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보편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텔 커뮤니 이

션 연구의 고 주제인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과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논쟁을 야기하는

다면 이고 복잡한 주제이다[1,2]. 이러한 보편 서비스

가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통신서비스 분야의 주요

정책이슈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

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선공

약으로 내세웠던 통신요 인하를 추진하기 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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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 근거에 해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 서비스를 구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보편 서비스를 추진했던 동기 배경에는 주로 경제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도 보편 서비스에 해 기존의 근방식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정 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미래지향 인 보편 서비스 제도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해서는 보편

서비스를 경제 에서 이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에서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의 등장이 보편 서비스에 미치는 향에 해 꾸 한 심을 기울이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보편 서비스, 망 립성, 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Abstract  By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of universal service in Korea and the US, this 

research finds that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s between universal service and basic human rights 

even though it has rapidly and successfully implemented universal service of telephone and the internet services in 

the past. Based on this key finding, it reaches a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a new approach in implementing 

universal servic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goals and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universal service because economic goals have been main drivers of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service so 

far in Korea, which is not appropriate and suitabl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new telecom services are rapidly 

emerging.

Key Words : Universal service, Net neutrality, Telephone service, Internet service, Mobile data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 pp. 73-84,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73



디지털 복합연  제17  제1호74

인 방안의 하나로 이동 화의 데이터요 제도에 보편

요 제 도입을 극 추진하면서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 출범한

트럼 행정부가 그동안 치열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임 오바마정부가 정책 으로 유지해왔던 망 립성

(Net Neutrality) 원칙의 폐지를 극 추진, 마침내 지난

해 12월14일 미국 연방통신 원회(FCC)는 체 회의를

통해 망 립성 폐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3]. 아울러 트럼 행정부

는 이 오바마 행정부 시 법원에 의해내려진망

립성 유지와 련한 결들을 무효화해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망 립성 무력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

과 페이스북, 아마존, 넷 릭스 등인터넷기업은물론캘

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워싱턴주, 오 곤주 등 망 립

성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지방 정부, 그리고 망 립성

원칙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상원의원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래하면서 망 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미

국 역으로확산되고 있다[4]. 여기서주목할 은, 트럼

행정부의 망 립성 폐지가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과 한 연 이 있다는 이다. 잘알려진 바와 같

이 망 립성은 ‘ 구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루

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어떠한 이유

로도 모든 콘텐츠의 트래픽을 차별 으로 다 서는 안

되며 인터넷망은 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속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망

립성의 기본원칙은 ‘인터넷 서비스가 정한 가격에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

서비스의 기본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망 립성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 서비스를보편 서비스의

역무 범 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

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에

서 재 벌어지고 있는 보편 서비스 논쟁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 서비스 확 정책이 논란

의 시발 이 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 행

정부의 망 립성 폐지로 인해 래될 보편 서비스 기

본 원칙의 훼손에 한 우려가 논란의 도화선이 되고 있

다는 이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동시에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

럼 행정부가 보편 서비스와 련한 정책결정에 있어

서 사실상 정반 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

을 역사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개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상

황 개가 미래지향 인 보편 서비스 연구에 어떠한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보편 서비스에 한

역사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보편 서비스

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과 제

도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철학 근거는 각각 무엇인지

살펴볼 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구체

으로 다음과질문들에 한 해답을 찾고자했다. 첫째, 한

국과 미국의 사례를 역사 으로 살펴볼 때 보편 서비

스라는 개념과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철학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

학 근거는한국과미국에서같은가다른가. 만약, 두나

라에서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한 철학 근거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셋째, 한국과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확

인한 보편 서비스에 한 철학 근거가 최근 들어 기

술발 등에 힘입어 변하고 있는 커뮤니 이션 환경변

화에 탄력 으로 응하는 동시에 미래지향 인 보편

서비스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해야할 시사

과 교훈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같은 질문들에

한 답을 찾기 한 본격 인 작업에 앞서 기존 연구들

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보편 서비스와 련한 선행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들에 해 살펴볼 정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의 연구주제가 기존 논문들의 연구주제와

차별화되는 을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 연구의

의의와 기 효과에 해 보다 구체 으로 설명할 계획

이다.

2. 련연  동향1)

앞서 언 한 로 보편 서비스는 새로운 커뮤니 이

션 기술과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논쟁을 야기하

는 다면 이고 복잡한 주제이다. 이는 이동 화와 인터

1) 2장 련연구 동향은 주 자의 선행연구(2017)의 문헌연구와

일부 복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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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등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보편

서비스의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한 시도가 꾸

히 있어왔을 뿐만 아니라 보편 서비스의 목 과 보

편 서비스 정책의 필요성 효용성, 보편 서비스 구

을 한 비용조달 문제, 보편 서비스 구 에 따른 부

작용, 보편 서비스의 범 와한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가 다시 검토되고 논의된다는 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 서비스를둘러싼 다양한 논

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연구 논의가 크게

부족한 부분은 보편 서비스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

는 철학 근거에 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조차명확하지 않았

던 1970년 부터 정부주도로 ‘1가구 1 화’라는 슬로건

아래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기간내에 국민을

상으로 화의 보편 서비스를 구 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 들어서도 정보화 사회 구축을

목표로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

됨으로써 보편 서비스의 철학 근거에 한 심도 깊

은 연구과 성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보편 서비스를

사회 목표(social objectives) 달성을 해당연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국내 보편 서비스의 주요 연구 동향은 보편 서비

스 정당성과 철학 근거에 한 고민과 문제제기 보다는

정보격차의 상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5-11]와 보편 서비스의 제도운 새로운 커뮤

니 이션 기술의 보편 서비스 구 방안에 한 연구

[12-20]에 집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상

은 2000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구체 으로살펴보면우선, 고속 인터넷서비스

와 보편 서비스의 연구가운데 비교 심이 높고 다

양한 논의가 진행된 분야는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 해소 방안에 한 연구[5-11]로 이 연구들

은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

요 문제의 하나로 정보격차를 지 하고정보격차를 유발

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을 맞추고 있

다. 두 번째로 주목할 연구경향은 고속 인터넷서비스

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와 고속 인터넷서비스와 련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보편 서비스 정책을 검토한 연구들[21-23]이다. 이 연

구들은 해외 사례의 연구를 통해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결코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비롯해 경제 요소와 사회.문화

측면, 기술발 확산속도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라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심을 끄는 연구경향은 이동

화와 고속 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 해 보편 서비스의 개념을 재

정립하고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의 개편이 필

요하다고주장하는연구들[1,2,17,18,20]로이호규(2000)[18]

는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뮤니 이션 환경의 변화를

반 해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수용자를 심에 놓고 보편

서비스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종기.이상우.이 규(2009)[17]는 융합환경 하의 통신과

방송의 보편 서비스제도의 정립방안이라는 연구를 통

해 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보편 서비스의 지정여

부와 상 없이 이미 보 률측면에서 보편 서비스로 제

공되고 있는 실을 감안하고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

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했을 경우 수반되는 규제정책의

확 재원확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조주은(2006)[20]은 이동

화 서비스와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정보화 사회의

필수 기반 서비스가 되었다며 이동 화 서비스와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 서비스의 역무법 에 포함시키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낙

원.김성욱(2017)[1]은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를 개편함에 있어 고속 인터넷망과 고속 인터넷 서

비스의 최소 송속도를 보편 서비스의 상으로 지정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컴퓨터 등 고속 인터넷 서비스

활용을 한 단말기와 이동 화 서비스 등을 보편 서

비스의 역무법 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해서는 보편

서비스의 기본 취지와 효율 인 자원 배분의 문제 등

을 들어 반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낙원.김

성욱은 후속연구(2018)[2]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한 보편 요 제 도입

에 해서도 보편 서비스의 취지와 목 을 제 로 이

해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라며 반 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고속 인터넷서비스

와 이동 화 서비스, 무선데이터 서비스 등이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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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를 어디까지로할 것인지에

해서 명쾌한 해답과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것이 실이

다. 본 논문의 필자들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1

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보편 서비스와

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우선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철학 근거에 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하게 되었다.

3. 보편적 비스에 한 고찰

3.1 한  보편적 비스

우리나라는 보편 서비스 연구에 있어 매우 특이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1990년 이 , 개발도상국 가운

데 하나 던 우리나라는 자본축 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의 경우 경쟁도입과 민 화 등과 같은 시장지향 인 탈

규제정책 없이는 통신 인 라 구축 보편 서비스의

구 이 어렵다는 통 인 텔 콤 이론과는달리 경쟁도

입과 국 독 통신사업자의 민 화가이루어지기 이

에 국 단 의 통신망 구축과 보편 서비스를 성공

으로 구 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 으로주목받는 사

례연구의 상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24]. 1960년 후

반부터 본격 인 근 화 추진에 나선우리나라는 산업화

와 더불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도 극 나섰는데 그 첫

번째 상은 기와 수도, 도로 등이었고 속한 경제성

장을 이룬 1970년 후반부터 통신망 확충과 화보 을

정책 우선순 로 추진하게 된다. , 1980년 에는 국의

모든 가구에 화를 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가구 1

화 정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경쟁도입 등 시장지향

인 개 정책이 도입되기 이 인 1990년 반, 농

과 산간 지역을 포함한 국의 거의 모든 가구에 화서

비스가 보 되어 명실상부하게 화의 보편 서비스를

구 하는 성과를거두게 된다. 이 같은 화의 보편 서

비스 구 과 련, 우선 주목할 은 우리나라는 앞서 언

한 로 기존의 주류 텔 콤 이론과는 달리 경쟁도입

과 민 화와 같은 시장지향 인 탈규제정책의도입 없이

국 독 통신사업자시 에성공 으로보편 서비스를

구 했다는 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은 우리나

라의 경우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과 보편 서비스의

정당성에 한인식과자각이제 로이루어지기이 부터

보편 서비스 정책이 극 으로 추진되었고이에 힘입

어 보편 서비스가 성공 으로 구 되었다는 인데 본

연구는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 우리나라에서 보편 서

비스가 추진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보편 서비스에 정

당성을 부여한 철학 근거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편 서비스라

는 용어가 공식 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개정된 기

통신사업법이 처음이다[24,25]. 앞서 언 한 로 우리나

라에서 화의 보편 서비스가 실 된 것이 1990년

반이라는 , 그리고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오히려 그 보다 몇 년이 늦은

1998년이라는 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970년

말부터 본격 추진된 보편 서비스 정책은 그 정책이 도

입되고 실행되어야할 이유2)와 그 정책의 철학 근거에

해 심도 깊은 고민과 성찰이 수반되지 않은 채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3) 그 다면 우리

나라에서 보편 서비스의 개념과 보편 서비스의 정당

2) 참고로, 오늘날에는 통신서비스가보편 서비스로 구 되어

야하는이유에 해 다음과 같은 통신서비스 기능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려야할 기본 인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에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첫째, 긴 상황 발생시 이를 외

부에 할 수 있는 긴 통신의 기능, 들째, 시민들의 토론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민주주의 발 에 기여하는 기능,

셋째, 시민과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진시켜 사회

부를 증 시키는기능, 넷째,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 감

정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유 감 소속감을

고취하는 기능, 다섯째, 국토의 균형 잡힌 발 에 기여하

는 기능 등이다[1,26].

3) 이와 련, 일부 학자들은 국가 독 통신사업자 던 한국통

신이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한국 기통신공사로 설립될

때 제정된 한국 기통신공사법의 조항들을 근거로우리나라

에서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이라 할지라도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 구 방안

에 한 인식은 1980년 반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는것

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4,25,27]. 이들은 기통

신공사법 10조1항 – 한국 기통신공사는 책임경 을 통해

국민의 이익과사회복지 증진 등 공익의 향상을 해노력해

야할 의무를 가진다. - 10조2항 – 한국 기통신공사는

공정하고 편리한 방법들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을 근거로 제시하며 1980년

반의 정책담당자들은 통신서비스가 국의 모든국민들에

게 거주지역에 상 없이 정한 요 에 편리한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보편 서비

스의 기본 개념 구 방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필자들 역시 이 같

은 주장이 설득력 있는 타당한 주장이라는 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필자들은 1980년 반 정책담당자들이 보편

서비스의 개념 구 방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편 서비스의 필요성 보편 서비스의 구 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에 한 고민과 인식이 크게 부족했

거나 오늘날 일반 으로 인식되는 것들(각주 1번 참조)과는

크게 다르다는 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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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를구 해야할 철학 근거에 한 검토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 서비스 정책이 정

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한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나라의 보편 서비스 구 과

정에 한 선행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으로

주목해야 할 은 화의 보편 서비스가 본격 추진되

던 시기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다. 우선, 1960

–1970년 으로 추진된 기와 수도, 도로 등을

상으로 한 사회 기반시설 확충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

에 오름에 따라 정부는 1970년 말부터 통신망 구축 사

업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본격 인 추진에

나서는데 이는 1970년 후반으로 어들면서 낙후된 통

신시설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 분명해

짐에따라 국 단 의 균형잡힌통신망구축 없이는 지

속 인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국 인 통신망 구축과 화의 보편 서비스 구

이 1970년 에 구가한 고도성장 기반을 확 , 발 시켜

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을 깨달으면서 정부는 다

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국을 상으로 화망 구축

화보 확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화망 확충과 화의 보편 서비스 정책을 강도 높게 추

진한 다른 이유는 1970년 후반부터 심각한 사회 문

제의 하나로 떠오른 도시와 농 간의 경제, 사회,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인해 야기된

사회 불만을 달래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60-1970년 추진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은 도

시를 심으로 한 산업화 우선 정책으로 많은 농업 종사

인력들이 도시로 이주해 임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 의 경제, 사회, 문화 격차는 갈수

록 벌어졌고 산업화를 해 농 을 희생시키는 정부 정

책에 한 불만도크게 높아졌다[28]. 정부는이 같은 문

제에 응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국의 농.어 과 산

간 지역에 화망 구축에 극 나서는 한편 화의 보

확산을 해 ‘1가구 1 화 정책’을 극 추진했는데 이는

당시만 해도 신기술이자 일반 국민들에게는선망의 상

인 화서비스를 농.어 산간지역에도 극 보 함

으로써 도시와 농 의 격차로 인한 농.어 산간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 정부는

농어 지역에 우수한 통화품질과 렴한요 의 시외

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시내 화요 의 용범 를

차 확 하는 한편 농어 지역의 화국에 디지털방식

의 자동교환기를 우선 으로 보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시내요 역화 자동교환기 보 로그램(Widen

and Automation Program)을 1980년 반부터 극

으로 추진, 1987년에는 국의 모든 농어 지역에 자동

식 화교환기의 보 을 완료하 다[24,25,27-29]. 이로

인해 농어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렴한 요 으

로 통화품질이 크게 향상된 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되었으며 특히,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

로 떠난 가족 친지들과 화통화를 통해 소식을 하

는 부담이 크게 어들어 정부의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

다. 즉, 정부의 ‘1가구 1 화 정책’과 ‘시내요 역화

자동교환기 보 로그램’ 등을 통해 추진된 국단

의 화망구축 화서비스제공 정책의 주요 목 은

지속 인 경제성장의 토 를 구축하는 한편 속한 산업

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와 농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

고 소외된 농.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한 것

으로 오늘날 일반 으로 인식되는 보편 서비스의 정신

을 구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

부가 1970년 후반부터 국단 의 화망 구축과 1가

구 1 화 정책을 극추진한것에 해지속 인경제성

장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 사이에 나타난

경제 , 사회 ,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는 이외에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면 인 도발 등에 비해 국

단 의 비상통신망 구축이 정부의 시 하고 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24].

지 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화의 보편 서비스는 ‘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들의 인

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한 필수서비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야기된 도시와 농 의 격차 문제를 해소

하는 한편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국단 의 비상통신망을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보편 서비스의 본질 인 개념과 목 , 그리고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 근거에 한 검토와

논의들은사실상부재했다고 할 수있다. 다시 말해, 1970

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

민을 상으로 한 화서비스 보 정책이 ‘국민들의 인

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한 기본권의 확 ’라는 측면이

주요 요인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한 기

반구축 등과 같이 앞에서 언 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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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 한 로

우리나라에서 화의 보편 서비스 정책이 강력하게 추

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 서비스의 필요성과 목 ,

그리고 보편 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하는이유와 련한

법조항들이 매우 빈약했던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1998년 개정된 기통신사업

법에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가 공식 으로등장하기 이

에 내용 인 측면에서라도 보편 서비스와 련된 조

항을 포함한 통신 련 법을 찾아보면 각주 2에서 설명한

기통신공사법과 1991년에 개정된 기통신사업법 등

단지 2개의 법률만을 발견할 수 있는데4) 이는 보편 서

비스가 강력한 정부주도의 정책에 힘입어빠르게 구 된

실과는 달리 보편 서비스의 개념과 철학 배경에

한 심과 논의는 크게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

례라고 할수 있다. 한편, 화의보편 서비스 구 과정

에서 나타난 이 같은 상은 1990년 후반부터 본격 추

진된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구 과정에서도매우 흡사

한 형태로 개되면서 속한 기술발 에힘입어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보편 서비

스의 본질 인 개념을 악하고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

을 부여하는 철학 배경에 한 검토와 논의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보편 서비스와 련된논의를 더

욱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1997년 발된 아시아 외환 기로 인해

IMF(국제통화기 )의 구제 융을 받는 상황에서 출범

한 김 정부는 외환 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성공 으로 추진하기 한 방

안의 하나로 국단 의 인터넷망 구축과 정보화기기의

보 확 , 국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화 정책을 극 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 정

부는 특히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 등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 지역에

4) 1991년 개정된 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통신사업자는 정당

하고 합법 인 이유 없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제29조는 ‘통신산업의 발 을 진하고

국민들에게 렴한 가격에 편리하고 공정하게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통신서비스는 합리 인 가격에 제

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조항은 보편 서

비스라는 단어를 직 으로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

으로는 통신사업자들에게 보편 서비스 의무를 부과함으

로써보편 서비스 구 을 진하는 내용을담고있어보편

서비스와 련한 조항들로 해석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욱의 연구(2009)[24] 4장 한국의 통신산업 구

조 변화와 보편 서비스의 발 과정을 참조>.

도 인터넷망을 극 으로 보 하는 동시에 도서 산간지

역과 소득층에게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의 무상 보 에

나서는 등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정책을 극 으로

추진했다. 이는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정책을 통해 단

기간에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

장 동력으로 주목받았던 정보화산업 IT(정보기술) 벤

처기업을 극 육성해 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회생시

키기 한 략 선택이었다. 이는 김 정부에 의해

추진된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정책 역시 앞서 추진된

화의 보편 서비스 구 과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인터넷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권 보장

신장에 미치는 향등에 한 검토와 논의가 심도깊

게 이루어지지않은 채외환 기 극복 경제살리기등

과 같은 다른 국정목표 달성을 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

활용되었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2010년 발간

된 고 김 통령의 자서 [30]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 자서 에서 김 통령은 당시 정보화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것과 련, IMF 구제

융으로 발된 경제 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

보하기 해서는 인터넷의 보 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 구축이 시 하다고 단했으며 이러한 정보화 진

과정은 궁극 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보편 서

비스 정책이 보편 서비스의 본질 요인에 주목함으로

써 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목표 달성을 해 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는 인터

넷의 보편 서비스가 본격 추진되던 그 당시의 통신

련 법들과 정부의 정책보고서 등을 살펴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 추진과 련된 주요 법

률 정책보고서는 1995년의 정보화 진 기본법, 2000

년의 지식정보자원 리법, 2001년의 정보격차해소법,

2002년의 E-Korea 비 2006, 2002년과 2003년의 국가정

보화 백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법률과 정책보고서들

은 공통 으로 인터넷 보 을 극 추진하는 이유에

해 ‘경제성장을 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은 1998년 개정된 기통신사업법에 마침내 ‘보편

서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법 가 구체 으로 서술되고 보편 서비스

제도의 운 방식 등이 구체 으로 기술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 서비스는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보편적 비스  철학적 근거에 한 한.미간 비 연  : 보편적 비스  추진 경과 동 를 심 로 79

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다. 이처럼 인터넷이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한 보편 서비스 정책이 극 추진되었다는

것은 ‘인터넷’과 ‘보편 서비스’의 상 계에 한 검토

와 논의가 크게 부족했으며 인터넷에 한 보편 서비

스 정책이 외부 요인에 의해추동되었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화 인터넷 서비스에 한 보편 서비

스 구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 들은 지난해 출

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 요 제 도입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있

다. 정낙원.김성욱(2018)[2]이 지 한 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 요 제는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보편 서비스의 역무 상과 범

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보편 서비스와 련한

본질 인 문제에 해서는 별다른 논의와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통령이 선공약으로 내건

이동 화 요 의 인하를 해 추진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보편 서비스 정책 추진과정의 본말이 도된 것

으로 다시 보편 서비스 정책이 통신비 인하를 한

외부 요인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통신비용 부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을 해소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한 보편 요 제가 추진되고 있는 2018년 재의 상

황은 과거 1970년 - 1980년 추진된 화의 보편

서비스 정책이 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된

도.농간 격차로 인한 농.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하기 해 극 추진되었다는 을 떠올리게 한다. 요약

하자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던 다양한 통신서

비스 - 화, 인터넷, 무선데이터- 에 한 보편 서비스

정책은 해당 통신 서비스가 보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이유와당 성등에 해 깊이있는논의와검토 없

이 주로 경제 요인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다

는 이다. 이는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

학 근거에 한 성찰과 연구 등이 부족한 결과로 이어

져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논의를 매우 어렵고 복잡하

게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반복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3.2 미  보편적 비스 

보편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는 용어가 처음 사

용된 미국에서도 보편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은 ‘시민

들의 인간다운 삶을 한 것’ 혹은 ‘공익 증진’과는 거리

가 멀었다. 미국 통신산업의 역사 발 과정을고찰한

뮐러(1997)[31]에따르면보편 서비스라는용어는1907년

AT&T의 사장이던 베일(Vail)이 내세운 ‘One System,

One Policy, Universal Service’라는 슬로건에서 처음 등

장하는데 이 슬로건은 화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거나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새

롭게 시장에 진입하던 신규 화사업자들의 망 속 요

구를 거부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는 한편 화시장이 신

규 사업자들에 의해 분할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

화사업자 던벨(Bell)의 기득권을유지하기 한것이

었다. 이는 보편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념화되고 추진

된 동기가 오늘날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는 그것(각주1

참조)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래의

보편 서비스는 민간 화사업자 벨이 운 하던 ‘하나

의 화망(One System)’과 ‘벨의 독 지 ’에 정당성

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화사업자와의 경쟁을 효과 으

로 회피하는 동시에 민간 독 사업자인 벨을 규제하려던

정치권의 움직임에 극 으로 응하기 해 략 으

로 고안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민간 화사업자

가 자신의 독 지 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해 고안

해 낸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은 1934년 제정된 연방통

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서 공익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 등장하게 된다. 이 법은 양질

의 통신서비스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주

지역에 상 없이 합리 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목

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한 규제

감독기 으로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FCC)의

설립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34년 통신법의 제정에 해 자이야카

(1999)[32]는 보편 서비스와 련한 조항에 사용된 일

부 용어들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는 단 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5) 보편 서비스의 기본 원칙의 출발

5) 자이야카(1999)[32]는 이에 해 보편 서비스와 련한 조

항 – The FCC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in communication by wire

and radio so as to make available, so far as possible, to all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 rapid, efficient, nation-

wide, and world-wide wire and radio communication

service with adequate facilities at reasonable charges –에

서 ‘available’ ‘adequate facilities’ ‘reasonable charges’ 등과

같은 용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 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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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역사 이고 의미 있는 법제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 스톤과 린(2000)[33]은 1934년 통신법의 제정

으로 공익 개념의 보편 서비스를 구 하기 한 노

력이 본격화 되었으며 보편 서비스를 구 하기 해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한 방안에 해 진지한 모색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24]. 이처럼 보

편 서비스라는 용어가 1907년 베일에 의해 고안되었을

당시와 달리 1930년 들어 공익 성격을 갖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화의 보 률이 차 높아진데

다 화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공익 기능에 한 인식

이 제고되면서 ‘ 화서비스는 경제 여력이 있는 사람

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고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려야할 필수 인 기본 서비스’라는 인식이 미국 사

회 반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34년 통신법

에 등장한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은 온 히 공익 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보편 서비스를 정당화하는 근

거와철학 배경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다시 한번 제

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선, 1934년 제정된 통신법에서 드디어 보편 서비스가

공익 측면에서 개념화되고 이를 한 기본 원칙이 제

시되기는 하 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편 서비

스는 여 히 기존의 독 사업자가 신규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윤을 극 화할 수 있는 교차

보조 제도(Cross-subsidy)를 정당화하는 정치 , 논리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이다. 다시 말해, 당시의 보편

서비스는 기본 통신서비스로 인식되기시작한 시내

화 서비스가 거주 지역에 상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합

리 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을 분명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 화사업자가합리 인 가

격에 시내 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신에 시외

화와 국제 화 등 장거리 화시장에서안정 인 과이

윤을 거두는 것을 제도 으로 보장해주는(묵인하는) 교

차 보조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되었던 것이

다. 이는 1934년 통신법의 제정 이후보편 서비스의 개

념 추진 배경에는 공익 의미와 성격이 반 된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 히 민간 독 화사업자가 경

쟁을 회피하고 이윤을 극 화하기 략으로 채택했던

‘보편 서비스 옹호 략’이 반 된 것으로 교차 보조

제도를 통한 보편 서비스 구 방식은불가피하게 시장

왜곡(시내 화 요 은 비용보다 낮게, 장거리 화요

은 비용보다 높게 정해지는 것)을 래하게 되었던 것이

다. 뮐러(1997)[31] 등 많은 시장주의 학자들은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해 보편 서비스가 단순히 공익 목 을

달성하기 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가 보편 서비스를 구 하기 해 인 으로 통신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은 필연 으로 시장왜곡을 야

기할 수밖에 없다는 을 들어 정부주도의 보편 서비

스 정책에 반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1934년

통신법에 따라 구체화된 보편 서비스의 개념과 이를

구 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요한 사항 하

나는 보편 서비스의 상이 모든 화서비스가 아닌

시내 화 서비스(local calls)로 국한되었으며 이 같은 사

실이 별다른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다. 이는 모든 통신서비스가 보편 서비스에 포함

되는 것이 아니며 실 으로 그 게 될 수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보편 서비

스의 상과 역무범 는 당 으로 주어지거나 직

으로 악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시 , 사회

상황에 따라 인 이고 의도 으로 정해진다는 을 보

여 다. 다시말해, 1934년통신법에바탕을둔 보편 서

비스의 개념과 구 방식에 비추어 본다면, ‘거주 지역에

상 없이 구에게나 정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 서비스의 상은 모든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사

회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 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인 통신서비스’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

기술 발 에 힘입어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하

면서 ‘기본 인 통신서비스’가 무엇이고 그 상과 범

가 어디까지인지 구체 으로 명시하는 것이 갈수록 어렵

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다. 일례로, 이동통신 서비스

와 인터넷 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한 특정 통신서비스를

보편 서비스의 상과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마다

그러한 서비스가 인간다운 삶을 한 필수 인 기본 서

비스인지를 둘러싸고 의견 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보

편 서비스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1996년 미국의 통신법이 개정되

면서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를 확 하는 방안

이 추진될 때도 외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개되었다.

민간 독 사업자의 교차 보조 제도에 기반을 두었던 보

편 서비스제도는 1980년 들어 통신 분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의 향으로 경쟁이 본격 으로 도입, 확산되

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미국의 보편 서비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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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6년 통신법 개정과 더불어 통신사업들이 분담 을

출연하여 조성한 보편 서비스 기 (Universal Service

Fund)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입은 손실을 보 해주는 방식으로 환되어운 되고 있

다. 1996년 통신법 개정을 통해보편 서비스의 상

과 역무범 가 인터넷 서비스 등 차세 통신서비스

(advanced telecommunications services)를 포함하는 쪽

으로 확 되었는데6) 이는 보편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을 더욱 가열시키는 결과로이어지게 된다. 우선, 이같은

보편 서비스의 상 역무범 확 에 해 뮐러 등

시장주의 학자들은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속성은 ‘통신’

이 아닌 ‘정보’로 ‘정보제공 확 ’가 인간다운 삶을

한 필수 기본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서

비스를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편 서비스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 , 이들은 이 같은 보

편 서비스 확 정책은 기존의 교차보조 제도와 마찬

가지로 시장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이어질 것이

라며 인 인 보편 서비스 정책을폐기하고 통신사업

자들의 시장경쟁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의확산을 추진하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리이든

(2000)[34] 등 보편 서비스 확 움직임을 지지하는 학

자들은 커뮤니 이션 기술이 속히 발 한정보화 사회

에서 인터넷은 인간다운 삶을 한 필수 기본 서비스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서비스 등차세 통신서비스

에 한 보편 서비스 기 의 지원을 학교와 도서 등

공공기 과 공공 의료서비스로 국한시킨 1996년 통신법

6)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Low-income

support program- this program provides discounts on

monthly service and initial telephone installation or

activation fees for primary residences to income-eligible

consumers. 2) High-cost support program- this program

supports companies that provid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areas where the cost of providing service is

high. 3) Schools and libraries support program- this

program, known as the “E-Rate,” helps support classrooms

and libraries in using the vast array of educational

resources available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cluding the Internet as well as long-distance

calls. 4) Rural health-care support program- this program

helps link health care providers located in rural areas to

urban medical centers so that patients living in rural areas

will have access to the same advanced diagnostic and other

medical services that are enjoyed in urban

communities[24].

은 보편 서비스의 기본 취지 목 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 하고 있다. 한편 보편

서비스의 정당성 기본 취지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출범한 트럼 행

정부가 임 오바마 행정부시 까지 유지해온 망 립성

원칙을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어들고 있다.

앞서 제1장에서도 언 하 듯이 망 립성은 ‘ 구나 인

터넷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콘텐

츠는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의 트래픽을 차별 없이 동

등하게 다루어야하며 인터넷망은 구나 자유롭고 평등

하게 속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망 립성 원칙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2000년 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화되었는데 미

국 연방 법원은 2005년 랜드X 사건(NCTA vs. Brand

X case)의 결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보편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을 내렸다. 동시에

미국연방 법원은 같은 사건의 결을 통해 FCC가 인터

넷 서비스 사업자에 해서도 매우 폭넓은 부수 규제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함으로써 FCC가 인터넷 서비스 사

업자에 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35]. 연방 법원의 이러한 결에 근

거해 FCC는 2010년 망 립성 원칙을 반 한 인터넷 개

방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제정, 공포하 고 이

에 따라 지속되는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서비스는 구에게나 차별 없이 근과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사회 합의가 이

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이는 인터넷 서비

스가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법 에 포함되어야 한

다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 근거로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트럼 행정부가 망 립성원칙

을 격 폐지함에 따라 인터넷망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

지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는 구에게나 차별 없이 제

공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결

과 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보편 서비스 정책

이 시행되는 것이 크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이는 트럼 행정부의 행보가 그동안 정당한 사유재

산권의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망 립성 원칙

에 반 해온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폭 수용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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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감에 따라 앞으로 통신 산업 분야에서도 사업

자간 자유경쟁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반면 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 정책은 폭 축소되어 보편 서비스 정책

한 크게 축될 것으로 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

럼 행정부의 망 립성 원칙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망의 공공재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더불어 인터넷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

고 있어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망 립성 원칙의 존폐여부가 최종

으로결정되기까지는 지 않은시간이소요될 망이다.

4. 양  보편적 비스 비  연

오늘날 보편 서비스는 ‘한 국가의 국민들이 인간다

운 생활을 하기 해 요구되는 필수 인 재화에

해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17].

하지만 제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신 분야에서 보편 서비스라는개념이 정립되

고 추진되는 과정은 오늘날의 정의와는 달리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혹은 ‘국민들의 기본권 신장’ 등과

같은 공익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미국에서는

민간 독 사업자의 경쟁회피와 안정 인 이윤확보를

한 략의 일환으로 보편 서비스라는개념이 고안되어

이용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편 서비스라는 개

념이 정립되기 훨씬 오래 부터 국가의당면과제인 경제

성장의 기반 구축을 해 보편 서비스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추진된배경은 오늘

날 인간의 핵심 인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거

주이 의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추진된 배경과 일

맥상통하는 면이 있다.7) 다시 말해 거주이 의 자유와

보편 서비스라는 개념의 등장 추진배경은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순수한 동기에

서 출발하 다고 할 수 없으나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

7) 오늘날 인간의 기본 인 권리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주이 의 자유라는 개념은 산업 명이후 공장이 집한

도시에 인구유입을 진해야할 필요성이 두됨에 따라 땅

(소작지)에 묶여 거주이 의자유가 제한받던 농노들에게 자

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그들의 도시로의 이

을 진하기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거주이 의 자유라는

개념은 원래 인간의 기본권신장을 한 것이 아니라 건제

체제에서 땅에 묶여 있던 농노들의 공장노동자화를 진하

기 해 고안된 개념이었던 것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한 필수불

가결한 가치들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통신 서

비스가 보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하는 이유와 근거에

한 연구와 논의가 상 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보편 서비스의 복잡하고 다면 인 특

성을 제 로 악하는 데 있어 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이는 앞서살펴본 것처럼 김 정부가인터

넷 서비스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무선 데이터 서비스

를 보편 서비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

는데 두정부 모두보편 서비스로추진했던 서비스(통

신 혹은 정보 서비스)의 특성을 면 히 검토하고 이해하

기에 앞서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통신비 인하라는 목표

를 달성하기 한 방안으로 보편 서비스를 활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보편 서

비스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 요 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 련,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

으로써 시장왜곡 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술발 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래

할 수있다고지 하고 있다[2]. 한편보편 서비스의 확

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망

립성 원칙의 폐지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등 차세 통

신서비스와 련한 보편 서비스 문제에 보다 극 으

로 시장논리를 반 하고 있는 미국 트럼 행정부의 행

보와 조를 보이고 있는 데 미국의 망 립성폐지가우

리나라의 통신정책 결정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

지에 해서도 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8)

5. 결론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 근거에

8) 여기서 주의해야할 은, 보편 서비스에 한 문재인 정부

의 입장이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 이 있다는 사실이 망

립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 행정부의 행보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이다. 망 립성 원

칙의 폐지는 보편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 근

거를 부정하는 동시에 보편 서비스에 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면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다는비 의 목소

리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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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

에서는 보편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 서비스를 구 하고

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보편 서비스를 추진했던

동기 배경에는 주로 경제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지 까지는 주로 경제 에서 이

해되고 추진된 보편 서비스 정책들이가시 인 성과로

이어졌고 한국은 세계 으로 유례가 없을정도로 단기간

에 화와 인터넷의 보편 서비스를 달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낙원.김성욱(2018)[2]

이 지 한 로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이끊임없이 등

장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보편 서비스에 해 기존의

근방식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정 인효과로 이어

지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행 로 보편 서비스를

경제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련 정책들을

추진할 경우 보편 서비스의 상과 역무범 가 ‘국민

의 인간다운 삶의 를 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필

수 서비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필연 으로 정

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시장왜곡을 래할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미래지향 인 보편

서비스 제도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해서는 보편

서비스를 경제 에서 이해하던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에서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들의

단이다. 새로운 기술발 과 가치 의 등장이 보편

서비스에 미치는 향에 한 심과 후속 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특정 통신서비스를 보편 서비스의 상에 포함

시키고자 할때 이를정당화할 수있는 근거와 원칙을 설

득력 있게 일 된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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