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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

인 수단이다. 다양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특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것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인데, 종래 전기통신사

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와 관련하

여 그 분류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각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 유형의 위법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실제 법집행상 위법성 판단기준 역시 불명확하거나 경

직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금지행위 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상당

한 변화를 겪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

히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혼란이 가중

되고 법집행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불명확성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

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규제를 개

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

으로 법집행 관행의 개선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

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간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별개로 존재하는 사

전적 통신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그에 관한 위법행

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들은 각각 해당 사전적 규제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유형은 그 

위법성 요건에 따라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통신소

비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

써 위법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서론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

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

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동

법 제1조),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규

제하는 법률 중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중

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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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률’ 또는 ‘법’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

의 구분과 각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진입규제, 소유

규제, 겸업규제 및 전기통신사업의 양수에 관한 

사항(제2장),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및 각종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제

3장),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제5장)을 규정함과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

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제4장).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경쟁촉진 조치들 중 법 제50조 이하가 규정하고 있

는 금지행위 규제는 근래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상황

이 변화함에 따라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

자선로의 공동활용, 상호접속, 전기통신설비의 공

동사용 등 기타의 경쟁촉진 조치들이 통신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사전적⋅구조적 규제에 해당함에 반

하여, 금지행위 규제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법 제

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디지털콘텐츠 제공사업자

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7호),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의 미설명

⋅미고지 및 거짓 설명⋅고지(법 제50조 제1항 제5

호의2) 등은 전통적인 통신법적 규제를 뛰어넘는 

분야별 사후적 경쟁법 조항(소위 ‘sector-specific 

competition law’)으로서 급속도로 융합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서 사업자의 적극적 경쟁활동을 과

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쟁제한행위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

제 중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는 그 규

제체계나 실제 법집행상 위법성 판단기준이라는 측

면에서 법리적⋅정책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필자는 2008년 초 당시 시행 중이던 전

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를 중

심으로 한 금지행위 규제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

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법집행상 또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1) 

그 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를 비롯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은 상당한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우선, 2008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

부의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7호, 2008.

2. 29)이 제정되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을 종전의 통신위원회 대신 방송통신

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하게 되었

고, 또한 더욱 중요한 변화로서 2010년 전기통신사

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금지행위 조항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의 금지를 포함한 금지행위 규제를 평가해보

면, 한편으로 종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 중 일부가 

해소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제체계 및 

위법성 판단기준의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

을 내포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문제점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2016년 말 법 제50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개정을 통하여(대통령령 제27750호, 

2016. 12. 30)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

로서 소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

행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이러한 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유형은 다른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와 매우 이질적이어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

체계에 관한 혼란을 가중하고 법집행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불명확성을 증

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3)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기통신시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들의 경쟁활동에 대한 규

1)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이용자이익 저

해행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0호, 2008, 91-114면. 

2) 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은 2017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3) 위 시행령 개정이 필자가 다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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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관의 법집행에 혼란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업자

들의 적극적 경쟁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우리나라 전

기통신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

제의식에 기초하여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금지가 가지는 지위와 법체계적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동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도입 및 변천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중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논란이 많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분류체계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Ⅲ),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실적과 실질적 위법성 요

건, 그리고 관련 규정과 법집행 사례에 나타난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분석하기

로 한다(Ⅳ).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입

법적 개선을 시도할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Ⅴ), 글을 맺기로 한다(Ⅵ).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도입 
및 변천

1. 금지행위 조항의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또는 ‘법’이라 한

다)상 금지행위 조항은 1996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1996년 법 개정은 우리나라의 전기통

신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동 개정이 있기 이전 구 사

업법(법률 제4903호, 1995. 1. 15)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쟁 관련 조항은 매우 미비하여 별도의 장으

로 구분되지도 않고 이용약관 규제에 관한 사항 등

과 함께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3

장에 포함되어,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사

항(동법 제34조 및 제35조) 및 당시 체신부장관의 

적정경쟁 관련 권한에 관한 사항(동법 제37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4) 전자는 네트워크 산업이

라는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설

비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통신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적 

통신법 규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현행 사업법상 금

지행위 규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경쟁촉진을 위한 

사후 경쟁법적 규제에 해당한다.

1996년 개정되기 전 구 사업법 제37조는 둘 이

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들 사이에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체신부장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법 제37조 제1항), 그 집행수단으로서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체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조

직의 분리,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보조의 제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의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체신부장관이 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나 효과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추상적이

고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실제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19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법

률 제5220호, 1996. 12. 30.)은 별도의 장(제4장 전

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을 신설하여 전형적인 사

전적 통신법 규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동법 제33조의5), 상호접속(동법 제34조 및 제34조

의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동법 제34조의3) 등 

이외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유용 금지(동법 제34조

의5),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동법 제34조의6), 

재정신청(동법 제35조),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4) 위 조항들은 종전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법률 명칭을 변경하

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4394호, 1991.

8. 10)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들이다{공중전기통신사업

법개정법률(안)(199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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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번호관리(동법 제

36조) 등과 함께 금지행위의 규제를 신설하였다(동법 

제36조의3 이하). 

1996년 개정 사업법 제36조의3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행

위로 규정하고(동법 제36조의3 제1항),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부당한 차

별, 부당한 협정체결 거부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협

정 불이행(제1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

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의 부당한 유용

(제2호), 비용 또는 수익의 부당한 분류를 통한 이

용요금,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

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산정(제3호), 이용약관 

위반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제4호) 등 4가지

를 열거하였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금지행

위의 유형 및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제36조의3 제2항 및 제3항). 또한 위 개정 사

업법은 구법 제37조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권한(동법 제36

조의4),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동법 제37조), 

금지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동법 제37조의

2)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체계 및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

련하였다.

2. 실질적 위법성 요건의 변화

1996년 개정된 사업법은 금지행위 조항을 도입

하면서, 그 실질적 위법성 요건으로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것’을 규정하였다(동법 제36조의3 

제1항 본문). 그런데 동법 제36조의3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 중 특히, ‘이용약관 

위반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동항 제4호)의 

경우에 위 실질적 위법성 요건과의 정합성이 떨어

진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금지행위 조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위법성 요건은 모든 유형

의 금지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는 성질상 그 자체로써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기 보다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2001년 사업법 개정(법률 제6346호, 2001.

1. 8.)으로 금지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요건이 ‘공정

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것’으로 

변경되었는데(동법 제36조의3 제1항 본문),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2002

년 사업법 개정(법률 제6822호, 2002. 12. 26.)으로 

위 위법성 요건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

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개정

하여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데,5) 현재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개된 

입법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전적으로 

법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금지행위 유형의 변화

1996년 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이 도입될 당시 

동 조항이 규정하였던 4가지 금지행위의 유형들은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 사전적 통신법 규제를 위반하거나 그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금지

하려는 것(동법 제36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2) 이용약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동항 제4호 전단), 그리고 (3) 기존의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힘든 새로운 규제에 해당

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동항 제4호 후단)로 구

분할 수 있다. 

5) 다만,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을 통하여 금지행위 조항이 제50조로 이동하였고, 그 실질

적 위법성 요건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

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하여 그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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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정보통신

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동법 

제36조의3 제2항 및 제3항), 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각 

금지행위 유형별로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정하였

다. 동 고시는 협정체결 거부 등(동 고시 제2장), 정

보유용(동 고시 제3장),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동 고시 제4장), 그리고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동 고시 제5장)로 나누어 각각 세부 유

형과 판단기준을 정하였는데, 특히 이용약관 위반

행위 이외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서 부당 요금청

구, 부당한 계약체결, 시외전화 사전선택 제한, 신용

불량자 등록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부당한 이

용자 차별행위,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및 기타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를 규정하고 있었다(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6호, 

2000. 10. 5). 

위 고시가 규정하였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대부분은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중 소수의 유형은 명

시적⋅묵시적으로 공정경쟁 저해를 규제근거로 삼

고 있었다. 예컨대, 동 고시가 규정하였던 이용자 

차별행위의 세부 유형 중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 대하여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행위’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

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우대조건을 제

공하는 행위’(동 고시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등

은 공정경쟁 저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고시가 규정하였던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중 ‘개별구매가 가능한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결합판매의 방식으로만 구매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동 고시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장

기간의 계약조건으로 결합판매하는 행위’(동항 제3호)

는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데 

반하여,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에 비하여 현저히 

할인된 가격의 판매’(동 고시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정경쟁 저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고시가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부 장관이 지정한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전기통신역무의 결합판매를 금지하면서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지 아니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가 허용된다고 규정

한 것(동조 제2항) 역시 공정경쟁 저해를 그 위법

성 근거로 함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2002년 사업법 개정(법률 제6822호, 2002.

12. 26.)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금

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종전의 고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서 소위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지급행

위’를 추가하였다(동법 제36조의3 제1항 제5호). 

또한 위 개정 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금지행위의 유

형 및 기준을 정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309호, 2004. 3. 9.) [별표 1]은 대체로 종전의 정

보통신부 장관 고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서 정한 바에 준하여 각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는데,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종전의 고시와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종전의 고시는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였으나 위 법 시행령은 이용약관 위

반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는 직접

적으로 법률상 금지행위 조항 중 이용약관 위반행

위 규정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용약관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

은 전적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에 맡겨지게 되

었다. 

또한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경우

에도 종전의 고시와는 달리 구체적인 세부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 결합판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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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을 열거하는데(동법 시행령 [별표1] Ⅳ. 6), 이러한 

법 시행령의 문언에 비추어볼 때 결합판매 관련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는 그 위법성의 근거로서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 양자를 모두 고려하면

서도 후자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종전의 고시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서 ‘기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정

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

나, 위 법 시행령은 그 대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유형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

이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는데(동법 시행령 

[별표1] Ⅳ. 8),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위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2006년 사업법 개정(법률 제7916호, 2006.

3. 24.)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금

지행위의 유형에서 삭제하는 대신,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고(동법 제36조의4), 2007

년 사업법 개정으로 금지행위의 유형 중 이용약관

을 위반하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되는 이용약관을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으로 한정하였다(동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전단). 

그 후 2010년 전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2010. 3. 22.)은 금지행위의 유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부 금지행위 유형의 

분류와 그 규정 내용을 수정하고 2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였다. 먼저, 종전에 하나의 유형으로 

정하였던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

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부당

한 차별, 협정체결의 거부 또는 불이행(구법 제36

조의3 제1항 제1호)을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

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

한 부과(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이에 관한 협정

체결의 거부 또는 불이행(동항 제2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종전부터 규정하고 있었던 비용 또는 수

익의 부당한 분류를 통한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

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정보의 제공

의 대가 산정(동항 제4호)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동항 제6호)를 추가하였고, 무선인터넷 콘텐

츠 제공자에 대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

하는 행위 역시 추가하였다(동항 제7호). 새롭게 추

가된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적정한 수

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는 인터넷 포털사업

자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하여 적정한 수익을 배분하

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1월 사업법(법률 제13823호, 2016.

1. 27.) 개정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서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의 미설명⋅미고지 및 거짓 설명⋅

고지’를 추가하였는데(동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2), 이는 2010년 10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

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의 세부 유형 중 이용계약체결 관련 행위의 내

용으로서 추가하였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

요한 사항의 미고지 및 거짓고지’(동법 시행령 [별

표 3] Ⅴ. 2. 라)를 별도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

한 것이다.6)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

로(대통령령 제27750호, 2016. 12. 30.)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특히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먼저, 종전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중 ‘이용계약 체결 관련 행

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이용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

6) 위 사업법 개정 이후 2016년 12월 법 시행령 개정으로(대통령령 

제27750호, 2016. 12. 30.) 종전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였던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의 미

고지 및 거짓고지’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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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

위들이 추가되었고{동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

목 5)부터 11)까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로서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수수료 등을 부당⋅과도하게 제공

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추가되었

다{동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4)}. 

또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 방해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서 다양한 유형의 행위

들이 추가되었는데, 그중 하나로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부과행위’가 포함되었다({동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7) 그런데 이 행위

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의 분류 체계라는 측면에서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제근거나 판단기준의 명확성이라는 측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 종전에 사업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전선택

제 관련 행위’(구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다목)가 

삭제되었고, 종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구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아목) 역시 삭제되었

다. 전자의 경우는 사업법 자체에서 사전선택제 관

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완결적인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법 제57조) 

추가적으로 금지행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취지

로 이해된다. 또한 후자의 규정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볼 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으로서 

복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사업법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8)

7) 위 조항은 2017. 7. 1. 시행 예정이다.

8) 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1 결정,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

Ⅲ.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분류체계의 문제점

1996년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정하고 있

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분류체계와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

째, 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정 및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 관련 고시는 반드시 이용자이익 

저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행위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이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문언상 “결합판매하여 특

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 판

단기준에 관하여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

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

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별표 4] 5. 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6-02호, 2016. 4. 6)은 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을 (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 관한 행위, (2) 이

용단계에 관한 행위, (3) 해지단계에 관한 행위,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 있는 결합판매 사

업자의 금지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 (2) 및 (3)은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통신소비자보호 규정에 해당

하는데 반하여, (4)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경

쟁사업자에 대하여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

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하거나, 또는 제공을 

중단⋅제한하는 행위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이용자

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저해하

는 행위에 해당한다(동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9)

1479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103두14238 판결 등 참고. 

9) 실제로 위 고시는 2008년 5월 처음 제정되었는데, 당시 고시(방

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49호, 2008. 5. 19.)는 결합판매 관

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으로서 (1) 소위 ‘순수결합판매’, (2) 인

가역무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에 필수적 요소의 제공을 거절하거

나 그 대가를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3)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

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동등결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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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년 12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 중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이용 방해 관련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된 ‘불

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동법 시

행령 [별표 4] 5. 사. 4)}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이용 방해 관련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

의 행위와 매우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용

자이익 저해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둘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중 직접적으로 이용자이익 저해와 연결시키기 어려

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사업법 제5조 제

1항 각호는 그 성질상 전형적으로 통신소비자의 이

익을 해치는 행위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사업법 

제5조 제1항 제5호 후단)가 아닌 별도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사업법 개정

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된 ‘이용요금 등 중

요한 사항의 미설명⋅미고지 및 거짓 설명⋅고지’

는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그 세부 유형과 기

준에 비추어 볼 때(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의

2.), 이미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뿐

만 아니라 이용계약의 체결을 고려하는 잠재적 이

용자와 이용계약의 체결과정에 있는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이용자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

명⋅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

항은 전형적으로 이용계약의 체결⋅이행⋅해지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결정(informed decision)

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통신소비자보호 규정

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분류

매를 저해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동 고시 제3조 제1

항), 그중 (1)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2)와 (3)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12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고시

를 대폭 개정하였는데,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하였던 ‘결

합판매 가이드라인’ 중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을 그대로 고시에 포

함시킴으로써 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의 통신소비자보호법적 성

격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10)

Ⅳ.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실적 및 위법성 
판단기준 

1.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실적 

종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중 기타의 것들은 대부

분 사업법상 이미 존재하는 다른 사전적 통신법 규

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이와 관련된 위법한 행

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는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새롭게 창설된 규제이

기 때문이다. 또한 법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는 그 

문언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정경쟁 저해를 규제근거로 

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한 행위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3월 전부 개정되어 현행과 같은 금지행

위 규제의 틀을 갖추게 된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

10166호, 2010. 3. 22.)이 시행된 2010년 9월 23일 

이후 2016년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

업법상 금지행위의 유형 중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의

결한 사건은 모두 83건이고(의결서 작성 기준), 이

들 사건에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정된 행위는 105개(시행령 [별표 4] 제5호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세부 유형 기준)이다.11)

위 105개 행위 중 가장 많은 48개의 행위가 ‘이

10) 실제로 종전에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중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

지 관련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

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규정하였

고{시행령 [별표 4] 5.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Ⅳ. 1 참고). 그러나 위 

행위가 별도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2016년 12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11)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심결정보(http://www.kcc.go.kr/user.

do?boardId=1119&page=A0201 0800&dc=K02010800). 



이호영-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51

용계약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관련 

행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액요금제 이용계약

을 체결한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1-25-093호, 2011.

4. 25), 요금연체자에 대한 직권해지 기준을 명확하

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1-30-101 

및 102호, 2011. 5. 18), 초고속인터넷 해지 접수⋅완

료 문자를 통보하지 않거나 해지처리를 누락시키거

나, 또는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방통

위 의결 제2013-22-54∼56호, 2013. 6. 5. 및 의결 

제2013-40⋅42(서)-146⋅153∼148호, 2013. 11. 15, 

2013. 11. 22),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의 주요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이용약

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고지⋅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방통위 의결 제

2013-30-77∼79호, 2013. 8. 21), 온라인 콘텐츠 공

유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취소가능 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명시적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서비스나 이벤트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으로 고지

하는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4-43-150∼159호, 

2014. 9. 24),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하거나, 또는 이용약관이 정한 한도

를 초과하여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방통위 의결 제2015-20-91∼94호, 2015. 5. 13), 알

뜰폰 사업자가 해지 요청한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 후 번호이동하거나 이용약관

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

시키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제3자 명의로 계약한 후 

명의를 변경하여 재판매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계

12) 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은 2010년 10월 사업법 시

행령 개정 이전에는 ‘이용계약체결 관련 행위’라고만 규정하였는

데, 2010년 10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계약 체결 또는 해

지 관련 행위’로 확대되었고, 다시 2016년 12월 개정된 현행 사

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나목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관련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출국⋅사망⋅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의 이동전화 회선을 유지하는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6-8-18∼36호, 2016. 2. 4.) 등이 이용계

약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의율되었다.13)

또한 33개의 행위가 이용자차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로 의율되었다. 그중 24개의 행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보

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이용자차별에 해당한다고 의

결한 것인데,1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79호, 2014. 5. 28.)이 시

행된 2014년 10월 1일 이후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

는 동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제되고 더 이상 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의율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용약관

과 다르게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 고객에게 할

인하여 제공한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0-71-275호, 

2010. 12.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및 이용약관이 정하지 않은 요금

감면을 제공한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1-11-21∼

23호, 2011. 2. 21 및 방통위 의결 제2012-27-103∼

105호, 2012. 5. 18),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중 특정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 TV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행위

(방통위 의결 2012-25-95호, 2012. 5. 4), 인터넷 별

정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회선 

제공 요금을 할인하거나 중도해지로 인한 할인 반

환금을 면제해준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6-8-17호, 

2016. 2. 4.) 등이다. 

13) 위 행위들 중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서를 고지⋅교부

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결제

취소가능 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나 이벤트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현행 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가 아니라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의 미설

명⋅미고지 및 거짓 설명⋅고지’(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에 

해당할 것이다.

14) 방통위 의결 제2010-58-248∼250호(2010. 9. 24), 방통위 의결 

제2011-51-174∼176호(2011. 9. 19), 방통위 의결 제2012-70-

302∼304호(2012. 12. 24), 방통위 의결 제2013-13-37∼39호

(2013. 3. 14), 방통위 의결 제2013-29-74∼76호(2013. 7. 18), 

방통위 의결 제2013-46-207∼209호(2013. 12. 27), 방통위 의결 

제2014-10-44∼46호(2014. 3. 13), 방통위 의결 제2014-36-

105∼107호(2014. 8. 21).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2017. 5.

52

주목할 것으로서 또 다른 20개의 행위는 사업법 

시행령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의 세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전기통신이

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접 적용하여 금지행위

로 의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사

들이 무선데이터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의사와 

무관하게 삽입된 배너나 요금안내 화면의 데이터양

에 대하여 과금하거나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

송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과금하는 행위(방통위 의

결 제2010-71-275∼277호, 2010. 12. 2), 요금연체

자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차별적으

로 직권해지한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1-30-101호 

및 102호, 2011. 5. 18),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

히 하는 행위(방통위 의결 제2011-64-217∼231호, 

2011. 11. 23.) 등이다.

그밖에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종전에 그 규제기준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

지만 한동안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다가 2015년 5

월 이후에 비로소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

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또

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사업법 시행령상 결

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 고시상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의율한 것을 4건 찾아볼 수 있

다(방통위 의결 제2015-23-115∼118호, 2015. 5.

28, 방통위 의결 제2015-23-119∼137호, 2015. 5.

28, 방통위 의결 제2015-67-285∼288호, 2015. 12.

10. 및 방통위 의결 제2015-67-289∼293호, 2015.

12. 10). 

2.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요건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

업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금지행위의 실질적 위법

성 요건으로서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문언 구조상 문제로 된 행위가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위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동 조항

을 위반한 금지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 각호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다시 

제5호 후단에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요건

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아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실질적 위법성 요건은 무엇인지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사업법 제50조 제1항 본문의 문언이 ‘공정

경쟁의 저해’와 ‘이용자이익의 저해 우려’를 대등

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일견 양자

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서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별로 일부 유형은 

전자를, 다른 유형은 후자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유형은 양자 모두를 위법성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려’라고 한 것은 반드시 실

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법상 금지행위

의 실질적 위법성 요건은 당초에 ‘공정한 경쟁질서

의 저해’라고 하였다가 그 후 ‘이용자이익의 저해’

가 추가된 것이고,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

고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들은 성질상 통신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만 직접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생

각할 수 없는 유형과, 반대로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만 통신사업자 간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하되, 다

만 금지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위 두 가지에 해당

하는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있다고 해석해

야 할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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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실질적 위법성 요건이 문제로 된 금지행위 

유형은 사업법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머지 금지행위 유형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는 사업법 제4장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비제공 등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기타의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해치

거나 그와 관련된 위법행위로서 그 행위 태양 자체

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제5호 전

단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역시 사업법 제28조가 규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규제를 위반한 것이므로 입

법적으로 그 위법성이 의제된다고 할 수 있어서 별

도로 위법성 요건이 문제로 될 여지는 없다.16) 

또한 2010년 사업법 개정으로 추가된 무선인터

넷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제한(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7호)은 그 성질상 콘

텐츠 제공자와, 이들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거래상 부적

정한 수익배분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여건의 침해를 

위법성 요건으로 함이 명백하고, 2016년 1월 사업

법 개정으로 추가된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의 미

설명⋅미고지 및 거짓 설명⋅고지(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성

질상 전형적인 통신소비자보호 규정으로서 이용자

15) 위와 같은 해석론과는 달리 ‘공정한 경쟁의 저해’와 ‘이용자이익

의 저해’를 별개의 대등한 위법성 요건으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통신소비자의 이익 침해’와 구별되는 통신법에 특유한 포괄적인 

‘이용자이익저해성’의 개념이 존재함을 전제로 전자는 후자의 판

단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해석론도 찾아볼 수 

있는데(홍대식,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경쟁법연구 제22권, 2010, 25-32면),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종래의 규제실무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법집행에 그러한 기준이 사용될 

경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저해와 자의적인 법 적용이 우려된다

고 할 수 있다.

16) 물론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엄격하

게 해석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체결된 모

든 개별약정이 금지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허용되는지 또는 개별약정이 원칙적으

로 허용되고 인가대상 역무에 관해서만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다

툼이 있지만 이는 위 실질적 위법성 요건의 문제와는 구별되는 

쟁점이다. 사업법상 개별약정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이원

우, “통신법상 개별약정의 허용성과 그 한계”, 행정법연구 제

16호, 2006. 10, 1-12면 및 이원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

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 

2008. 5, 63-67면 참고.

이익의 저해를 위법성 요건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그 문언 자

체와는 달리 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및 판단기준을 살펴

보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실질적 위법성 요

건을 이용자이익의 저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수

의 세부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집행상 사용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해

서 법리적⋅정책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은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들은 대부분 전기

통신사업자가 자신으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

거나 받을 여지가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직접적으

로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형적인 통신소비자

보호 규정에 해당한다. 즉, 가목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나목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

기통신서비스의 이용 관련 행위, 라목의 요금연체 

관련 행위 등은 실제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현재적 이용자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이 있는 잠재적 이용자의 계약상 또는 계약 외적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실제 법 집행상 이용자의 이용계약상 정당한 이익

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지, 또는 잠재적 이용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하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마목의 부당한 이용자 차

별행위, 바목의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 및 사목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

과행위의 경우에는 통신소비자보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 경쟁법 규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먼저, 이용자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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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별표 4] 제5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차

별행위의 세부 유형 중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

약체결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행위{마목 2)}와 

전환가입 이용자 또는 미전환 조건 차별적 조건 부

과행위{마목 3)}는 이용자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차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

므로 그 위법성의 근거를 이용자이익의 저해에서 

찾기 어렵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과의 계약체결

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억제하

는 수단으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공정경쟁 저해에서 위법성

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또한 요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제공⋅제안하는 행위{마목 1)}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일견 각국 통신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용자차별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17) 종래 방통위는 동 규정을 직접적

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착취적 차별뿐만 

아니라 초고속사업자 등이 이용계약의 체결을 유도

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이나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

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또는 2008년 3월 사업법상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이 일몰된 이후 또 다시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제근

거를 마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된 2010년 10월 이전까지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로 사용하

였다. 이들 사건에서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보

조금 지급행위나 초고속인터넷 관련 경품이나 요금

할인 제공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일부 이

용자의 편익마저 감소되고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 

17)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신법은 전통적으로 일정한 범위

의 중요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이

고 비차별적인 요금(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rates)

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통신사업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미국 보통법(common law)

상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의 의무에 대한 설명은 

Peter W. Huber/ Micheal K. Kellogg/ John Thorne,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2d ed., Aspen Law & Business, 

1999), pp. 11-16 참고.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문제로 된 행위가 당해 시

장이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가

입자 1인당 평균예상이익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당한 이용자차별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다.18)

심지어는 이용자와 무관한 전기통신사업자 간 

거래에서 차별적 거래조건을 적용한 행위를 이용자

차별로 의율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방

통위는 (주)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서 동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자에 대하여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을 할인하거나 이용계약이 중도에 해지

된 경우에 징수해야 할 할인반환금을 면제해준 행

위가 위 조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용자차별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방통위 의결 제2016-08-017호, 

2016. 2. 4). 

위와 같은 법집행 관행은 전기통신시장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적 이용요금 책정이나 

요금할인,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차별적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정책적 근거 

없이 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억제라는 별개의 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엄격하게 금지

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고 적극적인 경쟁활동을 억

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는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문언은 이용자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 양자를 고려하면서도 후자를 

중시하고 있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세부 유형은 결합상품

18) 방통위 의결 제2010-58-248∼250호(2010. 9. 24), 방통위 의

결 제2011-51-174∼176호(2011. 9. 19), 방통위 의결 제2012

-70-302∼304호(2012. 12. 24), 방통위 의결 제2013-13-37

∼39호(2013. 3. 14), 방통위 의결 제2013-29-74∼76호(2013.

7. 18), 방통위 의결 제2013-46-207∼209호(2013. 12. 27), 

방통위 의결 제2014-10-44∼46호(2014. 3. 13), 방통위 의결 

제2014-36-105∼107호(2014. 8. 21), 방통위 의결 제2011-

11-21∼23호(2011. 2. 21), 방통위 의결 제2012-27-103∼

105호(2012. 5. 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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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하였거나 이를 고려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 유형과 경쟁사업자의 동등결합

판매를 방해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유

형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정작 현재까지 방통위가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의율한 행위들은 모두 

결합상품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

으로 광고한 행위들로서 이용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였고, 공정경쟁의 저해

를 이유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2016년 12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

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 방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된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동법 시행령 

[별표 4] 5. 사. 4)}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기통신서비

스의 선택⋅이용 방해 관련 행위와는 달리 사업자

와 이용자 간 거래(B2C)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

(B2B)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이용자이

익의 저해와 연결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규

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

우선, 위 규정의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

괄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그 취지나 규제대상의 

범위를 도출할 수 없다. 즉, 위 조항의 문언으로부

터 도출할 수 있는 개념 요소는 오직 (1) 행위대상

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자라는 것, (2) 그 행위의 내용이 불합리하

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의 부과라는 것, (3) 

그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중 ‘차별적 

조건’의 의미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지만 ‘불합리한 조건’의 의

미는 문언의 의미로부터 도출할 수 없고, ‘부당성’

의 내용 역시 동 조항 자체의 문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금지행위 규정 전

반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보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와 

규제대상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즉,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전기통신

사업자 간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

⋅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

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와 별개로 다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불합리하거

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를 규정한 것은 일

견 통신설비 등의 제공에 관한 것 이외에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 부과행

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데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거래

의 대상이나 형식 등의 측면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

지 않고 사업자 간 거래의 내용을 국가가 공법적으

로 개입하여 문제로 삼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경쟁법이 

사업자 간 거래의 내용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를 강제하여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만일 위 규정의 

취지를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경쟁법적 규

제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심각한 법리적⋅입법정책

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위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그 취지에 

관한 논의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공식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다

만 관련 업계에서는 소위 ‘망중립성’(network neu-

trality)이나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에 

입각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취지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19) 그러나 망중립성 위반행위 또는 인터넷

19) 실제로 위 시행령 개정과 이에 근거를 둔 고시의 제정과 관련하

여 일부 언론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또는 플랫폼 중립

성(platform neutrality) 규제가 도입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아

이뉴스24, “포털 규제? 방통위 차별금지 기준 어떤 내용 담겼

나”, 2017. 3. 21.자 보도 및 머니투데이, “방통위, 망⋅플랫폼 

중립성 세부기준 마련 … 7월 시행”, 2017. 3. 22.자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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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사업자의 검색편향행위(search bias)나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경쟁자 배제행위와 같은 플랫폼 중립

성 위반행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그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제근거, 규제방법 및 

구체적인 규제기준 등에 관한 논의가 첨예하게 전

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에 관한 규제이론이 확립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

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업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 행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

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 제2문), 이 역시 하위 법령에 일정한 사항을 위

임하고자 하는 법령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확립된 판

례에 따르면 하위 법령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고

자 하는 법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개별적

으로 위임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

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

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

라도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예측

가능성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

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

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

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

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0) 이러한 

판례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위 법 시행령 조항은 고시에 규정될 내

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 및 범

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

두14793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참고. 

어려울 것이다.21)

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이외

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사업법 제4장이 각종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

책수단뿐만 아니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하는 

통신소비자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현행의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및 이

용자보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

는 금지행위의 유형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

6호의 행위는 다른 사전적 통신법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나 그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그에 해당되는 사전적 규제 조항에 포함시켜

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금지행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행위들은 성질상 이용자이

익 저해행위를 포함한 기타 유형의 금지행위와는 

달리 그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별

도로 실질적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22) 

또한 제5호 전단의 이용약관 위반행위 역시 이

용약관 규제를 정하고 있는 사업법 제28조에 함께 

규정하되,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모든 개별약정

을 금지하는 경직적인 법집행 관행을 포기하고 문

제로 된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개

21)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를 두고 ‘전기통신사업

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

부기준’ 제정(안)(2017. 3. 21.)을 마련하였으나, 동 고시의 내용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머니투데이, “방통위, 망⋅플랫폼 중립성 세부기준 마련 

… 7월 시행”, 2017. 3. 22.자 보도 등). 

22) 참고로 2016년 12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전에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던 사전선택제 관련 행

위가 삭제되고 사업법 제57조에서 사전선택제도를 완결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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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23)

셋째,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

익 저해행위를 실질적 위법성 요건에 따라 ‘공정경

쟁 저해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구분하여 

사업법상 각각 별개의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24)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사업법 

시행령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

정하고 있는 행위들은 그 실질적 위법성 요건이 공

정경쟁 저해인 행위와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뒤섞여 있어서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에 대한 법집행상 위법성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

고 있다. 

현행 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이

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대부분은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들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법집

행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체로 통신소비자보호 

규정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반하여 위 세부 유형 

중 그 위법성 요건이 공정경쟁 저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중 경쟁

자와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기 위한 차별적 조건 부

과행위(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마목 2) 및 

3))와 결합판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동호 바

목) 중 일부 및 2016년 12월 추가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을 채택하는 경우에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의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

항의 미고지⋅미설명 및 거짓 설명⋅고지’는 성질

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시

키고, 동법 제50조 제1항 제7호의 ‘무선인터넷 콘

23)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른 이용계약 체결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이용약관 규제와 이용약관 위반행위 금지의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4)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

시한 바 있다(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20호, 2008, 

98면).

텐츠 제공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은 성질상 공정경쟁 저해행위 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적 제안에 대하여 각 행위 유형별

로 대응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과 

현행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이용자이익 저해를 주

된 기준으로 하고 공정경쟁 저해를 보완적 기준으

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의 

규제체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25) 그러

나 각 행위 유형별로 대응하는 기준을 정하기가 곤

란하다는 것은 바로 종래 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으로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점이고, 이용자이

익 저해행위로 분류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용자이익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당

해 시장의 경쟁상황 역시 정당화 사유 등으로 고려

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정경쟁 저해행위로 분류된 행

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용자이익에 미

치는 효과 역시 고려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타당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안을 채택할 경

우에는 종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법집행상 

제기되었던 또 다른 법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방송통신위원회

는 일견 통신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행위에 대해서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이익 저해’ 조항을 직

접 적용하여 금지행위로 의율하였는데, 이와 관련

하여 하위 법령의 보충이 없이 동 조항의 내용만으

로는 도무지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예측하

기 어려워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26) 

25) 홍대식,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적 행위규제 제도”, 경쟁

법연구 제22권, 2010년, 40면. 

26) 이호영, 앞의 글, 108-109면.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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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근거가 공정경쟁 저해인

지 이용자이익의 직접적인 침해인지가 불분명한 현

행 규정과는 달리, 사업법상 명시적으로 후자를 위

법성 근거로 삼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현행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

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 중 통신소비자의 이

익을 직접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열거하고 

난 후, 열거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이

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기타 이용자이익 저

해행위)를 규정한다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상당

한 정도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27)

Ⅵ. 결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경쟁상황이 

정당하다는 견해는 이원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

건의 쟁점과 문제점”, 경제규제와 법 제1권 제1호, 2008. 5, 

58-61면 및 문상덕,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이원우 편, 정보통신법연구 Ⅲ, 경인문화사, 2008, 

101-105면 참고.

27) 참고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각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중 하

나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동항 제5호 후단),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을 정

하는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다른 유형의 남용행위들에 대해서는 

각각 세부 유형을 규정하면서도 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

부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동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출고조절’ 이외의 비가격적 수단으

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

고 동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조항 전체에 대한 유기적⋅체

계적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 

2008. 8. 20.자 2007아335 결정). 이에 반하여 위 법률 제23

조 제1항 각호는 실질적 위법성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동항 제8호),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

른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그 기본적 행위 유형이나 

이를 가늠할 대상의 기존조차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동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되는지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시

행령상 이에 관한 유형 및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

1879 판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

쟁을 유지⋅촉진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다양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인데,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사업법 시행령상 이

용자이익 저해행위의 분류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

고, 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행위의 실질적 위

법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경쟁 저해’ 또

는 ‘이용자이익 저해’와 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세부 유형의 위법성 요건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중 일부 

유형에 대한 법집행상 적용된 위법성 판단기준 역

시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획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금지행위 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상당한 변

화를 겪었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 중 상당수는 여

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

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혼란을 가중하

고 법집행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불명확성을 증폭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포함

한 금지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법집행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집행 관

행의 개선과 함께 입법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간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전적 통신

법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그에 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유형들은 각각 해당 

사전적 규제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금지행

위 조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이용자이익 저해행

위를 포함한 금지행위 유형은 그 위법성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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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통신소비자

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규제

함으로써 위법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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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hibition of Acts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s Users’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ted

Ho-Young Lee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under Article 50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Act’) is a key policy instrument to maintain 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 markets and 

to protect users’ interests. Among the various types of prohibited acts, one that has a particularly 

important meaning is the act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users’ interests. However, the 

classification of the act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s not 

logical and the criterion for judging illegality of the practices in question in actual law enforcement 

is also unclear or rigid. In the meantime, the provision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s through several 

revisions. However, many of the problems have not yet been resolved, and even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has amplified the uncertainty about the judging criteria of acts 

which are allegedly undermine users’ interest in the law enforc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including the acts undermining user’s interests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is necessary to try to improve law enforcement practices on 

prohibited acts in the Act an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aw 

enforcement results.

Keywords :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이용자이익 저해행위(Acts Undermining 

Telecommunications Users’ Interests), 금지행위(Prohibited Acts),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Undermining Fair Competition or User’s Interests), 부당한 이용자차별(Undue User Discrimination), 통신결

합판매(Telecommunication Service Ty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