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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데이터 독점 현상 없고, 독점화 불가능

- 규제론은 “재산의배타적사용”과 “독점”을혼동하고있음

◆ 막연한우려에기한유령리스크(phantom risk)에 포획되지 말아야함 →규제

오류를피하기위해서는객관적리스크인식과평가(objective risk perception 

and assessment ) 필요

- 데이터독점을주창하는New Antitrust Revolution 운동(유럽/미국) - Rule of 

Reason 폐기 주장.  * 논리/논증을 통한 견해 차이 해소는 불가능

◆ Populism/Cult 확산→ Fact/논리/논증무력화

◆ 공정위집행방향지켜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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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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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봉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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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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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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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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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titrus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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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 v.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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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자산/M&A 시장

잊기쉬운것

성공/실패/위기/극복의 반복

기업성장



A국회사

X국회사
2

X국회사
1

Global Market Competition 
가격,품질,디자인,광고,브랜드,자금

X국정부

Politics
Ideology

Good/Bad
Regulation

소비자후생/고용/세수
Social Welfare

B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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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기쉬운것



1. 문제의 소재

◆ 최근논의되고있는온라인/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데이터독점’ (프

라이버시포함) 문제는이른바 반독점혁명운동(=  New democracy 

antitrust revolution,  hipster antitrust, populist antitrust, politicization of 

competition law 등다양한명칭이있음 * 미국/유럽에서사회운동가/저

널리스트/정치인/학자등이참여) 그룹이제창하는여러가지주장중하

나임

◆ 반독점혁명운동에대한이해없이는데이터독점논의를제대로이해하

기어려움 →경쟁법 차원의전통적인분석에앞서,먼저반독점혁명운

동이주장하는바를간략하게라도살펴볼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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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반독점혁명관련문헌(언론기사포함)은 무수히많으나, 예컨대다음을
참조

◆ Stigler Center for the study of the Economy and the State, Sti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s: Market Structure and Antitrust 
Subcommittee (2019); Eric A. Posner & E. Glen Weyl, Radical Markets: 
Uprooting Capitalism and Democracy for a Just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Matt Stoller, Goliath: The 100-Year War Between 
Monopoly Power and Democracy (Simon & Schuster, 2020); ); Tim Wu, The 
Curse of Bigness: Antitrust in the New Gilded Age (Columbia Global 
Reports, 2018); Maurice Stucke & Allen Grunes,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Elizabeth Warren (미상원의원), “Here’s how we can break up Big Tech: 
It’s time to break up Amazon, Google, and Facebook,” Medium (Mar 8, 
2019)

13



1. 문제의 소재

<반독점혁명운동의입장>

◆ 오늘날GAFA가지배하는경제현실은디지털/테크노봉건주의

◆ AI/빅데이터라는착취도구로무장한 GAFA는마치중세시대악덕봉건영주처럼 (i)

이용자를 무료서비스에 중독시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착취하고 (ii) 데이터

라벨링마킹종사노동자를저임금으로착취하고 (iii) 중소기업을거래중개수수료

로착취하거나경쟁에서도태시키고 (iv)정부를포획하여→富를늘려감으로써빈

부격차를심화시키고민주주의를훼손하고있음

◆ 오늘날경쟁법 rule of reason은자유방임적자본주의에봉사하고대중착취의진실

을은폐(GATA에유리)하므로 폐기해야하고, “New Competiton Law”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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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언론인터넷미디어를통해 반독점혁명운동이소개/보도되면서, 보통사람들은

물론이고,정치권/경쟁당국에도영향을미침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GAFA를이미제재타겟으로삼고있고, 새로운규

제법(이른바 ‘New Competition Tool’)을마련중에있으며, 반독점혁명운동

과방향성이거의같음

- 미국의 경우, 최근 Warren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기존 경쟁법으로는

GAFA를규제하기어렵다는이유로새로운규제입법을주장하고있음

- 지난 2020. 7. 30. 미연방의회는최초로GAFA 최고경영자들에대한청문회를

개최하는등정치권에이미반독점혁명운동이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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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 한국의경우 GAFA에해당하는정도의거대플랫폼은없으나,최근공정위

는 (i) 정보(데이터) 독점이가능하고 (ii) 빅데이터가진입장벽으로기능한

다는전제에서,플랫폼규제를공표하였음

◆ 반독점혁명운동은 플랫폼 산업은 물론이고 경쟁법의 존재 이유와 기능

에대해서도큰영향을미칠수있음 →정치적이유로경쟁법이규제법

이되고경쟁당국이규제당국이되면,경쟁법고유의기능은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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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정보와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한 새로운 현상과 관련 처리 기술을 모두

망라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의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의를 제시는 극히 어

려움 (3v, 4v, 5v…)

◆ 빅데이터 문제가 처음 제기된 미국/유럽에서도 명확한 빅데이터 개념 부

재를 지적하면서, 경쟁법 차원에서는 주로 3V (대용량Volume, 빠른생성속

도Velocity, 다양성Variety)에가치Value를더한4V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칭

함

◆ AI/빅데이터 처리 기술 비용 하락으로 중소형 플랫폼도 빅데이터 활용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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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정보와 빅데이터

<이용자정보와빅데이터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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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정보와 빅데이터

<빅데이터는기업자산이며거래상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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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와 시장지배력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은 거래상품을 전제로 함

◆거래상품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이 성립될
수 없음

◆경쟁법 의미에서 “데이터에 대한 독점화”는 불가능

- 데이터자산(배타적 소유)과 데이터독점은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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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와 필수요소(설비)

◆ 빅데이터가 플랫폼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소라는

점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경쟁법상 필수요소(essential facility)로 볼

수 있는가? 

◆ 프랑스/독일 경쟁당국은 필수요소일 수 있다는 입장

◆ 한국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지침도 유사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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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와 필수요소(설비)

<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필수요소>

1.  당해요소를사용하지않고서는상품이나용역의생산․공급또는판매
가사실상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
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2.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독점적으로소유또는통제하고 있을

3.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당해요소를재생산하
거나다른요소로대체하는것이사실상법률상또는경제적으로불가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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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와 필수요소(설비)

<이용자정보의 편재성/비경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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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빅데이터와 필수요소(설비)

<빅데이터는 ① 플랫폼사업상필수요소는맞지만 ②경쟁
법상필수요소가되기는어려움. 규제론은 ①과 ②를혼동>

◆ 멀티호밍으로인한 이용자정보의편재성 및 비경합성→ 이른바
lock in 현상이 있다고 해서 멀티호밍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이미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각자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있음

◆ 이용자정보를얼마나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서 사업에 활용할 빅데
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개별 역량에 달
려 있음 (중소 플랫폼도 빅데이터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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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규제론>

◆ 빅데이터 강화로 피드백 효과가 증폭되면, 빅데이터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여, 시장지배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data-

driven merger 금지 가능)

◆ 빅데이터는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이라는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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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빅데이터강화로인한피드백효과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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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 빅데이터 강화는 최초 시장진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실

패/성공의반복과정에서시행착오를 거쳐 나타남

◆ 만약최초의시장진입단계에서무료서비스가이용자와투자자의관

심을끌지못하면, 빅데이터강화기회도없이시장에서퇴출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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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 빅데이터 활용은 결국 더 많은 이용자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경

쟁행위”이므로→이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형성·강화는 경쟁의 결과

◆ 즉 빅데이터 활용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강화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빅데이터를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으로 볼 수는 없음

◆ 현실에서 시장진입/퇴출이 빈번하게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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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진입/퇴출사례>

◆ [검색 ] 미국에서는 Microsoft와 Yahoo!가대세이던시기에 Google 진입, 국내에서도

Yahoo!와 Lycos가 대세이던 시기에 Naver와 Daum이 진입, 가장 최근에는

DuckDuckGo가진입.

◆ [인터넷 포털] Yahoo! Korea가 대세이던 1999년 Naver가 진입, 2004년에는 파란

(parna.com)이진입하였고, 2012년에는 Yahoo! Korea와파란이퇴출

◆ [동영상] Pandora TV가대세이던시기에 YouTube가진입, YouTube가대세인시기에

도BuzzVideo,틱톡등이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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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진입/퇴출사례>

◆ [메신저플랫폼] 2000년대대세이던NateOn메신저는퇴출, Twitter,카카오

톡,네이버라인, Telegram, Twitter등이진입

◆ [SNS] 1999년 Cyworld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2010년 Facebook, 2012년

Naver Band가진입. 2011년Google은Google+라는 SNS서비스를출시하였으

나, Facebook과 Twitter와의경쟁에서패하여퇴출

◆ [음식배달 ] 배달의 민족은 2010년 빅데이터 없이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에배탈통,딜러버리히어로(DH) ‘요기요’, 진입

30



5. 빅데이터와 진입장벽

◆ 최근에는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플랫폼 자신의

상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하이브리드 플랫폼), AI/빅데이터 기술 확산으로

중소규모 플랫폼도 빅데이터를쉽게 활용하는 등, 플랫폼이점점복잡하고다양

화되고경쟁도더욱치열해지고있음

◆ 미국GAFA도중국 BATH와경쟁

◆ 최근인도 ‘Geo platform’이 24조원의투자액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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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정보와 시장지배력

<규제론>

◆ 이용자정보는 실제로는 (+)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0’

의 가격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수요 시장지배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프라이버시 보호를 質的 경쟁요소로 보고→ SSNDQ 테스트로 프라

이버시 관련시장을 정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 저하는 경쟁제한

행위이므로→이로부터 당연히 시장지배력이 도출된다는 주장도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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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정보와 시장지배력

◆ 이하에서는 이용자정보를 일단 “거래상품”이라고 전제함 (거래상품

이 아니면 시장지배력 불가능)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최초 형성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용자에

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로 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 구조라

는 점을 고려하면→이용자정보의경쟁가격이 (+)라고 볼 만한 근거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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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정보와 시장지배력

◆ 이용자정보가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원재료라는 점에서 (+)의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음

◆ 그러나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정보를 수집·저장·분석·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

◆ 이용자정보가 (+)의 잠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이를 빅데이터의

가치와 같다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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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서비스를이용자정보 제공의 대가로 의

제하더라도, (+) 가치의 이용자정보 가격이 ‘0’이라고 해서 수요 시장

지배력을 인정할 수는 없음

◆ “프라이버시 보호”는 경쟁요소가 될 수 있음. But 독자적인 관련시장

으로 정할 수 없고, 약관을 통해 정보 활용에 동의한 상황에서 프라이

버시 보호 수준 저하가 발생했다는것은 지나친 비약임 – 프라이버시

문제는 다른 법률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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