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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Rule of law in virtual communities

* Cyberlaw : deligitimate state intervention in the governance of virtual communities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

1) communities will always be best governe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2) territorial state can best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by creating

enforceable property rights and allowing the market to resolve any disputes.

I. THE DETERMINISTIC TREND IN CYEBERLAW THEORY

기존의견 예외주의* :

국가에 의한 규율을 터부시 자율적인 규율 이 어울리는 공간- / (self rule)

가입이나 탈퇴 자유 참가자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 반영 하는 룰 세팅이 이루어짐- -> /

=> a more legitimate selection mechanism

변화 : utopian technological determinism => determinism of market rule

- Judge Frank Easterbrook : create new property rights allowing for efficient

코스의 정리bargaining between users. -> (Coasean determinism)

: bargainng produce an efficient result regardless of the initial allocation of entitlement.

정부규제 법 보다 더 좋은 맞춤형= ideal of autonomy and self determination : ( ) (better)

비판점*

퇴장의 문제 넷상의 커뮤니티는 더 많은 참가자가 필요함 네트워크 효과1) : ( )

인센티브구조 마찰없이 퇴장하기란 불가능 사회적 자본 명성 등-> / / /

-> not transferable to other communities

새로운 커뮤니티 창설에 어려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커뮤니티 만드는데 많은 구축비2) :

용이 듦 / critical mass /

규율의 이해 쉽지 않음 선택의 어려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참가자의 비용 효용3) ( ) - ( > )

회사별 차이가 크지 않음 선택의 여지없음4) ( )

비판에 대한 반박*

Johnson and Post

Lastowka and Hunter = live love and law for themselves if let alone

- no principled discussion

<->Neil Netanel = likelihood of illiberal oppression

정리[ ]

it would be dangerous to fall into seductive trap of solving the regulatory problem

through a poly of non-interference

Lessig's four way typology of regulation = code law the market and norms

A. Situating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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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Rule of Law

* Virtual Community

투명하거나 예측가능하지 않고 많은 재량권 유보 자의적 악의적 행사-Provider : ->

로 부터 기대하는 어떤 것도 담보하지 못함-Private governance-> public governance

순수한 가 존재하지 않음 자의적 행사의 한계- private governance -> rule of law :

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증가 사적자치에만 맡길 수 없음* Virtual Community ->

가 순전히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사법 사적관계에 중- rule of law public governance -> /

요한 역할

개인이 가지는 헌법적 자유 정의 보장 내의 분쟁해결의 규범적 프- / virtual community

레임 제공

의 성격 규정* (Balkin) Virtual Community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라기보다 정부와 시민의 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

생산자가 원하는 방향 예측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함께-

룰을 세팅하는 관계임

주커버그 페이스북- ( )

역사적으로 는 좋은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rule of law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를 파악* rule of law

거버넌스는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1)

예측가능성과 형식적 합법성(2) (formal legality)

동의에 근거한 민주적인 적법성(3)

II. GOVERNANCE LIMITED BY LAW

Governance operates within the limiting framework of the law

- abide by law / changed by appropriate procedures within appropriate limits

A. No arbitrary punishment

* A.V. Dicey - first and main articulation of the rule of the law

- power of provider in virtual communities

= absolute power within the community itself

unlimited technical ability to alter the virtual landscape :

we may expect the law to impose some limits on the absolute discretion of a provider.

* The most immediate legal limits on a provider's discretion

: Contractural terms of service

일반적으로 에게 유리하게 작성 넓은 재량권 유보=> provider /

사례 의* ( ) Facebook Terms of Service

may terminate your membership, delete your profile and any content 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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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you have posted on the Site and prohibit you from using or accessing the Server

or the Site for any reason or no reason, at any time in its sole discretion with or

without notice.

심지어 이 조항은- less harsh terms of use in response to user protest.

그 자체로 참여자 에게 악영향- (participants) ? : it depends

전통적으로 폭군에 대항하는 역할*Rule of law ->

일부 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음 자의적 악의적 재량행사: virtual community ( / )

B. Substantive Limits

* Lawmaking power of the government should be limited over certain subject matter.

* The limits on the ability to create rules in virtual communities = legal / non-legal

legal -> constitutive limit (from contract / property law + sum of all potential law)

기준이 경성헌법이든 연성헌법이든 방법상의 차이일 뿐* (Dicey)

오히려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의 방식이 더 실용적이라고 평가( )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 Virtual Community:

-> private law doctrine that regulate private governance

i) Discrimination, speech and protest

(1) Discrimination

사례 성차별 라는 명칭사용 못하게 함 참여자간 잠재적 분쟁 방지* ( ) : Xbox -> gay :

에 이러한 조항 포함 에 저촉 많은 국가에서 사적인-> TOS : anti-discrimination law -

그룹 내에서 성정체성을 기초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비례하여 논의 확대-> Cyber Community ->

판단기준 특별한 목적에 복무하기 때문에 용인되는 정도의 차별* ( ) / cross the line into

impermissible discrimination

차별이 해당 커뮤니티의 목적과 부합될 때 용인되고 또 필요하다* Natanel : .

(2) Speech

온라인개발자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주체 도관* - + conduits( ) for the speech of others

참여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 크다-> private nature of virtual communities :

온라인 포럼 표현의 자유를 실현에 중요한 역할-> (fora) :

* abosolute discretion over the content of communication within a virtual community

국가의-> public type: 'legitimate interest' in limiting the ability of the provider

이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의 목적을 가질 때 이* (Nunziato)Internet Forum free speech

러한 제한이 정당화 그러나 대부분의 포럼들이 명시적으로 공적목적을 내세우지 않음->

* (Balkin) act like a 1) market place 2) offered as a space for free exchange of ideas

각 커뮤니티별로 따로 판단 의 표현의 자유는 의 그것에 비추어 판- / participant provider

단해야 함 이분법적 판단은 옳지 않음/

사례 용인 그들의 거버넌스 과정에 대한 아티클 링크 부인 허용되지 않* ( ) EA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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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업적 목적의 링크

이 국가의 개입이 용인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speech concern

가 필요함more subtle and critical method

(3) Protest

* 1) competing speech interest + 2) stability of the servers or network

개별적 작은 집단 표현의 자유 스케일이 커지면 집회 결사의 자유* / -> / ->

성격과 디자인 면에서 파괴적인 성격 지님 다른 사용자 접속방해 서버파괴- : /

따라서 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유인을 가짐- provider

방법- : disconnect / suspend / ban users

ii) Property

의 소유에 관한 분쟁* virtual object

의 성격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 적용가능- virtual object : X -> property law

사례* [ ] Bragg case (Second Life)

세컨라이프 상의 토지 거래 시 계정정지 토지 압수- cheating -> /

세컨라이프 상의 가상경제 와 교환가능 린든랩의 행태-(Farfield) : real currencies / ->

가 가능할 것처럼 프로모션 상에서 반영 참여로 번영 존중owning virtual land / TOS ( / )

-(Judge Robereno) -> intoxicating / Landownership feels important and tangible

이 소유권을 보장해야하는 환경을 만들었음-Linden Lab

판단의 기준*

의 성격1) virtual community (community context is important)

더 상업적일수록 가 생산을 더 장려할수록 소유권(Balkin) / provider virtual property ->

보호필요성 커짐

의 참여도2) participant (The rise of user generated content provides a prime example)

사용자가 얼마나 과 에 가치창출 측면에서 기여했는지- creation possession

윤웅기판사 거래대상은 아이템 자체가 아닌 유저의 노력이다 권리금 개념으로 봐라- ) . /

임차인이 소유권 행사 게임 아이템을 창작하는 것은 게임회사이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 /

유저의 노력 한국형게임은 게임 아닌 놀이판임 획득시 귀속이 어울리지 않음/ ( )

유저의 창작으로 발전시킨 것을 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뿐- provider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iii) Right to privacy

기술 저장 공간의 발달 사용자의 모든 행적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 - .

아마존의 예 구매행태를 추적하여 맞춤형 페이지 제공- :

입소문마케팅 제휴 사에 정보제공 반발 옵트인으로 변경- Facebook : Beacon ( - )-> ->

광고에 매우 효과적인 공간* Social Network -

병렬-> juxtaposition( ) of commercial and personal social relationships.

온라인상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배포에 관한 입법례*

동의에 의한 정보 수집 사용 배포문제 대부분 동의 시에만 가입- ->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규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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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정보수집에 대한 규제가 미흡2) provider

온라인상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내부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규제 필요- (behavioral info)

예 의 경우 쪽지나 사진을 내부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Facebook

카카오톡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 -> ? -> ?)

iv) Rights of legal enforcement

분쟁발생시 법적인 절차 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legal system)

를 유의해야 함* (Radin) exclude legal enforcement (grey area)

소제기 원천금지 강제로 중재를 해야 함 클래스 액션 금지 등- / /

원고는 반드시 린든랩의 소재지에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조항- Second Life :

그러나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재조항임-

계약법용어- Bragg case / Paypal v Comb -> lack of mutuality -> unconscionable( :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

v) Summary - substantive values

* Cyber space self governance -> role of the state : minimal to non-existent

잘못된 가정에 기초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국가의 규: ( /

율기제보다 자율적 기제가 더 훌륭하다 등)

어떤 가정에 기초하든 국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체법적 가치 규율 필요=>

그 수준은: 1) community context 2) level of harm that participants are exposed to 3)

beneficial effects of allowing the community to determine its own substantive values

차별 표현 재산권 프라이버시 법적구제 문제해결 실마리* Rule of law analysis -> / / / / ->

III. FORMAL LEGALITY

* formal legality

-the law be 1) declared publicly in clear terms in advance, 2) be applied equally and

3)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 certainty and reliability

두 가지 차원*

- 1) an aspiration towards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legal rules and

- 2) a set of requirements of due process in the application of those rules

A. Predictability

예측가능성*

충분히 예측가능하면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구축할 때 상당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음-

- (Hayek) makes it possible to foresee with fair certainty how the authority will use

its coercive power in given circumstances to plan one's individual affairs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예측가능성의 평가*

- emphasise the importance of a system that provides

공표1) clear prospective rules that are well promulgated( )

2) reasonably constant

3) and consistently e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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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lear Rules

예측가능성 확실성* ->

- rules in virtual community are often 1) unclear 2) obscure and 3) difficult to

understand

- (Montesquieu) : Liberty is the right to do everything the law permits

카카오톡ii) Changing Rules ( / itunes)

* 1) rate at which rules can change / 2) the lack of responsibility that providers have

to comensate any participants who may be adversely affected by rule changes

대다수 는 공지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관 변경- provider

이러한 변경은 사용자가 변경 그 자체 혹은 변경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인지하기 어려운-

일반사용자들에게 친절하게 고지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방법*

providers 1) make clear statements about the effect of any changes and 2) highlight

modified sections in the dense legal agreements in order to enable participant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rule changes

사례* [Second Life ] -> entitlements of participants within the virtual community

내부 카지노 금지 카지노에 투자한 사용자 카지노폐쇄 미래수익 상실(1) -> : /

반박 온라인도박이 미국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을지라도 온라인 도박업자 및 사용자 중- )

미국 밖의 사람인 경우 있다

린든의 반박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사용자중 특수한 지역 또는- ) Second Life /

특수한 위치에서 합법 불법인지를 기초로 판단되는 것이 아님/

불법은행 금지(2)

불법은행 난립으로 피해 급증 실정법상 허가받지 않은 자는 은행 운영 못하게 금지- ->

정리(3)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 실재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

금지조치는 빈번한 변화 자의적인 것이 아님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인 국- (Risch) / ->

가가 대부분 과거의 도박행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님 특정한 사람 등에 국한된 것도 아/ /

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법 규정-> =>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변경이 법률상 정당화 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의 경우 일반- : / S L

화폐와 린든 달라의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

문제발생지점=>

상황 및 외부환경에 맞게 정관 등 변경 필요성 의 안정성: 1) v. 2) virtual asset

iii) Emergent behaviour and uncertain rules

* A law that is not clearly expressed at a time before a citizen takes an action is

unable to guide that person's behavior

임의적 혹은 소급적용이 문제->

예상되지 않고 갑작스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

는 처벌하려는 경향 줄어듦-> provider -> 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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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례* [Bragg / WOW ]

는 시스템 버그를 이용 판매홍보가 되지 않은 땅을 시장가치 이하로 경매낙찰- Bragg

린든은 계정 정지->

에서 을 우연히 부여받은 길드의 사용자 가장 어려운- WOW developer item -> challenge

성공 계정정지->

어느 정도 처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례지만 언제나 확실한 것은 아님:

특히 극한을 추구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의 경우문제-> virtual community

에게 위급상황에서 소급처벌에 대한 일정부분 재량은 인정됨* Provider

그러나 커뮤니티의 표준을 따른 행위일 경우 규칙의 변경은 보상의 문제로 연결-

문제는 회색영역에 놓인 행위 판단의 어려움- ->

더욱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적용이다- .

iv) Inconsistent application and discretionary enforcement

계약의 성격 위험 회피적 에게 를 다루는 강력* Virtual Community : -> provider member

한 권한 유보 해당 조항을 강요하기 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사람에게 적용하여 문제해->

결을 위함 문제해결을 위한 넓은 재량권 유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의 침해 가능성=> ' '

: flexibility <-> inconsistent application of discretionary rules

=> requirement of fairness, equality and transparency

B. Procedural fairness

절차적 정당성* - the availability of a fair hearing within the judicial process

적법절차- (Rawls) requires some form of due process( )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추구를 위해 법적절차에서 보장된 다른 수단과 같은 방식으로 합-

리적으로 디자인된 절차에 따라

어떤 을 따를 것인지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및* legal norm => hearing

이해관계 상충되는 자들에게 적법절차가 모두 적용

의 특성상 가 이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 큼 재량권 큼-> virtual community provider ( )

사례* [ : Bragg v. Linden]

린든사는 계정을 삭제하면서 토지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도 회수- in-world asset

는 위반사실 뿐 아니라 모두 문제시 함- Bragg rules penalty

린든 삼권을 모두 가진 권력; = creator / enforcer / and adjudicator of the rules ( )

IV. THE ROLE OF CONSENT AND DEMOCRACY

근대법의 정당성* (Habermas) -> self-determination

동의 가 중요 이론은 자율성의 가장 큰 이익은 다른 집단과는 다-> (Consent) : Cyberlaw

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 동의에 의해 각 참가자의 이해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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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이 이론상 가능rule setting

* Maintaining Ongoing Consent <-> Take it or leave it approach

동의의 수준과 형태가 어떻든 그 존재는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사례 내부규범 사기는 즐겁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가입* [ : EVE Online] -> = ->

대규모 사기 는 동의에 의해 정당화- (?)

문제발생지점 동의에 의한 규범과 외부규범간의 마찰* -

정부는 커뮤니티 밖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부규범을 규제->

내부규범과 외부규범의 마찰 소아성애사진 공유(1) :

내부규범과 해석상의 마찰 사례 관련 포기 획득(2) : Bragg (virtual goods or currency / )

참여자들의 해석과 반대되는 규범을 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provider

권위 명령: rule of fiat( / )

정부에 의한 규제는 내부규제보다 정당성이 없다* (David Post) :

오직 내부규제만이 정당하다 내부규제도 정부규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1) ->

자발적으로 생성된 내부규제를 존중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능력에 해를(2)

가할 수 있다 적어도 내부규제가 정부규제와 마찰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난 분쟁은. -

내부 거버넌스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

의 사례 내부적으로 개인에게 귀속 귀속 부정하는=> virtual good : > provider

다만 동의와 관련하여 어떤 것을 동의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음*

전원의 동의란 거의 불가능- : assumption of consent - a factual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he hypothetical reasonable person, joining and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could be deemed to consent to the rule in question. Whilst clearly not a

perfect model of consensual governance, this type of approximation at least provides

an avenue for territorial courts to examine the internal social norms of the community

in relation to both external values and contractural 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