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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Post COVID-19 온라인 플랫폼 경제 구조
Multi-homing
B2B 플랫폼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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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creating a framework that allows business users and end users
to use multiple platforms and switch easily, in particular through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Multi-homing

 By identifying the dominant, gatekeeper platforms and
mandating them to open up data access as well as prohibiting
actions that lock in users and stifle competition;
 By adapting competition policy to the fast-changing digital
markets and complementing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with
innovative tools and enforcemen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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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ation of B2B platforms is dependent on several fact
ors including network effects, economies of scale, the possibility of
multi-homing, capacity constraints and differentiation of services.

Research
findings

Exclusive contracts that lock-in business users, reducing their abilit
y to multi-home
Closed platform ecosystems can result in technical lock-ins and lea
d to a high cost of switching.
The potential harmful practices in which B2B platform services may
engage include self-preferencing, limited data portability and data
access.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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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sts of multi-homing and switching, and the dependence of busin
ess users on data held by platforms, are likely to be important factors t
hat diminish the bargaining power of business users.

Research
findings

B2B platform practices such as the tying and bundling of services make
it harder for business users to multi-home, increasing the risk of platfor
m lock-in.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re likely t
o be at particular risk, due to their lack of bargaining power.
The monopolisation of data by incumbent platforms has been suggest
ed as a barrier to new entrants to the market, and platforms have incen
tives to limit data sharing and enforce exclu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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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용자

노동자

사회

• 경쟁과 혁신
• 경제성장
• R&D
• 데이터 독점
• 감시 자본주의

• 편익과 후생
• 플랫폼을 통한
범죄
• 피해구제의 곤란
• 프라이버시 저해
• 개인정보 침해

• On-demand work

• 미디어 붕괴
• 가짜뉴스
• 환경문제
•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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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력

플랫폼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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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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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배경
 EU가 주목한 쟁점들은 대부분 현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플랫
폼의 지대한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

EU P2B
Regulation

 문제의식
 플랫폼의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자의적인 목록 삭제나 계정 정지
 검색 순위에서의 문제점
 중소사업자의 사업에 검색순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침
 온라인 플랫폼 순위 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 결여

입법배경과 문제의식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제한
 플랫폼의 자사 경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결여 등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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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법 추진 현황
법제

플랫폼 관련 적용대상

DSA & DMA (2020)

Digital Services
Intermediary Services/Online Platform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1)

2021.11.15.

AI-based Services

최경진

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기업의 핵심 역량인 AI 학습 데
이터 및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데
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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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법 추진 현황
법제

플랫폼 관련
적용대상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2021)

Platform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2021)

Platform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2021)

Platform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ACCESS Act) (2021)

Platform

Merger Filing Fee Modernizing Act
(2021)

-

State Antitrust Enforcement Venue Act
(2021)

-

2021.11.15.

최경진

경과

입법배경

2020년 10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
2021.6.11.
원회’가 빅테크 기업 4곳(구글, 아
2021.6.23.~24.
발의
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시장지배
하원 법사위
력과 해당 지배력의 남용 여부를
통과
규명한 보고서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의 후
속조치로 발의됨
2021.5.21.
발의
14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전혜숙의원대표발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정부발의안, 민병덕의원대표발의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안, 민형배의원대표발의안,
김병욱의원대표발의안)

국내
입법 추진
현황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안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송갑석의원대표발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대표발의안, 김병묵의원대표발의안, 전재수의원대표발의안,
윤관석의원대표발의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철민의원대표발의안, 이수진의원대표발의안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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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대상
2021.11.15.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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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2B Regulation
• 온라인 매개 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 정보사회서비스 +
• 해당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
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
+
• 계약적 기초

EU DSA
• Intermediary services
offering network
infrastructure: Internet
access providers, domain
name registrars
• Hosting services such as
cloud and webhosting
services
• Online platforms bringing
together sellers and
consumers such as online
marketplaces, app stores,
collaborative economy
platforms and social media
platforms.
• Very large online platforms
pose particular risks in the
dissemination of illegal
content and societal harms.
Specific rules are foreseen
for platforms reaching more
than 10% of 450 million
consumers in Europe.

EU DMA

US 플랫폼 법안

• Gatekeeper
• §3①
• 경제적 지위가 강하고 내부 시장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
EU 국가에서 활동
• 강력한 중개 위치를 가지고 있음.
즉, 대규모 이용자 기반으로 많
은 비즈니스에 연결
• 시장에서 확고하고 안정적인 위
치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에 근
접함.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임을 의미
• §3② Core Platform Provider
• 최소 3개 이상 회원국에서 온라
인 검색‧SNS 등 Core Platform
Service 운영
• 유럽내 연매출액 65억유로 이상
또는 평균 시가총액 650억유로
이상
• 1년간 월평균 이용자 수 4천5백
만 이상 및 이용사업자수 연간 1
만개 이상

•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
액이 6000억 달러 이상 +
•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이용
자가 최소 5000만 명 이상 또
는 미국에 기반을 둔 월간 이
용사업자 최소 10만 이상 +
•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거
나 직접 관련된 제품이나 서
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위한
중대한 파트너

※ 해당 법안
-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2021)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2021)
-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2021)
-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ACCESS Act) (2021)

※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되는 의무는
SMEs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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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B

Platform

규율
대상

플랫폼 공정화법

Gatekeeper

P2C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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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B

Platform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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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대상

P2C

Gatekeeper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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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B

Platform

규율
대상

P2C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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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Gatekeeper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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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or
중개·관여의 정도
2021.11.15.

최경진

21

무엇을 규정할 것인가
2021.11.15.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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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항의 투명성 요건(제3조제1항)

EU
P2B
Regulation
(2019)

 이용약관은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계약체결과정을 포함한 전 상업적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게약조
항은 쉽게 접근가능해야 함
 이용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중지 또는
종료의 근거를 계약 조항에 명시할 것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통망과 잠재적 제휴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
 이용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계약조건의 효력
과 관련한 일반적 정보를 포함할 것

 계약조항의 변경(제3조제2항)
 계약조항의 변경 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함
 변경 통지기간은 최소 15일
 적절한 통지가 없거나 통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시행된 계약조
항의 변경은 무효

2021.11.15.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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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한, 정지 또는 종료 조건 규정
 제한의 예시: 노출에 관한 순위 하락 등 Dimming
 사유 고지 의무
 제한 또는 정지가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공급하는 개별 상품이나 서
비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발효되기 전 또는 동시에 이유를
고지해야 함(제4조 제1항)
 완전 해지시에는 최소 30일 전 고지(제4조 제2항)

EU
P2B
Regulation
(2019)

 고지기간 면제 대상(제4조 제4항)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또는 규제 의무에 의해 특정 이용
자에 대한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종료 또는 제한할 의무
가 있는 경우
 즉각적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회원국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경우
 이용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익형량 및 비례성(Recital 23)

 순위 투명성 - 순위 기준 명시 의무(제5조)

2021.11.15.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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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에 부여할 수 있는 차별적 취급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를 규정(제7조)
 기업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
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활용 여부에 대하여 약관에 명
시하도록 함

EU
P2B
Regulation
(2019)

 계약관계의 신의성실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수 계약 조건
(제8조)

2021.11.15.

최경진

 계약의 소급변경 금지
 해지권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플랫폼 이용계약 종료 후 이용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
한 기술적·계약적 접근의 상세를 계약조건으로 규정할 의무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9조)
 데이터 이용에 대한 투명성 의무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에게 고객 데이터 또는 플랫
폼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정도를
계약 조항에 규정
 플랫폼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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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C’ 조항의 명시 및 공개 의무(제10조)

EU
P2B
Regulation
(2019)

• 플랫폼 이외의 수단으로 다른 조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제한근거는 주요한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 고려를 포함해야 함

내부 민원처리 시스템(제11조) 및 조정(제12조)

온라인 플랫폼 경제 관측기구(Observatory on the Online Platform
Economy)가 P2B Regulation에 따른 이행여부, 규제에 따른 영향
등을 조사하고 집행위원회가 정책 평가 및 수정에 참고하게 됨

2021.11.15.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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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유형 플랫폼 모두에게 부과되는 사항
• 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관의 적용과 집행 등을 포함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
• 이용자의 기본권을 고려한 서비스 약관 마련 및 약관 공개, 감독기관 등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일창구 마련 등
네트워크 인프라 중개업체를 제외하고 부과되는 사항
• 불법 콘텐츠에 관한 통지 및 삭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되,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장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내용

DSA

• 이용자가 불법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되, 불법콘텐츠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한
이의제기 등의 방안 마련
• 불법콘텐츠에 대한 ‘Trusted flagger’와 협력체계 구축
•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식별 지원
• 온라인 광고 노출과 관련하여 광고주, 광고의 노출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만 부과되는 추가적 의무 내용
• 플랫폼이 불법적 내용을 전파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민의 의사결정 등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상기 분석 및 평가 결과 구조적 위험이 발견되면, 약관 개정, 내부 감독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플랫폼 자체 비용으로 동법 준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감사 보고서에 따른 권고안을 이행해야 함
•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중요매개 변수를 공개하며,
이용자에게 추천 시스템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 EU 집행위 등이 동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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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초대형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위반시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초대형 플랫폼이 아래 각 의무/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
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Periodic Penalty Payments) 부과

DSA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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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에 따른 정보요구결정에 따른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제54조에 따른 현장조사 명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명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
제58조제1항에 따른 미준수 결정 (non-complianc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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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A가 규정한 새로운 의무의 영향
 불법 콘텐츠 제거 및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온라인 이용자의 기본
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선
 플랫폼에 대한 공적 감독 강화

 핵심 변화
 사용자가 온라인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응하는 조치
 불법 상품 판매자를 식별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비즈니스 이
용자의 추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의무
 이용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장치
 추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온라
인 플랫폼의 투명성 조치
 위험 기반 조치 및 위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초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무
 대형 플랫폼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연구원의 접근
 온라인 공간의 복합성을 다루는 감독 구조

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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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와 타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말 것

이용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한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타사 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 (‘MFC Clauses’ 금지)

DMA

Gatekeeper
의무
(제5조)

이용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획득한 이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홍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용사업자가 관계당국에 자사 플랫폼을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특정 서비스 사용을 요구하지 말 것

이용사업자, 이용자가 자사의 특정 서비스에 가입‧등록하기 위해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등록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

광고주와 출판업자가 지불하는 비용, 플랫폼이 출판업자에 지급하는 보수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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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최종 이용자가 플랫폼의 선탑재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

DMA

부가의무
(제6조)

최종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의 앱‧스토어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타사에 비해 노출순서 상 우대하지 말 것

최종 이용자가 자사 플랫폼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서비스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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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업자 등에게 자사의 운영시스템 및 HW‧SW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광고주‧출판업자에게 광고효과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DMA

부가의무
(제6조)

이용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동 수단을 제공할 것

이용사업자 등이 집적 또는 비집적 데이터를 무료로 효과적이고 고품
질의 지속적인 실시간 접속 및 이용을 가능하도록 할 것
제3의 온라인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랭킹, 검색 등에 대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것
이용사업자의 앱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일반 조건 하에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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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Gatekeeper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체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 부과(제26조)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제27조)

 감독체계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집행권한을 행사







DMA

정보요청
Gatekeeper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을 가짐
임시조치
동의의결
감독
미준수결정

 Dig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행태적 또는 구조적 구제 조치(behavioural or structural) 가능(제16조)
 구조적 구제 조치: 법적, 기능적 또는 구조적 분리
(legal, functional or structural separation)(Recital 64)
 5년내 3회 이상 미준수 결정 또는 과징금 결정 → 구조적 미준수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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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혁신
• Establish a new ex-ante pro-competitive re
gulatory framework with an enforceable co
de of conduct for gatekeeper platforms
• Ensure freedom of competition
• Strengthen competition rules for merger co
ntrol for gatekeeper platforms
• Ensure fairness of intermediation
• Ensure sovereignty of user decision-making
• Institutionalise a robust and adaptive set of
enforcement mechanisms

Policy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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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Policy options

•
•
•
•

Redefine the category of 'employee'
Set minimum wages
Extend workers' rights over data
Support platform cooperatives

소비자, 사회적 위험 및 지속가능한 환경
• Support transitions to greener mobility platforms
• Maintain Covid-19 support measures for platform wor
kers

2021.11.15.

최경진

35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 (X)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종래 법률 → 플랫폼 적용 증명
• (O) 분석 및 조사 → 규제 논거 마련 → 입법을 통한 새로운 기준 마련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 고려

플랫폼 법제
개선방향

플랫폼에 대한 다면적·다각적인 규율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최종이용자에 대한 차별화된 규율방식
플랫폼의 규모, 역할 및 영향력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
계약적 측면 v. 비계약적 측면
• 계약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른 책임
• 정보의 유통 및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책임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일원화 및 신속화

2021.11.15.

최경진

36

자율규제 촉진: 협력적 공동규제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의 의무 신설
• 차별금지, MFC 조항 금지
• 투명성, 개인정보 접근 및 이용 허용, 데이터 이동성,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등

집행력 담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플랫폼 법제
개선방향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 실태조사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규제 체계의 필요성
• 플랫폼 규제 거버넌스
• 전문규제: 플랫폼 사후규제(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사전규제(과학기술정
보통신부)
• 일반규제: 공정경쟁 규제(공정거래위원회)
• 법제 체계(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이용자법)
• 일관성 확보 및 중복 지양
※ 향후 정부조직 개편 시 플랫폼 경제에 맞는 플랫폼형 거버넌스 고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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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장적
플랫폼

플랫폼법

혁신의
플랫폼

자율규제
플랫폼

상생의
플랫폼
분쟁해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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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r than
they appear

kjchoi@gacho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