단계로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마목 4)의 신설은 이러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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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마목 4)의 규제 대상이 된다.

마목 4)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및 ‘유도’ 등의 불확정 개념

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규제기관의 입장에
서도 법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위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송통신위
원회의 심결례 등을 통하여 법적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채널을 의미한다. 

참고로, 법 제50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
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무상 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위반 시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여 왔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제2조 제6호75) 및 제7호76)도 위와 유사하게 대리점 및 판매점을 정의하고 있다. 따
라서 마목 4)의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일반

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종전의 규정과 달리 ‘협정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넓게 규정

한 점, 법 제50조 제2항은 ‘대리하는’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마목 4)는 단말기유통법의 규정과 동

일하게 ‘대리 또는 위탁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형태나

행위의 법적 성질을 불문하고 대리점/판매점 등의 유통채널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한편,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 및 단말기유통법 제2조 제6호, 제7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본조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에는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75)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

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6)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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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

단순히 수수료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가격할인,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부당하거나 과
도한 수수료 제공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실제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된다. 과도한 수수료 제공 등의 행위와 이용자 차별 간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수범
자 입장에서는 다소 규제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대리점 등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제공이 실제로 이
용자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

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이 ‘이용자 차별의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

공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증명함으로써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목 4)에서 단지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고,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②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⑷ 위법성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1))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 중 하나이므로 위법성 판단 시 ‘일반 이용자의 편익’만을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용자 이익’은 물론 관련 전기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고려할 것인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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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해당
행위가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 즉, 
해당 행위가 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하여 차별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
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다.77) 

한편,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요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별 정도 및 차별 사유를 고려하여 전체(일반) 이
용자의 편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가) 차별 정도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이용자에

게 비용부담이 전가되어 전체(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현저한 이익 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차별
정도가 예상되는 비용이나 수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이용자
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실무이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1인당 예상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표 II－5－15>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의 경우78)

77) 방송통신위원회 2009. 9. 9. 자 심의․의결 제2009-40-084호 등
78) 방송통신위원회 2012. 5. 18.자 심의․의결 제2012-27-103호 등

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제공사업자의 경품 제공, 약관 외 요금감면 등 이용자 차별 행위가, 전기통신사
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전기통신사업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이하 “舊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
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Ⅴ. 5호 가목(舊法 제42조 [별표3] Ⅳ.5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간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 ②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 수준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서비스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과도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

o 이를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경품 가액과 ‘부당한 요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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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16> 단말기 보조금 제공의 경우79)

다만,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 10. 1.) 이후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제3
조, 제4조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특칙으로 적용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
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공정거래법 또는 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제17조80)의 문언해석상

79) 방송통신위원회 2010. 9. 24.자 심의․의결 제2010-58-248호 등
80) 단말기유통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

면*’액을 합산한 액수가 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평균이익**’을 초과하는 지를 고려함
* 부당한 요금감면이란 사업자가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에 없거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한 감면액을 말함(이용약관과 다르게 제공한 모뎀, 전화기, 셋탑박스 등 서비스 제공
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구입(임대) 비용 감면액 포함)

**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각 사별 1인당 평균 예상이익=각 사별 예상이익(①x②x③)의 합/각 사별 가입자수
(③)의 합

① 가입자당 월평균 이익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약관 외 요금감면액 포함) –가입자당 월평균 비용(경품
비용 제외)}

②평균 가입기간(월)
③각 사별 가입자 수- VoIP, IPTV 등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경우는 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가입자 1인당 매출액(영업수익)의 20%’를 적용(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 등 고려)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i)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ii)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x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재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
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재고 소진 목적의 보조금*은
적법하다고 인정

* 이통3사 가입자의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를 기준으로 재고 단말기 여부를 판단(평균 단말기 교체주기가
20개월이라면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에 해당)

- 신규/기기변경 가입자간 차별의 경우, 신규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 평균 보조금보다 신규가입자 유
치시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증가분과 비용절감분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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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이 당연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
여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어느 하나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
나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2016. 9. 현재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단말
기유통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규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의 임원들에
대한 단말기유통법위반죄 사건에서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

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차별 사유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81)가 정하는 사항(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

분 등) 및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는 사항(번호이동 전 사업자, 거주지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이동통신서비스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신규 가입자, 기기변경 가입자 등 ‘가입형태’와 같이

이용자가 선택할 수는 있으나(기기변경 대신 해지 후 재가입하는 등), 선택함에 있어서 추가비용(기존 번
호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 가입비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결국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다.

이 때, ‘정당한 사유’는 (i) 차별 기간 및 (ii) 차별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i) 차별 기간의 경우, 차별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과도하면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합리

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
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8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
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
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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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공해야 할 통신사업자의 기본 의무82)에 반하므로, 차별 기간은 계절적 마케팅(연령대에 따른 차
별의 경우) 등에 국한하여 최소화83)되거나 지양84)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이용자가 약관 외 요금감면
등을 받는 이용자를 보조하거나 보조할 우려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
급 금지)에서 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②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③ 이용자의 거
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
고할 수 있다.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2)) 

(가) 차별 정도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2)의 이용자 차별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목의 1)의 이용자 차별행위와 동일하게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예
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서비스
를 오랜 기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이용자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자에게 할인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

익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차별 유형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적용된다.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
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3))

82)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83) 연령대 등 가입자의 선택이 불가능한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시 일반적 유통관행 등을 고려할 때 연
3회, 1회당 15일 이내가 바람직하다. 반면, 가입형태에 따른 차별은 회수 제한은 없으나 다른 일반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9. 24.자 심의의결 제2010-58-248호 등)

84) 번호이동 전 사업자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등 관련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9. 
24.자 심의의결 제2010-58-24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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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별 정도

3)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목의 1)의 이용자 차별행위와 동일하게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
적 이익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특정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요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쟁사업자로부터 이용자
를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본질적 측면과도 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
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일부 이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될 우려와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경쟁

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차별 정도 및 차
별 사유를 중심으로 전체 이용자의 편익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목의 1)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래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해지방어를 목적으로 이용약관보다 더 많은

요금감면을 해준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용자당 평균 감면액 초과정도, 매출대비 감면비율, 인원수
대비 감면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감면을 부당한 요금감면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85) ② 역시 방송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의 해지방어를 목적으로 이용약관에 명시
되지 않은 할인을 시청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이유로 방송법 위반86)이 문제된 사안에서, 할인
액이 하위 10%인 집단과 상위 10%인 집단 간 평균 할인액의 차이가 4.8배 이상 발생하여 하위 10%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점, 이러한 할인액을 가입자별로 차등 적용할 합리적이고 타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공된 할인액은 관련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의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요금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87)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우선, 거래상 차별은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비용 기초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일 상품이라도 비용 상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반영되어 거래조건
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차별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러한 개념적 이해에 기초하여 비용
상의 차이가 거래조건에 반영된 결과로서 거래상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별적 취급의 사실 자체를 부

85)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8-41-223호
86)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2] IV.  
   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장기시청자, 다량시청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시청자 또는 다른 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
지 않기로 한 시청자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

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는 행위
87) 방송통신위원회 2015. 10. 23.자 심의․의결 제2015-57-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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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거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용 상의 차이가 거래조건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 차
별을 받은 이용자 간의 이익과 불이익의 크기 등에 비추어 차별을 받은 이용자의 이익 저해 또는 그 우

려가 현저하지 않다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차별 유형

가입 전환 또는 가입 미전환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적용된다.

종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무상 같은 목의 1) 이외에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율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
렵다. 가입 전환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이
용자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어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법집행을 쉽게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3)
의 독자적인 의미를 확립하고, 향후 3)에 의거한 법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의 요건 등을 구체화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4))

마목 4)에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가 ‘정상적인 상거

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
는 상태이다. 또한 마목의 1) 내지 3)에서 모두 ‘부당하게’만을 개념표지로 두고 있는데 반해, 마목 4)
에서는 ‘부당하거나 과도하게’라는 표지를 두고 있으므로, ‘부당성’과 별도의 ‘과도성’ 요건이 존

재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목의 1) 내지 3)에서 ‘부당성’은 제공되는 이익 또는 조건이 과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목 4)의 ‘과도성’이 마목의 1) 내지 3)의 ‘부당성’과 유사한 판

단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어 보이고, 마목 4)의 ‘부당성’은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의 부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마목 4)의 ‘과도성’은 ① 마목의 1)의 이용자 차별행위와 동일하게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이용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② 다른 유통채널에 제공되
는 경제적 이익과의 비교를 통하여 과도한지 여부에 따라,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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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목 4)의 ‘부당성’은 문제가 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대리점 등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그

자체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이 다른 유통채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
리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 대리점 간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
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향후 마목 4)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 등을 통하여 선례가 집적됨으로써 보다 구
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5. 결합판매 관련 행위 

    
(1) 규정

결합판매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방통위 고시 제2016-2호)에서 「전
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고시 제2조 제1호 본문). 그러나 이용자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하나의 서비스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고시 제2조 제1호 단서)

<표 II－5－17> 결합판매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2016. 7. 개정 시행령 2016. 12. 개정 시행령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중략) …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

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

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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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분석 및 구체적 행위유형

 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

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순수결합판매 금지 (tying; 끼워팔기) 규정이다. 이는 이용자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서 ‘끼워팔기’(“거래상대방에게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

는 행위”)를 금지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 가목). 

우리나라 판례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

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

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

 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

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

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

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

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

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

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
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

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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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88) 

동 고시 상 금지행위에는 공정거래법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할 것’을 명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동 고시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i) 동 고시에서 ‘결합판매’를 정의할 때 “이용자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서비스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로 보지 아니 한다”(동 고시 제2조 제1호
단서)고 하며, (ii) 금지행위를 유형화하면서도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

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동 고시 제3조 제2항).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동 유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i) 별개의 상품성 (ii) 구입강제성 (iii) 부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i) 별개의 상품성 : 양 상품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
다. 그와 함께 상업적 용도,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 및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ii) 구입강제성 : 이용자가 주된 상품 구매의 조건으로 종된 상품 구매를 강제 당하였는지, 이용자
가 어차피 종된 상품을 구매할 예정이었는지, 이용자의 다른 선택의 기회를 봉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iii) 부당성 :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
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한다(위 대법원 2004두3014 판결 참조).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

는 이에 준하는 비용)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상품별 할인율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소위 동등할인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부당하게 현저한 할

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한다. 할인율 적용에 따라 특정 구성상품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에 해당하나,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 적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

신 ‘부당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 기준을 완화하였다. 

구성상품 요금이 소요비용(원가) 이하가 되도록 할인율을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
서는 철저한 역무별 회계분리 등 사업자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88)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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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약관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판매의 경우에는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할인율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행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품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추가적인 할인
이 제공된 경우에는 금지행위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생긴다.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

하는 행위

이용약관에서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오인하게끔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소위 ‘공짜 마케팅’제한). 동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구성상품별’로 할인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이고, 둘째는‘할인유형별’로 구분하여 표

시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i) 구성상품별 할인내용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인터넷 서비스와 IPTV 서
비스를 결합판매 할 때에는 이용약관에 인터넷 서비스의 할인내용과 IPTV 서비스의 할인내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품별 할인이 아니라 결합에 따른 할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 (ii) 할인유형별 할인내용 구분 : 결합상품 이용자는 결합에 따른 할인(결합할
인)뿐 아니라, 약정 기간(약정할인), 가입 회선(다량할인) 등에 따른 할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각 할인유형별로 구분하여 할인내용을 이용약관에 표시하여야 한다. 

라.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
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광고에서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오인하게끔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

기 위함이다. 동 금지행위가 (다)목의 금지행위와 구분되는 점은 ‘광고’에 대한 금지행위라는 점이다. 
결합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내용을 허
위·과장·기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의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판단한 바 있다(방통위 제

2015-67-289~293호, 방통위 제2015-23-115~118호 등). 

허위 광고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예) ‘최대’, ‘최고’, ‘제일’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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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구성 상품의 이용요금을 허위로 표기한 경우((예) ‘인터넷 공짜’, ‘무료’, ‘0원’ 등) 실제와 다

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로 보았고, 과장 광고의 경우 1)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

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한 경우, 2)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3)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만 광고의 경우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요한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자가 결합상품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 따른 이용자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사업자
로서는 동 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가입 확인서, 이용대금 명세서 등에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
비스 개시일을 표시함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동 유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 

바. 결합상품 청약 후 이용개시 전 이용자의 결합상품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
위

이용자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이라는 이유로 권리

를 제한 내지 금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할부거래를 한 경우나(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통신판매
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등에는 소비자법의 특별법에 따라 청약 철회권이 인
정되는 경우가 있다.

 <표 II－5－18> 소비자법상 청약철회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동 유

형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사.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
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약서

(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기재․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에 대한

할부거래법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동법 제8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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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관규제법에서도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동법 제3조 제3항), 명시의무(동조 제1항), 계약서 교부의무(동조 제2항) 등을 규정하고 있
다. 결합상품은 대부분 약관에 의해 체결되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동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사
업자의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주된 문제가 된다. 동 규정은

중요한 내용을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명확히 설명하거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기만 또는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큰 그 밖의 사항들도 포함될 것이다. 

 2) 결합판매상품 이용단계

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

위. 이 경우 서면동의는 이용자의 승낙 하에 녹취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약법의 원칙상 계약 당

사자 쌍방의 협의 없이는 이미 계약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동 규정은 계약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존 계약 내용(약관)상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은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는데(동법 제10조 제1
호),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동 금지행위 유형
에 해당할 것이다. 계약의 내용을 후발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에 대한 동의는 서면 또는 이용자의 승낙 하에 녹취로 받도록 특별히 규정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시 제공하기로 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사업자가 계약 시 약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한다. 계약
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업자는 해당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당연한 계약법상

원칙이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된다. 동 조
항은 계약법상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행정법적 규제 수단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함에 있다.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

는 행위

이용요금 청구서에 할인 내역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인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더 좋은 조건의 경쟁 결합상품으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어야만 시장에
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입



107- 107 -

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따른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업자의 결합상품 등과 조건
을 비교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청구서에 할인 내용을 구성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하고, 할인
유형 별(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로도 구분하여 할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용요금 청구서 등에 잔여 약정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약정으로 인하여 상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계약 유지 약정 기간 중이라도 위약금을 물고 약
정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에서야 다른 경쟁 결합상품으로의

변경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잔여 약정기간을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약정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
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약정 기간 이후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사업자 간의
경쟁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결합판매상품 해지단계

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제한·금지하거나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동 서비스뿐 아니라 결합상품 전체
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와 방송서
비스는 특성상 서비스 제공 지역(coverage) 제한이 있다.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동 지역
은 기존 방송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지역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방송서비스 및 이를 구
성한 결합상품을 계속 이용하게끔(더 정확하게는 서비스 이용료만 지급)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다. 다만, 결합상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동통신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용자 해지 시 위약

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동통신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실상 다 제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해지
할 수 있도록 함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을 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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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목의 경우에 이용자가 결합상품 중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
해 계속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자가 해지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계속해서 제

공하지 않는 행위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결합
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해당 서비스만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할인율을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
여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해당 서비스만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
자에게 나머지 유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해지하
고 남은 상품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더 이상 결합상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다.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결합상품을 해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나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은,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
가 언제든지 결합상품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함이 일반적이다. 

이용자가 약관에 따라 해지권이 있다면, 계약법적으로는 이용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바로
해지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해지 요청을 접수받아, 기존 설
비 등을 철거하고, 이용요금도 정산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
로 인한 계약법상 해지의 효력 발생과는 별도로, 사실적인 해지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지연 또
는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

라.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약하고, 나아가 시장의 공

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약관규제법에서도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은 무효로 한다(동법 제9조 제1호). 동 규정은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부과는 특별히 위법한 것임을 확
인한다.

마.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 경품에 대한 위
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해지 시 경품 반환을 요구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통신/방송 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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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판매 시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계약법상 해석이 분명하지는 아니하지만 약정 기
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경품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합상품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령 중도 해지하더라도 경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

하지 아니함이 형평상 타당하다. 약관규제법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
는 것은 무효로 한다(동법 제9조 제4호). 동 규정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익을 형량하여 상당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다. 

 4) 기타 유형 (동등결합판매)

앞서 본 금지행위 유형들은 모두 이용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들을 열거하

고 있는 반면, 동등결합판매에 관한 금지행위 유형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 침해보다는 오히려 사업자 간
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열거하고 있어 이질적인 성격의 행위 유

형이라 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규정은 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내용을 금지행위 성립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 보장을 위

한 동등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이 과연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동등결합판매란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

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결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판매를 의미하며 현재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KT(시내전화), SK텔레콤(이동전화)이다.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가
령, KT가 시내전화 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
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

는 결합판매 (가령,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SK브로드밴드 자신의
IPTV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가 서비스로서 동등결합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

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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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
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 필수요소 제공을 의무화하여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에게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
수요소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재판매뿐 아니라 위탁판매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설
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
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동등결합판매에는 (i)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ii) 인가서비스 제공
사업자로부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받은 다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위의 두 번째 유형에 있어서,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대가를 높이면 이를 제공받아 서비스해
야 하는 다른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바, 제공대가 등 거래대가를 현저히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한다. 다만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

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그로부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받는 자들 간에서도 거래

조건 등을 현저히 차별하면 안 되며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존재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품 등의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간접적으로 차별화하는 사례가 문제될
수 있다. 

라.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
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 제공 협정(계약) 시뿐 아니라, 그 이행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제공하기로 협정하였으면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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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계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나, 불이행 시 행정적
제재까지 가하게 된 데에 의미가 있다. 

마.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법」 제8조 제2항,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
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
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거래조건 차별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 차별을

유도함으로써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령, SK텔레콤이 특수관계인인
SK브로드밴드로 하여금 자신에게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를 다른 IPTV 사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
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이동통신 서비스와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인가 대상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하여는 아무런 거래조건 차별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본 규정은 이러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위법성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 효과를 고려하

여 심사하게 된다. 

<표 II－5－19> 결합판매의 위법성 심사기준

6.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1) 행위유형 일반

 1) 규정

(비용절감효과 심사) 설비통합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 등에 의한 생산과정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공동마케팅, 해지율 감소 등에 의한 판매영업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
도;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감소의 수준 및 정도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심사) 이용조건상의 편익;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
상의 편익;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익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 효과 심사) 명시적인 심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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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 또는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미를 갖는데, 그와 같은 행
위(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는 규범적 근거는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 요건으로 규정된 바와 같
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 시장 여건 또는 거래 정황으로 볼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행위 유형의 성격이나 거래
관념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가 행해진 경우 위법성을 징표하거나 적어도 위법성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요건과 위법성 요건을 일응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 중 제5호 후단에 정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시행령에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관련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표 II－5－20>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관련 행위 규정의 체계

법률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
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중략)… 전기통신이용자의 이
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개정 2016. 7. 28.>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
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
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

다.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

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

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
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

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

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
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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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건 분석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 중 하나인

행위

   2)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

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

위

행위

   2)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

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

위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

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
를 제안하는 행위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

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

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

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다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

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

인하게 하는 행위(다만, 「표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

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

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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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하위 유형이므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라고 하
더라도 당연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

야 한다. 이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의 하위 유형도 마찬가지이다. 하위
유형 중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

는 행위를 예로 들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행위’의 관계이므로, 상위 유형의 요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유형을 신설

한 것이 아니라 상위 유형의 요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상세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 하에서 요건을 분석하면, 요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상의 요건(1): ① 비필수 소프트웨어(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일 것 + ②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일 것 + ③ 그 행위가 부당할 것
시행령 상의 요건(2): ④ 그 행위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된 행위일 것
법상의 요건: ⑤ 그 행위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일 것 + ⑥ 그 행위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

시행령 상의 요건(1)과요건(2)의관계에서는 요건(1)의①과②를 충족하면 요건(2)의 ④가 충족되는 관
계인지 문제가 된다. 규정 체계상 요건(1)은 요건(2)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므로, 규
범 논리적으로 요건(1)을 충족하면 요건(2)의 ④가 충족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요건(1)의 ①과 ②의 세
부 기준을 정립하면서 기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 요소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설정된 그와 같은 기준이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요건은 요건(1)의 ③이 된다. 예컨대, 기술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용자 관점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

용과 관계없거나 오히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시행령 상의 요건과 법상의 요건의 관계에서는 시행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관계인지 문제가 된다. 규정 체계상 시행령 상의 요건(2)는 법상의 요건 ⑤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
로 열거한 것이므로, 규범 논리적으로 시행령 상의 요건(1)을 충족하여 요건(2)의 ④가 충족되면 법상의
요건 ⑤도 충족되는 관계에 있다. 다만 법상의 요건 ⑥은 사실 포섭을 위한 행위 요건이 아니라 인정된
사실을 규범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법성 요건이므로, 별도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행위 유형 및 위법성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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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사업법 제2조 제8호). 따라서 여기에는 기간통신사업
자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단순히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기
통신사업법상 행위주체로서 전기통신사업자와 행위 상대방으로서 이용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근거 법률

에 따른 문언적 해석과 금지행위 규제의 취지 등을 고려한 해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 등록,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는 부가통신사업
과 같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지행위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96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제재는 형사벌로서 3억 원 이
하의 벌금뿐 아니라 과징금 등 관련된 행정제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금지행위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성도 존

재한다고 할 것이다. 

행위의 상대방은 '이용자'로서, 이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

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그러나 이용자의 범위를 이용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한 자에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용계약의 체결이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그와 근접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장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용계약 체결의 교섭단계에 이른 자는

실제적 이용자와 매우 근접한 잠재적 이용자로 보아 사업법상 '이용자'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영업활동을 위한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 사용하는 중간이용자
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 제2조 제9호의 '이용자'에 대한 정의에서 이용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
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용으로 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행위 유형의 경우 유형 자체만으로는 현저성 또는 부당성이라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규
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유효경쟁을 위해 매우 중요
한 기준이고, 특히 통신산업의 경우 품질이 입증되기만 하면 기존 산업에 비하여 신규진입자가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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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경쟁의 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용자 선택권을 제한한 것은 그 자체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지나치게 이용자의 주관적인 선택권이라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제가 확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의 성격과 전환비용 등으로 인한 lock in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인
이용자를 기준으로 보호할만한 선택권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가 일회적인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반복
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법조문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그야말로 업무착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
는 일회적인 침해를 제외하고는 그 침해가 일회적이더라도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즉 기간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의미한다. 별정통신사업은 1~3호로
나뉘는데, 3호는 구내 통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를 대상으
로 인터넷 화상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구내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
요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실상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문제된 사례는 없다. 

 3) 사례

이와 관련한 심결례로, KT - NHN89) 건에서 KT는 기존에 자사의 IDC 2개소(목동, 분당)를 이용하고
있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일반전용회선과 관련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이용자와는 차별적인 이용조건(전용회선 (a) 구간 모니터링, 마북IDC에서의 他
인터넷망 연동 금지)을 제시하고 (a) 구간 이용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일부 회선[(b) 구간]의 제공을 지
연하였고, 인터넷전용회선[(d)구간]과 관련하여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 타 이용자에게 이미 제
공(221회선, '09.8월 기준)하고 있는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상 개통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

가 없다는 점,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
을 타 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N에게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KT

89)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00330182821953.daum?rMode=comment&allComment=T&alex.cId=$%
7BcommentId%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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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
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T프리텔과 SK텔레콤간의 번호이동 차단 사건과 관련해서, KT 프리텔은 SKT의 이동전화가입자
가 자사로 이동해 오는 것의 일부를 번호이동 전산시스템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막은 적이 있고, 방송통
신위원회는 피심인이 특정사업자의 이용자에 한해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운용함
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였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구 법 시행령 [별표 3] IV. 제7호 가목에 정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
치, 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KT프리텔의 행위는 경쟁
사업자인 SKT의 이용자가 자신에게로 번호이동해 오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그 동기는 심결에 명확
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별히 담합에 의하여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고객을 받지 않겠
다는 행위가 곧바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동을 원하는 이용자
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구성한다면 좀 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2)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1) 요건 분석
 
해당 행위 요건 분석과 관련해서, 우선 행위주체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모바일 OS 또는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의무 주체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90)

찬성 의견으로는 모바일 앱 개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한의 책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들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의견에서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
경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역무구분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대 의견은 모바일 앱 개발사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이는 또 다른 시장규제와 진입장벽으
로 작용하여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모바일 앱 시장은 국경 없이 촌각을 다투는 분

9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부가통신역무 분류 이슈”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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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므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1인 개발자, 소규모·벤처 개발업체 등의 창작 의욕을 고무하기 위하여 규
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유로운 창작과 서비스 위주 경쟁이 제한될 경우, 결과적
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경험의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모바일 앱 개발사가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의 정의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타인의 통신 매개 기능'이 있으면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고 이 중에는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단순한 통신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지만 '기간통신역
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화서비스는 다시 기간통신역무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그 자체로 모바일 앱 유통 플랫폼인 앱스토어 앱은 물론 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하거나 SNS 기능을 하는 앱의 경우 그와 같은 기능이 전기통신역무의 본질적인 기능인 전송 또는 통신
매개의 기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제공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림 II－5－1> 모바일 앱 개발사의 수익 모형

  *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부가통신역무 분류 이슈” (2012. 4.)

이에 대하여 모바일 OS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OS가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기능을 탑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일 것이다. 매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서비스되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전기통
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적,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의
취지와 어떤 소프트웨어가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받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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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기준 제시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필수성 판단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필수요소

(essential element)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구체적 행위유형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의 거

절 등의 행위(제3호)를 열거하고 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는 시행령상의 개념인
필수적인 요소에 대하여 그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

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
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
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고시 IV. 3. 다. (1)].

공정거래법상 필수성 기준을 도입할 경우 사업자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 구현을 위하여 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용의 불가피

성과 신설의 불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91) 이 기준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매우 축소
될 수 있다. 더욱이 소프트웨어에 필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자
는 경쟁자 또는 이를 필요로 하는 수직적 하위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필수성을 인정할 경우 그 범위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제15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필수정보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정보를 선택정보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남
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리성 그리고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해당 규정에서의 필수적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91) 권오승 외 7 (2015),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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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
       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일반적으로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상

정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외 기술발전과 해당서비스에 대한 이
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성에 대한 판단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언급하
고 있는 카메라의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처음 휴대폰에 카메라

를 결합한다고 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의 필수 기능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아가 DMB나
NFC, 녹음기와 같이 이용자가 해당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직접 찾는가 하면,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경우
다른 휴대폰을 선택하기도 한다. 최근 “삼성 페이”와 같이 결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들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는 결제 기능 역시 카메라와 같이 필수기능이라고 보는 날이 올 지
도 모른다. 따라서 필수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기준을 제
시하면서 서비스의 발전이나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서비스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수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수 있고, 이용자의 실질적
인 선택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권이 주어지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행 규정 역시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사전적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인 필수적인지 여
부에 대해 무리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실제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하여 판단하고, 여기에 이용자들
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최근의 기술 경향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생태계 형성이나 기술혁

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2단계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92) 

   •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 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카메라 기능 등 스마트폰이 갖

       추고 있는 하드웨어상의 특징을 의미

92)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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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 개별 스마트폰을 위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앱거래소
       진입 및 관리를 위한 사항,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된
       사항 등을 의미

   •  통신사: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  제조사: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  OS 사업자 :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 - 전

        기통신단말장치의 O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전화, 메시지, 시계, 카메라 등)을 제공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들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사용 약관 등)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 구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 기기 성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위법성

필수적이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를 선탑재하고 이용자가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도를 높여 경쟁사업자의 소프트웨어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이나 시스템 안
정성 유지 등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는 그 삭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삭제 제한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일괄적으로
삭제를 허용하는 경우,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이용에 미숙한 이용자가 백신이나 보안관리자와 같은 안전한
전기통신단말장치의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워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한 다른 소
프트웨어의 설치의 경우에도, 최근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
음을 감안하면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는 등으로 일정 정도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이용자가 보안 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할 때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 충분히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프트웨어 설치․운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당성의 판단은 이용자의 비용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것이 다른 중요한 기능에 부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기능 구현에 필요한 비용이 해당

스마트폰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그만큼 이용자의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절감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편익

제공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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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한 것인지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함으

로써 해당 소프트웨어가 얻게 되는 경쟁상의 이익, 경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실제 꽌련 시
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 운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용자의 편익 및 보안성 유지
등 소프트웨어 삭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삭제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삭제만으로 한정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화면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에는 아주 적
은 용량을 차지하면서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다시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를 과연 삭제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기술발전과 삭제방식에 따른 다른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예전과 달리 스마트기기에서의 메모리 용량은 많이 확대되
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활용으로 아주 적은 용량을 차지하는 리소스 파일 형태로 남겨두어 비활성화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리소스 파일
까지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OS 운영체제의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삭제의 의미 또한 기술발전과 이용자의 편익과 저해 정도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사례

 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의 사례로는,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행위와 관련하여, EU와 러시아에서
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국내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동일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 여부 등을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선탑재한 행위를 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한 화면에 11개의 앱을 선탑재
할 것을 조항에 넣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를 발송
하였다.93) 또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G메일, 유튜브, 구글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기
본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정하면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러시아에서
벌금 680만 달러(한화 약 75억 원) 판결을 받았다.94) 

 
하지만, 한국 공정위는 구글의 스마트폰 앱 선탑재가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코리아가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출시하게 한 앱 선 탑재
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앱 선 탑재는 구글의 검색 시장

93) 구글 앱 선탑재에 칼 빼든 EU, 국내선 무혐의, 디지털데일리 2016-04-21
94) 러시아, "구글앱 선탑재는 반독점법 위반" 벌금 680만달러 판결, 아시아경제,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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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행위지만 구글이 국내에 본격 진출한 2008년 이후 시장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
치는 등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유럽연합과 국내에 똑같이 앱 선
탑재를 했지만, 효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국내 소비자는 구글 앱이 깔려 있어도 별도로 네이버 앱
을 내려받아 검색에 활용하면서 구글의 행위는 국내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고 언급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관련 법률 개정 논의

현재 국회에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되어 있다. 2016. 9. 7. 신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스마트
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②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2016. 11. 9. 민경욱 의원 등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

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표 II－5－21> 관련 개정안의 내용

 

(3)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당 부과행위 

1) 규정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로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제5호-사-4)에서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안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9(단말장치 소프트웨어의
 사전설치 금지)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단말장치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

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자가 단말장치를

처음으로 기동하기 전에 미리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단말장치에 미리

설치하는 필수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작성하여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
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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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의 취지는 망/플랫폼 사업자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신기술 발

전, 서비스 융‧복합 및 스마트기기 활성화 등으로 통신시장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간‧별정‧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도 동시에 증가함에 따

라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기간‧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하여 특정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서
비스 제공 속도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의 유통이
포털‧앱마켓 등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부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플랫폼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우려도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이미 포털이 다른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거나, 앱마켓 사업자가 영세업체의 앱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
며, 이와 관련된 제재 사례도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통신환경에 따라 규제내용과 적용방식 등은 차이가 있으나 다른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입법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등에
의한 ‘가이드라인’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여 다른 서비스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자율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불명확하다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13, 미래부)」, 「인터넷 검
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13, 미래부)).  

따라서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부응하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

에 대한 세부유형을 명확화 하되, 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성, ② 부당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수범자의 시장예측성을 위하여 규제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는 단서조항

을 포함한다.  

 2) 요건 분석

  (가) 행위자 요건

행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기간, 별정, 부가를 포함하는 전체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위주체가 될 수 있
으나, 망중립성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나 네트워크를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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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지는 않으나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망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 가능하다. 플랫폼 중립
성95)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에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동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나) 상대방 요건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상대방이 된다. 다른 전기통신사업
자(행위주체)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비스
는 반드시 단순히 ‘다른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잇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전기통신사업자에 국한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96) 다만, 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행위주체인
경우 상대방은 별정 및 부가통신사업자이며, 별정통신사업자가 행위주체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상대

방이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상대방이 될 것이다.  
 
   (다) 행위 요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

이란 합리성이 이치에 맞거나 타당한 것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즉 효율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건이나 제한’이라 함은 비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조건이나 제한을

의미한다.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여부 판단의 전제로서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거나 유

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복수로 존재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들 간에 다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성의 판단을 요하므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이라 하더라도 부당성이 없는 경우에
는 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성이란 해당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일부 상대방의 이익은 향상되
지만 사업자 전체의 관점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기준이며, 행위요건으로서
특정한 이용자 또는 이용자군의 이익과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이익의 비교형량 방법이다. 예컨대 불합리

95) 플랫폼 중립성이란 스마트폰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Google, Apple, MS, 삼성전자 등의 업체가 하드웨
어, 컨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Google이 Motorola에 특혜
를 주거나, MS가 Nokia에만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 플랫폼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Google이 OS에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규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를 규정한다는 점과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행위주체로 하는 사후적 행위규제라는 점에서 플랫폼

중립성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96) 이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없는 단순한 앱콘텐츠 사업자도 보호대상으로 할 목적으로 보이나 에어
비앤비, 우버와 같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자 등 전기통신서비스와 동떨어진 서비스도 규제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과연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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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또는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나은 이용경험과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전체의 관점

에서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가 이용자이익 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2) 이용자 차별을 함에 있
어 망 사업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및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라) 부당성의 기준97)
  
  가) 기간통신(네트워크)사업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98)

<표 II－5－22> 망 트래픽 관리 기준의 주요 내용

97) 부당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기준이나 권고안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이
하 “4) 위법성”에서 검토한다.

98)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 
12. 5.)

4대 기준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CP의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ISP
와 CP 간 공정경쟁 확보가 목적) :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②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④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예시 조항의 경우 기준 문구의 모호성 해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시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
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
선 제한* 가능
* 다만, 망 혼잡이 발생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의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

②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
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127- 127 -

  
합리적 트래픽 유형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유형에서 제외하였는

데,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가통신사업자의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검색서비스 관련)99)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검색원칙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되,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검색결과 및 그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② 자사 서비스, 제휴 서비스 및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를 처리하는 원칙
③ 기타 중요 검색 원칙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는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

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광고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가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사 서비스의 구분)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우선으
로 보여줄 경우, 자사 서비스 표기 등을 통하여 자사 서비스임을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2013.10.4.).

< 예시 4 >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
결 수용 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

로 명백한 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
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4>와 <예시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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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본의 처리) 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행위 유형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섭하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여 전자가

원인, 후자가 결과일 것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규정된다.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란 이용자가 선택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한 대상서비스의 범위

를 축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시에 정하는 행위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고시 유
형에 해당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열거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지가 가능한

예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금지 내지 제재라는 점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면
열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고시유형외의 행위라도 행위요건에 부합하면 규
제가 가능할 것이다. 

 4) 위법성

  (가) 이용자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의 경합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므로 공정경쟁저해성이 주된 판단기준이 될 것이

다. 그러나 본 규정은 금지행위 유형 상 시행령 [별표 4] 제5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의 제공 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 및 이용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이용자이익 저해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 및 이용

제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 하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인바,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나은 이용경험과 서비스 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 분야의 경우 당해 거래에서의 일반적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차별적
조건 제한부과행위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 공정경쟁 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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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공정경쟁저해성도 검토
가 필요하다. 이용자 이익 저해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판단기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최종적인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크
지는 않아 보이고, 결국 아래와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①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행위주체의 거래상 지위의 우월 정도, 문제된 거래시장에 행위주체의
계열회사가 있는지 여부, ②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③ 해당서비스 시장 및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의 필수성 여부, 해당서비스의 대체 가능성, 거래상대방의 대체서비스 이용 시 전환비용, ④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여,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의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와 함께 종합하여 부당성
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례

  (가) 미국 FCC의 망 중립성 개정안 (2015. 2. 가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5년 2월 망 사업자의 차별적 트래픽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최종 발표하였
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해 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한 트래픽 차단 금지, 속도 저
하 금지, 요금에 근거한 접속속도 차별화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II－5－23> FCC, Open Internet Rules의 주요 내용

  The Open Internet rules went into effect on June 12, 2015. They are ensuring consumer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a fast, fair, and open Internet.
The new rules apply to both fixed and mobile broadband service. This approach recognizes advances in 
technology and the growing significance of mobile broadband Internet access in recent years. These rules 
will protect consumers no matter how they access the Internet, whether on a desktop computer or a mobile 
device.
Bright Line  Rules:

◾ No Blocking: broadband providers may not block access to legal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 No Throttling: broadband providers may not impair or degrade lawful Internet traffic on the  basis of 
content, applications, services, or non-harmful devices.

◾ No Paid Prioritization: broadband providers may not favor some lawful Internet traffic over other 
lawful traffic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of any   kind—in other words, no "fast lanes." This rule 
also bans ISPs from prioritizing content and services of their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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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개정안에서 취하고 있
는 규제체제가 ISP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인터넷의 개방성이 콘텐츠 부문의
혁신을 가져오고, 이 효과가 이용자의 수요를 증대시켜 네트워크 투자의 증대로 이어진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하고, ISP에게 금지행위 규
정을 설정한 것이다. 즉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신법 Title II의 서비스로 편입하고, ISP를 common carrier
로 취급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역무재분류는 규제관할권 논란을 종식시키고 확고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인터넷의 모든 끝단을 연결하며 데이터전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
하여, 유무선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나) EU의 규칙 제2015/2120호 개정안 (2015. 10. 통과)

유럽연합에서는 2009년 “EU 전자통신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정된 이래로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방

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후 2013년에는 약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칙 제정 논의가 있었으며, 2014년에는 제
로레이팅과 특수서비스를 인정하지 않는 강한 수준의 입법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2015년에는 약한 수준의 망 중립성 규칙이 채택(규칙 제2015/2120호, 2016. 4. 30. 시행)되었다. 

규칙 제2015/2120호는 EU 전체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a. 규칙 제3조 제3항 제1문에서는 모든 트래픽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ISP의 차별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규칙 제2015/2120호는 망 중립성이라는 명시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망 중립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차별 금지 의무 대신에 최종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인터넷 트래픽의 동등한 취급에 대한 비교적 유연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b. 규칙 제3조 제3항 제2문에서는 차별 금지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비례적
인 수단이 사용되어야 하고, 상업적인 고려가 아닌 객관적인 기술적 특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다. 2015년 규칙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7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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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규칙 제3조 제3항 제3문에서는 제2문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트래픽 관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특정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품질을 저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 준수,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 혼잡이라는 세 가지의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d. 규칙 제3조 제5항에서는 특정한 품질수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서비스
의 제공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존 인터넷 서비스 외에 특수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충족시킬 것과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과 일반 네트워크의 전송 품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망 중립성 규칙은 명확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향후 규칙의 해석과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는 기존에 망 중립성 규제를 도입하여 강한 규제를 집행하
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이들 국가들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단일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네덜란드의 망 중립성 법안 (2011. 06. 통과)

요금제에 의한 mVoIP 서비스의 선택적 이용과 차단을 법률제정을 통해 금지를 추진함으로써 EC 회원
국 차원에서 mVoIP 차단/이용에 대한 공식적 접근을 한다. 네덜란드 망 중립성 법안의 주요 조항인

Article 7.4a조는 다음과 같은 개정 조항을 가지고 있다. 1) 트래픽의 방해나 지연은 불가. 단, 혼잡을 줄
이는 등 예외적 조치는 가능,  2) 최종이용자가 네트워크 통합성 및 보안성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의사를 사전에 통보하고 응급시에는 조치후 트래픽 관리 내용을 통보,  3) ISP는 요금결정권
을 가지고 있으며 대역, 데이터 이용량 기준 요금설정은 가능하나 특정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액세스
하는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  4) 서비스 저해, 방해, 속도 지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ISP는 최소품질 관련 필요사항을 제정하였다. 

   (라) 국내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분쟁 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KT의 삼성스마트TV 접속제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제재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 행위로 규제한 바 있다. 2015년 11월 ㈜케이그리드 등

웹하드 사업자들은 KT가 자신들의 IP를 무단으로 차단했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네이버는 2014년 5월 자사의 인터넷 검색에서 구글 등 타사의 앱장터 검색 결과를 제한
하고, 자사 앱스토어만 별도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여 검색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2016년 4월
국내 음악 앱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미디어스코프는 구글이 자사 앱을 부당하게 판매 중지하였다고 방

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일방적인 서비스 차단을 한 행위 외에 특히



132- 132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중립성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아직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거나 그에 근거하여 처

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마) 다른 법률 규정과의 비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즉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지칭한다.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통신사업자등의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비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망

제공 거부를 금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부 외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

다. 

전기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작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거부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합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신법우선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권리주장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 정보 미구분 오인 광고 금지

 1) 규정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주요 수익모델로 콘텐츠에 삽

입되는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를 기피하는 이용자들
의 성향 때문에 광고를 푸시하거나 정보에 광고를 포함시켜 제공하는 다양한 기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기사형 광고나 네이티브 광고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에 노출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위원회 및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
업계의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기사화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

기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광고 관련 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표시광고법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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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터넷상의 정보와 광고를 혼동하는 오인광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및 한국
온라인광고협회에서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자율규제도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
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 이용 시 경험하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정보와 광고의 혼동으로부

터 비롯되는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부당한 정보오인광고의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와 광고 기법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위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자 하였다. 

    2) 요건 분석

 여기에서의 광고란 이용자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
되는 광고주,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모
두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

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하게’하는 요건이 부과된 유형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위법

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성 외에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비로소 위법하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법
규상의 요건에 해당되어도 당해 업계의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부당성이
제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추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규제자가 부당하게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해서 당연

위법이 아니고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을 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위법이 된다.100) 

다만 '부당하게' 라는 개념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측가능성이 낮
아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법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명시된 거짓·과장 광고와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의 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완이
필요하다.  

 3) 구체적 행위유형

정보오인 광고의 유형은 크게 검색 광고, 정보제공형 광고, 기사형식 광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100) 전영만 (2015), 526-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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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 검색광고란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어와 관련된 정보, 사이트 등을 제공하면서 그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 포털, 오픈마켓 등에서 검색광고를 보여주면서 광고와 정보를 미구분하
여 보여주는 유형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형 광고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정
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본 정보> 라는 섹션
에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제공형 광고의 한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기사형식 광고는 기사의

형식을 빌린 광고로, 예를 들어 포털에서 제공하는 <금주의 인기뉴스>는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어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기사나 검색결과 등 일반 정보로 오인하게 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광고와 정보의 미구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은 정보제공(67.7%), 기
사형식(66.4%), 검색(53.2%)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4) 위법성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규정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
시한 바 있다. 

<표 II－5－24> 유사 입법례: 표시광고법

 

먼저 공정위에서는 표시광고법과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의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

다. 사업자가 기사형 광고,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이용후기 광고 등을 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시광고법 제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표시광고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
므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며, 통신 분야의 특수성이 있는 기술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통신위원
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

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 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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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칙과 같은 성격을 갖고 전
기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송통신분야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율할 수 있는 근

거가 되는 규정이다. 즉 전기통신시장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거래 행태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공정거
래 행위에 대한 행정적 해결방법이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특정한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01)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법률에 유사한 규제 근거가 있을지라도 전기통신시장에서 나타나
는 구체적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의 거래 행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주로 광고주에 대해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직접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
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토대로 방송통신위

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I－5－25> 유사 입법례: 신문진흥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
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

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5호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
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부는 모바일‧인터넷 환경의 주요 광고 기법인 ‘네이티브 광고’, 기사
형 광고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광고 산업이 위축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기법이 제한되어 광고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진흥법’) 제 2조 제2호, 제5호에서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6,345개,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
는 258개인데, 영세한 업체 대다수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최종 협의에 의해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제공자를 제외한 뉴스 제공자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주로 포털과 오픈마켓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검색광고에 대해 규율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광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고려하
여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해 제
한적으로 적용되도록 ‘부당하게’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하고 건전한 광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

101) 이상직 외 (2016), 2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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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다. 즉 네이티브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중복규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시광고법 및
신문진흥법 등의 적용 대상은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의 주체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광고를 제

공하는 ISP와 CP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로 해당된다. 그리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지대상이 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를 제
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네이티브 광고 및 기사형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기
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할 때 소비자가 부당하게 오인하게 할
경우에 금지된다. 즉 정보 미구분 광고의 오인성, 부당성을 기준으로 불공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
서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성이란 해당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일부 상대방의 이익은 향상되지만 사업자 전체의 관점에서 불공

정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이며, 행위요건으로서 특정한 이용자 또는 이용자군의
이익과 전체적인 이용자들의 이익의 비교형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되는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규정은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가운데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부당성의 판단 여
부에 따라 위법성 구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립이 쉽지 않다. 또한 표시광고법

및 신문진흥법 등의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 전기통신역무에 특유한 행위만 적용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

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규제 대상 범위가 매우 좁아짐으로써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례에 적용을 하지 못

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5) 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행위

 

 1) 규정

최근 온라인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플로팅광고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전체 또는 상당 부분

을 가리거나 해당 광고의 삭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

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플로팅광고란 화면 전체를 뒤덮는
전면 광고와는 달리 콘텐츠(예: 기사 등) 위에 떠 있는 돌출형 광고로서 배너형, 동영상 광고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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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존재한다. PC 화면의 경우, 커서가 광고나 특정 단어에 닿는 순간 광고화면이 커지는 플로팅 광
고로 유입을 높이며,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스크롤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슬라이딩 배너광고를 통해 클릭
실수를 유도하고 있다.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광고가 넘쳐나는 것은 광고의 클릭율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지만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온라인광고 시장의 자율규제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정보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

권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개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 역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조율

후 개정하였다. 먼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대상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의

견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광고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모바일 이용환경 및 광고기법 발전

과 무료콘텐츠 수익모델을 보호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전면 광고 등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광고업계

위축과 혼란이 우려되며, 모바일‧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광고‧마케팅 기법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규제 받지 않아 국내에서 해외 업체로 광고물량이 이동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동시에 광고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이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플로팅 광고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의 자율 규제가 시

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마련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제7조에서 광고게시 및 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항에서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신문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

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
성 광고, 플로팅광고 등 가시·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종료할 수 없
는 광고, 다른 인터넷신문 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
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5－27>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의 관련 규정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제7조(광고게시 및 운용) ◯1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
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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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
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기만적 운용, 종
료할 수 없는 광고 등의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 II－5－28>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이 성장

단계에 있는 온라인 광고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규제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화부 등의 의견을 반
영하여 정보를 가리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정보를 가린 후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만 특정하여 규제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다. 즉 정보를 가리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부
당하게 정보를 가리는 광고를 삭제하는 행위를 금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이
용자가 원하지 않은 광고를 쉽게 삭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권을 제고하고,  광고
기반 인터넷 산업의 신뢰 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플로팅 광고의 닫기 버
튼 수정을 위한 비용보다 이용자의 정보 이용 불편 해소에 따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요건 분석

이 규정의 주체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광고를 배

  1.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가독성 보장
  2.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3.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2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 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4.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
해하는 방식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제24조(이용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에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을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법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확장형·플로팅형·전면형·팝업·팝언더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 변경
  4. 인터넷이용자의 의도나 선택에 반하는 광고지면 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동작
  5.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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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게시·전송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주로 해당된다. 이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광고를 배포·게
시·전송할 때 다른 정보를 가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는 원칙
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이용자가 이러한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만 금지대상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

는 것이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애드블록 플러스>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즉 이용자가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발전이 법제도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 게시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도하
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광고구현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고 집행을 차단하는 정보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즉 언제
든지 규제를 만들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 광고 삭제 행위를 제한하는 것

외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괄
적 과잉규제가 될 위험성이 있고, 수많은 온라인 광고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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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신시장에적용되는공정거래관련법률규정의내용분석
및 금지행위 규정과의 비교

제1절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여러 유형의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다. 산업정책 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규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내용도 있고, 사전규제와는 상관없이 방송통신정책 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한 방송통신정책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대부분의 행위 유형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내지 이용자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는 그 내용 상 공정거래 관련법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규정의 충돌 가능
성으로 부터 중복규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중심으로 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 내지 이용자 이익보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나름대로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러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형성된 법리를 적절하게 원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으로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으로 표시광고법을 언급할 수 있다. 전기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시광고법은 원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서 금지되
고 있었던 내용을 발췌하여 1999년 제정된 것으로 상품이나 사업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표시 내지 광고를 금지하면서 사전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부당한 표

시·광고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통신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

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제도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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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규정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 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이용하여 소비자이익을 저해하거

나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법 제2조 7호).  이
러한 시장에서는 경쟁사업자를 의식하지 않고도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등의 행
위를 독자적으로 함으로써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시장의 획정과 지배

력 유무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4조에는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②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다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법 제4조 각 호).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처음부터 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외에
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동전화 시장을 예로 들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3개 사가 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관련시장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
가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에서 거래되는 특정상품
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상품이나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상품 시장) 또는 지역(지리적
시장), 기타 거래단계나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시장을 의미하고, 이는 상품의 특성 내지 기능·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구매 또는 경영의사 결
정 행태 및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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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상품시장
(relevant product market)은 거래의 객체별 또는 단계별로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상품으로 묶인 시장이
다. 특정한 상품들이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
한지, 해당 상품의 가격대나 소비자층이 유사한지, 그리고 상품간의 수요의 교차탄력성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을 상품시장별로 구분하면 크게 유선전화 시장과 이동전화 시장,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전용회선 시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장별 도매 또는 소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103) 

관련지역시장(relevant geographical market)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
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
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하여 거래상대방을 교체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

다. 통신시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획정되고 있다.

(3) 남용행위 유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는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행위로

서 독과점 시장구조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
정거래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지위남용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상대방 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착취적 남용행위와 독점화를 위한 현재 내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배제적

남용행위로 구별된다. 전자의 예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이른바 가격남용행위)와 제2호에 규정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이른바 출고조절행위), 제5호 후단에 규정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이른바 소비자이익저해행위)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른바 사업활동방해행위), 제4호에 규정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른바 진입방해행위) 그리고 제5호 전단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
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이른바 경쟁사업자배제행위)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는 시장지배적 사
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개별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세부적 유형을 보기 위
해서는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104)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2) 서울고법 2007.1.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10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2년도), 31-34면.
104) 최근 개정 2015.10.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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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요소의 제공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상호접속 의무(사업법 39조), 도매제공 의무(사업법 38조), 공동사용 의무(사업법 37조) 등이 그것이다. 그
리고 그러한 사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법 제
50조 제1항 제1호는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

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유사
한 내용을 갖고 있다.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

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시행령 5조 3항 3호)나 그 외의 부당한 방
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행위(시행령 5조 3항 4호)에
해당할 수 있다. 제5조 제3항 제3호의 필수요소 접근 거절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시 IV.3.가.에, 동항 제4
호에 따른 기타 부당한 거래거절의 세부기준은 고시 IV.3.라.에 언급되어 있다. 

특정한 사업자가 필수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접

근을 거절한 경우에 남용행위의 가능성이 있다. 필수요소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과 같은 유․무형
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의 불가피성과 신설의 불가능성을 갖춘 요소를 말한다. 필수요소에 대
한 접근 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
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필수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의 불가피성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
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인정되며, 신설의 불가능성은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
는 자가 이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인정된다. 거절의 상대방인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의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

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 하려는 자는 그 필수요소의 보유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 적정한 대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이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위남용행
위가 성립될 수 있고, 비록 사용이나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사용이나 접근을 사
실상 곤란하게 할 경우에도 지위남용행위가 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한편으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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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2. 이동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기업
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시정조치

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05) 이 사건 심결은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이윤압착 행위를 문제 삼은
사례이다. 이 사건 심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상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한 행위가 남용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
정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근거로 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경쟁사업
자인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게 공급하여 결국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조문에 규정된 이른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는 달리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본 판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

약탈적 가격설정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따른 [별표 1의2]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의 3. 가. 항의 ‘부당염매’규정은 조문의 내용상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 해석

론을 직접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의 약탈적 가격설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염가의 정도, 반복가능성, 염매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경
쟁사업자에 대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최
저수준의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전송서비스 이용단가 미만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한 것은 시장에

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가하

고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나 목적에 따른 것이고, 전송서비스 이용요금은 미래창조과
학부에 신고한 약관가격이기 때문에 피심인의 의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

면,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은 그 자신의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바, 피심
인은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된 이후에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직면했던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

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는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당한 요금청구, 이
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이용자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부당행위, 부
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결합판매 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른 전기통신서
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행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105) 공정거래위원회 2015.2.23. 의결제2015-49(피심인 : 엘지유플러스) 및 50호(피심인 : 주식회사케이티, 
이하 ‘공정위 의결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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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책정·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 이익’은 흔히 경제적 의미에서 소
비자후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규범적으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나 부수적인 편의
성 등 비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 결과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인상이나 제품의 품질 또는 다양성 저하, 혁신의 감소,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106)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유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심사기준에 아

무런 정함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정위와 법원의 해석을 중요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남용행

위’로서 그 내용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적
으로 불가능한 점, 위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 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바, 그 요건에 관

한 판단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여러 유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비교하는 등 체계적·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 점, 위 규정의
수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이 규정이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07)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케이블넷 소속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고가의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

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108) 그러나 대법원109)은 ‘부당하
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유사 시
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과 경제적 가치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106) 강우찬 (2011),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의 판단방법”,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사법발전재단, 
106면.

107)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두1983 판결.
108) 공정거래위원회 2007.8.20. 의결 제2007-405호; 제2007-406호; 제2007-407호.
109) 대법원 2010.2.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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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채널 편성 변경 전후의 시청점유율의 합계의 변화와 함께 묶음
상품 채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의 수익제고 측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을 시청함으로

인하여 얻는 시청자의 효용 및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한 효용의 변화, 채널 편성 변경 이후의 가입자들의
묶음 채널 편성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들의 이익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
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 DRM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동사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갖는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

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시정조치를 하였으나,110) 대법원은 DRM의 특성이나 개발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
의 경우에는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보유한 non-DRM파일의 경우 멜론사이트에
서 쉽지 않은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단지 불편할 뿐 현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
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111)

(7) 부당한 대가산정 및 설비 제공 등의 폭리와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6호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
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회계 관련 법령 내지 회계처리 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

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
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 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및 상호접속등을 제공하

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
110) 공정거래위원회 2007.2.6. 의결 제2007-044호.
111)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8두183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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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착취적 남용행위에 대한 규정으
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과점 이윤을 향유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사례는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인지의 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율,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현저하게 상승시키는지 또는 근소하게 하락시키는지의 여부

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주)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건에서 공정위는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엘지카
드, 삼성카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조달금리의 상승 및 위험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및 할부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이후 원가요인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이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인상 또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 행위가 남용행위

라고 본 바 있으나,112) 이 심결은 대법원에서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기 별개의 사업자로서  
사건 카드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
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취소되었다.113)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적 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가격 결정, 유지, 변경 행위는 일종의 가격
통제로서 인정되기가 어렵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당한 가격결정 내지 대가 산정의 경우에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 또는 대가

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후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과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상관없이 경쟁제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의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 거래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경제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

하는 행위나 계약자유를 침해 내지 한계를 일탈하여 거래조건 또는 내용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호에서 구

체적으로 ①거래거절(제1호 전단), ② 차별적 취급(제1호 후단), ③경쟁사업자 배제(제2호), ④부당한 고
객유인(제3호), ⑤ 거래강제(제3호), ⑥거래상지위의남용(제4호), ⑦구속조건부거래(제5호 전단), ⑧ 사업
활동방해(제5호 후단), ⑨부당한 지원행위(제7호) 등 9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는 한편, 제8

112) 공정위 2001.3.28. 의결 2001-40호.
113)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6283 판결.



148- 148 -

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9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을 28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또한 시행령에서도 특정분야 또
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고시114)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 또는 재위임에 따른 하
위 입법 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및 고시의 규정을 종합하여 행위
요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문제되는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우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어

야 한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저해성이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행위 유형에 이러한 판단기준이 모두 작용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여기서 공정한 거
래라 함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이나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경쟁 그 자체
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고,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

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3) 설비 등의 차별제공 또는 제공거절과 불공정거래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중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1호),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114) 공정위 예규 24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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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호), 전기통신사
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5호의2),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
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7호) 등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별표 1의2]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
다. 첫째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
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거래거절행위라 하고, 이는 금지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제2호에 해당할 수 있는 유
형이다.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되며,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
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거래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인데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자의 설비 내지 시설을 이용하는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
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
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
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
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15) 

다음으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별 취급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차별적 취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
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
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
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

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
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
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

하게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차별취급행위로서 문제되는 행위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
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115)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1.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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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취급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가격, 거래조건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
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격, 거래조건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
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거래상
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 거래조건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 거래조건수준이 상
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따

른다. 즉,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
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거래조건이 사전규제에 의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

미에서의 거래거절 내지 차별취급의 법리가 적용된다기 보다는 사전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

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

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

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

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

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부당한 이익 제공에 의한 유인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

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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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한다. 이익제공
(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

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
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
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
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

다. 즉,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
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이익제공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

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에는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대표적 수단인 부당한 표시․
광고에 관해서는 표시광고법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
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이 책정하고 이

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

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5)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7호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
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 4]에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

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또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

어지는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나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
당하게 설정ㆍ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나 별도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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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중첩될 여지가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
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

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

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
두10299 판결, 서울고법 2003.6.3. 선고 2002누10768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

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
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거래의존도가 심화되어야 한다. 즉, 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16)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금지
그리고 경영간섭행위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
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

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강제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
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법 상 행
위유형과 연관이 있는 것은 거래상 불이익제공행위이다. 

거래상 불이익 제공의 경우에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
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외의 방법’의 해석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강제’ 내지 ‘강요’하는 것에 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한다고 보아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17)고 판시하였다. 즉,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

116)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등.

11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153- 153 -

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래상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

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

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
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 설정․변
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지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
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불이익 제공행위의 내용은 불이익의 제공 그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보다 그러한 불이익의 제공행위가

부당한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설정이나 변경 행위 그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그것만이 입증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때에는 거래조건에는 불이
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하여 중계기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15개 사업자를 상대로 특
허기술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권 무효, 취소, 미등록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술사용
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술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바 있다.118) 대법원
은 ㉠ 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서비스 특판대리점과 거래를 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판대리점에 제공해 오던 고객관리용 전산망의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119) ㉡ 대한주택공사
가 아파트 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도서확정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

장되어 간접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실상 시공업체로 하여금 간접비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시공

업체로 하여금 간접비 포기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였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지 못

하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120)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고속
118) 공정위 2011. 11. 30.자 의결(약) 제2011-120호.
1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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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카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율을 2%에서 1%로 인하한 행위,121) ㉣ 
은행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이 사건 각 대출상품의 금리를 고정 내지 소폭

인하한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① 대한주택공사가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종합성능시험 완료시까지 일부 물품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선시공 공사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급하며,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122) ②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승강장 매립형 광
고틀을 시공완료하고 그 비용을 광고대행사에게 구상청구하면서 상호협의절차를 통한 금액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요구한 행위,123) ③ 농업기반공사가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124) ④ 하이트맥주가 원고는 주류 판매회사로
부터 맥주공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받던 것을 현금이나 당좌수표로만 지급받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일방

적으로 변경한 행위125) 등을 부당한 불이익제공으로 보지 않았다.126)

(6)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거래강제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 [별표 4]의 제5호 바목은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2016-2호, 이하 ‘결합판매고시’)을 제정하여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구체화하

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 거래강제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
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시행령에서는 거래강제의 유형으로서 끼워팔기, 사원
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등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20)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두2773 판결. 
12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12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12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12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12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126) 황태희 (2010),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

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8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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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
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끼워팔기라

한다.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
위가 대상이 된다. 끼워팔기는 서로 다른 별개의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
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

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
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끼워팔기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
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
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결합판매는 순수결합판매와 혼합결합판매로 구분되는데, 끼워팔기와 순수결합판매는 주된 상품을 구매
시 반드시 종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매의 비율에 차이가 있고, 끼워팔기와 혼합
결합판매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별적인 판매의 가능성과 함께 혼합 결합판매는 결합판매될 때 가

격의 인하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순수결합판매는 위법성에 있어서 끼워팔기와 별 차이가
없으나, 혼합 결합판매의 경우에는 구매강제성이 없어서 끼워팔기와 구별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시
의 경우에는 결합판매를 가입단계, 이용단계, 해지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금지행위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이 시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결합판
매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의 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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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

1. 표시광고법의 개요

표시광고법 상 표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

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
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

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하며, 광고는 그러한 사항을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전기통신 기타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
영화 또는 연극,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판매에 관한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실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장, 왜곡되게 전달한다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
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공정위가 제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
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등의 공급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
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공정한 거
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표시광고법 

결합판매고시 제3조에 따르면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
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
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청구서에 구성

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청구서 등 이용
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이용자 이익을 저

해하는 행위로 예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
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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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
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
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
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의 변경 사항을 사

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
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
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행위의 예로

열거되어 있다. 

표시광고법 제4조에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그 밖에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항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중요정보로 규정하고, 그 방법을 고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
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공정위
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업종이 규정되어 있고, 나
머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다. 

공정위는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문자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국내 이

동통신 서비스 3개사에 대하여 그것이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기본 LTE 데이터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이용
속도가 최대 2～3Mbps 속도로 제한되고 데이터서비스 이용 음성․영상통화도 별도 데이터제공량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유선․영상․부가전화는 기본 제공량 소진 시 과금되고 일․월별 음성통화․문자전송량 한도 초
과시 종량과금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3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별도의 시정조치 명령을 하지 않고, 표시광고법 제7조의2에 의하여 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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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 3개사는 ①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 중지, ‘무제한’ 등의 표현 사용 중지, 데이터․음성 제한사항 명확․
구체적 표시 등의 방안과 ②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광고기간 데이터 무제한

가입자에게 2GB, 광고종료 후 가입자에게 1GB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 음성 60분, 광고종료 후 가입자에게 30분 등을 제공하고, 가입․변경시 요
금제 상세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다.127)

127) 공정위 2016. 9. 29.자 의결 제2016-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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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금지행위 규정의 제도적 미비사항과 개선방안

제1절  금지행위 규정의 제도적 미비사항

1. 행위 요건의 문제 

(1) 서비스 기반 금지행위 규정의 문제점

법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지행위 규정 중 제5호, 제5호의2와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상호접
속 등에 관한 조건 또는 제한 부과, 협정의 이행, 정보의 유용, 대가의 산정과 결정․유지에 관한 행위 규
정으로서,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통신설비 기반 경쟁체제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이들 규정은 이에 대응
되는 사전적 행위규제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후적 행위규제는 어디까지나 사전적 행위규제가 미치지 못하

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보완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망 고도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 현상과 인터넷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인터넷 거래의 비중 확대
로 인하여 서비스 기반의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비스 기반의 금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행

위주체도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확

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기반의 금지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현재의 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이 한
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하여 제5호의2와 제7호가 추가되었으나, 제5호의2
는 설명․고지 관련 행위에, 제7호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수익배분 관련 행위에 한정되어 적용
된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기반 금지행위 유형으로서 거래의 실제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유형을 제5
호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가 금지행위 유형 중 사실상 유일하게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입법 방식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못한다. 

(2) 제안하는 행위 규정의 문제점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

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
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
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금지행위의 행위태양을 ‘제안’하는 행위까지 확

대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
칙128)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제안’하는 행위만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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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해야 할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도 그와 같이 ‘제안’하는 행위만을 별도로 규제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에서 ‘제
안’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은 ‘전기통신
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문언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두 규제
대상에 포섭될 수 있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아닌 그와 관련된 요금 등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전기통
신사업자가 특정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용자에 대해 전기
통신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의 차별 제공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의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
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2012. 5. 4.자 심의․의결 「㈜KT의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 행위
관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방송통신위원회 2012. 5. 4.자 심
의․의결 제2012-25-095호)에서 KT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상 근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성격이 동일한 LG 스마트TV와 구별하여 삼성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행위를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한 이용자 차별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다른 기업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로 규제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KT가
특정 이용자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자체 내지 그 내용’을 제한(삼성 스마트 TV이용자에 대

해 접속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전기통신설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차별

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더욱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
부터 매입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

설비인 단말기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이 적용될 수 있으나, 위 사안에서 문제된 전기통신설비인 삼성 스마트TV의 경우 이용자가 직
접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통사인 KT가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
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자체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실상 시행

128) 법 제99조는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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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1)이 같은 목의 2) 내지 4)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규제공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의 문제점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2))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2)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법집행의 어려움이 있
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

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3))에 대해서는 종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무상 같은 목의 1) 이외에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율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가입 전환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부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어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법집행을 쉽게 하기 어려
운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시행
령 [별표 4] 제5호 마목 4)) 규정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및 ‘유
도’ 등의 불확정 개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도 법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4) 중요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 의무 규정의 문제점

이 규정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기간, 계약 해지 등에 걸쳐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
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
는 관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용약관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 주목하기

어려운 한계도 내재한다. 

(5)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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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되는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규정은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가운데 부당성

이 현저한 경우를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부당성의 판단 여부에 따
라 위법성 구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립이 쉽지 않다. 또한 관할 다툼으로 인하

여 표시광고법> 및 신문진흥법 등의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 전기통신역무에 특유한 행위만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는 분야를 제외하고 적용 범위를 극히 제한함으로써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규제 대상 범위가 매우 좁아짐으로써 규제 도입의 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6) 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규정의 문제점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애드블록 플러스>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다. 즉 이용자가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발전이 법제도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 비용이 수반되는 법 규정의 도입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광고 집행을 차단하는 정보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즉 규제
를 만들면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광고 삭
제 행위를 제한하는 것 외에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포괄적 과잉규제가 될 위험성이 있고, 수많은 온라인 광고를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2. 위법성 요건의 문제 

(1) 공정경쟁 저해성 판단 사례의 축적과 기준 설정의 부족

구 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자의 행위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중점을 두어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

비스의 제공 행위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을 적용한 점에 특징이 있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중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규정을 적용한 사례 중에는 행위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경쟁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한 사례도 있으나,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더욱이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문제가 되

었음에도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사업법상 이용자에는 소비자인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전기
통신설비를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투입요소로 이용하는 사업자인 이용자도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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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므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에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
다.129) 이러한 사례의 경우 그 행위가 갖는 공정경쟁 저해 효과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채 이용자 보호
의 관점에서 설계된 행정제재만이 부과되어 해당 사업자의 경쟁전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 고려

규제실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차별 정도 및 차별 유형 등 이용자이익 저해 효과를 이용자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 또는 경
쟁 촉진 등과 같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5호 마목의 이용자 차별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
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인바, 위 제5호의 금지행

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이용자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

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물론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저해되

는 등의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를 초래할 우려 없이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만 존재하는 경우까지 이

용자 차별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 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129) (주)KT의 IDC 이용자에 대한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건
(방통위 2010. 3. 10.자의결제2010-17–074호(사건번호 200812조사024)에서는기간통신사업자의부가통
신사업자에 대한 일반전용회선, 인터넷전용회선 제공과 관련된 행위가 문제되었지만,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규정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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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방안

1. 행위 요건의 개선 

  (1)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2))에 대해서는 향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법적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합할인 관련 고시 및 결합할인율 심사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

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3))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독자적인 의미를 확립하고, 향후 본조에 의거한 법집행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본조의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시행
령 [별표 4] 제5호 마목 4))에 대해서는 향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및 ‘유도’ 등의 불확정 개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통하여

법적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이 규정이 표시광고법이나 신문진흥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포털과 오픈마켓의 광고만 적용되

는 가운데, 만약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라 관련 행위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거나 신문진흥법에 의
해 자율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관할 영역을 방통위에서 규율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용자 불편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규제 관할과 규제 방식

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가운데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를 판별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당성의 판단 여부에 따라 위법성 구성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추가
로 제시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당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법적
용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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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요건의 개선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당한 이용자차별 관련 행위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용자이익 저해성뿐만 아

니라 공정경쟁 저해성도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위법성 판단방식
을 취하는 경우에도 공정경쟁 저해성보다는 이용자이익 저해성을 위주로 이용자차별의 위법성을 판단하

고, 이용자이익 저해성이 인정되는 근거를 예컨대 신규고객에 대한 요금할인 등을 통한 이용자차별이 요
금할인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고객으로부터 요금할인을 받은 신규고객으로의 교차보조를 발생시킨다는

점130)과 같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되는 근거에 의존하다 보니 거의 모든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이익 저해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131) 이런 위법성 판단방식은 같은 시장에서

동일한 행위가 행해지더라도 상당한 시장력 보유(Significant Market Power, ‘SMP’) 사업자와 그렇지 않
은 사업자의 행위가 갖는 공정경쟁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용자이익 저해성은 대체로 SMP 사업자가 시장지배력 또는 상당한 시장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 그
힘을 직접 행사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공정경쟁 저해성은 대체로

SMP 사업자가 그 힘을 인접시장에 전이하여 인접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시장지배력 또는
상당한 시장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신법에 의하여 통
신시장에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할 때 SMP 사
업자의 행위가 갖는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일반 경쟁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
국과 다르고 EU와 유사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통신법상 사전적 규제 수단이나 그
집행이 미국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EU 
집행위원회처럼 통신시장에 대한 일반 경쟁법 집행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해석론

보다는 EU 경쟁법 해석론에 따라 보다 개입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경쟁법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에서 법원과 공정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시장에서 공정경
쟁 저해성을 초래하는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는 시장지배력 전이 법리이다. 이 법리 적용 요
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SMP 사업자가 시장지배력 또는 상당한 시장력을 전이하는 수단이 되는
결합판매, 이윤압착, 요금 또는 이용조건 차별 등의 판단기준과 증명의 정도에 세부적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시장지배력 전이 법리 적용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미국에 더 가까운 판단기준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업법에 의한 사전적 규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저해행위에 대하여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0) SK브로드밴드(주)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건. 방통위 2012.5.18.자 의결 제2012-27-104호 (사건번호 201111조사026)

131) 김윤정 (2012b),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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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

의 통신법상 사전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 경쟁법 적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간격

메우기(gap-filler)로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금지행위 규정 중 사전적으로 부과된
의무 이행과의 관련성이 적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대적으로 판단의 재량을 갖고 있는 행위 유형,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집행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결합판매에 대한 사전규제로서의 요금
인가제가 매우 관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 설정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상품시장에서의 SMP 사업자
의 사업상의 재량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서의 결합판매 규정은 유용한

사후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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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적 행위규제 근거 규정인 금지행위 규정의 현재의 틀 내에서 해석 및 규범구

체화를 통하여 금지행위 규정 적용에 의하여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 규정과 불
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상호적 새로운 각도를 통하여 상호 보완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

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과 공정거래법상 불공
정거래행위 규정을 단순한 일반법․특별법의 관계 틀에서 벗어나 규제 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상호
보완 관계의 성격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성격을 상호보완적 관
점에서 새롭게 재규정하여 그 기준 및 세부유형의 구성방식을 분석하고, 이러한 전반적 작업을 통하
여 법 규정의 정비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금지행위 규정은 행위자 요건(전기통신사업자)과 위법성 요건(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
성)을 규정하고, 위법성 요건과 결합하여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성 요건은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이 선택적 요건으로 되

어 있으며,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보다 더
넓은 위법성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특유의 위법성 요건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의 범위의 여부는 아직 해석상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

나 오히려 이용자이익저해행위 판단에서 보충적 기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쟁법을 보완하며 소비자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행위 요건의 문제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문

제, 중요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 의무 규정의 문제점, 정보 미구분 오인광고 금지 규정의 문제점 그
리고 정보이용 불편 광고의 부당한 삭제 제한 규정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 요
건의 구체화의 필요성은 규제 실익 여부 및 규제 형평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위법성 요건의 문제점으로 공정경쟁 저해성 판단 사례

의 축적과 기준 설정 부족의 문제점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 고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공정경쟁 저해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갖는 규제의 간격 메우기로서의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고려하여,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집행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칙상 규제실무를 위하여 이용자차별 효과를 이용자차별행위의 주된 판단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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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신규 진입 또는 경쟁 촉진 등과 같은 공정경쟁

을 저해하는지를 위법성 판단 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정경쟁 보호가 아
닌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규제에 있다면 공정경쟁을 이용자 차별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고려하

는 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행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행위 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요건 및 기준 체계 확립 방안과 불명확하거나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제당국이 법적용 요건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명료화하기

위하여 법 적용 및 집행 과정에 활용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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