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 연구

2017. 12.





제       출       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 연구”의 최종연구개

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수탁 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책임자 : 교     수  홍 대 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구원 : 교     수  이 경 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     수  이 영 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책임연구원 채 정 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연  구 원  소 병 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i -

요    약    문

1. 제목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술 발달과 사업 영역 확대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

해가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규제 당국은 이들을 뒤따르는 형태로 가고 

있다. ICT 산업 특성상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단시간에 독

점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지속적인 감시와 경쟁

상황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시간에 산업의 쏠림 

현상 및 경쟁 상황 악화가 발생하기 쉬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의 규제 프레임을 넘어 해당 산업을 위한 별도의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

다. ICT 생태계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가 수반

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시장 획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면사업모델을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시장 획정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의 필요성이 여기서 시작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

폼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사례 및 경쟁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의미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

폼 영역의 시장 획정 방법론과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절차 및 지표, 평

가 방법을 제안한다. 



- ii -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및 공정경쟁 기초 연구 

  -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및 경쟁 

정책

  - 플랫폼 분류 체계 

  - 플랫폼(검색엔진, 모바일OS, 온라인 쇼핑) 시장 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방안 제안

4. 연구결과

  - 플랫폼 중립성 및 공정경쟁 기초 연구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네트워크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더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도 더욱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 정책은 

중요하게 부각된다. 국내외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해외 경쟁정책을 고찰하였다. 경

쟁법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본 결과, EU와 독일의 

시장 획정이 상이하며 독일의 경우는 명확한 시장 획정을 실시하지 않거

나 플랫폼의 양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식을 채

택하였다. 경쟁법 적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판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플랫폼 시장 특유의 측정 지표 외에도 경쟁법상 전통

적인 지표인 시장점유율이나 인터넷 분야에서의 혁신에 따른 잠정적 경

쟁의 정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

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경제분석’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

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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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분류 체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

폼 유형 분류가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 플랫폼 유형들은 플랫폼의 기능, 

역할,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의 유형, 거래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

여 분류해 왔다. 한 분류 체계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혼용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동향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기능 및 서비스 유형에 근거한 

유형 분류가 현실적으로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유사서비스

로 분류된 서비스군이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 분류 중 가

장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참

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 및 금융 관련 플랫폼으

로 구분되는 여섯 가지 유형이다. 또한 플랫폼 유형 분류의 목적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개방성, 통제권 등)에 근거한 분류도 가능하다. 이는 플랫

폼에 대한 규범적 접근시 필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내재하고 있는 속성과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플랫폼 유형 분류는 정태

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플랫폼(검색엔진, 모바일OS, 온라인 쇼핑) 시장 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시장획정을 위해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OS 플랫폼, 유통 플랫폼, 서비스 플랫

폼을 선택하여 시장획정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플랫폼 분류 사례 시장획정

OS 플랫폼
모바일 OS

Android, iOS 

∙  소비자면과 앱 개발자면 모두 

   독립시장

유통 플랫폼 오픈마켓
∙ 소비자면-일반쇼핑몰과 동일시장

∙ 판매자면-독립시장

서비스 플랫폼 검색엔진
∙ 이용자면-전문검색서비스와 

           동일시장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시장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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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방안 제안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평가대상

을 선정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하며, 경쟁상황 판단을 위해 관련 시장의  

주요 지표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해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온라인 플랫폼 평가대상 선정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플랫폼 

시장의 성숙도, 유력한 사업자 존재 여부, 다른 관련 시장 경쟁상황 평

가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의 포함 여부를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

면 또는 다면 시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각 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 때 

엄밀한 분석은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포함 가능한 2~3개의 범위를 

설정하여 시장을 가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 

선정과 정량적 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신뢰성을 보유한 자료가 확보되

면, 분석대상 플랫폼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들을 적용해야 한다. 평

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지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유

형 플랫폼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시장 구조 관련 평가 

지표들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플랫폼으로의 

경쟁압력 정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양면의 각각에서 점

유율 또는 매출액 변화를 지표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한 유형의 플랫폼에서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시장지배력 전이를 평가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시장지배력을 갖는 플랫폼에서의 매출액, 시장

지배력 전이를 유발하는 서비스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성장 초기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함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대표적인 플랫폼 사

∙ 광고주면-온라인비검색광고와 

           동일시장

∙ 광고주면-오프라인광고와 

           동일시장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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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나 서비스의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동향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 주요국의 플랫폼 경쟁정책 및 경쟁법 적용 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

점 및 정책적 함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 이슈 및 정책 방안

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플랫폼 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및 제안은 향후 플랫

폼 시장의 동향 파악 및 시장 획정 시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유

형 분류를 응용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 획정 방법론 및 경쟁상황 평가 지표에 대한 제

안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위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및 플랫폼 

중립성 등 관련 정책 프레임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풍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6.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플랫폼 중립성 이슈, 시장 획정,  경쟁상

황 평가 등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에 기여한다.

  -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

위 남용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정 경쟁 촉진 방안 모색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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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슈가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 수준이 매우 낮은 온라

인 영역에서 규제 이슈가 대두되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환경

적 요인과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된 산업적 요인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1. 환경적 요인

  인터넷 공간에서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ISP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한 

것에 비해,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네트워크보다 플랫폼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그림 1-1] 온라인 플랫폼의 게이트키핑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부상은 단순히 양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보다 

플랫폼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커졌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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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질적으로 상이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배포와 단말의 활용이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윤성

운 외, 2016). 스마트 단말에서는 이용자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

자재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단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에 따

라 앱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이용자의 앱 선택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통제력을 갖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부

각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앱마켓

을 제공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앱마켓 등록 및 관리 절차에 의해 

앱의 시장 출시를 게이트키핑하고 앱마켓 운영 정책에 의해 인앱거래

(in-app-transaction)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수익으로 창출하

고 있다. 앱마켓 보유자의 앱의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보다 더 늦어지거

나 앱 개발자가 도입하려는 인앱구매(in-app-purchase) 앱마켓 보유자의 

승인이 보류될 경우 앱 개발자의 시장 진입이 늦어져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 하에서는 그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

다.  

2. 산업적 요인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능정보사회로 사회 체

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양면사업모델(two-sided business model)을 채택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면하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고

객군간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가 얼마나 발현될 

수 있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다. ICT 부문에는 다양한 유형

의 플랫폼이 등장하여 서로 다른 고객 군들을 연결시켜 거래를 창출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ICT 부문에서 이와 같은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플랫폼은 크게 OS 플랫폼, 유통 플랫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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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승자독식

(winner-take-all)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한 플랫

폼 사업자로의 쏠림(tipping)이 발생하여 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한다. 간접

적 네트워크 효과란 플랫폼의 한 고객군의 편익(benefit)이 다른 고객군

의 수 또는 규모와 정(+) 또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양면사

업모델이 적용되는 ICT 부문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플랫폼에서도 지배적 

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며, 이미 몇몇 형태의 플랫폼에서는 유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또한 한 유형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배

력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장악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존재할 수도 있다. 한 유형의 플랫폼을 운영

하는 사업자가 시장력(market power) 또는 시장지배력(market-dominant 

power)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른 유형의 플랫폼

으로 장악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OS 플랫폼 사업

자인 구글은 모바일 단말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OS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대신 자사의 검색 엔진을 포함한 메

일, 캘린더, 지도 등 자사의 주요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

를 번들로 탑재시키고 있어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에서 심사를 하고 있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정경쟁 측면에서 플랫폼의 각 유형별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배경

1.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 

  모바일 생태계에서는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거나 접근을 배제하는 식의 

배타적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접근 절차를 늘리거나 쉽게 노출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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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간단한 진입장벽에 의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이 훼

손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월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소

지가 있다.  

  그러나 배타적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플랫폼의 시장 경쟁이 충분할 경

우 배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경쟁 저해성에 대한 우려가 적어지는데, 시

장에 유효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 경쟁 앱 제공자에 대한 차별적인 봉쇄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추가 이윤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봉쇄효

과가 나타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

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적 행위를 할 동기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생태계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단기간

에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기반 확보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각 유형별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지속

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별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도입 배경은 통신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라는 특성상 신규진

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통해서만 경쟁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

문이며, 방송시장의 경우 IPTV법 도입 당시 통신 사업자에 의한 유료방

송시장 잠식 우려로 이를 감시 또는 규율하기 위함이다. 경쟁상황 평가

의 일반적 목적은 정부개입(사전규제)이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 사업

자를 식별하고 규제의 종류 및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16).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터넷 경제에 대해

서는 사전 규제가 거의 없다. 사전 규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특별히 불공정한 행위가 관찰될 경우에만 사후 규제를 한

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ICT 산업은 기존 규제 프레임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규제 프레임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며 정

적 균형 상태를 지향한다. 하지만 ICT 생태계는 동적이며 비선형적인 특

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의존성을 시스템의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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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의 융합 등 가변적인 시장 환경이 되면서 기

존의 규제원칙으로는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진화할 수 있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투자하고 혁

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플랫폼 영역에 대한 관련 시장 획정 방법론의 필요성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유력한 시장지배적 사업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장 획정(definition of relevant market)이 

필요하다. 관련시장 획정은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가 성립하거나 성립할 

수 있는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획정은 경쟁이 실재(實在)하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

이 의미 있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영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주된 목적은 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사업상 

행위를 행하는 데 작용하는 경쟁상 제약(competitive restraints)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

라 시장 참여기업들의 시장력 또는 시장지배력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관련시장 획정은 사업과 거래의 상황,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실재(實在)하는 시장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

한 것이므로,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 양면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시장 획정 일반론은 다음과 같다. 

  관련시장 획정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경쟁이 (의미 있게)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특정 사업자가 사업상 행위를 하는 유인과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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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작

업에는 (i) 하나 이상의 시장이 다면플랫폼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ii) 

많은 디지털 서비스가 제로 가격이므로 가격에 기반한 지표에 대한 의존

은 취약하다는 점, (iii) 시장 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양면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직면하는 각 

측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하며, 이는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 FTC, 

EU, 일본 총무성(總務省)은 SSNIP 테스트에 따라 규제대상 시장을 획정

하되 잠재적으로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 대체성을 고려하

여 관련시장을 획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플랫폼 영역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방법론 구축의 필요성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은 현재

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건이나 마이

크로소프트의 야후 검색사업 부문 인수 건 등에서 광고주 측면을 대상으

로 시장획정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 사례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이베이

의 지마켓 인수 건에서 공정위가 정의한 시장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안드로이드 OS와 구글의 다양

한 앱들의 결합판매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나 관련시장 획정 방

식에 대하여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i)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를 위한 시장획정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ii)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도 단면시장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관련시장 획정 방안이 적절하

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면 시장형 사업모델에서 SSNIP 테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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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임계매출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indirect network effect)가 특징인 양면사업모델이 채택되는 시장에 그

대로 적용될 수 없음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합의되었다(신일순, 

2009). 양면시장형 사업모델에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임계매출손실분석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문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이 SSNDQ 테스트 방안을 이용하여 검

색서비스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을 시도했으나, 이 방안은 널리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전 세계적으로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i) 시장구조, ii) 시장성과, iii) 사업자 행

위, iv) 이용자 대응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지

표들을 개발하고 파악하는 분석 틀이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

원(2016)에 의하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관련 지표를 보완·대등한 주요 

지표로 삼고, 사업자 행위 및 이용자 대응력 지표는 보충적 지표로 간주

되고 있다. 

항목 세부지표

시장 구조

시장집중도를 설명하는 시장점유율과 HHI 등이 고려

필수설비로 표현되는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기술‧
제도적 요인들도 고려

사업자 행위 요금경쟁, 비가격(품질‧서비스‧마케팅‧투자) 경쟁, 반경쟁 행위 등이 고려 

시장 성과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요금수준 등이 고려

이용자 대응력 전환장벽, 정보획득의 용이성, 대응구매력 등이 고려

[표 1-1]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항목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항목별 주요 지표들

은 위 표와 같다. 먼저 시장구조 자체에 대한 것으로 시장집중도를 설명

하는 시장점유율과 HHI 등이 고려되고, 필수설비로 표현되는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기술‧제도적 요인들도 고려된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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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요금수준 등이 고려된다. 사업자 행위는 

기업의 행위가 경쟁촉진 및 이용자 후생 증대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

어지는지를 평가하며, 요금경쟁, 비가격(품질‧서비스‧마케팅‧투자) 경쟁, 반

경쟁 행위 등이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대응력은 요금, 이용조건 

등을 통한 공급자의 지배력 행사에 이용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하기 위한 지표로, 전환장벽, 정보획득의 용이성, 대응구매력 등이 고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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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플랫폼 중립성과 공정 경쟁 기초 연구

제 1 절 ICT 생태계에서의 규제 프레임의 변화

  기존 산업에서 정부 규제 프레임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이상적인 시장모

델로 가정하고 정적 균형 상태를 지향하며 각 플레이어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ICT 생태계는  

서로 이질적인 플레이어가 공존하며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급속하

게 비선형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이 생겨나도 장기적으로 보면 역동적인 변화 속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생태계에서 정적 균형 상태에 도달하

기 위해 규제를 시행할 경우, 만약 규제가 잘못 설계되면 바로 고쳐질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막대한 규제비용을 치르게 된다. 특히 ICT 생태계에서의 잘

못된 정부 규제는 그 피해가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 

  반대로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믿고 규율을 하지 않을 경우, 쏠림 현상

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연관된 시장에서의 독점화가 급속히 진

행될 수 있다. 즉 어느 산업보다 집중화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대 상대방의 고착화나 편재성이 강할 수 있는 ICT 영역의 특성을 고

러하면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적극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윤성운 외, 2016, p.63). 

  특히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는 규제 대상이 아닐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무임승차

(regulatory free-rid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법이 한쪽 사업자

만 규율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규율하지 못할 경우 경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Fetzer․김태오, 2016,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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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소비

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동적인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플랫폼의 특성

1. 플랫폼 시장의 경제적 특성

  ICT 플랫폼에서는 비용에 기반하지 않는 가격 책정이 많고, 무료로 제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프라이스(zero-price) 마켓이 급증하고 있

다. 이는 플랫폼이 양면시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

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플랫폼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

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그 양측에 적절히 비용을 부과하여 시장에 참여

할 유인을 제공해 주는 시장으로(Rochet & Tirole, 2004), 서로 다른 복

수의 이용자 집단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이상규, 2010, p.10). 양면

시장에서는 상호 관계를 갖는 사용자들 간에 내부화가 되지 않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내부화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고(최승재, 

2008), 양면 시장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 그룹의 이용자들

과 거래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익과 경제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김성환 외, 2008).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한 콘텐츠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차별적인 

가격을 부여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차별적 행위를 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정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감소의 폭은 

네트워크 효과에 비례하여 나타나게 된다(Lee & Wu, 2009). 따라서 인

터넷 서비스를 차별적 가격으로 운용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경우,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사업자의 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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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산업이 양면시장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는 (i)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호 구

분되는 두 그룹의 고객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품/서비스가 존재하기 위

해서는 두 그룹의 고객이 필요하며, (ii)고객 그룹 간에 간접적인 네트워

크 외부성이 있어야 한다(Evans, 2003; Hesse, 2007). A와 B 그룹으로 구

성된 양면시장이 있을 때 A 그룹에서 가격이 인상되면 그룹 A의 이용자 

수가 줄게 되고, 이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에 의해 그룹 B에 영향을 

주어 그룹 B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탈하게 된

다. 그룹 B의 이용자 감소는 다시 그룹 A의 플랫폼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차 외부 효과를 지니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는 플랫

폼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그룹의 수요 특성 및 

그룹 간 효과를 고려하여 양쪽 수요의 균형을 유지한다(김성환 외, 

2008).  

  이처럼, 양면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가격 설정이 주요한 전략으로 작동한다. 양면 시장에서는 가격의 

수요 탄력성에 따라 가격 전략을 차별화하게 되는데, 가격 탄력성이 높

은 시장에서는 상품/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유료화하여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을 보조하는 것이다(윤

종수, 2011). 즉, 양면시장에서는 어느 한 시장에서 상품/서비스를 무상으

로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시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

여 다른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

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네트워크 외부성

의 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하게 된다(Rochet & Tirole, 2004). 한편, 멀티 

호밍1)이 가능하면 다른 경쟁 서비스의 사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트

워크 외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순환 고리의 일부가 끊어지게 된다.   

  양면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이슈를 분석할 경우에는 단면시장의 논리를 

1) 양면시장에서 한 이용자가 하나의 플랫폼만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싱글 호
밍(single-homing), 한 이용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멀티
호밍(multi-homing)이라 한다(김성환, 2011,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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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되어 있는 양면 혹은 다면의 시장 모두

를 고려해야 한다. 양면 시장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의 획정부터 시장지

배력의 판단, 진입, 효율성에 이르는 다양한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분석

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Hesse, 2007). 그러나 양면을 모두 고

려하여 포괄적으로 시장획정을 하면 시장획정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현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방

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 시장지배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양면시장의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 양면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최승재, 2009), 개별 면으로 

시장을 획정하되 양측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남재현, 

2008), 각 면면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양면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각 면을 대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면으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는 견해

(황창식, 2009)가 존재한다(김현수, 2011, 재인용). 현재 각국의 규제 당국

은 일률적으로 양면 시장 혹은 한쪽 단면으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기보

다, 사안별로 경쟁제한 효과와의 관련성에 따라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양면시장에서는 한계비용 내지 평균가변비용 이하의 가격설정을 하였

다고 해서 이 가격이 약탈적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Armstrong & Wright, 

2004, pp.24~25). 그리고 한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독점 가격을 

부여한다고 이 기업이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면시장에서는 양측의 수요 특성과 양측 간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비대

칭적 요금구조가 더 효율적이며, 한계비용과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 본래의 특성으로 인해 비용에 기반하지 않는 가격 책

정을 하고 교차보조를 하며 사실상의 산업 표준을 설정하는 기업에 대해 

의심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면(multi-sided) 시장에서는 타당성

이 부족하다(Wright, 2004).

  양면시장에서는 잠재적 시장 진입의 이슈도 양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장대철·정영조·안병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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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전통적 시장에서는 지배력 전이가 상류-하류시장의 결합 및 약

탈적 가격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양면시장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 

및 상호의존적 가격설정전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양면시장을 분석할 때 관련 사안을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플

랫폼을 중심으로 양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위는 각기 독립된 관련 시

장에서 행해지는 특정 행위가 아닌 융합된 ICT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

델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ICT 시장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여

러 유형이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통제와 가치 로직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플랫폼과 공급자들은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서로 중개

하고 조정한다.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일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양한 그룹과 거래하면서 이 

그룹 간에 이익의 균형을 잡고 고객에게 개방할 것인지 고착시킬지 균형

을 맞춘다(Cortade, 2006).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술적 정의이

든 경제적 정의이든 이러한 정의 방식은 플랫폼의 개념에 대하여 그 구

성요소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기술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플랫폼은 대개 다수의 집단 개체가 모여드는 곳을 의미하는데, 기술적 

차원에서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 기

반을 의미하며, 전송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콘텐츠

를 전송하는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해왔다(이상우·김원식, 

2007).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복수의 이용자집단이 거래나 상

호환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이상규, 2014) 또는 양쪽의 이용자 그룹을 매개하여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매개체 또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

를 의미한다(Rochet & Tirole, 2003).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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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어떤 개념을 정의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규범적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규범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

가 있는 플랫폼의 범위를 설정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경계가 불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사업전략의 영역에서는 개념 정의가 논의의 

공통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규범의 영역에서는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홍대식, 2015). 이와 관

련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에 플랫폼, 인터넷 중개자와 

협력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조사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을 둘 또는 그 이상

의 구별되지만 독립적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이용자 집단 중 하나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

을 제안하였다.2)

  한편 중립성(neutrality)이란 용어는 EU(1994)의 ‘Bangemann Report, 

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에서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접

근성(access)과 상호접속(interconnection) 또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식별하면서 시작된 것

으로서, ICT 가치사슬 또는 가치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

2) European Commission, Public Consultation on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online
intermediaries, data and cloud computing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2015. 9. 24.),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public-consultation-regulatory-environment-pl
atforms-online-intermediaries-data-and-cloud. “Online platform” refers to an undertaking
operating in two (or multi)-sided markets, which uses the Internet to enable
interactions between two or more distinct but interdependent groups of users
so as to generate value for at least one of the groups; 다만 조사서에 대한 대
다수의 회신자들은 위원회가 제안한 정의로 인하여 규제가 쟁점과 행위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플랫폼 지위’에 근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대안으로는
플랫폼 내부의 차별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방안으로는 B2B 대 B2C 대
C2C 플랫폼의 구분 방안과 ‘수동적인 도관’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대 보다 능동적
이거나 편집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구분 방안이 있다. European Commission,
Full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Online Intermediaries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2016. 1. 26.), p.6,
h t t p s : / / e c . e u r o p a . e u / d i g i t a l - s i n g l e -ma r k e t / n ews / f i r s t - b r i e f
-results-public-consultation-regulatory-environment-platforms-online-interme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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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설비 또는 요소를 지배하는 사업자를 중립화하기 위한 규제 

논리의 개발 근거로서 사용된다. 중립성은 특히 인터넷 산업에서 강조되

어 왔다. 인터넷에서의 중립성은 기술 중립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정책

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망 중립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

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영역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누리는 데 기여하였다.

  기본적으로 '중립성'의 개념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기기에 대한 이

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유선망, 무선망을 거쳐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 고안, 관리, 

가격 부여 등을 규제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함축적 용어로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중립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기능 확대에 따라 인

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자 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플랫폼 계층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망 중립성 개념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을 유추해 보면 플

랫폼 중립성은 웹 플랫폼이 어떤 합법적인 앱이나 콘텐츠에 대하여도 이

용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플

랫폼의 접근성, 투명성, 비차별성을 내용으로 하고, 반드시 경쟁 및 소비

자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동등 

접근이라는 사회문화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검색 편향(search bias)의 문제에 주목하여 사업자의 검색결과가 포괄적

이고 불편부당하며 오로지 관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검색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중립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콘텐츠, 애플리

케이션, 단말기 등을 차별·통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접

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여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

사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manipulation)하거나 배열하거

나 차별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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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 검색 결과의 랭킹을 낮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례가 목격되면서 경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

록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스템

을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게이

트키핑 역할을 수행할 때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진다. 스마트 미디

어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선택, 설

치할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플랫폼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플랫폼은 모듈 시스템에서 액세스를 통제하는 게이트

키퍼(Farrell & Weiser, 2003; Baye & Morgan, 2001) 역할도 하지만 사상

과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게이

트키퍼로서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적 경제에서 나타나는 병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보다 플랫폼의 병목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 병목이 생기면 

전환비용이 높아지고 잠재적 진입의 측면에서의 이동이 제한되고 경쟁이 

약화된다. 최근의 플랫폼은 정보를 거르고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즉 병

목으로서의 게이트키퍼) 가치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정보처리

하고 패키징을 해서 정보의 내용을 질적으로 바꾸기도 한다(Gasser, 

2006). 따라서 필수설비원칙에서 요구되는 필수성 수준에 이르지는 않더

라도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병목 

기능을 수행할 경우 경쟁법상 독점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타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중립성 규제 적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규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중립

성 규제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특정한 전략적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야 하고 플랫폼에 제약 혹은 규제

를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부정적 피해(harm)가 해결될 수 있을 때 시행되

어야 한다고 본다. 플랫폼의 다양한 행위는 시장 경쟁 과정의 산물이며, 

설령 특정한 전략적 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나 소비자 후생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Mann, 

2011; Mann & Wright, 2011). 즉 플랫폼 중립성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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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혹은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플랫폼 중립성이 지향하는 목적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

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시장 경쟁을 하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혁신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이영주·송

진, 2011).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의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중립성 개념은 경쟁법에서 논의되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필수

요소(essential elements)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립성

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망 또는 플랫폼에 필수설비, 필수요소의 요건인 

대체불가능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경쟁법상 필수설비, 필수요소 개념은 사후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므

로 그 요건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반면에, 중립성 개념은 

주로 사전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

라서 중립성 개념은 사전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

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는 어느 정도 유용성을 갖더라도 이를 사후규제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내용을 충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홍

대식, 2015). 

2. 이론적 도구로서의 플랫폼 중립성

  망 중립성의 원칙을 망의 이용을 둘러싼 거래질서에서 플랫폼을 중심

으로 한 산업 생태계의 질서에 전사하여 유추해볼 때, 플랫폼 중립성의 

원칙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동등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비

차별성의 원칙과 접근성의 원칙이다.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근거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근 허용 의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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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차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의무 부

과의 근거가 반드시 시장에서의 경쟁 또는 소비자후생에 한정되는 것인

지, 또한 그것이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플랫폼 중립성이 특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내부에서 형성․발전

되는 각 측면시장에서의 경쟁과 그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그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의 고객 그룹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쟁 또는 소비

자후생의 가치와 연결된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플랫폼 중립성이 플랫

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유지의 문제, 그리

고 거래 참여자에 대한 기회 보장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전

통적인 의미의 경쟁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넘어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수익 배분의 가치에 몰입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중

립성이 특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내부의 경쟁에만 집중할 경우 

생태계 간의 경쟁, 또는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문제는 도외시

할 수 있다.

  망 중립성 논의가 망의 이용을 둘러싼 새로운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쟁

점과 연결되어 이 쟁점에 대한 접근법과 시각 형성에 이론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플랫폼 중립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

업 생태계의 질서 확립이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유추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망 중립성 논의가 대두된 배경에는 

망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이익 충돌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된 것이 

있다. 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익 충돌의 상황으로는 트래픽의 증

가에 따른 혼잡 발생, 망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의 유인과 능력 증가, 그

리고 망 제어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

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익 및 가치체계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망 사업자는 재산권과 망 투자유인 보호, 적정한 망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트래픽 관리 권한의 인정 및 트래픽 유발 주체의 비용 분담을 요구

하는 반면, 망 이용사업자는 공정경쟁 기반 조성, 서비스․애플리케이션 

혁신 및 우수 콘텐츠 개발 유인 보호를 위한 중립적인 트래픽 관리를 요

구한다. 이러한 논의는 경쟁법 영역에서 주로 추구되고 규범적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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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경쟁 및 소비자후생 보호와 같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

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망 중립성 논의는 플랫폼 중립성 논의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

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독점 공간에 착안하는 접근법이다. 즉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업자가 경쟁자에 비하여 특별한 우위

(special advantage)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의 원

천이자 시장력 전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독점 공간에 착안한 접근법

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

고 진출하는 데 그 속성이 있다. 신규 사업일 경우 수익성에 관한 경험

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상의 위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때

문에 신규 사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 모형을 

개발한 사업자에게는 선발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이 있는 법

이다. 선발자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황적 독점 영역을 확보

하여 선발자의 이익을 누린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그 사업의 수익성이 

알려져 후발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진입하여 경쟁관계가 형성되면 비로

소 경쟁적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 공간을 확보한 선

발자가 안정적인 수익 모형을 구축한 후 그 독점 공간을 활용하여 상당

한 기간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법적 우려를 야

기하게 된다(홍대식, 2009). 독점 공간에 대하여 경쟁법적 우려가 야기될 

경우 이는 시장력의 원천이자 시장력 전이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

다. 이처럼 시장력의 원천이자 시장력 전이의 출발점이 되는 독점 공간

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물리적 설비로서의 네트워크, 가상적 설비

로서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표준화된 기술, 

가입자 기반, 핵심적인 기술적 정보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필수설비와 표준화된 기술의 경우에는 대체불가능성을 포함

하는 필수성 요건 또는 FRAND 원칙과 같은 행위 특유의 규범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충족 여하에 따라 차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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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관한 이론이 단순히 이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쟁

법적 관심을 촉구하는 이론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분석 틀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즉 필수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필수성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설비에 대한 접근 거절 행위의 위법성이 사실상 추정될 수 있고, 

표준화된 기술의 경우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원칙)을 위반한 라이선

스 거절 또는 제한으로 인정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 판단에 결정

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망 중립성 및 여기에서 유추

되는 플랫폼 중립성의 경우 이러한 개념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망 또는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을 촉구하는 이론적 도구 이상으로 실제로 

그 개념이 망 또는 플랫폼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평가

하는 데 어떤 규범적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홍대식, 2015).

3. 규범적 분석 틀로서의 플랫폼 중립성

  시장력의 원천이 되는 공간적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필수설비 또는 

표준화된 기술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자는 이를 활용한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을 구사할 유인과 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전략은 그로 인하여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해당 사

업자가 갖는 시장력을 억제할 적절한 경쟁제약(competitive constraints)이 

부족할 경우 그 사업자가 경쟁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필수설비 또는 표준화된 기술의 경우 이를 이용해야 하

는 다른 사업자에게 대체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수설비 또는 표준

화된 기술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고

려하더라도 시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수설비 또는 표준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판례나 규칙을 통하

여 그에 관한 이론이 사업자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 틀에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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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서 필수설비와 유사

한 필수요소(essential factors) 개념을 도입하여 심사지침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에서 필수요소의 요건으로서 필수성, 독점적 통

제성, 대체 불가능성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기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사지침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지침’에서 기술표준 관

련 특허권의 행사 행위에 특화된(conduct-specific) 판단기준으로서 

FRAND 조건에 의한 실시조건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부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중립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이를 규범적 분석 틀에 수용할 

수 있을지가 검토될 수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 규범적 분석 틀로서의 유

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중립성의 경우에

도 중립성 요구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의 특정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이론과 별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점을 규명

하기 위한 경쟁저해이론(theory of competitive harm)이 먼저 분명히 정

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립성이 일반적인 경로와 달리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

여 경쟁 저해성을 야기하는 특별한 경로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경쟁저해이론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중

립성은 필수설비나 표준화된 기술과 달리 그로부터 경쟁법 적용 여부 판

단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규범적 분석 틀을 대체하거

나 수정할 요소를 추출할 수 있을 만큼 규범적 내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플랫폼 또는 이를 요소로 하

는 양면시장형 사업 모델의 특성은 전통적인 경쟁법의 분석의 각 단계별

로 경쟁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순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

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홍대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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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정경쟁 기초 연구

1.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통적 분석 틀의 적용

가. 관련 시장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련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분석 방

식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다양한 경쟁 제약을 포착하여 관련 시장에 포

함되는 상품 및 공급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문제 행위가 

있을 때 경쟁 양상을 고려하면 상호의존성을 갖는 다른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나 광고주 입장에서 같

다고 보는 것을 같은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나. 시장력 또는 시장 지배력

  플랫폼 경제에서 시장력 혹은 시장 지배력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용이

하지 않다. 비대칭적 가격 구조를 지닌 양면 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 시장 점유율만으로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대체가능성이 높은 산업일 때는 일시적으로 높

은 시장 점유율의 지속성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양면시장에

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할 때 시장구조와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홍대식, 2016).

 

다. 진입장벽 혹은 확장장벽

  플랫폼 경제에서 가입자를 기반으로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사업자는 지속가능한 독점력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사업자에

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진입장벽 구축은 위험 부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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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투자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이를 언제나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는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만 진입장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vans, 2003). 이는 비용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비슷한 맥락으

로 볼 수 있다.  

라. 경쟁제한효과 

  

  플랫폼 생태계에서 경쟁제한효과를 볼 경우에는 경쟁 과정과 경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양면 시장적 속성을 고려

할 때 경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

적인 분석 틀만으로는 경쟁 과정상에서 제한적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수직적 시장 구조가 아닌 상호 관련성을 가

지고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행동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아야 한다(홍대식, 2016). 

마. 효율성

  양면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 분석은 전통적 분석 틀과 다소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면시장에서의 거래 비용 절감이나 소비자 효용 

증가만으로 볼 수 없고 양면 시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중립성 규제 적용의 판단 준거

  플랫폼에 대한 경쟁 정책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플랫폼 경제는 양면 시장과 그 요소로서의 양면 플랫폼 혹은 다면 플랫

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개된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

호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행위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최승재, 2008). 

  첫째, 플랫폼 중립성은 적용 대상의 기술적 특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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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행적인 시스템 운용의 개방성, 트래

픽 관리의 특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자원의 보유와 접속의 기술적 조

건 등에 따라 플랫폼 중립성 적용의 필요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둘째, 플랫폼 중립성 적용은 관련 시장에 유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송진·유의선, 2008). 사업자간

에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우대받는 공급

자 관계에 대한 경쟁저해성에 대한 우려가 약하다. 경쟁 사업자들 보다 

나은 패키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유효

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쟁자에 대해 차별적인 봉쇄 행위를 하더

라도, 그로 인한 추가적인 이윤을 얻기 힘들다(Yoo, 2005). 따라서 플랫

폼 중립성 규제는 경쟁 정도가 약한 시장에서 이루어진 시장지배적 사업

자의 차별적 행위,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하여, 독점의 

형성, 유지, 강화에 기여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유통 체계에서, 플랫폼-애플리케이션-콘

텐츠 수직적 관계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적 행위는 이용자

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편익을 발생시키는가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틀의 보완

  ICT 플랫폼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 틀을 

구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관련시장-시장력 또는 시장지배력-진입장

벽’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식별한 후 효율성 증대

효과와 같은 정당화 사유와 비교 형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와 다른 특성을 가진 플랫폼 경제를 대상으로 하

는 경쟁법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 ICT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관심이나 정

보가 재산권의 가치를 지니는지, SSNIP에 기초를 둔 시장 획정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시장 지배력을 여전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제로 프라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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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는지 등이 논쟁이 되고 있다. 무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가격이 아닌 주목 비용의 상승(예, 광고 증가)이나 정보비용의 

상승(예, 더 많은 개인정보요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심사에는 비금전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Newman, 2016).  

  이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

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홍대식, 2016. p.33). 전통적 분석 

틀을 그대로 플랫폼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유형에 따라 다른 분석 틀과 판단기준을 개발할 

것인가, 개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를 위

해 플랫폼이 갖는 기반 기능과 매개 기능에 주목하여 기반형 플랫폼, 매

개형 플랫폼 그리고 복합형 플랫폼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발사업자에게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있

는가, 있다면 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거래적 보완성 그리고 빅 데이터 관련 경쟁상 우

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의 정립과 발전을 통한 사업 및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속하는 거래상대방 및 경쟁자와 같

은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있다고 본다면 그 

전이 가능성을 인정할 것인가, 그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봉쇄효과, 차별적 효과, 소비자 선택 제한 효과 또는 기술 또

는 사업 혁신의 저해 효과 등 가능한 경쟁저해이론을 구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증명의 방법과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행위를 경쟁법적으

로 평가할 때는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가진 사업자 간에 플랫폼 간 경

쟁, 생태계 간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특정 사업모

델을 가진 사업자에게 주로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

고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반적인 경쟁구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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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경쟁법 집행을 통하여 실제 사건에 적

용되고 있다. 경쟁법 집행은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사건과 단독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결합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의 더블클릭 기업결합 심사, Facebook의 WhatsApp 기업결합 심사가 

있고, 단독행위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글 검색서비스, 안드로이드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에 대한 조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1. 기업결합 사건: Google/DoubleClick 사건 

  이 사건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글은 2007. 4. 31억 달러에 온

라인 광고기술 회사인 더블클릭을 인수하기로 발표하였다. 당시 구글은 

검색광고와 문맥 광고를 제공하고 있었고, 더블클릭은 제 3자 광고 제공 

상품인 DART(Dynamic Ad Reporting and Targeting)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가 두 

기업 간 결합이 승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반대하였고, MS와 AT&T와 같은 경쟁사들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

에서의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이를 심사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은 제3

자 광고 제공 시장 등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

고 위원 4:1의 표결로 이를 승인하였다.3) 

  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대한 FTC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ⅰ) 

구글과 더블클릭은 서로 직접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의 

3) FTC File No. 071-0170, Statement of Federal Trade Commission Concerning
Google/Doublc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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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광고주들이 구

글의 상품과 더블클릭의 상품을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매하는바, 

두 회사 상품의 경우 서로의 가격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

문에 두 기업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ⅱ) 이 기업결

합이 어떠한 관련시장에서도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글이 제3자 광고 제공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증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나, 제3자 광고 제공 시장이 경쟁

이 활발하고 향후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구글이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ⅲ) 양자

의 광고중개 서비스와 광고 관련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결합하여 판매하

거나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더블클릭이 제3자 광고 제공 시장

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구글이 제3자 광고 제공 시장에서

의 더블클릭의 시장 지배력을 광고 중개 시장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낮

다고 판단하였다(윤성운 외, 2016).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

적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광고 시장에서는 멀티호밍(여러 곳에 광고

를 게재)이 흔하기 때문에 특정 광고 플랫폼의 이용이 다른 광고 플랫폼 

이용과 배타적이지 않아 시장 봉쇄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

다(이영주ㆍ송진, 2011).   

  이 사건은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심사되었다. EU 역시 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는데, 의결서에서는 관련시장 획정과 이를 기초로 한 경쟁제한

성 판단이 이루어졌다. 영향 받는 시장은 구글의 광고 중개 시장과 더블

클릭의 광고 지원 기술 시장으로 구분되었다. 광고 중개 시장은 AdSense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온라인 광고의 수요, 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여러 광고매체 소유자(퍼블리셔)로부터 이용 가능한 광고 공간을 수집하

여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시장이다. 광고 지원 기술 시장은 구매

자, 창작자와 판매자가 디지털 광고를 제작, 거래,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하기 위하여 설계된 광고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이다. 

  EU는 광고 중개 시장과 광고 지원 기술 시장의 관계에서 구글과 더블

클릭의 광고 관련 데이터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광고 중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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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잠재적인 봉쇄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더블클릭의 

경우 계약 광고주의 용도를 위해서만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적 

장벽이 존재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달성할 수 없어 구글의 잠재적 경쟁자

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쟁점과 관련해서, EU는 더블클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유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자들 역시 광고 공략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유사한 형태의 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사업

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유의, 모방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

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을 내렸다(박성범 외, 2016).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진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 이슈는 주로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에서 발생한다. 이때 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성 판단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련시장 획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은 기업결합심사에서 양면시장 이론이 적용되었다는 의의가 있다(최승

재, 2008). 

2. 기업결합 사건: Facebook/WhatsApp 사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서 심

사한 바 있다.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4. 2.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데, 이 당시 페이스북은 1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

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로도 2억 5천만~3억 5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왓츠앱 역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

업자로서 6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태였다. EU 합병규칙 제1조 제2

항에 의하면 2억 5천만 유로를 기준으로 합병규제를 심사하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동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EU에 심사를 요청하여 기업결합

을 심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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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앱은 연간 사용료 0.99달러의 유료로 제공되며, 전 세계 27개 언어

를 지원하며 다양한 모바일 OS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고를 싣지 않으

며 전 세계 이동통신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

고 있다(한은영, 2013). 

  EU는 EU 합병 규칙 제2조에 따라 기업결합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

화함으로써 유럽 공동시장 내지 주요 부문에서 유효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관련 시장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 온라인 광고 서비스 시장 세 시장으

로 획정되었고, 각각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

결합은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먼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와 왓

츠앱)에서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믿을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는 못하

였지만, EU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페이스북과 왓츠앱이 이 시장에서

의 1위와 2위 업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점유율을 지

표로 삼을 수 없고,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낮아 멀티호밍이 가능하기 때

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양사의 앱은 밀접

한 경쟁관계에 있다기보다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은 이 시장에 대체가능한 사업자

가 많으며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 두 

서비스를 통합하기에는 기술적 장애가 있고 이미 양 서비스 이용자가 상

당부분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 시장은 결합 당사자 중 페이스북만 참

여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있으며 왓츠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여 타겟 광고를 하거나 페이스북에서의 광고 활동 강화에 이용할 가능성

도 적다고 보았다. 왓츠앱의 공식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므로 왓츠앱의 취득으로 인해 광고 목적을 위한 페이

스북의 데이터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결합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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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책이 바뀔 경우 이용자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U는 이 결정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해서만 SSNIP 테스트 결과를 

인용하고 나머지 두 시장에서는 관련 서비스간의 기능적 대체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은 이용자 집단과 광고주 집단

을 가진 양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집단에 대한 서비스시장과 광

고 서비스 시장을 별개로 획정했다. 

3. 기업결합 사건: Microsoft/Skpe 사건

이 기업결합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2011년 승인을 받았는데, 위원회

의 승인 결정을 통해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판단 방식을 알 수 있

다.

기업결합으로 영향 받는 시장으로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

과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이 검토되었다. 두 시장 모두 인스턴

트 메시징, 음성통화, 영상통화로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가 이루어

졌다.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에서는 윈도우 기반 PC에 한정하여 

두 회사 간에 일정한 수평적 중첩이 발생하지만 기능의 차이로 경쟁 서

비스라기보다는 보완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인스턴트 메시징의 경우 페

이스북이 이미 시장 선도자의 지위에 있고, 음성통화의 경우 구글의 신

규진입 등 시장구조의 변화로 경쟁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영상통화의 

경우 외형상 결합기업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갖게 되지만 구글, 페이스

북과 같이 온라인 광고에서 유래된 정교한 수익 모델을 가진 강력한 브

랜드의 시장 진입으로 포함한 경쟁자들로 인해 경쟁 우려가 없다고 보았

다. 또한 MS가 경쟁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상호호환성 저

하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 OS 시장에서의 시장력을 전이할 우려가 있다

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 환경의 변화로 MS의 윈도우 OS

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앱들도 성공적이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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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보다 넓은 이용자 경험’의 일부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장에서는 두 기업 간 수평적 중첩이 없고 

MS가 중대한 경쟁상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보다 넓은 기업 커뮤니케이

션 시장에서 결합상품이 새로 출시되더라도 기업결합에 특유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결정의 특징은 장래지향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Alexiadis, 2017). 온라인 세상에서는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더라도 짧은 

혁신 사이클로 인해 단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EU의 결정은 소비

자의 제공자 간 전환 가능성이 실제적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기업결합 사건: Microsoft/LinkedIn 사건

이 기업결합은 2016년 EU 집행위원회가 결합 당사자들의 자진시정방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이 되었다.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시장으로는 전문적인 사회관계망(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과 온라

인 광고 서비스 시장이 검토되었다. 

전문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시장에 관하여, 링크드인의 지위가 결합 

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세울 정도로 높아져 시장의 쏠림이 발생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혼합적 효과. conglomerate effect)되었다. MS의 예상되는 행위로 인해 

MS의 플랫폼에서의 링크드인의 이용자 기반이 확대되는 동시에 경쟁 서

비스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 우려

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결합 당사자에게 행태적 시정방안을 요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자진 시정방안이 제출되었다.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는 혼합적 효과가 문제되

지 않았다. 링크드인의 경우 시장에서의 유효경쟁에서 면제되는 ‘반드

시 보유’(must have) 상품이 없고, MS가 경쟁자에게 링크드인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으며, 분명한 시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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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Salesforce와 경쟁자인 Oracle과 SAP에 비하여 MS의 시장에서의 역

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그러한 판단에 고려되었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관련하여 중첩되는 이해관

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점유율 합계, 제3자에게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을 줄이는 거래의 능력 결여 등으로 인해 경쟁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링크드인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에 반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우려가 제기되었다. 프라이버시 

관련 우려가 그 자체로 경쟁법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품질 차별화 요소로 보고 당사자들이 그 제공에 관

하여 실제로 경쟁하고 있는 한도에서 보다 넓은 경쟁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Alexiaids, 2017). 거래로 인하여 생성되는 데이터 집중

의 정도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의 제공의 경우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5. 기업결합 사건: 독일의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기업결합 사건4)

가. 개관

독일 연방카르텔청(BKartA)은 Immowelt와 Axel Springer가 결합하여 

Immonet을 설립할 수 있음을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로써 온라

인 부동산플랫폼인 immowelt.de와 immonet.de는 양사가 설립한 공동기

업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연방카르텔청은 양사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양사의 기업결합을 통해 온라

인 부동산시장이 쏠림현상(tipping)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은 세 개의 거대 사업자(immobilienscout24.de

4) Bundeskartellamt, Fallbericht vom 20.04.2015, Az. B6-39/15. 심재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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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mmowelt.de, immonet.de)와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이밖

에 이른바 통합검색사업자가 있어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통합검색사

업자와 온라인 부동산플랫폼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검색사업자가 크롤러(Crawler)5)를 활용하여 온라인 부동산

6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나. 시장

당해 기업결합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은 명확한 시장획정은 하지 않았으

며,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이외에 일간신문의 부동산광고시장을 포함할 

것인가를 고려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연방카르텔청은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이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양자의 시장을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고 하였다.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특성상 그 핵심적인 업무는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6)를 중개해주는 것이며, 계약의 성사는 부동산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은 부동산의 

수요자로부터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매출은 부동산 공급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부터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수익모델은 각자 

다르며, 부동산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거래에서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5) 웹상의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색인하기 위해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스파이더(spider), 봇(bot), 지능 에이전트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
그램의 미리 입력된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웹 페이지를 찾아 종합하고,
찾은 결과를 이용해 또 새로운 정보를 찾아 색인을 추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다.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6)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의 공급자나 수요자는 부동산을 사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요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상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중
개업자가 공급이나 수요를 대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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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예컨대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사업자인 

ImmoScout가 회원제 모델로 운영되는 반면, 앞에서 본 양 플랫폼

(immowelt.de, immonet.de)은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이러한 전개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을 구성하며,

양면시장 상호간에 간접적 네트워크효과가 지배한다. 연방카르텔청은 온

라인 부동산플랫폼의 양면시장 측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단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양면시장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이용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

다. 또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판단하여도 단일한 시장으로 판

단된다. 즉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거래상대방인 부동산공급자나 수요자

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방카르텔청은 단일한 시장으로 판단함에 있어 한쪽 측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는 오히려 플랫폼의 다양한 가격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이

며, 간접적 네트워크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한쪽 측면의 가격이 0으로 

할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경쟁제한 여부

이 사건 플랫폼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업계 2위와 3위 업체가 결합하게 되었고, 시장의 구조는 세 개의 경쟁자

에서 두 개의 경쟁자가 있는 시장으로 변하였다. 다만 기업결합 이후에

도 명백하게 1위 업체의 시장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은 상호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비교적 강한 집

중화 경향을 보이는바, 온라인 부동산플랫폼도 예외가 아니어서 어떤 플

랫폼의 부동산 공급자가 많아질수록 수요자가 몰리고 또다시 더 많은 공

급자의 집중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 숫자의 감소가 일반적인 

단면시장의 경우와 같이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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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강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생긴다. 왜냐하면 플랫폼 수의 감소가 네

트워크 효과의 내재화를 가져와 남아 있는 플랫폼간의 경쟁촉진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쟁에서의 위험성은 소위 시장에서의 쏠림(tipping)에 의해 생긴다.

쏠림현상은 양면시장이 하나의 플랫폼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상황을 말한

다. 쏠림현상의 개연성은 이용자가 멀티호밍(Multi-Homing)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싱글호밍(Single-Homing)이 이루어지는 경우 높아진다.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양면시장 모두에서 싱글호밍(Single-Homing)

보다 멀티호밍(Multi-Homing)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시장

에서의 쏠림의 위험성은 일단은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1위 업체가 부동산의 공급자나 수요자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상대적인 

가치는 2위 업체나 3위 업체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2, 3위 업체의 기업결

합을 통해 그 가치를 높여 쏠림 위험성을 더욱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즉 온라인 부동산플랫폼의 구성상 1위 업체와 2, 3위 업체와의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었으므로 구조적으로 보면 비대칭적인 상황이었

다.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이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쏠림이 일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되므로 2, 3위 업체가 기업결합을 하여 

비대칭적 시장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

대칭적인 시장구조에서 사업자들의 공모위험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에 대하여 연방카르텔청은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특징적인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시장에서는 경쟁의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공모의 위험

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업결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1위 업체와 기업결합된 업체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각 업

체들 간의 공모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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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결합 사건: ProsiebenSat.1/Verivox 사건7)

가. 개관

온라인 가격비교플랫폼 시장에서 중요한 업체인 Verivox는 독일에서 

전기와 가스, 보험, 인터넷, 이동통신, 금융 분야에서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한다. Verivox는 상기분야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

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Verivox 사이트에서 직접 구체적인 계약체결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은 전기 등의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수요자가 직접 이루게 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가격비교플랫폼인 Verivox에 대한 

ProsiebenSat.1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양자의 영업 사이에는 특별한 

수평적인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ProsiebenSat.1가 기업결합 이후 광고에 있어 Verivox를 경쟁사보다 우대

하여 유효경쟁이 현저히 침해하게 될지의 여부였다.

나. 시장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위 사례에서 명확한 시장획정은 하지 않았다. 다

만 일단은 플랫폼에서 다루어지는 각 서비스별로 세분된 시장을 획정하

기 보다는 단일한 플랫폼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온라인 가격비교플랫폼을 통해 각종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결합

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의 수익은 오로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자로부터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플랫폼에서 중개

되는 각종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가 존재하는 양면시장에 상호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수요시장원리에 따라 판단할 때 시장

의 상대방 관점에서 바라보면 각종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를 서로 분

7) Bundeskartellamt, Fallbericht vom 05.08.2015, Az. B6-67/15. 심재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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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별개의 시장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디. 경쟁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시장은 상호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비교적 강한 

집중화 경향을 보이며, 이때 단면시장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강한 경쟁의 

정도를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를 

내면화하고 이로써 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기업결합의 양 당사자는 수평적인 시장이 겹치지 않았다.

그런데 ProsiebenSat.1는 Verivox와의 기업결합을 발표하며 Verivox의 텔

레비전 광고를 통하여 그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제시했

다. 현재 독일에서 온라인 가격비교포털의 이용자 확보는 텔레비전 광고

를 통하거나 아니면 구글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광고는 넓은 지역에 걸쳐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문제는 ProsiebenSat.1가 광고시간 등의 배정에 있어 Verivox를 그 경쟁

자보다 우대하여 소위 쏠림현상(tipp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여러 중요 판단요소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8)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어떤 플랫폼이 시장에서의 지위와 경쟁의 요소에 있어 명백하게 

우위를 점하는 경우 발생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가격비교플랫폼 사

업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Verivox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여겨지고 있

는 Check24라는 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Verivox쪽으로의 쏠림 가능성

은 낮게 판단했다.

한편 에너지 분야의 가격비교서비스에서는 Verivox가 시장선도자이지

만 지난 수년간 Check24가 이 분야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왔고, 거의 

8) 독일에서 RTL 그룹과 함께 ProsiebenSat.1는 중요한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인바,
이를통한 광고의 효과는 그가 가진 채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ProsiebenSat.1가 Verivox를 위한 충분한 광고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ProsiebenSat.1 그룹은 Verivox가 추가로 얻게 되는 수수료수익과 ProsiebenSat.1
가 잃게 되는 광고수익의 관계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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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vox 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 

Verivox 쪽으로의 쏠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분야의 

제공자가 싱글호밍(Single-Homing)보다 멀티호밍(Multi-Homing)을 활용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대부분의 에너지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온

라인 가격비교플랫폼에 자신의 서비스를 내놓고, 하나의 플랫폼만 활용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따라서 Verivox와 Check24는 비교적 대

칭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ProsiebenSat.1를 통한 텔레비전 광고는 비록 중요한 경쟁도구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광고수단은 아니며, 다른 텔레비전 그룹을 통한 광고는 

기업결합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Verivox 쪽으로의 쏠림의 가능성

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라. 협력적 효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는 거래플랫폼은 많은 경쟁지표가 존재

하므로 공모적 행태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공

모를 위한 합의와 감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와 가스 분야에서 Verivox와 Check24에 여러 해 동안 시장점유율 

확보경쟁을 하였다. 또한 다른 분야에서는 Verivox와 Check24는 서로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고, 취급하는 서비스의 종류도 완전히 동일하지

는 않으므로 협력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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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결합 사건: 독일의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기업결합 사건9)

가. 개관

독일에는 수많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사업자가 있다. 파트너 찾기

(Partner-Börsen) 분야에서 기업결합 당사자인 ElitePartner.de와 

AcademicPartner.de 및 Parship.de는 모두 선도적인 유료 플랫폼으로 파

악된다. 소개(Single-Börsen) 분야에서는 미국의 InterActiveCorp사가 운

영하는 FriendScout24가 가장 매출액이 크다. 독일의 다른 온라인 데이

트 플랫폼은 Neu.de나 Partner.de, eDarling.de, PrestigeSingles.de가 있

고,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tinder.com도 있다. 더불어 수많은 특별한 데이

트 플랫폼, 예컨대 christ-sucht-christ.de나 50plus.de도 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인 ElitePartner.de와 

AcademicPartner.de를 운영하는 EliteMedianet과 Parship.de를 운영하는 

Oakley Capital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 기업결합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통한 소개(Single-Börsen)와 파트너 찾기(Partner-Börsen)10)를 포

함하며, 이 사이에는 시장참여자들에게 강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컨대 Facebook과 같은 소셜 미디

어이다.

나. 시장

9) Bundeskartellamt, Fallbericht vom 22.10.2015, Az. B6-57/15, Rn. 71ff. 심재한
(2017)

10) 독일에서 파트너 찾기(Partner-Börsen)는 일반적으로 테스트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상대방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파트너 찾기
(Partner-Börsen)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격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한
다. 반면 소개(Single-Börsen)는 연령, 주거지역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가벼운
만남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따라서 소개(Single-Börsen)는 파트너찾
기(Partner-Börsen)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한다.
https://de.wikipedia.org/wiki/Singlebö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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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의 주요 업무는 이용자들의 사적인 만남을 주선

하는 것이며, 남녀 이용자 그룹을 연결시켜준다. 기업결합에 참여한 온라

인 데이트 플랫폼과 여타 다른 몇몇 플랫폼은 두 이용자 그룹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의 액수는 이용자 그룹마다,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플랫폼은 한편의 이용자 그룹에게만 수수료를 받기도 하

고,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이 없이 광고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도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과 같은 경우 이용자 그룹

의 시각에서 기능적 대체성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 시장을 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온라인 데

이트 플랫폼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양면의 

이용자 그룹을 필요로 한다. 이 양면의 이용자 그룹은 상대이용자 그룹

에 속한 이용자와의 만남을 위하여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단일한 시장이 형성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예컨대 수수료 징수 형

태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

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상호간에 대체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전부 광고수익으로 운영되어 이

용자에게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거나, 혹은 한편의 이용자 그룹만 수

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따르면 단순한 구조의 소개(Single-Börsen)

와는 달리 파트너 찾기(Partner-Börsen)는 인성테스트, 특별한 알고리듬

을 적용한 파트너 추천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을 파트너 찾기(Partner-Börsen)와 소개

(Single-Börsen)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더이상의 세분화를 하지는 않았다.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이용자들은 대개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을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는 명백히 다른 이용목적이 있

으므로 시장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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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에서의 지위 평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의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다

면 최근에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몇몇 플랫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

컨대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모바일 플랫폼 중 tinder.com은 짧은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용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이 나중에 유료화를 시도하는 경우 그 지위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그 변화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조사된 

시장점유율 그 자체는 경쟁법상의 평가시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라. 경쟁제한 여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시장의 독점화가 진행될 수 있다(쏠림 tipping). 기업결합 사례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지배력의 획득이나 유지, 또는 쏠림의 위험

성을 평가해야 한다.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기업결합 사례에서 기업결합 

당사자인 플랫폼들은 이용자의 수에서 다른 플랫폼들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다른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유료 플랫폼이 있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현저한 침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다. 온라

인 데이트 플랫폼 시장에서 쏠림의 위험성은 크지 않고, 따라서 시장지

배적 지위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기업결합의 당사자

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하여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나 협력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의 세분화 경향과 이용자들의 멀티호밍

(Multi-Homing) 이용습성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플랫폼이 쏠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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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보았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의 멀티호밍(Multi-Homing) 이

용습성은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에 나타날 때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 또

한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 이용자를 획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른 플

랫폼 이용자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의 세분화 경향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

폼들의 전략적 선택에 기인한다. 개개 이용자들의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

나므로 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집중하고, 이용자가 집중된 하나의 플랫

폼 이외의 다른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

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 분야는 혁

신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결합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모바일 데이트 플랫폼의 성공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

트 플랫폼은 모바일 기기의 현 위치 주위에 있는 이용자들의 만남을 주

선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데이트 플랫폼 기능의 

향상과 성공은 기존에 컴퓨터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데이트 플랫폼에 

영향을 주며 경쟁하고 있다.

8. 단독행위 사건: 구글 반독점 행위 사건

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및 결정

  미국 FTC는 2011년부터 구글의 행위를 ① 검색편향(search bias) 행위, 

② 경쟁 검색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게재(content scraping)한 행위, ③ 

소규모 광고주들이 다른 검색 엔진으로 멀티호밍하는 것을 저해한 행위

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2년여 간에 걸친 심도 깊은 조사 후  

FTC는 2013. 1. ① 행위에 대하여는, 위원 만장일치로(5-0) 무혐의 결정

을 내리고, ②, ③ 행위에 대하여는 구글의 자발적인 시정 약속(voluntary 

commitment)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종결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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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편향(search bias) 행위로서 문제된 행위는 구글이 검색 알고리

즘/검색 결과 배치 방식을 수정하여 자사 콘텐츠를 검색 페이지의 상단

에 배치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에 대한 반독점법상의 쟁점은 구글이 일

반검색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전문검색시장으로 전이하여 자사 전문

검색콘텐츠를 우대했는지 여부이다. 편향된 검색 서비스로 인한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검색 서비스의 점유율을 다

른 서비스로 전이시킬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검색 순

위의 상위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빠르게 상승시

킬 수 있다. 둘째, 경쟁 업체의 서비스를 검색에서 제외시키거나 순위를 

하락시켜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곽주원, 

2013). 

  FTC는 이러한 행위가 비록 경쟁사업자(지역 정보, 가격 비교 쇼핑, 여

행 정보 및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검색엔진 사업자)에게는 피해

를 줄지 모르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에서 원하는 답을 보다 효과적으

로 보여주는 친경쟁적인 효과가 상당하고, 경쟁당국/법원이 검색엔진의 

알고리즘 설계에 개입할 때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문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ⅰ) 구글의 경쟁사업자도 그러한 영업방

식을 채택하고 있고, ⅱ) 구글은 자신의 콘텐츠 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소비자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노출 순위를 강등시

키는 등, 구글의 행위는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의 결과이고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FTC는 이 행위를 상품 디자인의 변화로 이해하였다. 그 반독점법적 

의미에 관하여 상품 디자인은 경쟁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정당한 상품 

개선을 문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검

색 결과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합

리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특정한 웹사이트의 순위를 매기는 최선의 

11) FTC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Regarding Google’s
Search Practices” In the Matter of Google Inc. FTC File Number 111-0163
(Jan. 3, 2013), available at: http://www.ftc.gov/opa/2013/01/google.shtm

http://www.ftc.gov/opa/2013/01/googl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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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무엇인지 역시 알고리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

글은 주로 검색결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문제로 된 디자인 변화를 

채용한 것이고, 그로 인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그러한 목적에 부수적인 제한일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글이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수직적 검색결과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서비스를 아래로 내리는 효과를 낳지만, 그 주된 

목적은 직접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검색 쿼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FT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론적 논거는 Bork & Sidak(2012)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법 개입은 구글 검색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설비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구글이 특화 검색 엔진을 시장에서 배제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

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의 알고리듬 배치 방식 변경 결과 자사의 서비

스를 상단에 올려 날씨와 같은 경쟁 사이트로의 트래픽이 줄어들어 해당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

로 보여주는 혁신의 결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정당한 경쟁의 일

환이므로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FTC 결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Post 

Chicago 학파의 전략적 지렛대 이론을 적용할 경우 구글이 특화 검색 엔

진으로의 방문자 트래픽 유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인센티브와 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이상승, 2014). FTC가 

검색 편향 주장에 대해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은 구글의 자사 서비

스 우대 행위가 경쟁 제한성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하며 검색엔진 설계에 대한 경쟁 당국의 개입의 부작용

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경쟁법상 관련 시장의 획정은 문제시되는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Yelp, Nextag, 

Expdedia 등 지역 정보, 가격비교쇼핑, 여행정보 등 각각의 특화된 검색

엔진에의 방문자 트래픽 유입 시장은 범용 검색시장의 하류 시장으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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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글과 같은 범용 검색 엔진이 특화 검색 엔진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서 관련 시장(하류 시장)을 획정할 수 없다거나 

구글이 전이할 지배력이 없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견해에 의하면,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독

점 기업처럼 행동하는지 여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집해

야 한다. 특화 검색 엔진으로의 방문자 트래픽 유입 시장에서 구글이 시

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다는 결론이 적절하다면 다음으로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구글이 자신의 서비스를 범용 검색 결과 페이지에 눈에 띄게 노출하는 

것이 범용 검색 엔진으로서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입

는 손실이 Yelp, Nextag 등 특화 검색 엔진으로 전가되므로, 구글은 이

러한 트래픽을 구글의 자사 서비스로 전환하여 경쟁 특화 검색 엔진의 

수입을 감소시켜 퇴출 또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견해의 주장이다. 특히 Yelp 등이 트래픽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구글의 범용 검색 엔진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에 게재한다면 구글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Yelp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승, 

2014, p.113). ② 행위인 경쟁 검색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게재(content 

scraping)한 행위로서 문제된 행위는 경쟁업체가 수집한 정보(예: Yelp 

사용자의 레스토랑 평, TripAdvisor 사용자의 호텔 평 등)를 구글이 해당 

업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신의 서비스인 Google 

Plus Local이나 Hotels 등에 ‘무단 게재’(scraping)한 행위이다. 이 행위

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3명의 위원이 강한 우려(strong concerns)를 표명

하였으며, 구글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시정 확

약’(commitments)을 제공하였다. 시정 확약의 내용은 타사 웹사이트로 

하여금 구글의 일반 검색 결과에는 나타나지만 구글의 전문 검색에는 자

신들의 콘텐츠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③ 행위에 대해서 구글은 소규모 광고주들이 구글에 광고 게재 시, 구

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획득한 데이터를 더 쉽게 Bing 등 다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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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툴에 부가된 

이용제한을 철회하는 시정 확약을 제공하였다.

  한편 2016. 4. EU 집행위원회가 이의고지서를 송부한 대상과 동일한 

사안인, 구글이 데스크탑과 모바일 두 영역에서 구글 검색의 유통에 대

한 반경쟁적인 배타적 계약(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MADA’)을 체결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FTC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

로 결정하였다.12)

  

나.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EU 집행위원회는 2010. 11. 구글의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구글은 2013년 세 차례에 걸

쳐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하고 2014년 EU 집행위원회와 자진시정방안의 

수락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ⅰ) 전문검색 결과를 제

공할 경우 자사의 정보와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경쟁업체 

3곳의 정보를 함께 게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ⅱ) 콘텐츠 

제공업체가 자신의 콘텐츠가 구글의 전문검색서비스에서 인용되지 않도

록 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ⅲ)  언론사 등에 구글과 독점적

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를 하도록 강제하는 배타적 거래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와 구글 간의 협의절차는 결국 결렬되었고, EU 

집행위원회는 2015. 4. 구글의 검색/쇼핑 사건(이하 ‘구글 I 사건)’에 

대한 이의고지서(Statement of Objection, ‘SO)’13)을 송부하는 한편, 구

글의 안드로이드 사건(이하 ‘구글 II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어서 2016. 4.에는 구글 II 사건에 대한 SO를 송부하

12) FTC Press Release, January 3, 2013.
13)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송부한 SO는 우리나라의 심사보고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송부하였다는 것은 조사 단계가 종료하고 집행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본격적으로 심의 절차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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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6. 7.에는 구글의 AdSense 사건(이하 ‘구글 III 사건’)에 대한 

SO를 송부하였으며, 2017. 6.에는 구글 I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

다. 구글 I 사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2천만 유로(약 3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14)

  구글 I 사건에 관하여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행위로 영향 받는 시

장으로서 검색 서비스 시장과 쇼핑 비교 서비스 시장을 별도로 획정하였

다. 검색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검색 기능 중 일반 검색 기능과 특

화된 검색 기능을 구별하여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Alexiadis, 2017, pp.114-115). 위원회는 일반 검색 서비스와 

구별하여 특화된 검색 서비스로서 쇼핑 비교 서비스 시장을 획정하였다. 

쇼핑 비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쇼핑 비교 서비스와 보다 넓은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구별하여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논

의되었다. 위원회는 쇼핑 비교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상품과 

가격을 비교하고 제조업자나 아마존, 이베이 같은 플랫폼 등의 온라인 

상점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사이트에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상거래 플랫폼과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련시장 획정을 기초로 구글의 행위를 평가하여 구

글이 검색 결과를 자신의 쇼핑 비교 서비스(Google Shopping)에 유리하

게 취급함으로써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력을 남용하여 경쟁 쇼핑 

비교 서비스 사업자에게 경쟁상 피해를 입히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가

격을 비교하는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글의 검색결과 노출 방식은 대체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첫 화면의 상

위 10건의 결과물이 전체 클릭의 95%를 가져가는데 구글 쇼핑에 등록한 

업체 5개가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검색결과 노출 

방식으로 인하여 경쟁 회사의 검색 결과물 순위가 떨어져 경쟁자의 경쟁

상 피해와 소비자 선택가능성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것이다. 

14) 박현영, EU를 화나게 한 구글의 수법...구글이 3조원 벌금 맞은 이유 들여다보
니, 중앙일보(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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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 쇼핑과 경쟁 쇼핑 비교 서비스는 관련 시장 내에서 서로 가장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쇼핑 비교 서비스와 다른 온라인 쇼핑 서

비스가 동일한 관련시장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밀접한 대체재인 쇼핑 비

교 서비스 간의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구글의 시장 지위와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일반 인터

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90%를 상회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네트워크로 인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획득한 이익

을 다시 더 많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검색엔지이 

수집한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다시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 FTC가 검색결과 노출 방식을 상품 디자

인의 일환으로 보아 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경쟁상 허용되는 행위로 평가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의결에서는 구글의 일반 검색 알고리즘의 디자인

이나 순위 강등 자체, 또는 검색결과를 보여주거나 배치하는 방식을 문

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별개의 시장인 쇼핑 비교 서비스 시장으로 전이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구글 I 사건 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에 대한 분석 문헌이 외국에서 

나오고 있으나, 여기서는 국내 연구자 중 구글의 검색 편향에 대한 곽주

원(2013, pp.263~264)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글의 검색 편

향대해 경쟁법을 적용하여 거래거절, 끼워팔기, 봉쇄 효과, 시장 획정과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ⅰ) 검색 순위가 검

색 조작으로 인해 하락한 경우에는 필수설비론에 입각하지 않은 거래거

절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TradeComet.com, LLC v. Google, 

Inc.에서 원고가 구글이 의도적으로 Quality Score를 낮추어 상당한 정도

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 주장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다음

으로 ⅱ) 끼워팔기 측면에서는 검색과 검색 결과물이 별개의 상품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조건부 판매와 구매 강제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는 불

분명하다고 한다. 또한 ⅲ) 봉쇄효과 측면에서는 편향된 검색이 상당한 

정도의 시장을 봉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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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받는 기업이 신생 기업인지 구글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이냐에 따라 분석이 달라지는데, 신생 기업일 경우 검색 편향성의 봉쇄

효과가 높을 수 있지만 신생 업체 대부분은 시장 지배적 검색 사업자와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검색 사업자가 이들을 

차별할 경제적 동기가 부족하다고 한다. 반대로 대형 기업의 경우 차별

화할 동기는 있지만 검색 편향으로 인해 봉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한다. ⅳ) 마지막으로 시장 획정 문제이다. 검색 관련 시

장 획정은 수평 검색 서비스와 수직 검색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시장

으로 획정할지 혹은 별개의 시장으로 분리해서 획정할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진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미지도 검색될 

수 있는데, 수평 검색 서비스와 수직 검색 서비스를 동일한 시장으로 획

정한다면 특정 검색 서비스에서는 검색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

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구글 II 사건의 경우 SO에서 문제되는 행위로 영향 받는 시장으로 상

정한 시장은 일반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licensable) 스마트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에 대한 앱 스토어 시장이다. 경쟁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구체적 행위 

유형은 ① 단말기 제조사에게 구글이 소유권을 갖는 앱에 대한 라이선스

를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 앱의 선탑재를 요구한 행위, 

②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에 기초한 경쟁 운영체제에서 

구동되는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의 판매를 금지한 행위, 그리고 ③ 단말

기에 구글 검색 앱을 배타적으로 선탑재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행위이다. 

  ① 행위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Google 

Mobile Services, ‘GMS’) 버전의 라이선스를 받는 제조사와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배포 계약(MADA)을 체결하여 플레이 스토어 앱의 라이선스를 부

여하면서 구글 검색 앱을 선탑재하고 기본지정(default) 검색 서비스로 설정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EEA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당한 다수의 단말기

에 크롬 모바일 브라우저 앱이 선탑재되도록 하였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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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행위의 결과로 일반적 검색서비스와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경쟁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② 행위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제

조사가 그의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구글 검색을 포함하여 구글이 

소유권을 갖는 앱을 선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구글이 ‘파편화 금지 계

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 ‘AFA’)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 

계약은 제조사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포크에서 구동되는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았다. ③ 행위와 관련해서 집

행위원회는 구글이 일부 대규모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그들의 단말기에 구글 검색 앱을 배타적으로 

선탑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사업자

로 하여금 경쟁 검색 서비스를 선탑재할 유인을 감소시켰다고 보았다. 

  집행위원회가 구글 Ⅱ 사건에서 혐의를 둔 행위들 중 ① 행위와 ③ 행

위15)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구글 사건과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매우 유사하지만 ② 행위는 공정위의 구글 사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홍대식, 2016b).

  구글 III 사건의 경우 SO에서 문제되는 행위로 영향 받는 시장으로 상

정한 시장은 온라인 광고 중개 시장이다. 구글의 AdSense의 사업 모델은 

퍼블리셔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구글 검색 엔진 기능을 내포하고 이용

자는 구글 검색 기능을 통하여 각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면

서 본질적으로 알고리듬인 AdSense가 퍼블리셔의 웹사이트 내용을 인식

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처음에 검색한 검색 결과에 추가하여 관련

된 광고가 함께 디스플레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경쟁법 

위반 혐의는 구글이 대규모 웹사이트 퍼블리셔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제3

15) 공정위의 무혐의결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이와 관
련된 내용을 소개한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구글의 재정적 인센티브
는 구글이 이동통신사에게 검색광고 수익을 배분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
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동통신사에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구글이 이동통신사에 지급한 검색광고 수익배분액과 국내 검색사업자의 모바일
검색광고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의 경쟁수단이 침해되거나 제한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제공
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문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윤성운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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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웹사이트에서 경쟁 광고 중개자들의 검색 광고가 표시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혐의이다. 

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공정위에서도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검색 서비스 경쟁사업자들(다음과 

NHN)은 2012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

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i) 구글

이 경쟁 검색사업자의 검색 프로그램을 사전 탑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

고, (ii)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

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다음과 NHN은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계약을 맺으면서 GMS와 경쟁하는 국내 포털 

서비스들을 선탑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요

구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CTS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킴으로써 단말

기의 이통사 출시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이통사로서도 구글 검색 외에 다

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LG전자 옵티머스Q가 네이버 검색을 기

본 탑재하고 있는데, 옵티머스Q도 구글과의 인증 문제 때문에 출시가 늦

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의 주장을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2013. 7. 이 사건

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공정위는 ⅰ) 제조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선

탑재하였다고 진술하고, ⅱ) 네이버나 다음의 경쟁 앱(웹 버전, 앱 버전)

의 다운로드가 쉽고 그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ⅲ) 모바일 플랫폼 시장

의 점유율 변화 및 국내 모바일 검색 시장의 점유율 변화,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의 점유율 변화, 국내 모바일 검색 광고시장의 점유율 변화 등 

을 감안하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제조

사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

다. 또한 MADA 계약으로 인한 구글 검색 앱의 위치와 기본검색 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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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경쟁 앱의 탑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기본검

색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기본검색을 통한 검색이 다른 검색방식에 비

하여 사용률이 높지 않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없고 제조사의 선택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구글이 이동통신사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로 검색광고 수익을 배분

한 행위도 검토되었으나, 역시 경쟁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라. 러시아 경쟁당국의 조사 및 결정

  러시아에서는 2014년 러시아의 주요 검색 사업자인 Yandex의 신고로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6. 9. 구글이 안

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

고 경쟁 상품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구글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780만 달러(8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 4. 러시아 경쟁 

당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화해를 하였다. 첫째, 러시아에서 안드로

이드 기반 단말기상의 앱에 대한 배타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둘

째, 기본설치 홈 스크린을 포함하여 어떤 경쟁 검색엔진과 앱의 선탑재

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셋째, 구글 검색의 선탑재를 유일한 일반적 

검색엔진으로 촉진하지 않는다. 넷째, 자신의 검색 엔진을 선택 윈도우

에 포함시키는 제3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구글

앱의 판매협약(MADA)이 사실상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9. 단독행위 사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 및 다음 동의의결 

사건

  국내에서도 검색 서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법 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다. 조사 및 법 집행이 이루어진 대상은 국내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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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검색 서비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를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네이버와 그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BP)의 다음과 같은 5가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

정거래행위로 문제 삼았다. 5가지 행위는 첫째, 정보검색결과와 전문서

비스를 구분 없이 제공하는 행위 (네이버), 둘째, 키워드 광고와 정보검

색결과를 명확하지 구분하지 않은 행위 (NBP), 셋째, 키워드 광고 대행

사 간 광고주 이관을 제한하는 행위(NBP), 넷째, 매체사업자와 네트워크 

키워드 광고 제휴계약 체결 시 우선협상권 등을 요구한 행위(NBP), 다섯

째, 계열사에 대한 인력지원 행위(네이버)이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2014. 5. 네이버와 NBP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

여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등 피해구제방안을 내용으

로 하는 동의의결을 결정하였다.16)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은 PC

를 이용한 검색에서 통합검색 결과를 노출 시 쇼핑, 부동산, 영화, 책, 

뮤직 등의 서비스 관련 영역이 자신의 전문서비스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임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 PC를 이용한 검색에서 통합검색 결과를 

노출 시 자신이 운영하는 키워드 광고 영역이 정보검색결과가 아닌 광고

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홍대식, 2016).

10. 단독행위 사건 : SK Telecom의 DRM 탑재 사건17)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SKT는 자체 개발

한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도록 하여, 자사 용 MP3폰

에서는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 음악

파일은 멜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컨버팅 과정을 거쳐 청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

호(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동항 제5 호 후단(현저한 소비자이익의 

16) 공정위 2014. 5. 8.자 제2014-103호 의결(2014서감0595, 2014서감0596(병합)).
17) 대판 2011.10.13.2008두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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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 2007.2.6. 의결 제 

2007-44호).

  관련시장의 획정 및 양 시장의 밀접성에 대해 관련시장의 획정과 관련

하여 시장지배 적 지위가 형성되는 시장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고, 경쟁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는 시장은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으로 획정된다고 판단하였

으며,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나아가 위 두 시장

은 지배력의 전이가 가능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접시장이라고 판

단하였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대로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에 해당하고(공정거래법 제4조), 당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들

어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인지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① DRM의 사용은 MP3 파일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들

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점, 

② 다른 이동통신업체 및 음악포털사이트 업체들도 독자적 DRM을 탑재

하고 있으며 상호연동하고 있지 않아 SKT가 설령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

지 않아도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소비자의 현

저한 이익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SKT가 자체적으로 해

결책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④ SKT는 월정액제 임대형 서

비스를 개발하였는바 소비자에게 불리 한 지출을 강요한 것이 아닌 것으

로 보인다는 점, ⑤ DRM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불가결한 ‘필수 설

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없거나 매우 약

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SKT의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

였다. 

  소비자 이익의 저해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음악 사이트에 새로 가입

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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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지 않고, 어려운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불편할 뿐이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1. 단독행위 사건: 독일의 페이스북 조사 

가. 개관

Facebook은 그들의 이용자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를 획득한다.

이용자의 프로필 구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은 개개의 이용자를 표적으로 

하는 광고를 보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는 우

선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이 의심되고 있는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GWB)상

의 남용행위인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최근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이 지배적지위 남용을 통해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발

표를 하였다.18)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Facebook의 행위에 대하여 경쟁법

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전부터 Facebook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용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19) 독점위원회(Monopolkommission)도 2015

년 6월의 특별보고서에서 시장지배적인 소셜네트워크 사업자가 그 지위

를 남용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가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을 현저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0)

18) http://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Meldung/DE/Pressemitteilungen/2016/02_03-2016_Facebook.html.
19) Klotz, Google und Facebook im Kontext von Art. 102 AEUV, –Missbrauch
von Marktmacht auf unentgeltlichen Nutzermärkten–, WUW 2016 S. 58; Paal,
Internet-Suchmaschinen im Kartellrecht, GRUR Int 2015, S. 997;
Höppner/Grabenschröer, Marktabgrenzung bei mehrseitigen Märkten am
Beispiel der Internetsuche, NZKart 2015, S. 162; Körber, Analoges Kartellrecht
für digitale Märkte?, WuW 2015, S. 120.

20) Monopolkommission, Sondergutachten 68, Wettbewerbspolitik: Herausfor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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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막대한 광고 수입을 가능케 한 광범

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반독점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

했다. 연방 카르텔청은 일단 Facebook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Facebook의 이용조

건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모든 법위반행위가 카르텔법상으로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만 Facebook이 지위를 남용하여 위법한 이용조건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은 우선 Facebook의 시장

지배적 지위와 이용조건 적용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

나. 시장

Facebook 사례에서 연방카르텔청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관련시장으

로 획정하였다. 물론 Facebook이 어떤 ‘시장’에서 급부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Facebook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고 정

보를 주고받는 온라인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무료로 Facebook을 

이용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

급하는가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으로 연방카르텔청은 이용자가 Facebook에 특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이용자

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1) Facebook은 그 용역의 제

공을 광고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신문이나 다른 인터

넷 플랫폼과 마찬가지이다.22) 인터넷플랫폼은 한편으로는 이용자와, 그리

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주와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Gebicka & Heinemann, 2014).23)

digitaler Märkte, S. 115 Rn. 326.
21) Klotz, Google und Facebook im Kontext von Art. 102 AEUV, –Missbrauch
von Marktmacht auf unentgeltlichen Nutzermärkten–, WUW 2016, S. 59.

22) Monopolkommission, Sondergutachten 68, S. 105f., Rn. 290.
23) Monopolkommission, Sondergutachten 68, S. 33f., R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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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의 획정은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호

환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Facebook 사례에서는 그 이용자

에게 어떠한 대체재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더불어 상호호환성 평가시 가

격인상에 직면한 수요자가 다른 공급자에게로 이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바, Facebook은 무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므로 SSNIP 테스트는 

무의미하게 된다.24) SSNIP 테스트의 대안으로 가격의 인상이라는 기준

대신 가상의 질적 수준 변화를 제안하기도 한다(Gebricka &

Heinemann, 2014). 질적 수준의 저하에 대응하여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

하는 경우 동일한 객체(상품)시장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적인 요

소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가격이라는 요소와는 달리 주관적인 지표이므

로 이 질적요소 기준이 플랫폼 시장획정에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

다. 시장지배력

시장지배력은 관련시장에서의 점유율로 판단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Facebook은 그 이용

자로부터 매출을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지표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른 측면의 시장에서 얻는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용자의 수인지, 혹은 이용량에 따라야 하는지이다.25)

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24) Paal, Internet-Suchmaschinen im Kartellrecht, GRUR Int 2015, S. 997.
25) Europäische Kommission, Entscheidung vom 3.10.2014, Rn. 143 –
Facebook/WhatsApp; BKartA, Beschl. v. 8.9.2015, Rn. 154 ff.; Facebook의 이용
자 수가 소셜네트워크 이용자중에서 가장 많으므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데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 독점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Facebook 사이트에 독일에
서 2014년 12월 당시 6억회 방문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구글 플러스가 5천
만회 방문이 이루어졌다. Monopolkommission, Sondergutachten 68, S. 107 Rn.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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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Facebook이 그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방지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로서 제19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를 위해 Facebook

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의 적용에 있어 시장지배

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시장행태

를 초래했다는 점의 인과성이 요청된다.26) 또한 남용행위인지의 여부는 

경쟁제한방지법이 추구하는 경쟁의 자유에 대한 고려 하에 다양한 요소

의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한다.27)

따라서 다음의 요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Facebook의 개인정보보

호법 규정 위반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해 초래된 것인가?

Facebook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가? 경쟁제한적 행태가 남용된 것인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

어야 경쟁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앞선 두 개의 질문에 대해

서는 Facebook의 이용요건이 얼마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업자의 시장지배에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28)

이익형량의 고려시 법적인 평가와 여러 요소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2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는 경우 남용행위가 존재한다는 추정

을 받게 된다. 근래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무효의 약관을 사용한 것은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는 무효의 약관 사용이 사용자의 시장지배력 

혹은 우월적 지위의 산물인 때에 해당된다.30)

26) Fuchs in Immenga/Mestmäcker, Wettbewerbsrecht, 5. Aufl. 2015, § 19 Rn. 82 
b; Bechtold/Bosch, GWB, 8. Aufl. 2015, § 19 Rn. 5.

27) BKartA, Beschl. v. 8.9.2015 – Google, S. 70 Rn. 173; Bechtold/Bosch, GWB,
8. Aufl. 2015, § 19 Rn. 16.

28) Klotz, Google und Facebook im Kontext von Art. 102 AEUV, –Missbrauch
von Marktmacht auf unentgeltlichen Nutzermärkten–, WUW 2016, S. 59.

29) Bechtold/Bosch, GWB, 8. Aufl. 2015, § 19 R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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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독행위 사건: 독일의 구글과 저작권관리단체 사건31)

가. 개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사업자와 언론사들은 오래전부터 온라인 언론사

가 제공하는 기사의 내용을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언론사들은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로 2013년 

언론사업자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있었다. 저작권에서 파

생된 이 법은 그러나 개인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언론

사의 투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었다. 이로써 언론사는 저작물을 영

업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독일저

작권법 제87f조 제1항). 언론사는 독일저작권법 제87f조 제1항 단서에 의

해 제외되는 ‘개별 단어나 문장의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면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미디어저작권관리단체(VG Media)에 다수의 언론사가 저

작권 관리를 위탁했고, 2014년 여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관리법상의 조

정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구글을 통한 검색결과물에 대한 협정요

금율32)을 정하였는데, 이때 단서 규정인 ‘개별 단어나 문장의 아주 작은 

부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의견이 갈리게 되었다. 구글은 미디어저작권

관리단체(VG Media)에 권리를 위탁한 언론사에 구글의 검색결과물에 무

료로 기사의 짧은 문구(소위 스니펫 Snippet)를 표기할 수 있음을 허용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러한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구글은 그의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스니펫과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링크

만 할 것임을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카르텔법상의 남용행위를 

30) BGH, Urt. v. 8.3.2014, WuW/E DE-R 4037, 4046 Rn. 65 – VBL Gegenwert.
31) BKartA, Beschl. v. 8.9.2015, http://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Entscheidung/DE
/Entscheidungen/Missbrauchsaufsicht/2015/B6–126–14.html.

32) 매출액의 11%(세금포함).



- 60 -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면서 구글과 미

디어저작권관리단체(VG Media) 및 각종 언론사와의 분쟁에 대하여 경쟁

제한방지법 제32c조에 의거하여 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하였다.

나. 검색서비스와 다면시장

구글은 그의 검색엔진을 통해 다면적인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한다. 검

색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광고업자는 광고를 게재하고,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구글의 검색엔

진은 위와 같은 세 그룹에 대한 플랫폼의 성격을 가진다.

이중에서 특히 검색이용자와 광고업자는 구글의 검색엔진을 사이에 두

고 양(+)의 혹은 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일단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온라인광고가 

제공되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광고는 오히려 이용자가 줄어들게 하는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음(-)

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이밖에도 검색이용자와 웹사이트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검색결과와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양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다. 시장획정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있어 문제시 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각 시장마다 개별적인 시장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18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는 특정한 상품이나 영업상 용역의 공급자 혹은 수요자를 전제로 한

다. 이때 영업성은 통상 유상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Kabel

Deutschland/Orion 사건에서 연방카르텔청은 “시장에서의 급부는 개념

상 유상의 교환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상의 급부는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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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였다.33) 이러한 배경하에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은 호텔검색 사이트인 HRS의 이용자가 이를 무상으로 이용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장으로서의 성질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34)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Facebook과 WhatsApp의 기업결합 사건에

서 비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그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검토하였다.35)

독일연방카르텔청은 이 사례에서 100% 할인된 가격도 시장가격을 형

성하는 것이며,36) 상품이나 용역에 대가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가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검색엔진 영업

은 광고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며, 온라인 광고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로 연결된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상 한쪽 측면에 가격이 설정

되지 않는 것은 시장획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카르텔청의 

판단내용이다.

라. 시장지배적 지위

연방카르텔청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과 

검색에 연동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구글이 독일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이었고, 경쟁자였던 Bing은 5% 미만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구글 이용자의 이용횟수나 고착의 정도 등에 의해 

판단되는데, 검색이용자의 습관은 물론 이용자가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이를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적인 조치 등이 고착화

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33) BKartA, Beschl. v. 3.4.2008, BeckRS 2009, Rd. 138 – Kabel Deutschland/Orion.
34) OLG Düsseldorf, NZKart 2015, S. 148 Rn. 27.
35) Europäische Kommission, Entscheidung vom 3.10.2014 – Facebook/WhatsApp.
36) BKartA, Beschl. v. BKARTA 8.9.2015, Rn. 132.



- 62 -

마. 방해 혹은 차별적 남용행위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시장지

배적 지위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남용행위가 수반되어야 한

다. 검색엔진 사례에서 경쟁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남용행위는 결국 

검색결과의 제시에 위법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독

일 연방카르텔청은 구글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검색의 결과를 선별하

고, 제공하는 행위가 경쟁제한방지법 제19조와 EU기능조약 제102조의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검색엔진 사업자들

의 행위는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정당한 상품 내지 서비스경쟁에서 벗어

나는 경우 위법한 차별을 구성하는 남용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시장진

입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경쟁의 자유를 고려한 

다양한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한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검색엔진을 통

한 검색에는 원래 많은 자유재량의 여지가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각 

검색마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능한 더 유용하고 타당한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을 발췌하여 조합하고, 그 가치의 

우열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에 자유재량의 여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색결과

의 제공이 언제나 경쟁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

다. 검색결과의 선별과 제공시에 그 적합성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검색엔진 사업자는 이용자의 검색이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검색결과의 선별과 제공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색엔진 사업자의 자유

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란 구체적인 선별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

지 않거나 불필요하고, 제3자에게 현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

다. 남용행위 금지에도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경쟁의 자유를 추구하는 법률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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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할 때 구글의 경쟁상의 이익이 언론사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

였다. 검색결과의 선별과 제공에 있어서도 위법한 기준이나 행위가 개입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13. 단독행위 사건: 영국의 Streetmap 사건37)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지도 서비스 제공자인 

Streetmap이 Google을 상대로 검색엔진 제공자인 Google이 자신의 

Google Maps 서비스를 그의 경쟁자들에 비해 우대하였다는 차별행위 혐

의로 영국 런던 상급법원(High Court)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

인은 Google이 검색연진 결과 최상단에 Google Maps의 클릭 가능한 이

미지를 도입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배타적으로 Google Maps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도 이미지로 인하여 Google Maps에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i) Google이 인접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전이

(leveraging)함으로써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봉쇄

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ii) 그 행위가 경쟁에 현저한 실제적 또는 잠

재적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달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지 여부

이다. 

이에 대하여 런던 상급법원은 2016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클릭 가능한 이미지를 도입한 Google의 주된 목

적은 일반적 검색엔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의 경쟁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둘째, 제시된 증거에 

기초할 때 Google의 행위가 경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남용행위를 구성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다고 믿을 수 없다. 셋째, 

Google의 행위는 일반적 검색 시장에서 친경쟁적인 기술적인 진보를 보

여주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37) Case A3/2016/1210, Streetmap.Eu Ltd ('Streetmap') v Google, Inc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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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구별되지만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남용행위 혐

의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현저성’ 척도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다. 또한 인접시장 간의 높은 정도의 상호연결성을 이용하는 

기술적 혁신에 의하여 주도되는 융합의 특징을 갖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에서 특히 중요한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의 사례이다(Alexiadis, 

2017).

14. 소결

  EU의 기업결합 심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U 집행위원회는 대체로 사회관계망 시장과 같이 좁은 시장획정 방식

을 취한다. 또한 경쟁제한성 판단에서는 봉쇄 우려 평가에서 수직적 통

합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경쟁자에게 대안이 되는 데이터 원천이 이

용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일정한 기

술적 우위가 상호호환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발견된다. 

  프라이버시 우려는 별도로 검토된다. 혼합적 효과(끼워팔기와 결합판

매 관행에 주로 연결됨)을 생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상품이 ‘반드

시 보유’ 상품과 동등하다는 논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직접적,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기업결합의 시장력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해와 순전히 시장점유율에 의존하여 측정할 경우 시장력

이 단명하는 성격이 있다는 인식이 있다. 아울러 혼합적 효과를 기업결

합 사후의 관점에서만 분명히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시정조

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어느 측면에 있는 거래자와 고객이 그

들의 전체 범위의 수요를 개별 제공자를 통해서 충족할 의무가 있지 않

도록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행태적 시정조치를 설계할 것이 강조되고 있

다. 

  독일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의 수평결합 사례인 Immonet/Immowelt

사례에서 연방카르텔청은 명확한 시장획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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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부동산플랫폼의 중심적 기능은 부동산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것이고, 이때 양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부동산 플랫폼을 시장별로 분리하여 시

장을 획정하는 대신 그 자체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였다. 온라인 가격

비교플랫폼이 관련된 ProsiebenSat1/Verivox 사례에서도 연방카르텔청은 

명확한 시장획정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플랫폼 시장으로 판단하였

고, 예컨대 전기공급자와 수요자를 분리하여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지

는 않았다. 연방카르텔청은 온라인 데이트플랫폼의 기업결합 사례에서도 

명시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였다.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판단이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남용행위 규제나 기업결합시 시장지배력의 생성이나 

강화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어떤 플랫폼의 시장력을 평가함

에 있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8) 플랫폼의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는 집중화에 기여하고, 이용자의 멀티

호밍(Multi-Homing)에 따른 플랫폼의 분화 및 용량의 초과는 집중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Evans & Schmalensee, 2007). 플랫폼 특유의 시장

력 측정 지표 이외에도 경쟁법상의 전통적인 지표인 시장점유율이나 인

터넷 분야에서의 혁신에 따른 잠재적 경쟁의 정도, 그리고 데이터에 대

한 접근가능성 등도 시장지배력의 측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플랫폼은 시장에서 소위 쏠림현상이 일어날 때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쏠림현상은 시장이 비대칭적일 때 발생하므로 

시장의 대칭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기업결합 등은 비록 절대적인 경쟁

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친경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38) Monopolkommission, 68. Sondergutachten, Wettbewerbspolitik: Herausforderung
digitale Märkte, Juni 2015, S. 3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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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주요한 대

상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혹은 EU)에서는 2000년

대부터 시청각미디어와 같은 방송통신산업 규제를 시작으로 검색엔진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와 관련된 유

럽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혹은 CJEU)의 주요한 판

결들이 있었고,39) 이를 바탕으로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EU 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부터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40)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온라인 플랫폼의 내용이 최근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구글 관련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 사건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 경쟁법 접근방식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관련 SO 및 심결의 내용은 전

형적인 유럽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내용을 포함하며, 동시에 최근 몇몇 

EU 주요 회원국에서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의 내

용을 참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된 경쟁정책 및 개

인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관련 정책의 발전

은 유럽 경쟁법의 실체규정과 유사한 경쟁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관련 경

39) 예를 들어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판례로 구글 사건이 있다. C-131/12, Google Spain
v AEPD, ECLI:EU:C:2014:317.

40) 유럽 집행위원회, “Digital Single Market: Bringing down the barriers to unlock online
opportuniti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igital-single-market_en (2017.11.11.
최종방문). to unlock online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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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책의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과 경쟁법

  

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나, 실제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은 1957년부터 발전하였다.41) 딘일시장과 관련하여 최초

의 의미 있는 조약인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은 공동시장

(Common Market, 현재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경제통합으로 발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상품, 서비스, 노동, 자

본의 역내 시장의 자유이동은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내 자

유무역에 영향을 주는 공적 혹은 사적 무역제한은 경성제한행위

(hard-core restrictions)로 판단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였고, 

법원도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화 사유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유럽 경쟁법은 단일 시장의 형성을 위한 주요한 법적 수단으로 우

리나라 공정거래법과 미국의 독점금지법의 목적과는 달리 역내 자유무역

을 통한 ‘시장통합(market integration)’을 경쟁법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42)  따라서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된 회원국 간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경쟁법과 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유럽 경쟁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사회적 시장경제’43)의 기

41) 유럽연합은 조약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발전하였는데, 주요한 첫 번째 조약은
1957년의 로마조약으로 이후 단일유럽조약(Single European Act of 1987), 마스
트리흐트조약(1993), 암스테르담조약(1999), 니스조약(2003) 그리고 최근의 리스본
조약(2009)이 있다. 관련하여 Lorna Woods, Philippa Watson, and Marios Costa,
Steiner & Woods EU Law, 13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p. 1 참조.

42) Fox and Gerard, op. cit., p. 20. 이외에도 효율성증진,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의
보호 등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eds),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6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5, pp. 10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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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되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유럽법원은 판례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특별한 의무

(special responsibility)’44)를 부과하여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다. 질서자유주의 및 특별한 의무의 내용은 중소기업을 보호

하기 위한 공정(fair) 경쟁법의 내용으로 발전하였으며(Maher, 2011, p. 

723; O'.Donoghue & Padilla, 2013, pp. 10~11),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에

서 기술한 단일시장의 보장과 사회정치적인 요소까지 경쟁법에 포함되는

데, 종합적인 경쟁법의 목적이 유럽 경제헌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Barnard, 2016). 이는 일반적인 단일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일시장에

서도 적용되고 있다. 

나. 유럽 경쟁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와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주요 목적은 e-commerce 증진, 저작권 관련 

법률의 현대화, 플랫폼 관련 시청각미디어 법률의 업데이트, 사이버 보

안의 증진, 유럽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인터넷 사용자와 보급의 증진, 

e-privacy, 디지털 기술 관련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에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관련 중간평가 보고서(이

하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45) 위 중간보고서에서 디지털 혁명을 

통한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관련시장의 접근에 필요한 공

정한(fair)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17, p. 2). 

  위의 디지털 단일시장의 주요 목적 중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2018. 5. 25.에 발효될 ‘데이터보호에 관한 

43) Article 3(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44) Case 85/76, Hoffmann-La Roche & Co v Commission, [1979]ECR 461.
45) 유럽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7DC0228&from=E
N (2017.11.11.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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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률(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혹은 GDPR)’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사업자에게 간소화된 법률과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서는 e-Privacy 법률안에 대해서 법적확실성을 구

축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로서, 향후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

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유럽위원회, 2017, p. 6). 위와 같이 

디지털 단일시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과 내용은 일련의 기본

권의 보장 관련 유럽법원의 판례와 관련이 깊다. 특히, ‘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로 불리는 스페인 구글 사건46)과 ‘안전항 

협약(Safe Harbour Agreement)’사건47)으로 이어지는 Schrems 판결은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Chio, 2017).

  위의 두 사건은 경쟁법 사건이 아닌 기본권 관련 사건으로 유럽법원은 

시장지배력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유럽 경쟁법에서의 전형적인 특징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한 의무 개념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로부터 유럽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다는 사회정치적인 접근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원

칙이 유럽연합법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하였으며(Sauter & Schepel, 2009, 

p.3), 이는 디지털 단일시장 관련 경쟁정책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Choi, 

2017).

  유럽 경쟁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인 기능조약 제102

조는 미국의 셔먼법 제2조의 독점화금지조항의 내용과 적용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기능조약 제102조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배

제남용 뿐만 아니라 가격남용과 같은 착취남용도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

다. 따라서 경쟁법의 목적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

이버시도 소비자후생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데이터의 남용을 착취남

용금지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Daly, 2017, p. 163; 

Strucke et. al., 2016, p. 51 참조).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럽

46) C-131/12, Google Spain v AEPD, ECLI:EU:C:2014:317.
47)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ECLI:EU:C: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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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착취남용 사건과 법리는 

없고, 실제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경쟁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빅데이터가 자산처럼 

이용될 때 경쟁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Jones & Sufrin, 

2016, p.50).

  

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최근 유럽연합에서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1) 유럽연합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디지털 단일시장 전

략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 정의와 관련하여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48) 위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양면 혹은 다면시장

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둘 혹은 이상의 구별된 상호의존적인 사용자 그

룹을 연결시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룹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

업자 혹은 중간서비스 제공자”49)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을 수렴하였다.50) 위의 일반정의는 실제적인 경제 분석을 통한 다면시장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의 어려움을 회피하여 일반적인 방

법을 통한 시장획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조약 제101조의 반경쟁적 합의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두 건

48) 유럽위원회,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online intermediaries, data and cloud computing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news/public-consultation-regulatory-env
ironment-platforms-online-intermediaries-data-and-cloud (2017.11.11. 최종 방문).

49) 원문은 다음과 같다: “‘Online platform’ refers to an undertaking operating in
two (or multi)-sided markets, which uses the Internet to enable interactions
between two or more distinct but interdependent groups of users so as to
generate value for at least one of the groups. Certain platforms also qualify
as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50) 위의 정의에서 ‘가치’의 교환 및 네트워크 효과는 내용은 Evans와 Schmalensee
의 설명과 유사하다. David S. Evans and Richard Schmalensee, Matchmakers:
The New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Boston MA, 201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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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면시장 플랫폼 사건이 있었다. Groupement des Cartes Bancaires 

(이하 ‘CB’) 사건51)에서 유럽법원은 합의의 목적이 반경쟁적인지 판단

하기 위해, 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의 본질을 포함하여 시장의 구조 및 

기능의 실제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52) 위 판결에서 

합의 목적이 반경쟁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경쟁을 충분한 정도로 제한하

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Ezrachi, 2016, p.111). 

MasterCard 사건53)에서도 유럽법원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합의의 증명에 

대한 심사가 있었으나(Ezrachi, 2016), 플랫폼과 관련하여 엄격한 의미의 

플랫폼 시장획정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기능조약 제102조 혹은 기업

결합법률 관련 사건의 경우 SSNIP 테스트54)의 경제 분석이 필요할 수 있

으나, 위의 두 사건의 경우 반경쟁적 합의의 사건으로 엄격한 시장획정 

분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의 플랫폼 관련 판결에서 

다른 관련시장 사이의 상호 영향을 논의하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정의

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Hobbelen, et al., 2016).

  EU 집행위원회의 적극적인 경쟁법의 적용은 디지털 단일시장의 전략

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설명한 디지털 단일시장 중간보고서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면서, 공정

하고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차별적 행위 혹

은 배제행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검색 

순위 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입법 혹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위원회는 전체적인 정책의 목적을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지

속적으로 신뢰할만한 사업환경을 온라인 경제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유럽위원회, 2016, pp. 7~8). 결론적으로 위원회의 전체적인 

정책을 비추어 볼 때 온라인 플랫폼을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여 

51) Case C-67/13 P, Groupement des Cartes Bancaires (CB) v Commission,
ECLI:EU:C;2014:2204.

52) 위의 판결, p. 54.
53) Case C-382/12 P, MasterCard v Commission, ECLI:EU:C:2201.
54)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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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적인 개념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는 상당수의 사

업자와 시장을 포함할 수 있어,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유럽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제한성에 대한 논의와 문제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몇몇의 연구가 있는데, 특히 Hobbelen et 

al.의 연구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유럽 경쟁법의 적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Hobbelen, et al., 2016). 위 연구에서 위원회의 온라인 플

랫폼의 정의를 포함하여 앞서 말한 기능조약 제101조 관련 다면시장에서

의 합의의 문제와 판례법 그리고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기능조약 제102

조의 적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한 온

라인 플랫폼의 일반정의와 관련하여, 이는 상당히 넓은 개념을 포함하여 

온라인 광고, 검색엔진, SNS, 통신서비스, 지불시스템, 공유경제 플랫폼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널리 적용 가능한(one-size-fits-all) 일반정의로 판

단하고 있다. 또한 위의 정의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Hobbelen, et al., 2016, pp. 4~5).

  이러한 의견은 아래에서 설명할 유럽연합 회원국 보고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기능조약 제102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위의 기능조약 제101조 사건인 CB 및 MasterCard 판결에서는 경

쟁분석에서 모든 시장의 관련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며, 양면시장 사건에

서 한 면의 시장에서의 행위를 분석한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여 각각

의 시장의 상호연관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 면의 시

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당해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판단해야 

하며, 다른 면의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합의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각

각의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시장에서의 효율성

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Hobbelen, et al., 201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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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제한성 판단은 위의 플랫폼 및 양

면시장에 대한 판단 내용을 확장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위 기능조

약 제101조 사건에서 시장획정을 엄격히 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의 성격

을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관련시장에서의 상호연관성을 조사하여 경쟁제

한성을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실제적인 

시장의 상황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기능조약 제102조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중요한 판례는 없으나, 최근 구글 사건에서 위원회의 시장획정

은 특별검색서비스(specialised search services)를 제외한 일반검색서비스

(general search services)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 사용자 혹은 

소비자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위에서 기

술한 플랫폼 관련 기능조약 제101조 사건과 달리 실제 시장의 상황을 고

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Hobbelen, et al., 2016, p. 21). 다만, 제101조 

사건은 일반 플랫폼의 사건이고 구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사건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라 할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일반정의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건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심사하되 기존에 설정한 기준들을 사용한다면, 비록 법적 불확실성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Hobbelen, et al., 2016, p. 28).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원회의 접근 

방법은 논란이 되고 있다(Jones & Sufnin, 2016, p. 49). 특히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들의 시장력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해 일반 경쟁법이 아닌 특

별법을 통해 규제하자는 의견이 유럽 정치인들 사이에서 있는데(Jones & 

Sufnin, 2016, p. 50),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정의에 집중하

여 경쟁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위의 행정부와 입법부와는 

달리, 유럽법원은 2017년 10월 인텔 판결55)에서처럼 판례법을 통해 단일

시장에서의 경쟁을 분석함에 있어서, 실제적 방법의 법적·경제적 분석

55) Case C-413/14, Intel Corp. v Commission, ECLI:EU:C:201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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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였다(Weatherill, 2017, p.58). 따라서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는 시장통합과 특별한 의무, 그리고 경제분석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 프랑스 및 

독일

  유럽 경쟁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일시장 혹

은 시장통합이 주요한 내용이 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그 목적으

로 삼고 있다. 소비자후생을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으로 논의하는 경우

가 있고, 이와 별개로 소비자후생 혹은 효율성은 경쟁의 결과이므로 경

쟁의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경제적·비경

제적인 분야까지 광범위한 부분을 유럽 경쟁법의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Chalmers, et. al., 2014, p. 944). 최근에는 시장통합의 목적이 소비

자후생 및 효율성과 병행하여 구분되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시장통합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Kaczorowska-Ireland, 

2016, p. 846).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 중 프랑스 및 독일

의 내용은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비경제적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한

다(Jones & Townley, 2017, p. 512). 이는 경제 혹은 시장통합의 개념은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목적을 포함하여 사회적 통합

으로의 목적을 포함하기 때문이다(Devroe & Van Cleynenbreugel, 2011, 

p. 95). 다만, 2016년 두 회원국 경쟁당국의 공동보고서는 어느 정도 중

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 보고서 및 독일 독점위원회 보고서

  2013년 프랑스 경제부처에서 프랑스 디지털 위원회(French Digital 

Council: CNNum)에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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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보고서(이하 “프랑스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위 보고서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규제정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망중립성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은 상당한 경쟁적 우위에 

있으며 이를 위해 망중립성과 같은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

다. 보고서는 중립성의 원칙이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디지털 플랫폼이 생각의 교환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CNNum, 2014, pp. 4~6).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을 발전시켜 단순한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시장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필수설비이론도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하도록 논의하

고 있다(CNNum, 2014, p. 21). 그러나 위의 플랫폼 중립성의 내용은 사

전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럽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요섭, 2014, p. 69). 따라서 유럽 경쟁당

국은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사후규제의 방법으로 법을 적용

하고 있다. 

  독일의 연구기관인 독점위원회(Monopolkommission)는 위의 프랑스 보

고서와는 다른 입장의 보고서(이하 “독일 보고서”)를 2015년에 발간하

였다. 우선 디지털 시장과 관련하여 시장진입의 장벽이 낮다는 것에 긍

정적으로 평가하면서(Monopolkommission, 2015, p. 15), 플랫폼이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Monopolkommission, 2015, p. 19). 

다면시장의 성격과 관련하여 플랫폼의 시장획정 및 시장력과 관련하여, 

간접 네트워크효과를 고려하면서, 플랫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

적 지위 추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반적인 SSNIP 테스트는 유

효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플랫폼의 모든 면을 분석하여 간접 네

트워크효과를 분석하여 시장력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슘페터의 혁신이론을 근거로 플랫폼의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도 

혁신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 시장력이 

약해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설명한다(Monopolk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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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25~26).

  위의 두 보고서는 행정당국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연구기관에서 조

사한 내용이지만, 두 회원국의 경쟁정책 일반을 특징적으로 반영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

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질서자유주의의 경향의 경쟁정책을 유지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 계획경제 중심의 경쟁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유럽 경쟁법 실체규정의 입법에서도 두 회원국의 상이한 내용을 수렴하

여 제정한 경험이 있다(Kuenzler & Warlouzet, 2013, pp. 98~99; Pace & 

Seidel, 2013, pp. 58~62). 따라서 두 회원국 사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과 공적 집행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래

의 경우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 경쟁당국의 공동보고서가 발간된 사례로

서 플랫폼과 관련된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나. 프랑스와 독일 경쟁당국의 공동보고서: 경쟁법과 빅데이터

  위에서 설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각 보고서는 경쟁당국이 아닌 관련 정

책 일반을 보조하는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로서, 프랑스와 독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참고자료

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2016년 발간된 프랑스와 독일의 경쟁

당국 공동보고서는 유럽연합 정책 일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회원국의 입장에서, ‘경쟁법과 빅데이터’(이하, “공동보고서”)의 문

제를 연구하고 평가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보고서는 온라

인 플랫폼의 문제 일반과 경쟁법 적용 관련 이슈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

고, 데이터와 경쟁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데이터의 시장력 및 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는 경쟁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유

럽법원의 Asnef-Equifax56) 판시 내용 중 개인정보의 민감한 문제는 경쟁

56) C-238/05, Asnef-Equifax, judgment of 23 Nov.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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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보호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판시를 인

용하였다. 그럼에도 정보보호 관련법이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경쟁법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법과 

경쟁법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문제는 경쟁법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Autorité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bt, 2016, pp. 22~23). 또한 온라인 시장과 관련하여 다면

시장 및 플랫폼과 관련된 네트워크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시장진입의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내용을 논의한

다. 플랫폼의 역동적 경쟁(dynamic competition)과 관련하여 경쟁법의 적

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장진입의 효과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을 상쇄하여 사건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Autorité 
de la Concurrence & Bundeskartellambt, 2016, pp. 29~30).

  위 공동보고서는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이지만,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독일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하게 관련 시장의 역동적 경쟁 혹은 역동적 효율성

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장진입장벽의 문제를 포함하여 경쟁제

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한

다. 결론적으로 위의 세 개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프랑스 보고서의 경우 

규제 중심의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독일 및 공동보고서는 경제분석 

혹은 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행태주의적(formalistic approach) 접근보다

는 효과주의적(effects-based approach)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아래의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내용과도 유사한 부

분이 있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 보고서 : 영국

  위에서 논의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영국에서는 행정기관

이 아닌 입법부에서 디지털 단일시장과 경쟁법에 대한 문제를 외부의견

을 수렴하여 2016년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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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 보고서(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영국국회 보고서”)’는 2015년에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

을 분석하여 2016년 4월에 발간되었다. 위 영국 국회 보고서는 앞에서 

설명한 프랑스 및 독일의 보고서와는 달리 각계의 전문가의 내용을 중심

으로 관련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학계의 의견을 중

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법 관련 실무가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문제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의 문제와 소비자보호의 문

제까지 광범위하게 논하고 있다. 

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

  영국국회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일반적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면적 성격을 갖는 플랫폼의 경제적 정의를 중심

으로 중간자의 역할, 각각의 사용자 그룹의 상호의존성, 데이터가 위 그

룹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일반정의가 정책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UK House of Lords, 2016, 

p. 59). 그러나 관련 정의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자칫 

모든 인터넷 사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추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정확한 정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UK 

House of Lords, 2016, p. 63). 

  보고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혹은 소비자의 영

향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UK House of 

Lords, 2016, p. 63),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증거에 비추어 사건별로 분석해야 하며, 

이는 관련 특정 시장의 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 64). 또한 학계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관련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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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며,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에 주요한 요소가 된

다고 설명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p. 65~68). 위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독일 및 공동보고서에서의 관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효과 관련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이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효과는 온라인 플랫폼이 상

당한 시장점유율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를 ‘쏠림효과(tipping 

effect)’의 근거라고 설명하면서, 숙박업, 검색엔진,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외부의견을 인용하고 

있다(UK House of Lords, 2016, pp. 73~76).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

자 혹은 사용자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도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에 필

요한 요소로서, 전환비용이 큰 경우 소비자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고

정되어(locked-in) 경쟁이 저해된다. 따라서 네트워크효과 자체가 소비자

의 후생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준다(UK House of 

Lords, 2016, pp. 78~80). 시장진입장벽(entry barriers)의 문제와 관련하

여,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혹은 새로운 사업의 세계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네트워크효과가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시장진

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UK House of Lords, 2016, p. 85).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

은 네트워크효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효과를 통해 기하급

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나, 전환비용 및 시장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

어 독점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도 거래의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플랫폼이 상당한 정도의 시장력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일반 네트워크 중심 산업과는 달리, 대부분

의 성공한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는 혁신을 통해 시장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진입이 낮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경쟁사가 관련시장에서 시

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

우에도 ‘시장을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통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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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하게 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사건별로 판단해

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점유율만 고려한 사전적 규제는 불필요하

다. 다만, 잠재적 시장지배력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예의주시하여 실제 

시장지배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00~103).

나. 경쟁법과 온라인 플랫폼

  영국 국회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논의

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 행위별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격관련 제한행위, 교섭력에 대한 

비대칭의 문제, 수직적 통합 및 지렛대효과, 기업결합, 관련시장에서의 

데이터의 역할과 경쟁법의 공적집행, 그리고 경쟁법 적용의 적절성과 같

은 주제를 포함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 104).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가격남용행위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조건은 가격비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으

나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설정되는 경우, 공급자를 착취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ooking.com과 Expedia와 

같은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교섭력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유사한 공급

가격을 제공하는 거래조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21~123). 

  보고서는 수직적 통합 및 지렛대효과와 관련하여 구글을 예로 들면서, 

구글의 경우 플랫폼이 다면시장 중 검색엔진과 같이 한 면의 시장에서의 

시장력을 사용해 다른 서비스와 통합하여, 자사의 플랫폼에서의 거래사

업자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위와 같은 구글의 수직

적 통합은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이 좋

지 않거나 혁신이 저해되는 경우 소비자후생이 저해되고 경쟁자를 배제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수직적 통합을 제한하는 일반 법규를 

만들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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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53~155).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규모 혁신사

업자와 합병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특

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중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기업

결합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기업결합 법률을 개정하여 역동적인 산업분야의 

경우 상대 기업의 구매액과 같은 기준을 첨가하여 기업결합심사가 가능

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61~163). 경

쟁법과 데이터의 문제에서, 데이터의 획득 및 분석의 발전을 통해 새로

운 후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위원회가 협

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책임(accountability)을 

물을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하며, 데이터 분야에서의 관련시장 획정과 시

장지배적 지위 추정도 가능한지도 연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장지배

적 온라인 플랫폼은 잠재적으로 프라이버시 기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시

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어떠한 정도로 기

준을 저하시킬 때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인지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다만, 위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78~180).

  마지막으로 경쟁법 집행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의 다양한 형태 및 복잡한 사업모델은 경쟁당국에게 도전이 되고 있으

며, 위 분야에서의 가격형태의 복잡함은 경쟁법을 적용하기 위한 분석의 

기준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격이 아닌 품질

이 이와 같은 관련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

하지만, 개별 사건에 필요한 유연하면서도 원칙 중심의 경쟁법체계는 세

부적이고 복잡하며 다양한 형태의 남용행위를 조사하는 데 적절하다고 

설명한다(UK House of Lords, 2016, pp. 186~187). 따라서 영국 국회 보

고서는 프랑스 보고서의 사전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보다는 독

일의 보고서와 같이 사후규제 중심의 경쟁법의 적용을 제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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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4. 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 정책 연구 

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중립성 

  검색 중립성과 관련된 분쟁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어져 이

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사

업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편향된 검색 결과에 대한 규

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

다. 그 이유로는 특히 경쟁법이나 소비자법과 같은 전통적인 분석틀을 

적용하기 어렵고, 검색 결과의 편향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검색 중립성을 강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고 있다(곽주원, 2013; 윤성운 외, 2016; 조성국·이호영, 2013). 또한 검

색 편향은 한편으로는 검색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으

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검색 사업자의 중요한 

경쟁 수단을 억압할 우려도 제기된다(조성국·이호영, 2013).

  그러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실제 발

생한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현수, 2013). NHN이 핵심 

서비스들, 특히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행위를 예로 들 

때, 이러한 행위가 검색서비스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검색 서비스의 이용을 통

해 자사의 유료 전문서비스의 매출이 이어진다면 수직적 통합 모델에 대

한 경쟁법의 분석 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홍대식, 2016). 또한 

NHN이 자사 서비스 출시에 자연검색 결과 제공시 경쟁업체를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뒤쪽에 배치는 등 인위적 조작을 한다면, 이는 소비자

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만행위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김현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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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구글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획정 문제를 언급한 연구도 있

다. 검색 서비스는 양면시장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검색광고 서비스 시

장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색 사업 제공자로 구성된 단

독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이상규·이경원, 

Ratliff & Rubinfled, 2014).  구글의 인터넷 검색의 관련 시장은 적어도 

양면 검색 광고 시장만큼 광범위하며, 구글이 구글 이외의 사업이 아닌 

구글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자연 검색 결과를 제공해

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구글의 자연 검색 결과

저자 연구대상 주요 연구 결과

조성국, 

이호영

(2013)

규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통적인 분석틀을 적용하기 어려움

검색 상단에 표시되는 것은 필수성이나 복제불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거절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움 

검색편향은 검색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검색사업자의 중요한 경쟁 수단

을 억압할 우려가 있음

곽주원

(2013)
검색서비스

편향된 검색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봉쇄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기가 쉽지 않아 경쟁법이 소비자법으로 검색 중립성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

검색 중립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움, 민간단체에

서 검색 정보를 공급하여 시장에서 스스로 규율한느 것이 바람직

이상규, 

이경원

(2015)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와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검색광고 서비스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오프라인광고서비스와도 합리적인 상호대체가능성이 있음

검색 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는 검색사업 제공자들로 구성된 

단독시장 획정을 할 수 없음. 

김현수

(2013)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자사 서비스의 우대행위를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면 규제할 필요가 있음. 

윤성운 

외(2016)

구글-더블클릭 

기업결합 사례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

ICT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쟁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필요

경쟁법 집행이 시장 경쟁을 활성호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이루어져야 함

홍대식

(2016)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이슈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검색서비스의 이용과 자사의 유료 전문서비

스에서의 매출의 연결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수직적 통합 모델에 

대한 경쟁법의 전통적인 분석 틀에 의한 분석이 가능함

[표 2-1] 검색 중립성 관련 국내 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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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다양한 관행이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에 해를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검색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중립적인 표준 또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것이 불분명하며, 중립적인 검색을 요구할 수 있는 반독점 이

론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중립적 검색을 강요하는 구제 수단은 그로 인

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Lao, 2014). 

 나. 안드로이드 OS에서의 구글 앱 선탑재 

  안드로이드 OS에서의 구글 앱의 선탑재 행위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

부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이다. 여러 연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통제

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경쟁 앱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에 관한 의견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저자 연구대상 주요 연구 내용

이영주

송진

(2011)

안드로이드 

OS에서의

검색 앱 

사전 탑재

멀티호밍이 가능하고 유효경쟁이 충족되나 OS 사업자의 시장지

배력 전이 가능성은 존재함. 그러나 양면시장에서 멀티호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간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시장에 수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과점적 폐해가 명백하지 않은 한 

시장에 인위적인 규제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배건호

(2016)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소비자에게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게 하고 서드파티 앱마켓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혁신을 장려하고 상호호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SKT의 멜론 사건에서 부당성 및 현저성의 해석에서 법원이 소극

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석을 내림

최은진

(2016)

구글 플레이의 

선탑재 및 경쟁 

앱 등록 거부

경쟁사업자의 앱 마켓은 설치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하는 동시에 앱마켓 시장경쟁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모바일 OS와 앱마켓의 사전 탑재는 끼워팔기에 해당함.

[표 2-2] 안드로이드 OS에서의 구글 앱의 선탑재에 대한 국내 문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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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선탑재를 통해 OS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은 존재한

다는 의견이 많다. 경쟁 사업자의 앱 마켓이 설치되지 않아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하여 앱 마켓 시장경쟁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 역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는 것이다(배건호, 2016; 최은진, 2016).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지

와 부당한 거래 거절 및 부당한 거래 강제로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황태희, 2014). 다만 OS와 핵심 앱을 번들로 

제공하는 경우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간의 경쟁 구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홍대식, 2016). 

  반면, 양면시장에서 멀티호밍이 이루어지고 있어 플랫폼 간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고 이용자가 다른 경쟁 앱을 선호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면 독과점 폐해가 명백하지 않은 한 인위적인  규제나 시장 개입은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이영주·송진, 2011). 

5. 소결

  유럽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2015년부터 발전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내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럽법체계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시장통합과 기본권

황태희

(2014)

제3자 앱마켓 

등록 제한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며, 소비자들에게 앱 마켓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부당한 거래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음.

홍대식

(2016)

구글 검색 앱 및 

크롭 

브라우저의 

선탑재

OS와 핵심 앱을 번들로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

의 핵심적인 경쟁 요인일 뿐 아니라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

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인 경쟁구도를 왜곡

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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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유럽 경쟁법의 내용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유럽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은 디지

털 단일시장 전략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경쟁법은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 경쟁법의 중요

한 목적으로 시장통합이 있다. 사업자의 행위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경

우에도 역내 시장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경쟁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도 혁신을 증진시키는 경우

에도 시장통합에 저해가 되는 경우 경쟁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유럽 경쟁법의 목적 중 질서자유주의로부터 발전한, 시장지

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의무의 개념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

랫폼의 일반 정의를 발전시켜 관련 시장획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60년 동안 유럽연합이 발전하면서 광범

위한 요소를 경쟁법의 목적에 포함하고(Lianos, 2012, p. 257; Schiek, 

2012, p.57; Walker, 2017, p.9), EU 집행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은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경제적 민주주의

(Witschaftsdemokratie: economic democracy)의 보장을 통해 경제·사회

적 헌법을 형성하려는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쟁정책은 위에서 기술한 회원

국들의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플

랫폼의 정의와 관련해서, 영국의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유럽위원회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에도 관련 정의가 광범위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57) 

이는 일반적인 방법의 온라인 플랫폼 정의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적·법적 

분석을 통해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 하며, 네트워크효과를 포함하여 다양

57) Annabelle Gawer, “Online Platforms: Contrasting perceptions of European
stakeholder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p. 2. (2016),
http://surreycode.org/wp-content/uploads/2016/10/StudyonOnlinePlatformsContrasting
perceptionsofEuropeanstakeholdersAqualitativeanalysisoftheEuropeanCommissionsPubl
icConsultationontheRegulatoryEnvironmentforPlatforms.pdf (2017.11.16. 최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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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도 경제분석

의 방법이 필요하며, 단순한 네트워크효과나 단순 시장점유율이 관련 증

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된다. 일반 플랫폼과 관련하여 기능조약 제101조의 판례가 있으나, 

아직 제102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판례가 없으므로 유럽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의 적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

지털 단일시장의 내용과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EU에서의 논의

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경제분석’을 중심으

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의에서부터 검색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서의 다양한 중립성 논의

가 이루어져왔다. 본 장에서는 검색중립성 및 앱 선탑재 행위를 중심으

로 한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규범적․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매개 또는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

반 및 유형들을 살펴보고, 플랫폼 시장의 획정과 경쟁상황 평가 방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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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플랫폼 분류체계

제 1 절 플랫폼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platform)이라는 용어는 기술과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플

랫폼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만큼 한 가지 의미로만 규정짓기 어렵

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일컫지만 

이 승강장은 철도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원활하게 타고 내려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플랫폼은 자기 충족적인 역

할보다는 다른 주체들의 활동을 매개하고, 이러한 활동의 기반으로서 역

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윤종수, 2015). 즉 플랫폼은 공통의 활용 요

소를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보완적인 파생 제품이나 서비

스를 개발․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플랫폼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도와주는 

기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의 형태도 포괄한다(노규성, 2014, 

p. 4). 나아가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

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된

다(노규성, 2014, p. 6).

  플랫폼은 ICT 산업 환경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돼서 익숙한 것 같지

만 실제 자동차산업에서 ‘제품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최병삼, 2010). 이 때 플랫폼은 기업 내 다양한 변형 제품을 개

발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플랫폼의 토대 또는 기반으로서의 속

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 왔다. 일례로 이안시티와 레빈(Iansiti, 

M. & Levien, R., 2004)은 플랫폼을 기업생태계 내의 구성원들에게 해결

책을 제공하는 서비스 툴, 기술 형태의 자산(asset)이라고 규정한 바 있

다. 반면, 발드윈과 우달드(Baldwin, C. Y., & Woodard, C. J., 2009)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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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성요소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통제함으로써 시스템의 다양성과 변

화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요소(components)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ICT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은 자산의 개념보다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집합체가 공유되는 의미로서의 플랫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플랫폼은 ‘가치복합체(value complex)’를 공유하면서 이를 매개로 서

로 연결되어 있는 기반 요소로 규정되기도 하였다(김창욱 외, 2012). 플

랫폼이 참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기반으로서 매개 역할을 

하면서 기업생태계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확대되자 많은 이들

이 플랫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최병삼, 2012).

  이제 플랫폼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고객들이 만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을 촉진하는 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홍대식, 2015). 기술적 의미에서 

플랫폼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도록 하는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OS), 프로그램 언어 관련 라이브러리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하드웨어 구조 또는 소프트웨어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

제적 플랫폼은 시장에서 중개자(intermediaries)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

들의 중개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인규, 2012). 비즈니스 차원에서 플

랫폼은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개방적인 참여 인프라를 제공

하며, 관리 조건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때 플랫폼의 목적은 사용자간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소셜 화폐 등의 교환을 

촉진함으로서 모든 참여자들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Parker 외, 

2016).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소유자(owner), 제공업자

(provider), 생산자(producers), 소비자(consumers)로 구성된 생태계를 형

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Van Alstyne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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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플랫폼 생태계의 구성요소들

* 출처 : 이경남(2016). p. 31.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궁극적으로 자원의 통제(control) 관점

에서 다양한 자원의 조율(orchestration) 관점으로의 전환, 내부 자원의 

최적화(internal optimization)에서 외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제고, 고객 가치 중심에서 생태계 가치(ecosystem value) 중심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이경남, 2016, p. 33 재인용). 이처럼 

플랫폼에 대한 정의도 기술 플랫폼의 개념에서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

른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정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의 제기도 있다

(Gawer, 2015).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왜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반론이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

랫폼의 범주와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ISP를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시

키느냐가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Gawer(2015)는 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유형화를 위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정의 규

정이 단순히 정부기관의 규제 목적을 위한 의도가 내재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유형 분류의 목적

을 분명히 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형 분류도 정

책적 차원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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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플랫폼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쳐 왔으며, 학자들마다 

플랫폼을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플랫

폼 유형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제 2 절 플랫폼의 유형 분류 

  플랫폼의 유형 역시 다양한 정의만큼이나 유형 분류 기준이 공통된 요

소가 있기보다 혼재된 기준이 한 분류체계 내에서 혼용되고 있다. 기존

의 플랫폼 유형 분류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      

1. 플랫폼 특성 및 서비스 유형별 분류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이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통으로 활용되

는 대상이 기술적 요소인지 아니면 경제적 요소인지에 따라 기술적 관점

에서의 플랫폼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다.58) 기술 

플랫폼은 재사용 목적으로 표준화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

이며, 경제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의미한

다. 기술 플랫폼은 대개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활용한다. 자동차업계에서

는 차대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개발 플랫폼, 스마트폰에서 운영

체제(OS), PC에서 인텔 CPU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경제적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 주는 매개자로서 시장을 의미한다. 백화점, 신

용카드, 앱스토어, 옥션(Auction) 등이 이에 해당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가 많다. 

  기술 플랫폼은 다시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58) 노규성(2014)에서 다루고 있는 플랫폼 유형을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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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노규성, 2014, xii~xiv쪽 

재인용). 

  첫째, 하드웨어 플랫폼은 다양한 부문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인 구조물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례로 IBM의 메인프레임 플랫폼, 

아이폰의 개발자 플랫폼, 현대·기아자동차의 공유플랫폼을 들 수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대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플랫폼(응

용소프트웨어), 웹 기술 기반의 웹 플랫폼을 주로 포함한다. 셋째, 클라

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하는 기반 플랫폼을 의미하며, 

아마존 웹서비스, MS의 애저, 구글의 앱 엔진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해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ICT 환경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술플랫폼으로서 유형 분류는 경제적 플랫폼보다는 명확한 분

류가 가능한데, 경제적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경우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유형의 분류를 하고 있다. 플랫폼이 가지는 양면시장 또는 다면시장, 네

트워크 효과 등과 같은 속성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분류

하기가 쉽지 않다. 

  OECD(2009)는 플랫폼을 광고 기반 미디어 플랫폼, 교환 플랫폼, 지불

시스템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범주화한 바 있다(한국개발연구

원, 2014, p. 8~9). 이들 유형은 모두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유형 분류 기

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먼저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광고 기반 미

디어(advertising-supported media)는 잡지, 신문, 텔레비전, 웹 포털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의 한 면에는 시청/구독자(viewer) 

그룹이 참여하고 다른 일면에는 광고주(advertiser) 그룹이 참여한다. 또

한 두 그룹 사이에는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

이 작용한다.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플랫폼의 한 면에 참여하는 고

객(viewer) 수가 커질수록 다른 한 면에 참여하는 고객(advertiser)의 효

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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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교환(exchange) 플랫폼 역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두 고객 그룹

이 참여하는데, 증권회사 등 금융거래업체, 부동산중개업체, 직업소개소, 

여행사, 티켓 판매 대행사, 결혼중개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지불시스템(payment system) 플랫폼은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의 

결제카드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불시스템 플랫폼도 판매자(가맹

점)와 구매자(카드 이용자)가 서로 다른 고객군을 형성하여 양자 사이에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한다.59)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PC 또는 모바일폰 및 그 운영체제

(OS), 비디오게임, 디지털음악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플랫폼의 

고객그룹은 대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하며, 양 그

룹 간에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한다.

  첫 번째 광고 기반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대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며, 두 번째 교환 플랫폼은 플랫폼의 역할을 대

표한다. 세 번째 지불시스템 플랫폼과 네 번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서

비스 종류를 특징지을 수 있는 유형이다. 이처럼 한 분류체계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얽혀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즈니스 차원에서 플랫폼을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

고, 분류한 경우도 있다(황병선, 2012). 이 구성요소는 기술, 제품, 서비

스, 유통, 광고, 경제 플랫폼으로 가치사슬 상의 구성요소이자 모두 외부

에 개방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60)  

59) 이 경우, 신용카드 플랫폼이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해당 플랫폼은
카드 이용자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카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가맹점들은 해당 플랫폼은 카드 이용자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지며, 카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가맹점들은 해당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된다
(한국개발원, 2014, p. 9).

60) 황병선(2012)의 플랫폼 유형을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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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사/하위분류 사례 참여자 생태계내의 역할

기술플랫폼
웹플랫폼,

클라우드플랫폼

HTML5, iOS

Android
개발자

다양한 제품 

개발의 활성화

제품플랫폼
제품패밀리

소프트웨어플랫폼

아이폰 시리즈

파이어폭스

소비자, 액서세리, 

앱 개발사
소비자 확보

서비스플랫폼
개인클라우드

SNS, 메신저, 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지도, 구글검색

소비자, 

앱 개발사
소비자 확보

유통플랫폼
커머스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아이튠즈,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소비자,

앱/콘텐츠 

공급자

보완재 제품의 

유통

광고플랫폼 마케팅플랫폼
다음의 아담

구글의 AdMob

소비자, 

3rd Party

광고주

수익화 플랫폼

결제플랫폼

모바일 페이먼트

전자결제

스마트카드

페이팔, Square

T머니

소비자, 

3rd Party

금융사

수익화 플랫폼

[표 3-1] 플랫폼의 종류

출처 : 황병선(2012).

  먼저, 기술 플랫폼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 플랫

폼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HTML5와 같은 표준기

술도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중 가장 대표적인 OS플랫폼은 하드웨어 상에

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를 의미한다. 핵심 원

천 기술이 없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개발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모바일 OS의 경우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 타이젠(삼성전자)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클라

우드 플랫폼이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개발 환경이자 소프트웨

어 및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존 개인용 기기에서

의 OS와 유사하다. 

  둘째, 제품플랫폼은 제품패밀리 전략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와 

써드파티 간의 관계가 플랫폼 제공사와 무관하게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례로 보완재는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이것이 다시 제품 플랫폼

의 복합적인 가치를 향상시켜 생태계를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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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서비스 플랫폼은 복수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

랫폼으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기술/경제적 플랫폼화 된 것을 일컫는

다. 기존의 OS 위에 내려 받는 앱으로서 그 자체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개시켜 거래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플랫폼 위의 플랫

폼’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서비스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

의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소비자가 많아지면 써드 파티의 참여가 증

가하게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종의 앱이지만 카카오톡에서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 모바일 게임이 제공된다(손상영․김사혁, 2013). 이러

한 서비스 플랫폼에는 포털(네이버), 검색(구글 검색), 동영상(유튜브), 게

임(카카오게임), 메신저(카카오톡),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클라우드 등이 

있다. 

  네 번째 유통 플랫폼은 서비스 플랫폼의 일종이지만 콘텐츠, 서비스, 

재화 등의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으로 전자상거래 서비

스가 플랫폼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통 플랫폼은 써드 파티의 참여로 

서비스 가치가 향상되고 사용자 경험이 달라진다. 일례로 앱/콘텐츠가 

유통되는 앱마켓(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원 스토어)과 재화가 유통되

는 커머스 플랫폼(이베이, 알리바바, 아마존)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광고 플랫폼은 결제 플랫폼과 대표적인 수익화 플랫폼

(Monetization) 중 하나로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

케팅 하는 데 이용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유통 플랫폼이나 제품, 서비

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광고 플랫폼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는 특징을 지닌다. 플랫폼 양측에 소비자와 광고주가 존재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구글 애드몹과 같은 광고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이

다. 

  마지막으로 결제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상품을 모바일로 결제

하는 플랫폼으로서 페이팔, 알리페이, 삼성페이 등이 있다. 결제 플랫폼

은 미래 플랫폼의 주도권을 결정하게 될 만큼 주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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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플랫폼 유형은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으로 더욱 세분화

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품 플랫폼의 경우 제품패밀리는 플랫폼 유형

에서 제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2010)는 플랫폼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

터넷 매개(Internet Intermediary)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대해 관심을 가

져왔다. 그리고 그 유형을 ‘인터넷 접근권 및 서비스 제공자(유․무선)’

와 ‘웹호스팅과 데이터 처리 및 콘텐츠 전송업자’, ‘인터넷 검색 엔

진 및 포털 사업자’, ‘전자상거래 중개업자’, ‘결제 시스템 제공 

자’와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OECD, 2010). 

이 구분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한 분류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접근권 및 서비스 제공업자는 가구, 기업, 정부에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며, 웹 호스팅, 데이터 및 콘텐츠 전송업자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데이터 및 콘텐츠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 및 포털 업체는 인터넷 서치를 지

원하며,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구매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결제시스템 제공자는 인터넷 결제를 처리하고,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콘텐츠와 소셜 네트워킹 확산을 지원한다. 이처럼 인터넷을 기

반으로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플랫폼을 분류하는 방

법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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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OECD의 온라인 플랫폼 유형화 

출처 : OECD(2010). p. 9.

 

  한편, OECD(2010)의 온라인 플랫폼 유형을 토대로 플랫폼의 기능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 유형을 재분류한 시도도 있다. 이금노와 서

종희 외 연구자들(2016)은 다음과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을 6가지 

대분류 하에 소분류로 유형화하였다.61) 

61) 이금노․서종희․정영훈 (2016)에서 플랫폼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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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사업자(서비스유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유선 SK브로드밴드, KT Olleh, LG U+, 지역케이블 등

무선 SK, KT, LG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

OS
PC MS Windows, Apple iOS 등

모바일 구글 Android, Apple iOS 

웹브라우

저

PC MS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모바일 MS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검색 및 포털
검색계열(가격비교 포함) 구글, 네이버, 다음, 다나와, 에누리 등

포털 구글, 네이버, 다음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소셜

플랫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

오스토리 등

인스턴트메시지

(IM)
카카오톡, 라인, 위챗 등

미디어관련 youtube, 아프리카, 다음TV 등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다음) 카페, linkedin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재화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문화/

여가

문화 티켓링크, 맥스무비 등

여행
인터파크투어, 프라이스라인, 익스피디아, 스

카이스캐너, 호텔스닷컴 등

공유경제

및 C2C

숙박 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운송 우버, 리프트, 티클 등

재화 및 서비스 테스크레빗, 열린옷장, 키플 등

금융
킥스타터, 텀블벅(크라우드펀딩), 8퍼센트

(P2P대출) 등

C2C거래 중고나라, 헬로마켓, 기타 에스크로 시스템

O2O

외식배달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부동산 및 

전문서비스

(부동산) 직방, 다방 등

(변호사 및 보험중개) 헬프미, 마이리얼플랜 등

교통 및 운송 카카오택시, T맵택시, 비클, 카카오대리운전 등

기타(청소, 

주차, 세차 등)
홈클, 아이파크, 세차왕, yap, 시럽오더 등

[표 3-2] 플랫폼 분류 및 사업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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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표사업자(서비스유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ebook 업체
북큐브, Yes24, 알라딘, 교보문고, 네이버북스, 

카카오페이지 등

동영상 제공 IPTV, 넷플릭스 등

음악 제공 iTunes, 벅스뮤직, 카카오뮤직, 멜론 등

앱마켓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SK원스토어, 

아마존 앱스토어 등

결제 및 금융 관

련 플랫폼

결제중개 PG사, VAN사 KG이니시스, KCP, NICE 등

핀테크

관련

간편결제
페이코, 페이나우, 카카오페이, 페이팔, 삼성

페이, 알리페이

전자지갑 TOSS, 뱅크월렛카카오

[표 3-2] 플랫폼 분류 및 사업자 유형 

출처 : 이금노․서종희 외 (2016). p.95～96.

 

  먼저, 인터넷 서비스 제공 플랫폼(ISP)은 기술적 의미로의 플랫폼 성격

이 강하며, 해당 플랫폼 운영자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유무선 인터

넷 망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플랫폼

은 해당 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이기 때문에 양

면시장의 속성을 지닌 중개가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한정짓는다면 플랫폼 유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PC 및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작동시키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필수 수단 

중 하나이다. 윈도우즈를 제공하는 MS와 맥OS 및 iOS를 제공하는 애플,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제공하는 구글 

등이 이 플랫폼에 해당된다. 또한 웹브라우저 플랫폼은 MS의 인터넷익

스플로러, 구글의 크롬, 애플의 사파리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검색 및 포털 플랫폼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연

결해주는 검색기능이나, 각종 다양한 정보 및 뉴스 등을 모아서 보여주

는 포털로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체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콘텐츠 및 정보, 사이트로의 링크 및 거래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검색사이트로 네이버, 다음, 



- 100 -

구글 등은 검색엔진인 동시에 포털에 해당한다. 

  네 번째,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개인 혹은 기업이 참여하여 콘텐

츠가 생산․소비되는 소통하는 장을 열어주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한다. 페

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카카오톡, 라인 등의 인스턴트메시지(IM)들과 소비자들이 직접 미

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다

음․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간 유형/무형의 재화

와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중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전자상거래 플랫

폼은 매우 다양해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거래 특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재화를 모두 다루고 있는 

오픈마켓 플랫폼을 지칭하는 재화 플랫폼,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예약 대행 플랫폼, 개인 간 유휴 자원 및 재화,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

경제플랫폼,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거래 중개 플랫폼,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O2O 플랫폼, ebook, 음악 등을 디

지털 콘텐츠 판매와 구매를 중계하는 플랫폼 등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모두 아우른다. 

  마지막으로 결제시스템 플랫폼은 재화/서비스 거래 행위에 대한 금전

적 거래 혹은 개인간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KCP, 

NICE와 같은 단순 결재중개 플랫폼도 포함되며, 카카오페이, 페이팔, 

TOSS 등도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결제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플

랫폼 분류는 서비스 종류만큼이나 플랫폼 유형이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때마

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김현수와 강인규 외 연구자(2016)들도 앞서 플랫폼 유형의 분류법을 

따르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결제 및 금융 플랫폼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62)

  첫 번째 유형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의 서비스를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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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윈도우, 안드로이드와 같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통해 커뮤니케이

션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검색 및 포털 플랫폼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 정보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전자상거래 기반의 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좋은 조건에 사고 

빨리 전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네 번째 유형인 결제 및 금융 

플랫폼은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한다. 마지

막 유형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의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에 중점을 둔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플랫폼

운영체제(OS) PC / 모바일

브라우저 PC / 모바일

앱 마켓

검색 및 포털 플랫폼
검색 계열

포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재화 오픈마켓 / 소셜 커머스

문화/여가 문화 / 여행

C2C 및 공유경제
숙박 / 운송 / 재화 및 서비스/ 금융 / 

C2C거래 / C2B

O2O
외식 배달 / 전문서비스 / 일반서비스 / 

기타

디지털 콘텐츠 ebook 업체 / 동영상 제공 / 음악 제공

결제 및 금융 플랫폼
결제 중개 PG사 / VAN사

핀테크 관련 간편 결제 / 전자지갑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소셜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인스턴트 메시지(IM) 

/ 미디어 관련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표 3-3] 인터넷 플랫폼 분류  

출처 : 김현수․강인규 외 (2016). p. 4～5.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유형별 플랫폼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플랫

62) 김현수․강인규 외(2016)에서 플랫폼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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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은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한다. 운영체제, 브라우저, 

앱 마켓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분류한다. 앞서 플랫폼 유형에서는 앱 

마켓 플랫폼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포함시켰으나 김현수 외(2016) 연구

자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운영체제의 경우 단말

기 제조사마다 독자적인 OS를 제공하며, PC에서는 윈도우가 압도적인 

OS로 자리잡고 있다. 브라우저는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앱 마켓은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 제

조사 등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의 특징적인 

점은 운영체제를 보유한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업자나 단말 제조

사 등의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체제 보유 여부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 번 시사한다. 

  두 번째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검색 및 포털 플랫폼은 검색을 

포함하여 뉴스, 이메일, SNS, 지도,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하고 있다. 검색 및 포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플랫폼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또한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의 점유율은 관련 서비

스의 점유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검색, 뉴스, 이메일 분야의 네

이버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 번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거래
63)
 방법으로

64)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

라 구분되며,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전자상거래의 종류가 더욱 세분화

되고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네 번째 이용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는 결제 

및 금융 플랫폼은 결제 중개 플랫폼과 핀테크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결제 중개 플랫폼은 PG(Payment Gateway)사와 VAN(Value Added 

6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
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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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사에 의해서 제공된다. PG는 금융사와 온라인 가맹점 사이에서 

지급결제를 중개한다. VAN사는 가맹점과 금융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정보를 암호화 후 

금융사에 전송, 전표를 매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온

라인 결제를 하게 되면, PG사 결제화면을 통해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이 

결제 정보는 VAN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사에 전달된다(김진완 외, 

2015). 모바일 결제, 인터넷 송금, 인터넷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으

로 대표되는 핀테크(Fin-Tech)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금융기관, IT기

업, 스타트업 등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핀테크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성격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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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핀테크 서비스

금융

기관

KB국민은행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NH농협은행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스마트워치 금융서비스

신한카드
－간편 결제 앱카드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카드상품 및 혜택 제공

BC카드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

－비콘 기술 활용한 결제서비스

교보라이프 －스마트폰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청약 서비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14년 시장점유율 28.8%로 1위)

IT

기업

카카오
－카카오톡 기반 결제 ․ 송금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 －라인 연계 원클릭 결제 ․ 송금 서비스

LGU+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방식 간편 결제 및 송금서비스

삼성전자 －마그네틱 보안전송기술 결제 서비스

스타트업

페이게이트
－전 세계 비자, 마스터카드 대상 글로벌 신용카드 간편 결제서비스

   (국내 PG사 해외 결제 비중의 62% 이상 차지) 

비바리퍼블리카 －모바일 간편 송금

오픈트레이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템바앤컴퍼니 －개인금융정보 통합 및 분석하는 모바일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레이니스트 －개인 맞춤형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솔리드웨어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금융예측모델 솔루션

한국NFC －NFC방식을 활용한 모바일 NFC 간편 결제 서비스

코빗 －비트코인 중개거래 및 결제

[표 3-4] 국내 주요 핀테크 서비스 제공 현황 

출처 : 조유리 외(2015), p. 35.

  반면, 핀테크 서비스 유형에 따르면, 송금서비스, 결제서비스, 금융플

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분석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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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송금
송금지시인과 수취인을 ICT기술을 이용하여 연결시켜 금융회사에 방문 또는 접

속하지 않아도 자금이체가 가능함

결제
카드정보를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기기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결제절

차를 단순화하여 실물카드 또는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결제를 가능하게 함

P2P 금융플랫폼
자금수요자(차입자)와 자금공급자(대출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줌으

로써 대출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금융데이터분석
개인 등의 소비패턴, 투자성향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기함

[표 3-5] 핀테크의 유형 

출처 : 윤민섭 (2015). p. 22.

  마지막으로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SNS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지, 미디어 관련 플랫폼 등이 해당된다. 초창기에는 이메

일, 인스턴트 메신저와 같은 서비스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이용자의 신뢰관

계를 기반으로 한 추천시스템, 관계 맺기, 프로필 관리, 콘텐츠 생산 등

으로 참여형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비

스 형태에 따라 소셜 플랫폼과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소셜 플랫폼 중 SNS와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을 합하여 SNS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중 SNS는 제공되는 기능에 따라 크게 8가지 유형으

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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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 서비스

프로필 기반
특정 이용자나 분야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서비스

싸이월드,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비즈니스 기반
업무나 사업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중심의 서비스

링크나우, 링크드인, 

비즈스페이스

블로그 기반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

네이트통, 

윈도우라이브스페이스

버티컬
사진, 동영상, 리뷰 등 특정 분야의 버티컬 UCC 

중심의 서비스

유투브, 딜리셔스, 

아프리카, 다음팟

협업 기반 공동 창작, 협업 기반의 서비스 위키피디아

커뮤니케이션 중심
채팅, 메일, 동영상, 컨퍼런싱 등 이용자간 연결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서비스

세이클럽, 네이트온, 

이버디, 미보

관심주제 기반 분야별로 관심 주제에 따라 특화된 네트워크 서비스
도그스터, 와인로그, 

트렌드밀

마이크로블로깅
짧은 단문형 서비스로 대형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서비스

트위터, 텀블러, 

미투데이

[표 3-6] SNS의 유형 

출처 : 이진형 (2011). p. 57.

  인스턴트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가 메신저 서버에 접속되어 있을 때 

착신 메시지를 사용 중인 단말기 화면에 표시해서 이것을 받은 이용자가 

곧바로 반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최근 인스턴트 메시지는 가

입자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이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확장되고 있다.  

  미디어 플랫폼은 UCC(User Created Content)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

여 왔으며, 유튜브, 곰TV, 아프리카TV 등의 인터넷 사업자들과 다음TV

팟, 네이버TV캐스트 등의 포털사업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 기반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

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중심

으로 산업이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기존 플랫폼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물인터넷 및 AI 플랫폼 등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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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중되고 있다. 

  전자부품연구원(2014)에서 제시한 사물인터넷 유형은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로 오픈HW플랫폼, 디바이스 플랫폼, 사물연결 플랫폼, 사물 데

이터 플랫폼으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기능 서비스 전망

오픈HW플랫폼
사물 생성 오픈 HW 

플랫폼

- Anduino, Respberry 

Pi, Galileo

-개발 편의성 중심 오픈 

하드웨어 출시 예상

-다양한 창의 사물인터넷 

제품에 적용 예상

디바이스 플랫폼
디바이스 운영체제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TinyOS, Contiki, nanoQplus 

등 경량 OS 보급

-Wearable Device 용 

초경량/초전력 OS 등장

-네트워크 장비의 IoT화

-목적별 초경량/초전력 

OS출시

-네트워크 장비의 사물

인터넷 인프라화 예상

사물연결 플랫폼
사물 연결, 제어, 관리, 

개방

-폐쇄적/수직적 플랫

폼에서 개방형 플랫폼

으로 변화

-이동통신사 중심 개

방형 MZM플랫폼

-글로벌 사물인터넷 

기업 개방형 플랫폼

-표준 기반 개방형 플랫폼 

확대

-글로벌 기업 중심 개방형 

플랫폼 상존

사물데이터 플랫폼
사물인터넷 데이터 개방

/연계/검색/분석

-글로벌 기업 사물인

터넷 데이터분석 플랫

폼 상용화 추진

-시만텍 기술 사물인

터넷 접목을 통한 데

이터 상호운영 추진

-사물연결 플랫폼과의 

연계 진행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용 확대 전망

-사물연동 및 지능형 

서비스 요구증대에 따른 

관련 기술 중요도 증가 

예측

-구글 등 글로벌 검색 

플랫폼과 연계 전망

[표 3-7] 사물인터넷의 유형 

출처 : 김재호 (2014). p. 8.

  최근 AI플랫폼의 급부상으로 ICT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고도화 및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AI 플랫폼은 플랫폼이 갖는 주

요기능에 따라 음성지능, 언어지능, 시각지능, 공간지능, 감성지능 플랫

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적용 범위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하는 범용 AI플랫폼과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전문 AI 플랫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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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플랫폼 유형은 서비스별로 구분되

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각 유형별 플랫폼은 서로 배타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간 중첩된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앞서 

플랫폼의 특성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분류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도 확

인하였다. 이 때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유

형을 분류하는 사례들도 있다. 노규성(2014)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6

가지 유형인 가게형(store) 비즈니스 모델, 사슬형(chain) 비즈니스 모델, 

상거래형(commerce) 비즈니스 모델, 대리인형(agent) 비즈니스 모델, 웹

(web)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게임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플랫폼은 양면시장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수많은 상품과 인원이 공간의 

제약 없이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도 각기 다르게 분

류되고 한 분류 체계 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속성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플랫폼 역할에 따른 유형 분류

  플랫폼은 그 역할에 따라 기반형, 매개형,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

다(류한석, 2016, p. 25~30). 첫째, 기반형 플랫폼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반으로서의 플랫폼이다. 일례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와 같은 운영체제, CPU, 모바일 AP 등을 들 수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이고 CPU는 하드웨어이지만 역할의 관점에서 보

면 모두 기반형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매개형 플랫폼은 사용자

들을 매개해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가 대표적이다. 11번가,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도 매개형 플랫폼 중 하나이다. 매개형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

용자들을 연결해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콘텐츠 생산을 독려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내고, 이는 소비 행위로 귀결되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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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갈수록 중요한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셋째, 복합형 플

랫폼이다. 기반형 플랫폼과 매개형 플랫폼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복합형 플랫폼은 (1) 기반형으로 시작하여 매개형의 성격을 갖춤으

로써 복합형으로 진화하거나, (2) 매개형으로 시작해 기반형의 성격을 갖

춤으로써 복합형으로 진화하거나, (3) 아예 처음부터 기반형과 매개형의 

성격을 모두 갖춘 복합형으로 시작한 경우로 나뉜다. 기반형으로 시작해 

복합형이 된 사례로는 윈도우가 있으며, 매개형으로 시작해 복합형이 된 

사례는 페이스북, 마지막으로 등장 자체가 복합형의 성격을 지닌 경우는 

안드로이드이다. 이 같은 유형 분류는 서비스 유형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Gawer(2015)은 온라인 플랫폼을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역시 플랫폼의 역할에 기반한 것이다. 첫째, B2B 대 

B2C, C2C, C2B 등 이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플랫폼을 분류할 수 있다

고 보았다. 둘째, 수동적 전달자(conduit)와 능동적인 전달자, 또는 콘텐

츠에 대한 편집권을 보유한 전달자로 전달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도 가

능하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플랫폼이 단순히 개인을 연결한 경우와 전

문가 또는 기업과 연결한 경우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

전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과 불법 운영하는 플랫폼 등으로도 분

류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보면, 플랫폼 유형 분류 기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첫 번째의 경우는 거래 관

계를 알 수 있으며, 두 번째의 경우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

에 필요한 유형 분류로 사료된다.

  또한 Evans와 Gawer(2016)은 플랫폼의 특성과 역할에 근거하여 플랫

폼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본 분류와는 달리 거래플랫폼

(Transaction platform),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 통합플랫폼

(Integrated platform), 투자플랫폼(Investment platform) 4가지로 유형화하

고 있다. 먼저 거래플랫폼은 이용자, 구매자 또는 공급자간 교환 또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지칭한다. 혁신플랫폼

은 기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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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통합플랫폼은 거래플랫폼과 혁신플랫폼이 합

쳐진 형태로 애플과 같이 매칭 플랫폼인 앱스토어와 개발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플랫폼에 속하는 기업들로는 구글, 페이스북, 애

플, 아마존, 알리바바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플랫폼은 플랫

폼 포트폴리오 전략을 개발한 회사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지주회사 또는 

투자자로서 활동한다. 이러한 플랫폼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플랫폼은 통

합플랫폼으로서, 거래플랫폼과 혁신플랫폼이 통합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3-3] 유형별 플랫폼 기업 

출처 : Evans, P. C., & Gawer, A. (2016). p. 14.

  앞서 살펴본 플랫폼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들을 관통하는 분류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존하는 플랫폼 서비스들의 공통된 특성 또는 

역할에 근거하여 분류된 것 정도로 추정할 뿐이며 한 분류 체계 내에서

도 다양한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처럼 플랫폼 

유형 분류가 쉽지 않은 것은 플랫폼 유형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다

른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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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OECD(2009) OECD(2010) 황병선(2011) 노규성(2014)

플랫폼 유형

광고 기반 미디어

플랫폼

교환플랫폼

지불시스템플랫폼

소프트웨어플랫폼

인터넷 접근권 및 

서비스 제공자

웹호스팅과 데이터 

처리 및 콘텐츠 

전송업자

인터넷 검색 엔진 

및 포털 사업자

전자상거래 중개업자

결제시스템 제공자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플랫폼

- 웹플랫폼

- 클라우드플랫폼

제품플랫폼

- 제품패밀리

- 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플랫폼

- 개인클라우드

- SNS, 메신저, 검색

유통플랫폼

- 커머스플랫폼

- 마켓플레이스

광고플랫폼

- 마케팅플랫폼

결제플랫폼

- 모바일 페이먼트

- 전자결제

- 스마트카드

기술플랫폼

- 하드웨어 플랫폼

- 소프트웨어플랫폼

- 클라우드플랫폼

- 빅데이터플랫폼 

경제플랫폼

플랫폼 분류 

기준

수익 모델, 

플랫폼 서비스 종류

플랫폼 서비스 종류 플랫폼의 역할 및 

서비스 유형 

기술 차원의 자산 

및 기반 

구분 이금노 외(2016) 김현수 외(2016) 류한석(2016) Gawer(2015)

플랫폼 유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

-유선/무선

소프트웨어플랫폼

-OS(PC/모바일)

-웹브라우저(PC/  

 모바일) 

검색 및 포털

-검색계열

-포털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 소셜플랫폼

소프트웨어플랫폼

-OS(PC/모바일)

-웹브라우저(PC/  

 모바일)

-앱마켓 

검색 및 포털

-검색계열

-포털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 소셜플랫폼

(SNS, IM, 미디어)

기반형 플랫폼

매개형 플랫폼

복합형 플랫폼

B2B 대 B2C, C2C, 

C2B

수동적 전달자, 능동적 

전달자, 콘텐츠 편

집권 보유자

개인 연결 플랫폼, 

전문 연결 플랫폼

합법 플랫폼

불법 플랫폼

[표 3-8] 플랫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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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금노 외(2016) 김현수 외(2016) 류한석(2016) Gawer(2015)

플랫폼 유형

(SNS, IM, 미디어)

-커뮤니티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플랫폼

-재화

-문화/여가

-공유경제 및 C2C

(숙박, 운송, 재화 

및 서비스, 금융, 

C2C거래)

-O2O(외식배달, 부동산 

및 전문서비스, 교

통 및 운송, 기타)

-디지털콘텐츠

(ebook, 동영상, 

음악, 앱마켓)

결제 및 금융 관

련 플랫폼

-결제중개

-핀테크 관련

-커뮤니티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플랫폼

-재화

-문화/여가

-공유경제 및 C2C

(숙박, 운송, 재화 

및 서비스, 금융, 

C2C, C2B거래)

-O2O(외식배달, 전문

서비스, 일반서비스, 

기타)

-디지털콘텐츠

(ebook, 동영상, 

음악, 앱마켓)

결제 및 금융 관

련 플랫폼

-결제중개

-핀테크 관련

플랫폼 분류 

기준

플랫폼 서비스 유형 

및 기능

플랫폼 서비스 유형 

및 기능
플랫폼 역할

플랫폼 역할

거래방식

  일반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이금노 외(2016)와 김

현수 외(2016) 플랫폼 유형이 보다 유용한 분류 체계이며, 류한석(2016)

과 Gawer(2015)의 플랫폼 유형은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보다 적합

한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유형 분류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적

합한 플랫폼 유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각각의 플랫폼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있어 왔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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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쟁 정책 관점에서의 플랫폼 분류 

1. 플랫폼 분류 기준 및 유형에 관한 논의

  기존의 논의는 주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 차원에서 플랫

폼 유형화가 이루어져왔다. 기술과 사업 전략 영역에서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는 논의의 공통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규범의 

영역에서는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히 설정되어야 하기 때

문에 단순히 서비스 유형에 따른 플랫폼 분류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한

국개발원, 2014).   

  다른 분야에서 생성된 플랫폼이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기업들의 플랫폼 활동을 별개의 관련 시장에서 파악하기보다

는 생태계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이 지닌 다면적 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강인규, 

2012, p.1 재인용). 

  규범적 차원에서의 플랫폼 분류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했지만, 플랫폼을 규제 차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플랫폼의 특

성, 거래방식, 서비스의 종류 등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가 시도되었다. 

  플랫폼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역할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컴

퓨터 기반 산업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을 도출하기도 하며, 자산의 

통제 여부와 고객 통제 여부에 따라서도 플랫폼 유형을 구분하는 등 그 

방법과 기준이 매우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통제 여부와 가치사

슬상의 위치(upstream/downstream)를 플랫폼의 주요한 특성으로 판단하

고 이에 따라 플랫폼 유형이 분류하기도 하였다(김창욱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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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플랫폼 유형 구분 구분 기준

Schiff(2003)
능동적 매칭(active matching)

수동적 중개(passive matching)

플랫폼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에 따른 구분

Evans, Hagiu &

Schmalensee (2005)

거래매칭(matchmakers)

광고매칭(audiencemakers)

거래기반사업(transaction-based 

business)

공유투입(shared input)

컴퓨터기반산업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구분

Eisenmann(2007)

독점(proprietary)

공유(shared)
플랫폼 전략에 따른 구분

플랫폼 제공자(Platform Provider)

- 이용자 상호작용 매개

플랫폼 스폰서(Platform Sponsor)

- 기술과 참여권에 대한 통제

플랫폼 역할에 따른 구분

Baldwin &

Woodard(2009)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기술적 시스템(technological

system)

선행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플랫폼 의미에 따른 유형 분류

(제품개발, 기술전략, 산업조직)

Gawer(2009)

내부(internal)

공급사슬(supply chain)

산업(industry)

양면시장(two-sided market)

플랫폼의 특징적인 의미를 체계화

하여 유형 구분

Ballon &

Heesvelde(2011)

제반환경제공(enabler)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or)

중립(neutral)

브로커(broker)

자산통제여부와 고객통제여부 

두 축에 따른 구분

최병삼(2010)

제품(product)

고객(customer)

거래(transaction)

플랫폼의 활용 유형에 따른 구분

[표 3-9] 플랫폼 유형 분류에 대한 기존 논의 

출처 : 김창욱 외 (2012). p. 9 에서 재구성.

  먼저 Schiff(2003)는 양면시장적 속성을 지니는 네트워크 기반의 비즈

니스 모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능동적 매칭(matching) 서비

스로 플랫폼 자체가 거래시스템이 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 유형에는 

직업 알선 대행사, 결혼 정보 회사, 부동산 중개소, 인터넷 검색 포털 등

이 해당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중요하며, 기

업들은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중개에 활용한다. 또 하나는 수동적 중개 

플랫폼으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브로커(broker)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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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아도브 아크로뱃, 인터넷 백본, 비

디오 게임 플랫폼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데이터

베이스의 상호 호환성이 중요하며, 결국은 개방된 양면 네트워크가 플랫

폼 운영의 주요 기반이 된다. 

  Evans와 Hagui, Schmalensee(2005)는 다면시장 플랫폼에서 가장 주요

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차별적인 고객 그룹 간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격 차별화가 가장 주요한 수단이고, 이를 네 가지 

비즈니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거래매칭(Matchmakers)은 한 측 또

는 양측이 다른 면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표적

인 예로 오픈 마켓을 들 수 있다. 둘째, 광고거래(Audience-makers)는 광

고주와 고객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터넷포털, 신문, 잡지, 방송 등이 광

고거래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거래기반 사업(Transaction-based 

business)은 양 시장의 거래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같은 플랫폼을 일컫는

다. 마지막으로 공유 투입 플랫폼(shared-input platform)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API에 대한 접근권

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최종이용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당시 컴퓨터 기반 사업자들은 다면 시장에 적합한 사업 전략

을 구사하기보다 수직적 기업 결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컴퓨터 기

반 산업의 다면성은 다른 플랫폼 기반 사업보다 기술과 시장 환경에 보

다 의존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Balwin과 Woodard(2009)는 플랫폼 정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

였는데, 기술개발 차원의 플랫폼은 새로운 세대 또는 특정 기업 대상의 

제품군을 만들어 보여주기 위한 기반(단상)과 같은 것이다. 제품플랫폼

(Platform product), 투자 플랫폼(Platform investments), 기술플랫폼

(Platform technology), 플랫폼 사고(Platform think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기술전략 차원에서는 플랫폼을 통제권의 중심으로 본다. 산

업경제학적 측면에서는 플랫폼을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행인들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제품, 서비스, 기업, 기관들로 본다.  

  Gawer(2009)는 선행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의 의미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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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유형화하였다. 첫째, 1990년대에 새로운 제품 개발 차원에서 

기업 내부 존재하는 플랫폼을 ‘내부 플랫폼(internal platform)’으로 일

컬었다. 둘째, 공급사슬(supply chain platform)은 공통 구조를 형성하는 

하위시스템과 인터페이스로서 협력사들이 일련의 파생제품들을 효율적으

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연합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교차소유권(cross-ownership)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산업플랫폼(industry 

platform)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 서비스 또는 기

술로서 다른 기업이 보완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토

대를 지원한다. 넷째, 다면시장 (multi-sided markets) 플랫폼은 순수한 

교환 또는 거래 플랫폼을 일컬으며, 다면 사이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모든 산업 플랫폼은 신제품,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서비스

에 필수적으로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다면시장은 다른 축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박종복․강성희, 2015, p.13~14). 

구분 내부플랫폼 공급사슬플랫폼 산업플랫폼 다면시장플랫폼

기업 내 공급사슬 내 산업 생태계 여러 산업

참여

기업수
1개 기업

공급사슬 내 다수 

기업

상호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다수 

기업

(단, 다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는 기

술적 시스템의 일부

로써 함께 기능해야만 함)

양면(또는 다면) 시

장의 중개인을 통

해 상호 거래하는 

다수 기업(또는 기

업 집단)

플랫폼 

목적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

-다양한 제품을 저

원가에 생산하여 

대량 고객화 달성

-신제품 설계시 유연성 

향상

-공급사슬에 따라 

생산 효율성 증대

-다양한 제품을 저

원가에 생산하여 

대량 고객화 달성

-신제품 설계시 유연성 

향상

-플랫폼 소유자 입장 : 

외적, 보완적 혁신

으로부터 가치 자극 

및 확보

-보완업체 입장: 플

랫폼의 운영 기반과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보완 혁신에서 혜택

-플랫폼이나 시장의 

다른 측 사이의 거

래 촉진

[표 3-10] Gawer(2009)의 플랫폼 유형 

출처 : 박종복․강성희 외 (2015).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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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wer(2015)은 온라인 플랫폼을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다음과 같

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B2B 대 B2C, C2C, C2B 

등 이들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플랫폼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

째, 수동적 전달자(conduit)와 능동적인 전달자, 또는 콘텐츠에 대한 편집

권을 보유한 전달자로 전달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도 가능하다고 제시

하였다. 셋째, 플랫폼이 단순히 개인을 연결한 경우와 전문가 또는 기업

과 연결한 경우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합법적으

로 운영하는 플랫폼과 불법 운영하는 플랫폼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Ballon & Heesvelde(2011)는 플랫폼 자산(asset)에 대한 통제 여

부와 고객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플랫폼을 구분하였다. 경쟁 정책 관

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플랫폼 분류로 ICT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규제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특정 플랫폼 유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경쟁 이슈를 식별한 바 있다

(강인규, 2012, p.1 재인용).

  Ballon & Heesvelde(2011)는 다양한 형태의 ICT 플랫폼을 규제의 관점

에서 살펴보기 위해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넘어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상에 플랫폼이 행사하는 통제권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고 있다.65) 이는 모든 플랫폼이 중요한 게이트키퍼 기능의 집합체로

서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플랫폼 선

도 기업들이 중요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관계가 플랫폼 상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제안을 모으는 데 필요한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66) 

65) 플랫폼 유형 분류는 강인규(2012)에서 재인용한 내용임.
66) 이러한 유형 분류는 사실상 플랫폼의 통제가 외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플랫폼만이 구조적 이익의 대부분을 부여하는 역할을 독점적으로 통제한다는 일
반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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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에 대한 통제 無 고객에 대한 통제 有

자산에 대한 통제 無

중립 플랫폼(Neutral Platform): 플

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생성

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강하게 의존하며, 고객에 대해서

도 통제하지 않음

(예: 구글 검색, 페이팔)

중개 플랫폼(Broker Platform): 플

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생성

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자산에 

강하게 의존하지만, 고객에 대해

서는 통제함

(예: 페이스북, 이베이)

(오픈마켓-지마켓)

자산에 대한 통제 有

제반환경 제공 플랫폼(Enabler 

Platform):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

제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

산의 대부분을 통제하지만, 고객

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음

(예: 인텔, IMS)

통합 플랫폼(Integrator Platform): 

플랫폼 사업자가 가치제안을 보

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대부

분을 통제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수립. 제3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예: 애플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OS)

[표 3-11]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다면플랫폼의 유형 구분

출처 : Ballon & Heesvelde(2011), 강인규(2012) p. 8 재인용.

  첫 번째 유형은 중립플랫폼(Neutral Platform)으로 최종 가치제안뿐만 

아니라, 고객관계에서도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중립플랫폼은 플랫

폼 사업자가 가치제안과 관련된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아 게이트키퍼

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고객과도 결제관계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페이팔

과 구글 검색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엔진 플

랫폼은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의 사양을 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사용자에 대해 어떤 가입이나 결제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고객

의 lock-in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검색 포털과 수많

은 제휴 웹사이트 양쪽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을 통해 네트워크 외부성

의 상당 부분을 내부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개 플랫폼(Broker)으로 가치제안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

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존하지만, 고객과의 관계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페이스북과 이베이가 중개플랫폼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베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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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거래를 위한 장소만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가

치제안을 한다. 고객관계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베이라는 브랜드는 잘 알

고 있지만, 판매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 또한 이베이는 고객 소유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결제과정을 지

원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제반환경 제공 플랫폼(Enabler Platform)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산의 대부분을 통제하지만, 고객관계

가 제3자 개발자에게 넘겨진다. IMS 플랫폼이나 인텔 플랫폼을 이러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은 하드웨어 구조, 표준 및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확고히 지배하고 있으며, 인텔 구

동 개인용 컴퓨터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통합 플랫폼(Integrator Platform)은 가치제안과 관련

된 대부분의 자산뿐만 아니라, 고객의 소유권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보

유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가치와 자사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두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3자 

개발자의 플랫폼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다면적 시장을 구성하는데 노력한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와 애플 아이폰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

다. 애플은 아이폰과 관련된 하드웨어, OS와 다른 미들웨어, 앱스토어 포

털과의 거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별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통제한다. 애

플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배분받으며, 철수(exit)에 

대한 장벽을 설정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브랜드, 검색 및 선택과 

결제 측면에서 고객관계를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 개발자 프로그램, 수익배분 모델 등을 통해 다

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생

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마셜 밴 엘스타인 외(2017, p.234~236 재인용)는 

플랫폼 개방성의 관리자와 스폰서 참여 수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첫째, 단일 기업이 플랫폼 관리자이자 스폰서인 모델이다. 이를 독점 

모델(proprietary model) 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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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매킨토시 운영체제와 모바일 iOS의 기술 표준을 모두 직접 통제한

다. 

  둘째, 플랫폼 관리자는 다수이지만 플랫폼 스폰서는 하나인 라이선싱 

모델(licensing model)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스톡(stock) 안드로이드 운

영체제(구글이 제조사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를 지원하지만, 다수의 하드웨어 기업들은 소비자들과 안드로이드 플

랫폼을 연결해 주는 기기를 공급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삼성, 소니, LG, 

모토로라, 화웨이, 아마존을 비롯한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은 구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한다. 

  셋째, 플랫폼 관리자는 단일 기업이지만, 플랫폼 스폰서는 다수 기업

인 모델이다. 이를 합작 투자 모델(joint venture model)이라고 한다. 

2001년에 문을 연 오르비츠(Orbitz)는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 여러 주요 

항공사들이 스타트업인 트레블로시티(Travelocity)와 경쟁하기 위해 합작 

투자하여 세운 회사이다. 구직 플랫폼인 커리어빌더(현재 이름은 넷스타

트)도 1995년에 3개 신문사가 합작한 구인 광고 플랫폼으로 시작했다. 

  넷째, 다수 기업이 플랫폼 관리자 되는 동시에 또 다른 다수 기업이 

플랫폼 스폰서가 되는 공유 모델(share model)이다.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는 다수의 스폰서와 다수의 관리자가 존재한다. 리

눅스는 맥과 iOS처럼 앱 개발자와 다른 생산자들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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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플랫폼 관리1)

단일기업 다수기업

플랫폼 

스폰서2)

단일기업

독점모델

매킨토시

플레이스테이션

몬스터닷컴

패더럴 익스프레스

비자(2007년 이후)

라이선싱모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구글 안드로이드

팜 OS

아멕스 브랜드의 MBNA카드

사이언티픽 애틀래타 셋톱박스

퀄컴 무선 전송 표준

다수기업

합작투자모델

커리어빌더

오르비츠

비자(2007년 이전)

공유모델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리눅스

DVD

UPC 바코드

RFID 재고 관리 표준

[표 3-12] 플랫폼 관리와 스폰서에 대한 4가지 모델

※주1) 플랫폼 관리자 : 생산자/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조직하고 통제함

※주2) 플랫폼 스폰서 : 플랫폼의 전반적인 아키텍처, 플랫폼의 기저를 이루는 지적재산

(플랫폼 운영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코드 등), 기타 권리 할당을 주관함

출처 : 마셜 밴 앨스타인 외(2017). p.235.

  이러한 분류 기준은 플랫폼의 역할과 플랫폼 내 경쟁 사업자들의 관계

를 보여주는 동시에 플랫폼에 내재하고 있는 통제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통제권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왜곡하

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인지 판가름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서비스 유형, 특성, 거래 방식 등에 

근거한 유형 분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금노․서종희․정영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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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양면성
•양면 :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질적인 이용자 집단이 존재하는 플랫폼

•단면 :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일한 이용자 집단이 존재하는 플랫폼

플랫폼의 기능

•소비자관점 :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따라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과 소비자의 플랫폼 이용 목적 중심으로 분류

•사업자관점 :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통해 사업자가 추구하는 경영상의 

목적을 중심으로 분류

플랫폼의 이용자 

통제67)

•통제기능 有 : 플랫폼이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관여(통제)하는 플랫폼

•통제기능 無 : 플랫폼이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관여하지 않고 공간만 

제공하는 플랫폼

거래

장소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오프라인에서 재

화나 서비스와 같은 목적물의 인도나 실현이 되는 플랫폼

•Online to Online : 온라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목적물의 인도도 온라

인에서 종결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콘텐츠가 대표적

본질성

•본질적 : 이용자 상호 간 직접적인 전자상거래 주요 목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파생적 : 플랫폼의 본원적 기능에 파생 또는 연계하여 거래가 발생하

는 플랫폼

목적물 •재화,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표 3-13] 플랫폼 분류 기준 

출처 : 이금노․서종희 외(2016). p35.

  이처럼 다중적 특성을 지니는 플랫폼을 일관된 잣대로 분류하는 시도 

67)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은 약관을 통해 거래부적합 상품을 고지하고 제공된 정
보를 확인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플랫폼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플랫폼의 이용자 통제 의무는 관련
법령에도 있다(이금노 외, 2016, p39).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순수한 매체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사업모델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어떤 가치를 교환한다는 것은 플랫폼이 정한 거래 조건과 기술적
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플랫폼의 이용자 통제를 전제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의 이용자 통제는 불가피하다. 플랫폼 운영자는 법적 의무와 차별화
를 통한 이윤극대화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통제 수준을 결정한다. 플랫폼 운영
자의 이용자 통제는 제약 단계에서 약관 등을 통해 확정되며 단기적으로는 플랫
폼의 서비스 제공 비용을 높이고 이는 수수료에 반영된다. 중고나라와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는 무료이지만 오픈마켓을 100%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입점형 쇼핑몰은 이보다 수수료가 높은 것이 그 예이
다(이금노 외, 2016,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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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왜곡된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

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확장․확대를 거듭하

고 있어 기존 플랫폼 유형에 반영되지 못한 IoT 플랫폼, AI 플랫폼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플랫폼 유형 분류의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플랫폼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즉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유형에 따

른 분류 체계가 보다 적합하지만, 경쟁 이슈 차원에서 법적 분쟁을 따져

야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특성에 기반한 분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온라인 플랫폼의 통제권(자산 및 고객), 거래의 본질성, 플랫폼 시장

의 양면성 및 다면성 등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질 것

이다. 이에 플랫폼 유형에 따라 경쟁 이슈를 다룬 논의를 마지막으로 살

펴본다.   

2. 규제 관점에서의 플랫폼 유형에 따른 경쟁 이슈

  플랫폼이 주로 활동하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플

랫폼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공급, 최종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보완적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Ballon과 

Heesvelde(2011)는 플랫폼 관점에서 보완적 시장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플랫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강인규, 

2012, p. 9~10). 

  먼저 중립플랫폼은 플랫폼과 관련된 보완적 시장에 대해 반경쟁적 위

험을 초래할 정도의 충분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전

통적인 경쟁법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

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분야의 구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구글의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등과 같은 플랫폼과 지메일, 구글 

보이스와 같은 최종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또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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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에 대한 통제 無 고객에 대한 통제 有

자산에 대한 통제 

無

중립 플랫폼(Neutral Platform): 중

립성 훼손을 통한 경쟁 저해(예: 검

색 엔진 운영사업자가 검색 결과를 

왜곡하여 자사와 관련 있는 회사로 

소비자를 유도)

중개 플랫폼(Broker Platform): 전환

비용 증대를 통한 가입자 고착

(customer lock-in),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가격압착(price 

squeeze)

자산에 대한 통제 

有

제반환경 제공 플랫폼(Enabler 

Platform): 거래거절(refusal to 

deal), 상품의 전략적 디자인(상호

호환성),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

자의 고착(lock-in of 

service/content providers)

통합 플랫폼(Integrator Platform): 

전환비용 증대를 통한 가입자 고착

(customer lock-in),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대한 가격압착(price 

squeeze), 거래거절(refusal to deal), 

상품의 전략적 디자인(상호호환성),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고착

(lock-in of service/content 

p r o v i d e r s ) , 상 호 보 조

(cross-subsidization)

[표 3-14] 다면플랫폼 유형별 경쟁규제 이슈

출처 : Ballon & Heesvelde(2011), 강인규(2012) p. 9 재인용.

  중개플랫폼은 고객관계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위험을 수반한다. 여기

에는 전환 비용의 증대를 통한 가입자 lock-in과 정상적인 플랫폼으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양 측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서비스․콘텐츠 제

공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가격설정(overcharging)의 소지가 있다.  

  제반환경 제공 플랫폼은 거래거절(refuse to deal), 상호호환성을 통한 

상품의 전략적 디자인(strategic design of products through 

interoperability), 그리고 서비스․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lock-in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통합 플랫폼의 경우, 다른 플랫폼 유형에서 발생하는 경쟁

이슈 뿐만 아니라 상호보조(cross subsidization)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플랫폼 시장의 상호보조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는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

업자가 양 측면에서 활발히 운영될 경우 상호보조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특히 국내 포털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는 경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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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하였지만 플랫폼은 매일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정태적으로 접근해서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성숙

하지도 않은 플랫폼 시장에 규제당국의 개입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서

비스 유형 및 비즈니스 수익 모델에 근거한 플랫폼 시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지능정보시대에 혁신적인 플랫폼들

의 등장을 간과하고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자칫 정책 수립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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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플랫폼 시장 획정

제 1 절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단면시장에 대한 전통적 접근 SSNIP

가. 시장획정 기본 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경쟁법 적용이나 규제 대상 시장

의 경쟁상황 판단을 목적으로 시장획정을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는 용어로 공정

거래법 적용 대상의 시장을 지칭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8호는 “일정

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품

시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3호, 2015.6.30.)을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명시하였고,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

는지 여부에 대해 7가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68)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하면, 상품시장획정은 

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상품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경쟁관계란 해당 상

품의 가격 인상 시 상당수의 구매자에 의해 해당 상품에서 구매가 전환

68)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
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
(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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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품들로 정의된다. 달리 말하면, 상품시장 획정에서 핵심은 일정 

수준의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자의 전환가능성이다.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한 상품시장 획정 방안

은 미국과 EU에서 채택하고 있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69) 또는 가상적 독점기업 테스트

(hypothetical monopoly test)와 유사하다. SSNIP 테스트나 가상적 독점기

업 테스트는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작지만 의미 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

격인상에 의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들을 가려내는 작

업이다. 

  가격인상을 통해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들로 관련시장

을 획정하는 것은 역으로 관련시장에 포함된 상품들 간 상호 경쟁압력

(competitive constraints)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X와 Y 두 개

의 상품이 관련시장을 형성한다면, X의 가격 인상에 따라 구매자들이 Y

로 구매를 전환하므로, X를 생산하는 기업은 쉽게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

게 된다. 달리 말하면, Y가 X와 동일시장을 구성하므로 Y의 존재는 X에 

대해 경쟁압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법원이 판례를 통해 관련시장획정 판단에 있어 채택하고 있

는 상품들간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reasonable interchangeability)” 

또는 경쟁압력 성립 여부에 따른 것이다.70) 

69) 1982년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국의 “수평적 기업결합 심사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70) TC v. R.R. Donnelley & Sons Co., 1990 U.S. Dist. LEXIS 11361 (D. D. C.
Aug. 27, 1990)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꼭
대체가능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시장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상품시장의 경계는 두
개 이상의 상품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상호대체가능(reasonably
interchangeable)한 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만일 한 상품의 가격이 적지 않게 인
상이 되었을 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고객들이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상품들이
나 서비스들은 하나의 상품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문: Products or services need not be fungible to be considered within the
same market. Owens–Illinois, 681 F.Supp. at 36. Instead, the boundaries of a
product market are determined by the degree to which two or more products
are “reasonably interchangeable.” Brown Shoe, 370 U.S. at 324. If customers
are able to substitute one product or service in response to a nontrivial
increase in the price of another, these products or services must fall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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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계매출감소분석에 대한 이해

  앞서 언급한 SSNIP 테스트는 상품간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을 판단하

기 위한 아이디어이며,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Harris 

and Simons (1989)에 의해 고안된 임계매출감소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이다. 이 분석방법은 국내외 사건에서 다수 활용되었다.71) 

  임계매출감소분석은 SSNIP 테스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다. 해당 상품의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량은 감소하

게 되는데, 가격과 매출량의 곱으로 표현되는 매출액은 증가할 수도 또

는 감소할 수도 있어, 이에 따라 사업자의 이윤도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이윤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매출량 

감소분이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이 매출 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

(critical loss)로 정의된다. 임계매출감소율을 수식으로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그림 4-1)과 (그림 4-2)를 통해 이해한다. 

  애초의 가격 일 때 매출량을 라 하자. 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한 

단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을 라 하자. 그러면 이 사업

자의 이윤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가격과 매출량의 곱으로 표현되는 

매출액에서 단위당 비용과 매출량의 곱으로 표현되는 비용을 뺀 것이 이

윤이다. 

                                                  (1)

  이제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가격을 만큼 인상하여 매출량이 만큼 

감소한다고 하자. 는 변화 또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에 따른 이 사업자의 이윤 변화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the same product market. United States v. DuPont & Co. [1956 TRADE
CASES ¶ 68,369], 351 U.S. 377, 400 (1956).

71) 우리나라의 경우, 신광식‧전성훈(2006)이 무학-대선 기업결합에서 처음으로 시
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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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서 는 가격 변화와 매출량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윤의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만큼의 가격 인상이 유발하는 이윤 

변화는 식 (3)으로 표현된다.  

                                          (3)

  이를 (그림 4-1)과 (그림 4-2)를 통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는 단위당 비용이 인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애초에 가격 이고 매출

량이 인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윤을 묘사하고 있다. 박스의 넓이(= 

)가 이윤의 크기이다.  

[그림 4-1] 애초의 상황

  이제 가격이 에서 만큼 인상될 때 애초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윤의 

변화된 이윤의 크기는   이다. (그림 4-2)에서 



- 130 -

파란색 박스의 넓이인 가 가격 인상에 따른 이윤 증가분을 나

타내며, 빨간색 박스의 넓이인 가 가격 인상에 따른 이윤 감소

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만큼의 가격인상에 대한 이윤 변화는 파란색 

박스의 넓이와 빨간색 박스의 넓이의 차이가 된다. 

[그림 4-2] 가격인상에 따른 이윤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 인상에 따라 매출량 감소는 발생하지만 

이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매출량 감소를 임계매출감소라 했으

므로, 이는 파란색 박스의 넓이와 빨간색 박스의 넓이를 동일하게 만들

어주는 매출량 감소분 가 된다. 즉,  또는 

가 성립하게 되는 이다. 이에 따라 임계매출감소율은 

≡로 정의된다.   의 양변을 로 나누어 정

리하면, 










이며, 이를 다시 ≡를 이용하

여 정리하면, 식 (4)가 된다. 특히, ≡를 마진율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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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 ≡                    (4)

  식 (4)에 의하면, 임계매출감소율은 가격변화율(≡)과 마진율

(≡)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변화율 는 5~10% 수준으로 고려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진율에서 는 일반적으로 실제 데

이터와 정확히 매칭되지 않아 추정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를 가변영업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일반

적으로, 기업의 영업보고서를 통한 회계자료에서 가변비용의 식별에 해

당하는 비용항목으로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

용, 일반관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된

다.72) 

  가격 인상에 대해 이상에서 추정한 임계매출감소율과 실제매출감소율

을 비교한다. 실제매출감소율(AL: actual loss)은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구

하며, 과거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 방법이 이용되었다. 달리 말하면, 수요

함수를 통해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제매출량감소분을 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크면, 가격 인상에 따른 이

윤을 유지할 수 있는 매출량의 감소분보다 실제 매출량의 감소분이 더 

큼을 의미하므로, 가격인상으로 상당한 구매전환이 발생되었음으로 해석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상적 독점사업자는 작지만 유의미한 가

격인상(SSNIP)으로 이윤 감소를 경험하므로, 시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 반대로 실제매출감소율이 임계매출감소율보다 작다면, 이는 가격인상

에 따른 구매자가 전환할 수 있는 대체상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의

미한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으로 가상적 독점사업자는 이윤 증가를 경

험하게 되므로, 시장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2) 그러나 실제 영업보고서의 설비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등 많은 비용항
목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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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확대

    ⇒  시장 축소

  임계매출손실분석방법에 의하면, 가격인상에 의해 가 발생되

는 한 시장을 확대하면서 반복적으로 임계매출손실분석을 시행한다. 그

리고 반복적 시행과정에서 ≤가 발생되는 최소의 시장범위를 획

정된 시장으로 결정하게 된다. 

2. 양면시장에 대한 이해

  기존 논의들을 기반으로 양면시장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Evans & Schmalensee (2008)는 한 시장이 양면시장이라 불리기 위한 필

요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i) 양면성으로, 상호연

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객군(two distinct groups)이 존

재하여야 하고, (ii) 간접적 또는 교차(cross) 네트워크 효과로, 한 면의 고

객군의 효용은 다른 면의 고객군의 규모와 정(+)의 관계를 가져야 하며, 

(iii) 플랫폼을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로,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

로 인해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어렵지만 플랫

폼이라는 주체가 서로 다른 고객군이 누릴 수 있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

성을 내부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가상적 공

간 또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Rochet and Tirole (2004)은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양면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격수준과 가격

구조에 주목하여 양면시장을 정의하였다. 이들은 가격수준이란 플랫폼이 

양면에 부과하는 가격의 합을 말하며, 가격구조란 가격의 합의 각 면에 

분배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격의 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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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는 가격 인상을 다른 면에는 가격 인하를 통해 거래량이 변화된

다면 그 시장을 양면시장이라 정의하였다.73) 따라서, 각 면에 부과하는 

가격구조를 설정하여 서로 다른 고객군이 모두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요하다. 

3. 양면시장에 대한 임계매출감소분석 적용의 문제점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 임계매

출감소분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단면시장획

정을 위해 도출된 식 (4)가 양면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양면시

장획정을 위해 임계매출감소분석 적용하기 위한 산식 도출과 관련된 기

존 연구가 몇 가지 존재하나 아직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Evans and Noel (2005)의 논의

를 소개한다.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된 서비스를 영위하는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A면

에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자. 그러면 A면의 수요 감소가 

발생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B면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임계매출감소 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A면의 가격을 만큼, B면의 가격을 만큼 

인상한다고 하자. 그러면 독점사업자는    만

큼의 이윤 증가와 동시에    만큼의 이윤 감소도 

경험한다. 이는 앞서 식 (3)에서 논의한 바가 양면시장에 유사하게 적용

된 것이다. 임계매출감소는 이윤 증가분과 이윤 감소분을 동일하게 하는 

매출량의 변화이므로, 앞선 두 식을 같도록 하여 임계매출감소량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양면사업모델에서 시장획정을 위해 앞서 논의한 임계매출감소

73) 플랫폼 상에서 서로 다른 고객군 간 상호작용의 총량이 각 면에 부과하는 가격
의 합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단면시장이라고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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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활용할 때 오류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vans and 

Noel (2008)은 “추정의 편의”(estimation bias)와 “마진율에 의한 편

의”(Lerner bias)에 의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양

면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계매출감소법을 통한 시장획정에

서 추정의 편의에 의해 시장이 지나치게 좁게 정의될 가능성도 있는 동

시에, 반대로 마진율에 의한 편의에 의해 시장이 지나치게 넓게 정의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반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간단한 모형을 활용한다. 인터넷포털이 이용자에게

는 검색서비스를,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을 상정한다. 검색광고서비스에 대한 광고주의 수요함수는  라 하

자. 여기서 는 검색광고량이며, 는 광고료, 그리고 는 검색광고서비스

에 대해 광고주가 부여하는 광고가치이다. 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에 대해 증가함수이다. 검색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을 0, 

그리고 검색광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한계비용을 라 하자.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이 0이므로, 인터넷포털의 이윤함수는  가 된다.

가. 추정의 편의

  우선 추정의 편의(estimation bias)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검색광고서비

스의 가치 를 외생적인 변수로 간주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이는 검색광

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동일하다.74) 이 경우 인터넷

포털이 광고료를 만큼 인상할 때, 이윤의 변화를 0으로 하는 검색광

고의 임계매출감소량은  
⋅

가 된다. 

  이제 양면사업모델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를 고려하자. 달리 표현하

면, 광고료 인상에 따른 검색광고량의 변화가 검색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74) Evans and Noel (2008)은 이를 단기수요탄력성 추정의 경우라 칭하였다. 여기서
“단기”는 검색광고서비스의 광고료 인상에 따른 광고량의 변화가 이용자의 수요
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광고량에 미치는 효과, 즉 피드백효과가 고려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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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수의 변화, 즉 광고가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더 나

아가 광고가치의 변화가 검색광고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 피드백효과

(feedback effect)를 고려한다. 따라서 이 경우 광고가치를 나타내는 변

수 는 더 이상 외생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용자가 광고에 

대해 보유하는 선호에 따라 피드백효과의 방향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검

색광고를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라고 간주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이용

자들이 검색을 통해 표시되는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이용자가 검색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이 경우 

검색광고량은 이용자에게 양(+)의 외부성으로 작용하므로, 검색광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인터넷포털이 광고료를 만큼 인상할 때, 검색광고의 

임계매출감소량은  

⋅
 가 된다. 

  와 를 비교하면, 피드백효과를 고려한 검색광고의 임계매출감

소량인 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에 비해 더 적다. 그 이유는 광고

료 인상이 검색광고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검색광고를 유용한 정보

로 인식하고 있는 이용자가 검색서비스 사용의 이탈을 유발하여, 검색광

고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하므로, 검색광고서비스를 활용하려는 광고주

의 수가 추가적으로 감소함으로 귀결된다. 인터넷포털의 수입은 검색광

고량에 의존하므로, 피드백효과가 고려되는 경우 광고료 인상에 따른 이

윤의 변화를 0으로 하는 검색광고의 감소량은 피드백효과가 고려되지 않

는 경우에 비해 더 작게 된다. 

  추정된 검색광고의 실제매출감소량을 로 표현할 때, 임계매출감소

법 적용에서 문제는   가 될 때 발생한다. 검색광고서비스

에 대해 피드백효과를 무시하여 적용한다면 검색광고서비스는 단독시장

으로 획정될 수 있는 반면, 피드백효과가 고려된다면 시장이 확장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양면사업모델에서 양(+)의 외부성을 지닌 검색광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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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의한 피드백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할 오류를 범할 수 있다.75) 

나. 마진율에 의한 편의

  마진율에 의한 편의는 양면에 적용되는 마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에 기인한다. 검색서비스 이용자에게 0의 가격을 부과하므로 검색서비스

로부터의 마진율은 적어도 양(+)이 아닐 것인(non-positive) 반면, 양의 가

격을 부과하는 검색광고서비스로부터의 마진율은 양(positive)일 것이다. 

앞서 유도된 피드백효과가 고려된 검색광고의 임계매출감소량은 

 
⋅

로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서 


, 


이다. 

양면사업모델의 특성상 한 면의 마진이 양(+)이 아니도록(non-positive) 

가격을 부과한다면, 다른 면에 적용하는 가격은 마진이 크도록 할 것이

다. 이에 따라 검색광고서비스에 대한 마진율을  , 검색서비스와 검색

광고서비스 양면에 대한 마진율을 로 표현한다면  가 될 것

이다. 가 적용되는 경우보다 가 적용되는 경우 검색광고의 임계매

출감소량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가 적용될 때  이 성립되더

라도, 가 적용된다면  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검색광고서

비스에서만 도출된 마진율을 적용할 때 시장이 넓게 획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5) 이에 더하여, 신일순(2009)은 검색광고서비스와 관련된 시장획정을 위해 피드백
효과를 고려한다면, 실제매출 검색광고감소량을 추정하기 위해 검색광고서비스에
대한 자체 가격탄력성 외에도 피드백효과의 크기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므로, 하
나의 수요방정식이 아니라 두 개의 수요방정식이 추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경우 계량경제학적 논의에서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정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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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의 시장획정시 고려사항

가.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양면사업모델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을 OS, 유통, 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단순하게 보면, 서로 다른 

고객군이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구

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Van Damme, Filistrucchi, Geradin, 

Keunen, Klein, Michielsen, and Wileur (2010)는 플랫폼의 유형을 크게 

양면 거래(two-sided transaction) 플랫폼과 양면 비거래(two-sided 

non-transaction) 플랫폼으로 구분하였다. 

  서로 다른 고객군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유형이 

양면 거래 플랫폼이며, 실제 사례로는 App Store나 Google Play Store 등

의 앱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플레이스, 신용카드, 배달앱 등이 이에 해

당된다. 이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고객군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관찰하기 어려운 유형이 양면 비거래 플랫

폼으로, 실제 사례로는 검색엔진, 인터넷포털 등 대부분의 미디어 기능

을 갖는 플랫폼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3)과 

같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면 거래 또는 비거래 플랫폼을 구분하는 

이유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 접근을 달리 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해, Filistrucchi, Geradin, van Damme, and P. Affeldt 

(2013)은 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

째, 앞서 Rochet and Tirole (2004)의 주장과 같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

는 플랫폼은 각 면에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데, 특히 플랫폼은 대부

분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관련시장 획정을 시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

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 가격 부과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각 면을 따로 따로 구분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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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통합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a) 양면 거래 플랫폼 (b) 양면 비거래 플랫폼 

[그림 4-3] 양면 거래 플랫폼과 양면 비거래 플랫폼

  구체적으로, (그림 4-3)의 (a)와 같은 양면 거래 플랫폼의 경우 식당과 

식당이용자 간의 거래는 배달 앱의 존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플랫폼에 의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제공하는 식당과 식당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이 서비스, 즉 양면을 하나로 

묶어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배달 앱 

서비스에 대해 각 면이 독립적인 시장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런데 (그림 4-3)의 (b)와 같은 양면 비거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이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해 각 면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체가 있

는지 따로 구분하여 각 면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포털의 경우 (그림 4-3)의 (b)와 같이 검색이용자는 광

고주가 존재하지 않아도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검색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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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광고주면을 굳이 하나로 통합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Evans and Noel (2008)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

다. 그들은 양면이 각각 서로에게 상당한 보완관계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해당 산업 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의 양면의 이용자 그룹이 동일

한 경우에는, 양면을 모두 포함하여 시장획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 산업 내의 플랫폼들이 A면에서 동일한 이용자 그룹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나 B면에서는 각각 매우 상이한 이용자 그룹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경쟁법 적용을 위한 반경쟁적 행위가 A면에

서 발생하였다면 관련시장을 A면만으로 획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경우에도 B면

이 A면에 피드백효과를 통해 미치는 제약(constraint)을 염두에 두고 A면

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Filistrucchi, Geradin, van Damme, and P. Affeldt (2013)의 의견은 최

근의 현실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 플랫폼

인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거래가 발생하지만 오픈마켓이 양 고객군

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유의 서비스로 보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로만 시장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

서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를 하는 것과 머천트 형태의 사업모델을 사용하

는 온라인쇼핑몰은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마켓과 온라

인쇼핑몰은 적어도 소비자면에서 동일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이러한 시장획정은 공정위(2008)에서도 채택되었다. 

나. SSNIP 적용시 대상시장, 대상가격 등

  전 세계적으로 아직 SSNIP 테스트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양면사업모

델이 채택된 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양면시장의 가격구조 특성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 140 -

특성을 SSNIP 테스트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학자들, 경쟁법 집행자들 등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몇 가지 논의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SSNIP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에 따른 매출

량 변화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것이다. 양면사업모델

이 적용된 플랫폼의 경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격 변화에 따

른 이용량 변화가 거의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이 

A면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B면의 수요

가 변함이 없다면 A면의 가격 인하에 따른 A면의 수요증대 또는 수요변

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SSNIP를 적용하더라도 어느 면에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

의도 전무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만약 양면 거래 플랫폼을 고려한다면 

각 면에 부과되는 가격의 합에 대한 SSNIP를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면의 가격에 대한 SSNIP를 해야 하는지 논의가 전무하다. 또한 대부

분의 이용자면에서 가격이 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면에서 SSNIP한다

면 얼마나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만약 한 면의 가격을 플랫폼이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에 SSNIP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도 전무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광고, 특히 인터넷검색광고의 경우, 검

색 결과 광고가 나타나는 위치에 대해 가격을 경매방식으로 정하고 있

다. 이 경우 가격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광고주 면의 이용자인 광고주가 인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SSNIP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장획정을 시

도하기 위해 굳이 광고주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의 사업모델에서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일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시장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에 합의가 이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적용하려면, 실제매출감소(AL)

도 추정해야 하지만, 이는 수요함수 추정에 의해 얻어지면, 양면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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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각 면 상호 간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 

추정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추정에서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제매출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제 3 절 검색엔진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면사업모델이 채택된 서비스에 대해 

SSNIP와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시장획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실제 사례도 거의 없다. 검색엔진플랫폼에 대한 시장획정과 관련

된 논의는 2007년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건 이후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

는 사실은 양면사업모델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사한다. 

  본 절에서는 검색엔진 시장획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본다. 우

리나라의 경우 검색엔진은 대체로 인터넷포털이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

내에서 인터넷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검색사업을 중심으로 시장획정이 시도되었다. 특히, 상품시장 

획정에서 쟁점은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를 양면사업모델로 제공하

는 인터넷포털만을 대상으로 단독시장 획정이 가능한가이다.

1. 검색엔진의 사업모델과 시장동향

가. 관련시장획정 대상의 사업모델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검색사업에 대한 시장획정을 위해 획정 대상 서

비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색엔진인 인터넷포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데 상당 부분은 광고 판매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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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인터넷포털의 검색사업은 광고 수입을 일으키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이다. 2절의 (그림 4-3)의 (b)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의 검색

사업은 검색서비스와76)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서비스 제

공 대상은 이용자이며, 검색광고서비스 제공 대상은 광고주이다. 따라서 

검색사업은 이용자면과 광고주면의 양면을 대상으로 하는 양면사업모델

이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포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소위 ‘통합검색서비

스’이다. 특정 검색어(query)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검색광고, 웹문

서, 이미지, 동영상, 뉴스, 지도, 백과사전, 블로그, 카페, 쇼핑, 뮤직 등 

다양한 정보가 한 페이지에 등장한다. 검색광고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

넷포털의 검색엔진 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를 보여

주는 광고 방식이다. 대체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와 같은 페이지에 

검색광고는 텍스트 또는 동영상의 형식으로 표출된다. 

  이용자는 무료로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광고주는 검색광고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고비를77) 지불해야 한다. 즉, 앞서 논의한 

Rochet and Tirole (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대칭적 가격구조가 검색

사업에 채택되고 있다. 이용자에게 가입료를 받거나 검색건당 과금하는 

등 유료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인터넷

포털은 이러한 사업모델을 채택하지 않았다. 검색광고 노출 대상인 검색

서비스 이용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고, 이들을 바탕으로 광고주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

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시장획정 대상은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76) 미래창조과학부(2013)는 이를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로 명명하고,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
으로 수집한 후(이를 크롤링이라 한다),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기호ㆍ단어ㆍ문
장ㆍ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글⦁그림⦁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
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77) 일반적으로 검색이용자들에 의해 클릭이 발생할 경우에만 광고비가 지불되는 종
량제 방식으로 과금된다. 이를 CPC(cost per click) 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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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된 검색사업이다.  

나. 시장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의 조사에 의하면, 유선 인터넷 환경하의 대

부분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과 마

찬가지로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이 검색서비스에 할애하는 시간은 2012년 

28.1억분을 보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20.6억분으로 나타났

다. 유선 인터넷 환경과 달리 무선 인터넷 환경하의 대부분의 개별 서비

스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검색서비스 이용시간도 

2012년 7.3억분에서 2015년 12.4억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유선

과 무선 인터넷에서 2015년의 검색서비스 사용시간은 2012년에 비해 감

소하였다([표 4-1] 참조). 

연도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성장률

유선 인터넷 28.1 24.3 21.7 20.6 -9.9%

무선 인터넷 7.3 8.6 11.6 12.4 19.4%

합 35.4 32.9 34.3 33.0

[표 4-1] 검색서비스 이용시간 추이

(단위: 억 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에서 재구성

  한국온라인광고협회(2015)에 의하면, 검색광고 시장 규모는 지속적 및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1조원을 돌파한 후 2014년 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2010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그림 4-4) 참조).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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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검색광고 시장 규모 추이

출처: 한국온라인광고협회(2015).

2.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78)

가. 국내외 사례 비교

  검색사업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시도가 가장 먼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사례는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건에서이다. 미국의 FTC(2007)와 EU 집행

위원회(2008)는 관련시장을 명시적으로 SSNIP 테스트를 활용하여 획정하

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오프라인광고서비스가 온라인광고서비스와 동일

한 시장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광고주들이 온라인광고와 오프

라인광고를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각각은 서로에게 경쟁압력

(competitive constraints)으로 작용하지 않아 각 형태의 광고료 설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9) EU 집행위원회(2008)는 이에 더

하여 온라인광고서비스의 한 형태인 검색광고(search advertising)와 비검

78) 이상규‧이경원(2015)을 참조하였다.
79) FTC는 구글의 수익 창출 사업인 검색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집중도를 검
토한 결과, 본 건이 시장의 경쟁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승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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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광고(non-search advertising)는 서로 어느 정도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된 시장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FTC(2007)와 EU 집

행위원회(2008)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

로 대체서비스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던 반면, 온라인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관계를 갖는 광고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검색엔진의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획정을 고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FTC (2007)

구글-더블클릭

EC (2008)

구글-더블클릭

EC (2010)

MS-야후 검색사업부문

검색

서비스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하지 않음 ∙ 고려했으나, 획정안함

검색광고

서비스

∙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 독립

∙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 독립

∙ 검색과 비검색광고  

  수요대체

∙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 독립

∙ 검색과 비검색광고  

  수요대체

[표 4-2]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 해외 사례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체관계의 광고서비스

를 찾고자 하는 관점은 EU 집행위원회(2010)가 분석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야후 검색사업 부문 인수 건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EU  

집행위원회(2010)는 본 건에서 검색서비스 이용자면에 대한 시장획정을 

검토하였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일반검색(general search)서비스로 전문검색(vertical internet 

search)서비스 또는 웹사이트 내 콘텐츠 검색을 위해 내재된 검색서비스

와 구분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였지만, 일반검색서비스가 독립시장을 형

성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80) 이상의 논의는 [표 4-2]로 요약된

다. 

80) 그 이유로는 어떤 형태로 시장획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건이 시장에 경쟁제
한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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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더블클릭 건과 마이크로소프트-야후 검색사업 부문 건에서 시장

획정 시도는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국내에서도 검색사업과 관련된 시장획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부

가 인터넷포털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0년 이후 인터넷포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색사업의 시장획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다. [표 

4-3]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검색사업 시장획정 연혁

연도

시장획정 대상 서비스

광고주면 이용자면

온라인광고 검색서비스

2010

∙ 분석 없이 검색광고시장은 

  인터넷 포털만의 가능성 제시

∙ 노출 광고 시장은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2012
∙ 검색광고와 노출광고를 각각  

  따로 

∙ 묶음상품(1S4C)의 인터넷포털만 따로

∙ 인터넷정보검색 시장 따로

2013

∙ 미래창조과학부(2013),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 방법 1(raw data 이용): 1,000명의 7일간 유선 인터넷  

이용 데이터 

⇒ 네이버와 다음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 그러나  

  Nate나 Google의 높은 공급 대체성 고려, 검색  

  사 이트 전체를 하나의 시장

∙ 방법 2(설문조사): 검색 광고를 10%로 늘리는 변형  

SSNIP 테스트 

⇒ 검색 건수 9.2% 감소, 인터넷정보검색시장은 독립  

 시장

2014

∙ 방법 1(raw data 이용): 3,000명의 7일간 유선 

  인터넷 이용 데이터 

⇒ 네이버와 다음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  네이버와

   다음만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를 획정 가능

⇒ 옥션이나 유튜브와 전문검색 서비스도 네이버 검

   색과 어느 정도의 대체성, 경쟁압력 존재

∙ 방법 2(설문조사): 검색 광고를 10%로 늘리는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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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각 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재구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0년 검색서비스 측면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고려하지 않고, 검색광고시장을 인터넷포털 사업자만으로 획정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만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검색광고가 노출광고와 구분

되어 각각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에 더하여 검색서비스인 인터넷정보검색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 가능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2년까지는 엄밀한 분석 없이 의견을 제시하

는 수준에 그쳤다. 

  2013년부터는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2014년까지는 검색엔진의 주 수입원인 검색광고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을 고려하지 않고, 검색서비스 이용자 측면에 대한 시장획정을 수행하였

다는 점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나([표 

4-3]에서 방법 1)는 코리안클릭이 제공하는 이용자가 유선 인터넷을 이

  SSNIP 테스트 

⇒ 검색 이용 감소 25.1% 

∙ 한계 인식

  3000명 1주일, 모바일 자료 없음

  방법 1은 SSNIP가 아님

∙ 사전규제용 아님

2015

∙ 검색 광고주 277개 업체 2

  설문조사

∙ 검색광고 단가 10% 인상, 

  검색광고 축소 또는 타 광고 

  수단 이용 30.0%(타 매체 

  이용 6.2%)

⇒ 검색광고 요금 증가가 타매

  체로의 전환에 작고, 검색광

  고의 양방향성, 타켓팅 세분

  화 등 고려시, 검색광고시장

  의 독립성 높음

∙ 방법 2(설문조사): 검색광고를 10%로 늘리는 변형 

  SSNIP 테스트

⇒ 검색 사용 감소: 유선 28.3%, 모바일 35.2% 

⇒ 포털의 통합검색은 전문검색을 대체 안함

⇒ 유·무선 검색서비스는 각각 독립성 높음 

2016

∙ 기존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비판

- 검색서비스 또는 검색광고가 기존 정보매체 또는 광고매체와 독립적인 개연성만 발견,

  방법론 한계와 자료부재로 인하여 최종적인 결론 못 내림

∙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시장획정 시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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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7일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81) 인터넷포털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네이버와 다음만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으

나, 다른 검색엔진들도 모두 포함하여 검색사이트를 독립된 시장으로 획

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안([표 4-3]

에서 방법 2)도 고려하였는데, 검색서비스에 0의 가격이 부과되므로, 통

상의 SSNIP를 적용하기보다는 검색광고를 10% 늘려 이용자의 검색이용

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검색광고가 증가하면 검색서비스의 품질이 하

락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변형된 SSNIP인 소위 

SSNDQ(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decrease in quality)이다. 이

론적 관점에서 임계검색감소율은 11% 수준이며, 2013년의 경우 설문조

사에 의해 실제검색감소율은 9.2%로 조사되어, 검색서비스를 독립된 시

장으로 획정하였으나, 2014년의 설문조사에서는 실제검색감소율이 25.1% 

증가하여, 2013년의 의사 결정과 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

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데이터가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것으로 전

체를 대표하기 어렵고, 모바일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SSNIP 테스트 

방식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5년에는 방법 1을 포기하였으나 모바일 데이

터를 추가하여 방법 2는 유지되었다. 그런데 검색광고 10% 증가에 대응

한 검색이용 감소율이 유선과 모바일에서 각각 28.3%와 35.2%에 이르고 

있어 과거 2년간 조사한 것을 크게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

하지 않고, 인터넷포털의 통합검색은 전문검색과 구분되며, 유·무선 검

색서비스는 각각 독립시장을 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는 

그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검색광고서비스가 제공되는 광고주면에 대해 

시장획정을 시도하였다. SSNIP 테스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광고주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색광고 단가가 10% 인상시, 검색광고감소율이 

30.0%에 이르나, 타매체로 전환은 6.2%에 그치고 검색광고의 차별성을 

들어, 검색광고시장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81) 2013년에는 1,000명, 2014년에는 3,000명의 7일간 이용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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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6년에는 과거 수 년 간 진행해 온 시장획정 관련 연구결과

를 통해 개연성만 발견했을 뿐, 적용된 방법론 및 자료의 한계로 최종적

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을 기술하면서 전통적 방법에 의한 시장획정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통

해 발견된 뚜렷한 차이점은 해외 사례들의 경우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온라인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시장 획정을 시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국내 사례에서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검색서비스를 시장획정 대상 상

품으로 정의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많은 자원을 사용하였다는 것

이다.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로 이루어진 양면사업모델인 검색사

업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일련의 해외 사례들은 이용자에 제공

되는 검색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획정은 충분하지 않으며, 적어도 수

익이 창출되는 검색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달리 말하면, 양면사업모델이 채택된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 수익 창출 대상인 검색광고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

자를 모으기 위한 수단인 검색서비스만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국한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접근 방식은 그 자체

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장획정 대상으로 검색서비스만이 고려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나.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

  앞서 논의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의 상반된 관점은 검색서비스와 검

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되는 양면사업모델이 갖는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며, 

아직까지 이러한 특성을 갖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시장획정을 위

한 분석 기법에 대해 일치된 이론이나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획정의 목적 또는 취지와 양면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 합리적이다.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검색사업의 관련시장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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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국내에서 기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된 검색사업을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비롯한 검색사이트만으로 관

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본 장의 문제의식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획정이란 경쟁이 실

재하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이 의미 있게 발생하고 있

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영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관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경쟁압력(competitive 

constraints)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을 파악하는 것이 시장획정이다. 경

쟁압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관심대상 상품이나 서비

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상호대체가능(reasonable interchangeability)하다고 

일컫는다. 

  앞서 논의한 Filistrucchi, Geradin, Van Damme, 와 P. Affeldt(2013)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포털의 검색사업은 상이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고객군이 직접적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검색

사업에 대한 경쟁압력은 각 서비스에서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검색사

업 중 어느 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압력 존재 여부를 분석 없이 배제하

고, 다른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장획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검색서비스와 대체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색광고

서비스를 대체하는 광고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색서비스와 검색

광고서비스의 검색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된 시장획정은 

자연스러울 것이고, 이에 기반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크게 무리

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색서비스 또는 검색광고서비스 중 적어도 한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상호대체가능한 서비스 또는 상품들이 존재한

다면, 검색사업제공자들만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

은 각 서비스에서의 다양한 경쟁요소들을 무시하여 왜곡된 평가를 초래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법은 아니다. 특히 각 서비스에 

대해 검색사업제공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달라 각 서비스에 

대한 경쟁양상도 다른 경우, 검색사업제공자들만으로 시장획정을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면, 각 서비스에서 이들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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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검색광고서비스

와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서비스인 배너광고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때, 배너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면, 이 사업자는 시장 획정 및 경쟁상황평가에서 배제되는 오류가 초래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inderstart.com v. Google (2007)82) 

사례에서 법원은 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시장으

로 획정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83) 

[그림 4-5] 검색사업에 대한 시장획정 고려 사항

  따라서 검색사업에 대한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검색서비스 또는 검색

광고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지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 (그림 4-5)과 같이 아래에서 검색서

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 각각에 대해 합리적 상호대체관계가 성립하는 서

82) Kinderstart.com LLC v. Google, In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California, San Jose Division(March 16, 2007). 이 사건은 향후 Person v.
Google, Inc.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D. California, San Jose
Division(June 25, 2007)으로 변경되었다.

83) 원문: KinderStart might have argued that the Search Market and the Search
Ad Market combine to form one market for antitrust purposes. However, such
a combined market, even if alleged, would suffer from the same lack of
breadth that renders the Search Ad Market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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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들이 존재함을 논의한다. 

다. Q1: 인터넷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와 기타 검색서비스의 합리적 상호

대체가능성

  먼저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성이 

성립하는 서비스들이 존재하는지 검토한다. 우선 오프라인 검색서비스들

이 통합검색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통합검색서비스는 온

라인에 특화된 서비스로, 오프라인에서 제공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

해 일괄구매서비스(one-stop shopp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

다. 예를 들어, ‘시장획정’이라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는데, 이와 같은 통합된 정보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기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오프라인 검

색서비스들은 인터넷포털의 통합검색서비스를 대체할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통합검색서비스와 합리적으로 상호대체가능한 서비

스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정보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검색서비스’가 통합검색서비스와 상호대체가능한지 검

토한다. 전문검색서비스는 예를 들어, 법률, 의학, 여행 등에 대한 전문

적인 내용을 찾아주는 검색서비스이다. 인터넷포털은 검색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문검색서비스는 통합검색서비스보다 

높은 품질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이용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

다. 

  검색서비스의 품질에는 정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깊이도 중요

한 구성요소이다. 먼저, 검색 결과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려하면, 통합검

색서비스는 전문검색서비스와 구분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국내외 사례

들 모두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검색 결과의 깊이 측면에서 고려하면,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와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특정 분야 검색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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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관련 

정보서비스의 경우나 의학지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감기의 증상과 

원인’과 같은 간단한 의학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통합검색서비스

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전문음원유통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나 

KMLE 의학 검색엔진(www.kmle.co.kr)과 같은 전문검색서비스가 제공하

는 정보의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합검색

서비스와 전문검색서비스 간에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포털이 통합검색서비스 검색결과의 깊이 제고를 위해 투

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담는다면 전문검색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으나, 검

색 결과의 깊이 측면에서는 검색의 목적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검색서

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검색서비

스를 제공하는 검색사업제공자만으로 시장을 단독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라. Q2: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와 비검색 온라인광고서비스의 합

리적 상호대체가능성

  온라인광고는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인 배너광고, 팝업광고, 텍스트광

고, 동영상광고, 이메일광고 등 다양하다. 온라인광고 형태 중 검색광고

와 비검색광고의 차이점을 굳이 꼽는다면 온라인 이용자의 검색어 입력

여부이다. 서로 다른 온라인광고 유형이 각각 독립된 시장을 형성하는지

에 대해 외국에서의 논의를 정리해본다. 

  먼저 서로 다른 유형의 온라인광고들은 구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FTC (2007)는 광고주에 대한 조사 결과 광고주들은 광고의 목적에 따라 

검색광고와 비검색온라인광고에 각기 달리 접근한다는84) 점을 들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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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비검색온라인광고의 가격에 크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검색광고가 다른 온라인광고와 구분이 

되는 시장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EC (2008, 2010)는 시장조사결과 광

고목적에서 차이점이 없어 서로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는 광고주 입장

에서 대체재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검색광고를 위한 공간과 

비검색광고를 위한 공간은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공급측면에서 대체가

능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상의 미국과 EU의 경쟁당국의 논의는 미국 법원의 판례의 결론과 

다르며, 학자들의 주장과도 배치가 되고 있다. 

  우선, 미국 법원은 Kinderstart.com v. Google (2007) 사건에서 검색광

고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와 합리적으로 상호대체관계가 있다고 판단

하여 관련시장을 검색광고로 한정하는 것은 반독점법 적용을 위해 관련

시장을 너무 좁게 획정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85) 또한 American Online 

v. GreatDeals.Net (1999) 사건에서도 법원은86) 이메일광고는 온라인광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광고들과도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

이 있음을 명시하였다.87) 

  둘째, 광고주의 검색광고 목적으로 광고에 대한 즉각적 반응 또는 매

출을 지목한 반면, 비검색광고 목적으로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제기한 FTC (2007)의 이분법적인 주장은 검색광고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효과의 강도는 광고의 위치와 크게 관

84) 검색광고의 경우 즉각적인 반응을 목적으로 게재하며,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
의 경우 브랜드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85) 원문: However, there is no basis for distinguishing the Search Ad Market
from the larger market for Internet advertising. Search-based advertising is
reasonably interchangeable with other forms of Internet advertising. A website
may choose to advertise via search-based advertising or by posting
advertisements independently of any search. The Search Ad Market thus is
too narrow to form a relevant market for antitrust purposes.

86) America Online, Inc. v. GreatDeals.Net, 49 F. Supp. 2d 851, 858 (E.D. Va.
1999)

87) 원문: [t]here are numerous substitutes for e-mail advertising, some of which
are less expensive, including use of the World Wide Web, direct mail,
billboards, television, newspapers, radio, and leaflets, to name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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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는 IAB/Nielson의 주장과 배치된다.88) 또한 890명의 검색광고주 

및 검색마케팅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State of Search Engine 

Marketing survey는89)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중인 63%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FTC나 EC는 검색광고가 비검색광고에 비해 특정 소비자를 타겟

으로 광고함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Thépot (2013)의 주장과 같이 기술의 발전으로 비검색광고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타겟 광고도 할 수 있다. 검색광고는 이용자

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정보에 매우 적합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며, 비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정체성이나 관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외 경쟁당국들은 광고서비스의 양

면사업모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의 가

장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광고가 되도록 많은 독자들(eyeballs)에게 효과

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Kagan (2010)의 주

장과 같이 광고주 입장에서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의 기술적 및 기능적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중 어떤 광고서비스가 더 많은 독자에

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광고주가 더 많은 

독자를 지니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매체를 선택함을 의미하며, 

광고주 입장에서 검색광고나 비검색광고는 합리적 상호대체관계를 가짐

을 함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검색광고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로만으로 

구성하여 단독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상 비검색광고사업은 동일한 시장으로써 온라인광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8) Press Release, IAB & Nielsen//NetRatings, IAB Issues New Research from
Nielsen//Netratings on Branding Value of Sponsored Text Advertising (July
15, 2004).

89) Search Engine Marketing Professional Organization (2009), Executive
Summary, The State of Search Engine Market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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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3: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와 오프라인광고서비스의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

  FTC와 EC는 온라인광고서비스가 오프라인광고서비스와는 독립된 시

장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인터넷은 TV나 신문 등과 마찬가지

로 광고의 한 통로이나, 시장조사결과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오프라인광

고와 온라인광고는 다른 시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광고주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며, 광고 노출 대상에 접근하는데 보

다 효과적이고, 광고효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온라인광고서비스의 광고료 산정에서도 pay-per-impression이나 

pay-per-click 등 독특한 장점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FTC와 EC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온라

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의 기술적 차이나 기능적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한 

것에 기인할 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 법원의 판단과 학자

들의 실증분석 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Ratliff and Rubinfeld (2010)는 

FTC나 EC가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간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

에만 주목하여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 각각의 광고료에 대해 서로 경쟁압력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미국 법원들은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 각각을 구분하

여 독립적인 광고시장으로 획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문사인 Hearst와 CPC의 합병 건에서90) 법원은 

인터넷을 포함하여 라디오, TV 등은 정보 제공이나 광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들의 성장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지배적인 신문

사의 시장지배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91) 더 나아가, 법원은 

90) Reilly v. Hearst Corp., 107 F. Supp. 2d 1192 (N.D. Cal. 2000).
91) 원문: the market power of a newspaper firm dominant in San Francisco has
been drastically reduced by (1) a steep increase in available sources of
information and advertising, such as radio, television and the In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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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나 다이렉트메일도 전통적인 신문사의 광고서비스에 대해 매력적

인 대안으로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Berlyn v. Gazette Newspapers 사건

에서92) 법원은 광고주 입장에서 신문광고서비스는 다이렉트메일 등 기타 

형태의 프린트 광고서비스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등에 의한 비프린트

(non-print) 광고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

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주된 이유는 과거보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광고주의 제한된 자금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93) 

  둘째,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는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실증분석도 제시되었다. Goldfarb and Tucker (2011a)는 오프라인에

서 술 광고가 금지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가격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가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서 Goldfarb and Tucker (2011b)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 사고가 발생

하면 변호사는 피해자와 일정 기간 동안 우편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

는 규제가 있는데,94) 이 기간 동안 “Baton Rouge 뇌 부상 변호사”라는 

키워드의 광고료와 “Baton Rouge 이혼 변호사”라는 키워드의 광고료

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규제가 있는 주에서는 규제가 없는 주에 비해 부

상 관련 변호사 키워드에 대한 광고료와 다른 종류의 키워드 광고료의 

격차가 훨씬 높았다. 이들은 이 결과에 대해 오프라인광고가 온라인광고

에 대해 가격을 감소시키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우편발송금지 규제는 오프라인광고료를 무한대로 설정한 것과 동일하므

로, 이 분석에서 SSNIP가 적용되지 않아, 분석의 결과를 관련시장 획정

92) Berlyn, Inc. v. Gazette Newspapers, Inc., 73 Fed. App’x 576, 583 (4th Cir.
2003).

93) 원문: this evidence tends to show that all of these media outlets are within
the same product marke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mpeting for the same
limited pool of advertisers' dollars. The document observes, for example,
“More and more media are targeting slices of the pie. Targeted media—cable
television, radio, community newspapers, and the Internet—have been the
fastest growing in the past five years.

94) 이 기간 동안은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광고가 서로 경쟁하지 않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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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오프라인광고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광고료가 높은 것을 설

명하며, 더 나아가 오프라인광고가 온라인광고료를 잠재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광고서비스는 양면사업모델

이 적용되고 있으며, 광고주들은 보다 많은 독자들(eyeballs)을 보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

한다. 온라인광고는 전통적인 오프라인광고와 방식은 다를지라도 광고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Kagan (2010)은 배너

광고, 스트리밍광고, 더 나아가 검색광고 등 온라인광고는 광고주들이 

자신의 광고를 어디에 싣는가에 대해 독자의 관심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

용한다는 점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주

장하였다.

바.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검색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으로 구성하여 

단독으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검색사업은 검색서

비스 이용자면에서 전문검색서비스를 포함하고, 검색광고서비스의 광고

주면에서 온라인상 비검색광고서비스 및 오프라인광고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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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바일 OS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 모바일 OS의 정의와 시장동향

가. 모바일 OS의 정의

  모바일 OS는 다양한 코드 모듈이 결합된 것이므로, 어떠한 기능을 포

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배유미‧정성재‧소우영(2012)은 운영체제를 좁은 의미로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커널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커

널, 미들웨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워

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OS를 모바

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모바일 장치나 정보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

제로 정의하였다. 이는 모바일 OS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바

일 OS에 대한 시장획정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7) 제3자 애플리케이션

(Third party applications) 

(6) 애플리케이션 모음

   (application Suit)

(5)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Framework) 
 예: GTK+, mini GUI, Trolltech Qtopia, TAT, Digital Airway, MSX  

(4) 애플리케이션 작동 환경(application execution environment)
 예: Java, Adobe Flash, Trolltech Qtopia, Qualcomm BREW, NET Compact Framework

(3) 미들웨어 
 예: Open Plug, SKY Mobile Media, Real, Gstreamer

(2) 커널 및 하드웨어 드라이버
 예: Nucleus, MotaVista, MibiLinux, Wind River, Qualcomm AMSS/REX, Symbian OS, 

    Linux, iOS  

(1) 하드웨어 
 예: TI, Intel, Qualcomm, Freescale, Philips, Renesas 

[표 4-4] 모바일 OS 스택

출처: 정영준‧임채덕(201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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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을 이용하여 모바일 OS에 포함되는 기능의 범위에 따라 배유

미‧정성재‧소우영(2012)에 따라 모바일 OS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표 4-4]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장 좁

게 정의된 것이다. 둘째, [표 4-4]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

된 것이다.  

  모바일 OS를 [표 4-4]의 (2)와 같이 좁게 정의한다면, 커널 이외에 미

들웨어, 실행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모바일 하드웨어를 적절히 구

동시키키 위한 기능을 제외하고 모바일 OS를 정의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정의라 판단된다. 반면, app store 등 제3자 앱 마

켓플레이스 사업자나 앱 개발자(app developer)의 수가 늘어나야 서비스

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경쟁도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표 4-4]의 (6)과 (7)까지 포함시켜 모바일 OS를 정의하는 것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반영하면, 모바일 OS를 [표 4-4]의 (2)~(5)

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가 이에 해당된다. 

나. 국내외 모바일 OS 시장 동향

[그림 4-6] 전세계 모바일 OS 점유율 추이(2010년 1월-2016년 12월)

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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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모바일 OS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심비안이 점

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 Andorid가 점유율에서 역전하면서 

2016년 12월 기준 71.97% 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4-6) 참조). 애

플의 iOS는 2010년 초에는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였으나, Android

의 성장에 반하여 2016년 말에는 2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하

였다. 

  Android OS는 삼성전자, LG전자, Huawei 등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활약과 프리미엄폰에서 중저가폰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의해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OS 시장에서 심비안의 몰

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심비안은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강자였지만, 구글-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하면서 점유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되었다. 모바일 OS가 모바일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이지만, 콘

텐츠와 서비스가 결합되지 않고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7]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단위: %) 

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7)

  (그림 4-7)과 같이 국내 모바일 OS 점유율은 2015년까지 Andorid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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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계속 하락하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dorid 점유율은 2014년 91.25%에서 2015년 1월 84.36%, 2015년 

12 월 75.64%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 1월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서 2016년 12월에는 81.52%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이와 달리, iOS 점유

율은 2014년 1월 8.14%에서 2015년 1월 15.49%, 2016년 1월 23.37%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12월에는 다시 18.31%까지 낮아졌다. 

(a) 출하량(백만 대)

(b) 비중(%) 

[그림 4-8] OS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비중

출처: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6),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7)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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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을 통해 전세계 OS별 스마트폰 출하량 동향을 보면, 2015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3,650만 대에서 2016년 14억 6120만대로 

증가하였다. Andorid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2015년 81.1%에서 2016년 

85.3% 크게 증가하여 약 12억 4,620만 대가 출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iOS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2015년 15.6%에서 2016년 13.9%로 감소하여 

약 2억 380만 대가 출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Windows 폰 및 그 외의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비중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모바일 OS 시장획정

가. 중간재 상품시장획정시 고려 사항

  남재현‧이상규(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바일 OS는 그 자체로 소비

자에게 유의미한 효용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모바일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한 중간재이다. 따라서 모바일 OS의 시장획정은 중간재의 시장획정 문

제에 해당된다. 

  중간재를 소비하는 수요자는 이를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

하는 하류기업(downstream firm)이므로 중간재 간의 대체가능성은 이들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한 최종재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수요로부터 도출

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OS

는 이동 단말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동 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

사의 모바일 OS에 대한 수요는 이동 단말기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수요

에 의해 결정되는 파생수요가 된다. 그러므로 이동 단말기 제조사에 의

한 모바일 OS 간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은 각각의 OS를 설치한 이동 단

말기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수요 대체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의 FTC는 중간재에 대한 시장획정에 있어 앞서 논의한 SSNIP 테

스트를 적용하기 보다는 해당 중간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여 판

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B. F. Goodrich Company, et al (198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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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PVC 시장획정과 Associated Octel, Great Lakes, Ethyl (1998) 사

건에서 노킹방지제 시장획정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이란 재화의 가격을 1% 변화시킬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변화에 수요는 

보다 민감하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FTC는 위의 두 사건에서 파생수요의 Hicks-Marshall 법

칙(the Hicks–Marshall laws of derived demand)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

장을 획정하였다는 것이다. Hicks-Marshall 법칙이란 중간재 파생수요의 

가격탄력성은 (i) 최종재 수요의 가격탄력성, (ii) 다른 중간재와의 대체탄

력성,95) (iii) 최종재 생산비용에서 해당 중간재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iv) 다른 중간재의 공급의 가격탄력성 등에 대해 정(+)의 관계를 갖는다

는 것이다. FTC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위의 두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중간재 파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으로96) 결론짓고 해

당 중간재들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위의 예들에서 적용되었던 방안과 유사하게, 모바일 OS의 관련시장획

정을 위해서 (i) 모바일 OS가 탑재된 이동 단말기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ii) 모바일 OS 비용이 이동단말기 제조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iii) 

중간재 간의 대체탄력성, (iv) 다른 중간재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종재로서 모이동 단말기 생산을 위해서는 모

바일 OS가 필수적이므로 모바일 OS 외에 다른 중간재가 대체될 수 없

어, (iii)과 (iv)의 조건은 모바일 OS 관련시장획정에 고려대상은 아니게 

된다. 

  모바일 OS 시장획정에 있어 SSNIP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검색엔진의 시장획정에서 가격이 0인 경우 유의미

한 가격인상폭을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바일 OS 

95) A재화와 B재화 간 대체탄력성이란 A재화의 가격이 1% 변할 때 B재화의 수요
량이 몇 % 변화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96) 가격이 1% 인상될 때 수요량의 감소는 1%에 못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가격변
화에 대해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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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획정에 있어 위에서 언급된 (ii)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모바일 OS의 한계생산비용과  이동 단말기 제조사들의 이동 

단말기 총생산비용에서 모바일 OS 구매 및 관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 사업자들의 항목별로 분리된 회계 자료가 필요한

데, 이들은 모두 각 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획득

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략적 추측과 추론을 

통해 모바일 OS 시장획정을 시도한다. 

나. 총전환율 분석(Aggregate Diversion Ratio Analysis)

  우선 모바일 OS가 데스크탑 OS가 서로 동일시장을 형성하는지 고려하

면, 일반적으로 각각이 구동하기 위한 단말기 요구 사양이 확연히 다르

며, 이들 간에는 수요대체성이 매우 적어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현재 출시되어 있는 개별 모바

일 OS들인 Andorid, iOS, Windows Phone, Balckberry, Maemo, Bada, 

Tizen 등이 동일한 시장을 형성하는지 이다. 그런데 (그림 4-8)의 (b)에서 

본 바와 같이, 두 OS인 Android와 iOS가 2016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99.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Android와 iOS가 동일시장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OS는 소비자에게 그 

자체로의 가치보다 이동 단말기를 통해서 유의미하므로, Android 탑재 

이동 단말기와 iOS 탑재 이동 단말기가 동일시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후보시장 내에 서로 대체 가능성이 있는 두 제품을 생산하

는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한 재화의 가격 인상시 다른 재화로의 구매전환

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평가하여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자는 Katz and 

Shapiro(2003)의 총전환율 분석(Aggregate Diversion Ratio Analysis)의 아

이디어를97) 고려할 수 있다. 

  총전환율 분석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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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테스코(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

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285호, 2008. 10. 27)에서 총전환율 분석을 

최초로 적용한 이후 2014년까지 4건의 기업결합심사에 적용해 오고 있

다.98)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4-122호, 

2014. 5. 29)는 총전환율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총전환율(Aggregate Diversion Ratio)은 후보시장 내의 특정 상품(지

역)의 가격이 인상될 때 그 상품의 매출 감소분 중에서 후보시장 내의 

다른 상품(지역)으로 구매가 전환되는 비율99)로 정의된다. 총전환율이 높

다는 것은 어떤 상품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감소분 중에서 가상의 독

점사업자의 다른 상품(=후보시장 내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순매출 감소는 작아지고 그 

만큼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총전환율 분석의 관련시장획정 조건은 [표 4-5]로 정리된다. 

[표 4-5] 총전환율 분석의 관련시장 획정 조건

97) 이는 향후 UPP(= upward pricing pressure)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98) 삼성테스코(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외에도 롯데쇼핑 주식
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12–080호, 2012. 5. 14), 롯데인천개발 주식회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3- 호, 2013), 에실로 아메라 인
베스트먼트 피티이 엘티디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
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4-122호, 2014. 5. 29) 등이 있다.

99) 총전환율=[후보시장 내 다른 상품(지역)으로 구매 전환]/[총 구매 전환].

조건 시장 획정

총전환율 < 임계전환율 관련시장 확대

총전환율 > 임계전환율 관련시장 확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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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임계전환율은 (가격인상율/마진율)으로 정의된다. 총전환율 분

석의 관련시장 획정 조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가상의 독점

사업자는 두 개의 상품 a, b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두 개의 상품 

a, b는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후보시장 내의 상품이라 상정한다.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생산하는 두 개의 상품 중 특정 상품인 a의 가격 인상에 

의한 a의 총전환율이 임계전환율보다 크다는 것은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생산하는 후보시장 내의 다른 상품 b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 가격인상

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관련시장을 확대할 필

요가 없다. 반대로 총전환율이 임계전환율 보다 작다면 가상의 독점사업

자가 자신의 상품 a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후보시장과 외부 시장의 수요

대체성이 상당히 커서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관련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100)

 

다. 모바일 OS의 소비자면 상품시장획정

  앞서 논의하였듯이 총전환율이나 임계전환율에 대해 설문조사결과나 

실제 구매전환 자료, 그리고 기업의 회계자료를 구하기 용이하지 않아 

대략적으로 모바일 OS 상품시장획정을 가늠해 본다. 

  (그림 4-8)의 (b)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ndroid 탑재 이동 단말기가 

세계 시장의 약 85%, iOS 탑재 단말기가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입자 기반이 상당히 비대칭적이며, iOS 탑재 단말기는 미국을 

100) 임계전환율 정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총전환율 분석 시, 관련 시장 획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총전환율과
임계매출감소율(critical loss)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품 a의 수요탄력성 Εa는 상
품 a의 마진율 M과의 사이에 Εa = -(1/M)의 관계에 있으므로 가격을 X만큼 증
가시킬 경우 상품 a의 수요 감소의 절대규모는 -XΕa=X/M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 a의 가격 상승으로 수요전환은 총전환율 AD에 비례하여 관련
시장 내 상품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제매출감소(Actual Loss)는
AL=(1-AD)X/M가 된다. 따라서 임계매출감소율 분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AL < CL ⇔ (1-AD)X/M 〈 X/(M+X) ⇔ AD > CL
여기서 Daljord et al.(2008)은 위 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AL < CL ⇔ AD >
X/M로 변형됨을 보였다. 이 사건 분석에서는 X/M을 임계전환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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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하는 일부 국가에서, 그리고 충성고객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Android 탑재 단말기의 가격 인상에 의해 iOS 탑

재 단말기로의 수요대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Android 탑재 이동 단말기가 대체로 이동 단말기 제조사에 무료

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Android를 탑재한 이동 단말기의 총 생산비용

에서 모바일 OS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iOS는 애플 단말기에만 자가공급(self-supply)의101) 형태로만 제공되고 모

바일 OS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OS의 가격이나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애플의 이동 단말기 제작비용

에서 iOS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102)  

  이상을 종합하면, Android 탑재 이동 단말기와 iOS 탑재 이동 단말기 

간의 수요대체성이 높지 않고, 모바일 OS가 이동 단말기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모바일 OS의 5~10% 정도의 가상적 가격 상승

으로 인한 이동 단말기 가격 인상이 Android 탑재 이동 단말기와 iOS 탑

재 이동 단말기 간에 유의미한 정도의 수요대체를 초래하는, 달리 말하

면, 모바일 OS 간에 대체가 발생하여 모바일 OS 사업자의 이윤이 이전

보다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모바일 OS인 

Android와 iOS는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모바일 OS의 소비자면 지리적 시장획정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부터 “모바일 단말기 및 

모바일 OS”를 직접 구매하는 최종소비자가 존재하고 증가하고 있기는 

101) 애플처럼 상류부문의 iOS를 수직적으로 결합된 자사의 하류부문(단말기 제조
부문)에 직접적, 내부적(internally)으로 공급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 한다.

102) 연합뉴스, “애플,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79％ '독식'…삼성은 15％,” 2017. 3.
8에 의하면, 2016년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32.4%, 삼성의 스마트폰 영업이익률은
11.6%라고 밝혔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가격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Android가 무료로 배포됨을 감
안한 것이다. 따라서 애플의 스마트폰 가격이 삼성의 것보다 아주 높지 않다고
한다면 iOS의 가격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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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이동 단말기에 대한 대부분의 최

종소비자는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의 직영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모바

일 단말기 및 모바일 OS”를 구매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적 독점사업자

가 국내 모바일 OS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상된 OS를 사용하는 국내 모

바일 단말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이에 대응하

여 이동 단말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

은 (매우) 낮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획정해도 될 

것이라 판단된다.  

마. 모바일 OS의 앱 개발자면 시장획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앱을 모바일 OS에 

직접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모바일 OS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앱 

마켓플레이스에 업로드한다. 그런데 앱 개발자들은 해당 모바일 OS에 특

화된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을 적용한 앱을 등록하게 된

다. 앱 개발자면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앱 개발자가 Android 또는 iOS 중 하나의 모바일 OS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모바일 OS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

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러면 해당 앱 개발자는 하나의 모바일 OS

에 특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모바일 OS는 독립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앱 개발자들이 Android와 iOS 모두에 대해 기술을 이미 보유하

고 있거나 해당 기술을 습득하는데 비용이 매우 낮다고 하자. 그러면 앱 

개발자들은 Android와 iOS에 대해 멀티호밍도 가능하다. 물론 앱 개발자

들은 싱글호밍도 할 수 있다. 모바일 OS는 앱 개발자에게 직접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앱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들이 가격을 부과하므로, 

특정 모바일 OS의 가상적 앱 마켓플이스 독점사업자가 SSNIP를 할 때 

해당 모바일 OS에서 다른 모바일 OS로 앱 개발자들이 전환할 것인가가 



- 170 -

이슈가 된다. 그런데 앱 개발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앱을 이용하

는 소비자가 필요하므로, 해당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네트워크 

크기가 앱 개발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해당 모바일 OS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앱 마켓

플레이스 사업자가 등록비를 그리 높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모바일 

OS을 떠나 다른 모바일 OS로 전환할 유인은 낮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Android와 iOS는 현재로서는 각각 앱 개발자

면에서 독립된 상품시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시장은 사용

하는 언어에 따라 국내시장에 한정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

될 수 있다. 

제 5 절 온라인쇼핑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 온라인쇼핑 유형과 시장동향

가. 온라인쇼핑 유형

  통계청은103) 온라인쇼핑몰을 “컴퓨터, 정보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인터넷쇼핑몰

이라고 지칭하며 통계청에서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거래를 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

(2010)는 인터넷쇼핑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

(web-site)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판매자가 게

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하면 상품 등이 소비자에

게 배송되는 형태의 상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2010)는 인터넷쇼핑몰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103) 통계청, “2016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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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자체 인터넷쇼핑몰인데, 이는 개인몰 또는 소호몰이라고도 

불리며, 판매자가 기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 대신 통신판매 호

스팅 서비스업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둘

째, 일반 인터넷쇼핑몰로,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정하

여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쇼핑몰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쇼핑몰을 의미한다. 일반쇼핑몰에 입점하려

는 협력업체는 일반쇼핑몰의 상품기획자(MD: Merchandiser)에 의한 입점

심사 및 신용평가, 품질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일반쇼핑몰은 상품을 

판매하여 생기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평균

적으로 상품판매 금액의 약 15~20%로서 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오픈마켓 또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 Place)로 불리는 것으로, 일정 수수

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쇼핑몰과 달리, 판

매자가 직접 판매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일반쇼핑몰이 상품기획에서 마

케팅, A/S 등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오픈마켓은 거래 장소만을 제

공하고 거래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거래시 발생하는 거래수

수료(중개수수료 또는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일반쇼

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통상 협력업체라 부르는 반면, 오픈마켓

의 경우 오픈마켓운영자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판매를 

하므로 입점업체를 판매자라고 부른다.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오픈마켓은 앞서 언급한 양면시장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판매자

가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 증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

나는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의 경쟁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다양

한 상품을 다루는 판매자의 증가는 소비자의 선택 가능 집합을 증대시킨

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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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은 오픈마켓과 달리 양면시장이 아닌 수직구조(vertical structure) 성격

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

지 않으므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국내 온라인쇼핑 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2016)에 의하면, 만12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57.4%

가 최근 1년 이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예약·예매 포

함)한 ‘인터넷쇼핑 이용자’이며, 인터넷쇼핑 이용자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50.8%, 컴퓨터를 이용한 쇼핑의 비중이 40.7%로 조사되어, 모바

일 쇼핑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연도별 온라인쇼핑 매출액 및 몰 유형별 비중 동향

출처: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7)에서 재구성

  (그림 4-9)와 (그림 4-10)은 국내 온라인쇼핑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4-9)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약 65.7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개몰(오픈마켓)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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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몰(앞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분류에 따른 자체 인터넷쇼핑몰과 일

반 인터넷쇼핑몰)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몰의 비중은 

2012년 57.3%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64.8%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중개몰의 비중은 2012년 42.7%에서 하락세를 유지

하며 2016년 35.0%로 감소하였다. 

[그림 4-10] 연도별 온라인쇼핑 매출액의 기기별 비중 동향

출처: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7)에서 재구성

  (그림 4-10)은 온라인쇼핑이 발생하는 단말기의 비중 추이를 보여준다.  

2012년 PC의 비중은 95.0%로 압도적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에는 모바일 비중보다 낮아져 45.8%를 차지하고 있다. 강조하면, 

2016년부터 온라인쇼핑이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는 비중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의 조사가 보여주었듯이 인터넷쇼핑 이용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과 상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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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쇼핑 시장획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쇼핑에는 크게 수직구조를 갖는 일반쇼

핑몰과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는 오픈마켓(중개몰)의 두 유형이 있으므로, 

이 두 유형의 쇼핑몰이 소비자와 판매자 각각의 면에서 합리적 상호대체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온라인쇼핑에 대한 시장획정은 (그림 

4-11)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1] 온라인쇼핑몰 시장획정

가. 판매자면 시장획정

  엄밀히 말하면, 일반쇼핑몰의 경우 수직구조를 갖기 때문에 오픈마켓

에서와 유사한 판매자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일반쇼핑몰 

사업자는 판매자가 거래하는 대상은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다. 이와

는 달리,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대상은 오픈마켓이 제공

하는 입점서비스이다. 따라서 일반쇼핑몰 사업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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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그러

므로, 오픈마켓의 판매자면은 일반쇼핑몰과 거래하는 판매자와는 서로 

다른 시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더 나아가 오픈마켓이 소비자면 및 판매자면에 제공하

는 일련의 서비스가 일반쇼핑몰과 동일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 소비자면의 시장획정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는 목적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

다. 소비자가 구매를 목적으로 일반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각각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104) 추가적으로, 

소비자는 상품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 간에 

차이점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은 각각 소

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지 않으나, (주문 → 결제 

→ 상품수령)의 프로세스는 동일하다. 또한,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이 각

각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 수,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 각각이 소비자면에서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면에서 SSNIP 테스트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오픈마켓을 

기준으로 SSNIP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오픈마켓에서 상품에 대해 가격을 부과하는 주체는 오

픈마켓 사업자가 아닌 판매자이기 때문이다.105) 반면, 일반쇼핑몰 사업자

104) 예를 들어, 대형할인마트와 소규모 수퍼마켓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동일하나 대형할인마트는 소비자가 일괄구매의 소비형
태를 보이는 등 구매패턴이 소규모 수퍼마켓과 뚜렷이 구분되어 대형할인마트와
소규모 수퍼마켓이 동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10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가상적 독점 오픈
마켓 사업자는 상품가격을 스스로 인상할 능력이 없으므로, 오픈마켓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모두 5%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오픈마켓 사업자가 종용하는 것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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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상품가격에 대해 SSNIP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일반쇼

핑몰을 대체하여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 두 주체는 소비자면에서 동일시장으로 획

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절 요약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은 크게 OS 플랫폼, 유통 플랫

폼, 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앞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약은 [표 4-6]

과 같다.

현실적이다. 둘째,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를 상승시켜 판매자들
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여 소비자 가격이 5~10% 상승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
는데, 오픈마켓 내 판매자들은 상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플랫폼 분류 사례 시장획정

OS 플랫폼
모바일 OS

Android, iOS 

∙  소비자면과 앱 개발자면 모두 

   독립시장

유통 플랫폼 오픈마켓
∙ 소비자면-일반쇼핑몰과 동일시장

∙ 판매자면-독립시장

서비스 플랫폼 검색엔진

∙ 이용자면-전문검색서비스와 

           동일시장

∙ 광고주면-온라인비검색광고와 

           동일시장

∙ 광고주면-오프라인광고와 

           동일시장 가능성 존재

[표 4-6]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시장획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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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 평가

제 1 절 문제의식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

나는 승자독식이며, 이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특성으로 갖는 양면사

업모델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미 몇몇의 플랫폼에서는 유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력한 지배적 사업자의 합병 건이나 단독행위 건에 대해 심

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상황을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는 사전규제

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규제 목적으로 통

신시장과 방송시장에서 경쟁상황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규제, 즉 

정부개입이 필요한 목적은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의심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 경쟁상황을 평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유효경쟁 달성

을 추구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진입이 매우 제한적인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과는 달리, 온라

인 플랫폼의 경우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시장 융

합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사전규제 목적으로 행하는 경쟁상황 평

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바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쏠림에 의한 승자독식 등의 특성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가 출

현하기 용이하고 지배력 전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통신시장이나 방송

시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경쟁상황 평

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각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할 것인가가 주

요 이슈로 대두되며, 평가를 위한 지표는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 178 -

  특정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전 세계적으로 대동소이

하다. 일반적으로 i) 시장구조, ii) 시장성과, iii) 사업자 행위, iv) 이용자 

대응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지표들을 개발하

고 파악하는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에 

의하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관련 지표를 보완·대등한 주요 지표로 삼

고, 사업자 행위 및 이용자 대응력 지표는 보충적 지표로 간주되고 있

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항목별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구조) 시장구조 자체에 대한 것으로 시장집중도를 설명하는 시장점유율

과 HHI 등이 고려되고, 필수설비로 표현되는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에 영

향을 미치는 경제‧기술‧제도적 요인들도 고려된다. 둘째, (시장성과) 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요금수준 등이 고려된

다. 셋째, (사업자 행위)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촉진 및 이용자 후생 증대

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며, 요금경쟁, 비가격(품질‧
서비스‧마케팅‧투자) 경쟁, 반경쟁 행위 등이 고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대응력) 요금, 이용조건 등을 통한 공급자의 지배력 행사에 이용

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전환장벽, 정보획득

의 용이성, 대응구매력 등이 고려된다. 

  본 장에서는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지표개발 전략과 플랫폼 유

형별로 개발된 지표 적용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비교

  여기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과 방송통신위원회(2016)를 통해 국

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방안을 정리

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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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가. 평가 절차 및 필요한 자료

  기본적인 절차는 ① 평가대상(역무)의 선정 → ② 관련시장의 획정 → 

③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평가 → ④ 경쟁상황에 대한 최

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종합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매출액, 가입자 

수, 수익성, 통화량, 투자규모 등에 대한 자료들이 영업보고서에 기재되

어 있고, 이들은 제출 대상이다. 추가적으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나 수요 대체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다. 해외현황 관련 자료는 해외 규제기관 

및 컨설팅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 기타 동향 관련 자료는 국내 주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한다. 

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지표를 보완‧대등한 주요 

지표로 삼고, 이용자 대응력 및 사업자 행위 지표는 보충적 지표로 간주

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들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 [표 5-1]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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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 구분 자료

시장

구조

시장

집중도

시장점유율

HHI

지역별점유율

정량

∙ (소매매출) 영업보고서 별지 4호 

  요금수익+기타영업수익

∙ (가입자) 미래부 ｢가입자 통계｣ 및
  사업자 제출자료

∙ (통화량) KISDI ｢검증통화량｣ 및 미래부 

  ｢트래픽현황｣등

진입

장벽

진출입 동향

사업규모
정성

∙ 미래부 ｢기간사업자 허가현황｣ 등
∙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등
필수설비

매몰비용

규모/범위경제

진입장벽 

수직결합 정도

정성

기타

서비스 차별화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자본시장 

접근성

정성

∙ 사업자 제출자료, 이용약관

∙ KISDI ｢설문조사｣
∙ 사업자 제출자료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진입시점 차이 

기술적 우위 

확장장벽 

잠재적 진입

정성

시장

성과

수익성 정량 ∙ 영업보고서 별지 17호 및 메릴린치

이용자만족도

요금수준

서비스 다각화 

정성

∙ KISDI ｢설문조사｣ 및 생산성본부 ｢NCSI｣
∙ OECD 및 메릴린치, Teligen,

  코리아인덱스

사업자 

행위

마케팅 경쟁

커버리지‧투자 경쟁
정량

∙ (마케팅비) 영업보고서 별지5호+

  통신단말기 구입 지원비용

∙ (커버리지) 사업자 제출자료

∙ (신규 투자) 영업보고서 별지 13－1호 

  신규취득가액

품질‧서비스 경쟁 

요금경쟁 

반경쟁 행위

정성

∙ (품질) 미래부 품질평가

∙ (서비스 만족도) KISDI ｢설문조사｣/
  생산성본부 ｢NCSI｣
∙ 사업자 제출자료, 이용약관

∙ 방통위 심결

이용자 

대응력

전환장벽 

정보획득 

대응구매력

정성
∙ (번호이동) 미래부 ｢번호이동통계｣
∙ KISDI｢설문조사｣

[표 5-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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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쟁상황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첫째, 1위 사업자 점

유율 5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경쟁적 상황 추정된다. (i) 우수한 

시장성과의 안정적 유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나 (ii) 비경쟁적 상황이

더라도 지배력을 행사할 유인이 약하거나 지배력 행사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경쟁적 상황으로 판정한다. 둘째, 1위 사업자 점유율 25∼50%

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경쟁적 상황 추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고려한다. 셋째, 1위 사업자 점유율 25% 미만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 고

려 없이 경쟁적 상황으로 판정한다. 

2.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에서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가. 평가 절차 및 필요한 자료

  기본적인 절차는 앞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동일하다. 즉, ① 평

가대상의 선정 → ② 관련시장의 획정 → ③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

요 지표의 평가 → ④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종합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크게 사업자 자료, 설문조사 자료, 기타 

등으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사업자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 언급한

다. 

  먼저, 사업자 자료로는 연도별 방송산업 실태조사보고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등이 활용되며, 필요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한다. 특히,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을 통해 방송사업 부문별 매출액, 영업비용,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 재무 자료를 수집한다.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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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가입자 현황, 방송서비스 매출액,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실적 등

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획득한다. 

  설문조사 자료는 주로 방송서비스 이용행태 및 세부 방송서비스 간 대

체성 파악을 통한 방송시장 획정, 시장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방송서비

스 시장의 주요 주체인 방송서비스 이용자, 방송광고주 및 외주 프로그

램 제작사 등을 통해 얻어진다. 설문조사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는 [표 

5-2]로 요약된다. 

목적 설문 대상자 내용

방송채널 거래시장 획정/

경쟁상황 평가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1,699)

∙ TV 방송 시청 행태, 지상파, 종편 및 

  일반 유료방송 채널 간 수요 대체성 등 

∙ 온라인 조사

유료방송시장 획정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1,602)

∙ 유료방송서비스 사용 현황 및 유료방송

  서비스 간 유사성 평가, 요금 인상 시 

  반응 등

∙ 온라인 조사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대응력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1,556)

∙ 유료방송의 서비스별 만족도, 전환 행동 

  및 향후 전환 의향

∙ 온라인 조사

매체별 광고시장 분석
방송광고주

102개 업체

∙ 광고비 지출 현황, 각 매체별 광고 요금 

  인상 시 행동, 미디어렙․온라인광고 시장 

  영향력

∙ 개별 면접조사

외주 제작 환경 분석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100개

∙ 외주 프로그램 수요자에 대한 협상력 

  변화, 외주 프로그램 거래 관행,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 행위

∙ 개별 면접조사

결합상품 이용 행태
결합상품 이용자

(표본 수: 1,550)

∙ 결합상품 사용현황, 요금 인상시 반응, 

  결합상품 사용 영향요인, 결합상품 사용 

  혜택 평가

∙ 온라인 조사

VOD 이용 현황 분석

유료방송 VOD

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1,620)

∙ VOD 서비스 사용 현황, VOD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선택 간 관계, VOD 

  콘텐츠의 중요성

∙ 온라인 조사

[표 5-2]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상황 평가 자료 확보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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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상황 평가 방향은 현재의 시장 구조가 완전경쟁

시장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완전경쟁시

장을 기준으로 시장구조, 시장행위, 시장성과 측면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시장의 현재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는 

[표 5-3]으로 요약된다. 

OTT 현황 분석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표본 수: 1,041)

∙ 유료방송 가입 및 시청현황, 계속 가입 

  의향, 이용현황,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 현황

∙ 온라인 조사

항목 지표 내용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시장집중도 HHI, CRn, 사업자 수

진입장벽

초기 설비투자 및 매몰비용 여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법․제도적 규제

기타

수직결합 및 지배력 전이

브랜드 인지도 

시장 구조적 특징 

신기술 개발 등의 영향

시장행위

사업자 행위

가격경쟁지표(요금)

비가격경쟁지표(품질‧마케팅 등) 

기업 간 명시적․암묵적 협조/담합

기타 불공정행위 등 반경쟁적 행위

이용자 대응력
이용자(또는 수요자)의 사업자(또는 공급자) 

전환 용이성

시장성과
수익성 

이용자 만족도 등 

완전경쟁시장 성과와 비교

국가 간 요금 비교

[표 5-3]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요약



- 184 -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비교 

  [표 5-1]과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 방안은 대동소이하다. 각 시장의 특성에 따라 평가에 필요로 

하는 지표 확보 방안이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방안도 통신시장

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방안을 참조할 수 있다. 

제 3 절 해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다수 주요 국가에서는 통신을 비롯하여 방송 등 규제기관이 관장하는 

시장상황에 대하여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경쟁평가 결과, 특히 소

매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평가를 사전규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보

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정책 입안 등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 별도의 경

쟁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예: Ofcom Impact Assessment)가 많으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사전규제에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유럽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EC), 그리고 호주가 있다.

  한편으로는 각국 규제기관들은 단순히 통신, 방송 등 네트워크 영역별 

경쟁상황평가만으로는 ICT 생태계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네트워크에 국한된 경쟁

상황 평가를 넘어서 컨텐츠(contents, C)-플랫폼(platform, P)-네트워크

(network, N)-데이터(data, D)를 포괄하는 ICT 생태계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ICT 생태계 경쟁상황을 평가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하위 계층

을 분석한 사례(미국, 일본)와 ② 특정 계층의 경쟁상황을 분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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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기존 네트워크(서비스)에 국한된 경쟁상황 평가를 넘어

서, C-P-N-D 생태계 상에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하위 계층이 네트

워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관련 규제기관

들은 상․하위 각 계층에서의 유효경쟁 여부나 SMP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네트워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상․하위 계층의 범위는 국가별로 소폭 상이하나, 대체로 콘텐츠․애
플리케이션 및 앱 마켓, 단말, OS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4).

1.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규제프레임워크와 경쟁상황

평가

  EC 규제프레임워크는 2002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프레임워크 지침이

라는 총괄적인 지침을 토대로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 

개별 지침을 통해 형성되어 있다. 프레임워크는 각 회원국 규제기관

(National Regulatory Agency, NRA)에 정례화된 경쟁상황평가의 시행, 시

장획정, 시장지배력(Significant Market Power, SMP) 평가 및 지정, 그리

고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규제프레임워크 지

침(directive)에 따르면 각 규제기관은 EC가 권고한 시장들을 대상으로 

시장상황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및 관련 규제조치를 공개하여 공공 

의견(public consultation)을 듣도록 규정한다. 단, 이용자 이익보호와 경쟁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일 경우 NRA는 이해당사자, 기타 

관련국 또는 유럽 위원회와의 자문 없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

정욱 외, 2006)

  이러한 조항들은 2009년 개정된 규제프레임워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

고 있다. 다만, 개정된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존 지침들을 크게 이용자와 

사업자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이용자 권리에 대한 지침을 통해 보

편적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규제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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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통해 프레임워크 지침, 액세스지침 그리고 인가지침을 개정한 특징

이 있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EC 규제프레임워크에는 특정 통신서비스시장이 다음 3가지 기준을 충

족하면 사전규제대상 시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

당 시장에 사전규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쟁상황 평가

는 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1)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high & non-transitory barriers to entry): 규

모의 경제, 높은 매몰비용 수준 등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

는 구조적 진입장벽과 주파수 경매/할당과 같이 법령이나 행정조치 

등에 의해 시장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장벽으로 구분한다.

(2) 유효경쟁 지속 가능성 (tendency for effective competition): 특정 기

간동안 대상시장에서 유효경쟁이 현재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와 더불

어, 현재는 아니더라도 검토기간 내에 대상시장이 유효경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clear evidence)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다.

(3) 경쟁법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sufficiency of competition law): 시장실

패가 확인될 경우, 개입수준, 빈도, 시기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경쟁법만으로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점검한다.

  다만, 사전규제 대상 시장이 되려면 위의 3가지 조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는, EC가 통신부문에서 사전규제를 가급적 하지 않으

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법만 적용하는 규제를 지향하려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EC가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유럽의 통신시

장에서 사전규제대상인 시장목록을 발표하면서, 소매시장을 사전규제 대

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대상이 되는 통신시장의 수도 7개에서 4개로 축

소하였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4)

  또한 개정된 권고안 서문에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사전규제 여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규 서비스 시장(newly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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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의 경우 설령 선발사업자의 이점(first-mover advantage)이 있다

고 할지라도 신규진입 봉쇄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선

제적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미국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미국의 통신법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로 하여금 상업용 이동통신서비스(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MRS) 시장의 경쟁상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출하도

록 규정(Communications Act section 332(c)(1)(C))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 분석 시 사업자 수 및 유효경쟁 여부, SMP 존재여부, 신규진입이 

경쟁을 향상시킬지 여부 등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기존의 CMRS시장을 확대하여 상․하류부문을 포함

한 이동통신 생태계(mobile wireless ecosystem) 전반으로 평가 대상을 확

대하였다. 상류부문에는 주파수 및 기반설비, 백홀 등이 포함되며, 하류

부문에는 단말 및 OS, 애플리케이션(앱)․콘텐츠, 모바일 커머스 등이 포

함된다.

[그림 5-1] 이동통신시장 생태계 구조 및 분석 대상

자료: FCC(2013), KISDI(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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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산업 분석 시 참고하는 요인은 사업자, 가입자 및 연결상태, 

시장 점유율 및 집중도, 이익률, 주파수 할당 상황,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이며, 사업자간 경쟁 분석 시 참고하는 요인들은 가격 수준 및 추세, 기

기/서비스의 분화 정도, 투자, 커버리지 및 최신기술 채택여부, 제공속도 

등이 있다(FCC, 2017). 경쟁상황 평가 결과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

기 위해 시행하며,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더라도 정책 자료로만 활용하

고 정성적인 해석만을 내리며,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이나 규제

의 제정, 혹은 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즉, 유효경쟁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경쟁현황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평가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NOI(Notice of Inquiry) 또는 PN(Public Notice) 발행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며, 주요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한다. 이후, Public Forum 개최하여 데이터 획득 및 분석과 관련된 이슈

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경쟁평가를 수행하여, 보고서 초안을 발간한다. 

이후, 피드백 및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다 

(변정욱 외, 2006).

  이동전화시장 경쟁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은 초기에는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3년 이후 정보 및 자료 수집을 대폭 강화하

였다. 기존에 공개된 자료는 증권거래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타 정부기관, 증권 분석가 및 컨설턴트, 사업자 공개자료, 

신문 등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4년부터 NOI(Notice 

of Inquiry)를 발행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현황에 관

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입자수, 보급률, 통화

량, ARPU(Average Revenue Per Unit),요금수준, QoS 및 서비스 커버리

지(service availability)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포함되어있다. NOI에 포함

된 요청자료 항목은 경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되는 등 조정이 

가능하다(변정욱 외, 2006).

  끝으로,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FCC는 시장현황 파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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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간단한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매

년 발간하고 있다.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시장은 시내 및 초고속은 

자료취합 프로그램인 FCC Form 477(FCC order)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하도록 되어있다.

3. 영국의 경쟁상황 평가

  영국의 Ofcom은 EC가 제정한 시장획정과 분석에 관련된 지침이나 권

고를 따라 평가 지침을 만들어 경쟁상황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2002년 8월 Oftel(Ofcom 수

립 이전 통신전문규제기관)'s market review guidelines: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market power에서 규정하여 현재까지도 이어

져오고 있다(Oftel, 2002). 이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평가절차 및 방법을 

공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한다. 하지만, 정기

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규제 사항별로 평가 시한이 

따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Ofcom은 평가 대상 시장의 선정에 있어서 

EU의 지침을 따르며, 또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별히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는 영향 분석(Impact Analysis)을 수

행한다. 가령, 방송 시장의 경우 BBC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activity)의 공적 가치가 공정하고 방송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한다. 또한, 

2015년부터는 중소사업, 기업 및 고용법 (the 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에 의거하여, Ofcom이 내리는 규제 관련 의사 

결정이 중소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 평가 수행 의무가 추가

되었다.

  Ofcom은 이와는 독립적으로 통신 및 방송시장 시장성과에 대한 요약

통계를 매년 연차보고서(Communications Market Report)에서 제공한다. 

연차보고서는 Ofcom이 수행하는 기술 추적 조사(technology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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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거주자 우편 추적(residential consumer postal tracking)조사, 상

업용 우편 추적(business postal tracking) 조사 및 미디어 추적(media 

tracking) 조사, 그 외에도 임의로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방송, 통신, 컨텐츠, 정보기술, 우편 등 Ofcom이 관할하고 

있는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또한 연차보고서에는 조사한 

통계량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유의(유의수준 5%)하게 차이가 날 경우 그

에 대해 명시한다(Ofcom, 2017).

 

4. 일본의 이동 데이터 시장 경쟁상황 평가

  일본은 총무성에 의하여 통신시장의 최근 경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

악하고 이에 대한 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경쟁평가를 수행한다. 총무성은 

전기 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상황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당

해 연도 경쟁평가의 주요 지침으로 활용하며, 경쟁평가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매년 별도로 실시세목을 마련하여 규정한다. 평가는 주요 통

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정점(定点)적 평가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전략(戰略)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변정욱 외, 2006).

  일본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관련 근

거가 법․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2003년 총무성이 발표

한 전기통신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상황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에 기

초하여 매년 경쟁상황 평가를 시행한다.

  경쟁상황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년 실시세목에서 총무성이 명시

하고, 평가대상도 선정한다. 가령, 2012년에 수행된 일본의 경쟁상황 평

가에서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상․하위 계층이 활성화되

고 MNO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함에 따라, 전략적 평가에

서 상류 서비스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위 계층에는 콘텐츠․애플리케이

션 및 앱 마켓 등이 포함되며, 하위 계층에는 단말 및 OS 등이 포함된

다. 2011년도에 수행한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분석 결과를 경쟁상황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보다는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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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황 평가(2013년 수행)에서는 상․하위 계층을 분석한 결과를 경쟁상

황 평가에서 활용하였다. 2013년도 경쟁상황 평가(2014년 수행)에서는 음

성통신, 데이터통신, 기업용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을 평가대상으로 하였

으며,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 시장은 유선과 이동을 구분하고 있다(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4)

[그림 5-2] 일본의 이동 데이터 시장 상․하위 계층

자료: 総務省(2013), p.35, KISDI(2014)에서 재인용

  정보의 수집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경쟁평가에 사용될 정보 및 

자료 수집은 통신사업자(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소비자(통신서비스 이

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기존의 자료 

제출 조항과 경쟁평가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전기

통신사업보고 규칙(1988년 우정성령 제46호)에 근거한다. 자료 협조 요청

은 자료 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 영업자료 보호

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통상 2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1차로 작성이 

비교적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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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며, 2차로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자에 대

해 자료를 요청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행태 등에 대한 조

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시장 구조 및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시행하며,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한다. 즉, 경쟁상황 평가 

결과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규제의 제정이나 폐지와 직접적

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5. 캐나다의 통신시장 모니터링

  캐나다는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anadian Rat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 94-19 결정에 의해 처음 경

쟁상황 평가가 시작되었다. (강신원, 주간기술동향 통권 1076호, 2002) 또

한, CRTC는 평의회 칙령(order in council) P.C. 2000-1053에 따라 캐나다

의 방송통신시장 현황 및 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보급정도와 접근성 등

에 대한 다수의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Public Notice 2005-15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CRTC 통신시장 모니터링 

리포트(CRTC Tele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를 출간하고 있다

(CRTC 2006).

  리포트는 전체 통신(communication)시장을 방송(broadcasting)과 통신

(telecommunications)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세부 영역(sector)으로 각

각 분류하여 평가한다. 2016년 리포트에서는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배급 시장으로, 통신은 소매 일반, 유선,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무선, 

그리고 도매로 분류하여 각각 평가한다. 영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사 내용에는 수익(revenue), 가입자 자료, 시장 점유율, 매출 특성, 전

환율(churn rate), 보급률, ARPU 및 CAGR, 주(state) 별, 도시/농촌 간 가

격 격차 등이 포함된다(CRTC, 2016). CRTC는 리포트의 발간 목적을 정

보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지배적 사업자 지정 같은 사전 규제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는 1994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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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분야에 특별한 규제를 적용해오지 않았으며, 2006년에는 SMP

의 존재를 가정해오고 있던 기존의 규제 지침을 폐기하였다. 또한, SMP

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직접적인 소매시장 규제보다는 EU 지

침과 유사하게 도매 및 접속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TPRP, 2006)

  다만, CRTC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권한 자체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Telecom Regulatory Policy CRTC 2013-271 및 CRTC 

2017-200 등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 및 중소기업 가맹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대등한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6. 호주의 경쟁상황 평가

  호주는 경쟁법(Trade Practices Act 1974)에 따라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Telecommunications Competitive Safeguards)을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분

석하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점으로, 호주에서는 통신 산업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

하여 상이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쟁관련 사안에 대한 

규제권한을 ACCC에 일임함으로써 통신전문규제기관에 의해 경쟁평가가 

수행되는 상당수 국가와 대비를 보인다.

  Trade Practices Act에서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모니터링 목적과 표

준접속의무 등 사전규제 부과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평가가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의 경우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시장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후자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표준접속의무가 부과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책결정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를 수행한

다(변정욱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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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호주 통신부문의 정책 및 규제기능

∙ DoCITA(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는 통신, 위성, 디지털방송, 지적재산권, 문화정책 등에 관

한 정책기능을 수행한다.

∙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 Media Authority)는 기존의 호주

통신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와 호주방송위원회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를 통합하여 2004년 5월 설립된 

독립규제기관으로,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제외한 방송, 통신, 전파, 

온라인 컨텐츠 전반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한다.

∙ ACCC는 공정거래위원회 성격으로 통신부문의 반경쟁적 행위 및 접

속제도(access regime) 등을 관리, 감독 한다.

7. OECD의 앱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이슈 검토

  OECD는 직접적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 대하여 경쟁 평가를 수행하

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앱 

플랫폼 시장만을 대상으로 경쟁 관련 정책 이슈 등을 검토하였다(OECD, 

2013). OECD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의 참여 기업들 간 협업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생태계 

내의 일부 특정 계층에게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195 -

[그림 5-3] 앱 생태계

  OECD는 앱 플랫폼 시장이 Bresnahan and Greenstein(1999)이 주장한 

분리된 기술 리더십(divided technical leadership)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resnahan and Greenstein(1999)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

지 정보산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경쟁은 플랫폼 간에 일어나는 것이

며, 플랫폼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기

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분리된 기술 리더십(divided technical leadership)

을 주장하였다. OECD는 이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과 시장이 성장하고 있

는 상황 및 잠재적인 경쟁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OECD는 경쟁측면에서 앱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

배력과 앱 등록 절차 및 이용자 lock-in등을 검토하였다. 단말기 판매대

수, 앱 다운로드 수, 이용 가능한 앱의 수 등을 통해 앱 플랫폼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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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I를 산정한 결과 3,500∼4,000 가량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집중도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5-4] 앱 플랫폼 시장의 HHI 추이

자료: OECD(2013), p.30.

  그러나, OECD는 앱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당시 상황

에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잠재적인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기 이전인 시장

에서 HHI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구조 지표를 이용한 평가는 규제를 부과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령, 2009년 심비안과 블랙베리 OS가 전체

의 47%를 점유하였으나, 불과 2년 반이 경과한 2012년 상반기에는 이러

한 상황이 급변하는 등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양

상을 보임에 따라 집중도를 판단하는데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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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OECD(2013), p.30.

  한편, HTML5와 같은 오픈 웹 표준에 기반한 오픈 모바일 플랫폼 등장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S와 무관한 오

픈 모바일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앱의 수를 증가시키

고, 전반적으로 경쟁을 촉진 가능할 수 있다. 반면, 특정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한 인기 앱이나 서비스의 등장은 시장 집중도 및 지배력을 크

게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OECD는 앱 플랫폼이 Bresnahan & Greenstein(1999)이 주장한 분리된 

기술리더십(divided technical leadership)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생태계에서 플랫폼은 서로 다른 계층의 참여 기업들 간 협

업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생태계 내의 특정 계층에게 규제를 부과하

더라도, 규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OECD

는 시장점유율 및 이용가능한 앱 측면에서 안드로이드와 iOS가 우위에 

있지만, 잠재적인 경쟁이 존재하여 앱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연관된 규제부과가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OECD는 앱 등록 절차 및 이용자 lock-in 측면에서 규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같은 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의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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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는 경우 규제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플

랫폼 간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 자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특정 앱을 

차단하는 경우, 반경쟁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반면, 폐쇄된 플랫폼 

사업자라 하더라도 투명한 앱 등록 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개발자 등 시

장참여자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앱 등록이 

거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

로 거부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수정/재등록 과정의 효율성 향상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구입한 디지털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비

용이 너무 큰 경우, 플랫폼 간 호환이 어려운 디지털 콘텐츠의 구입비용

은 이용자의 플랫폼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기 때문에 규

제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ECD는 해당 보고서에서 앱 생태계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은 자율규

제를 장려하여 생태계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립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

고 제시한다. 규제기관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enabler의 역할을 수행하

고, 그 과정에서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한 룰과 투명성

을 요구하고, 경쟁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방안 

1.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목적 및 절차

가. 통신시장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에서의 시사점

  앞서 2절과 3절에서 살펴본 국내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

가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에서 고려할 두 가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경쟁상황 평가 목적이며, 다른 하나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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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지표 설정이다. 

나.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목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

과 같이 진입장벽이 높거나 이에 따라 경쟁 정도가 낮을 것이 우려되어 

사전규제 목적으로 경쟁상황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새로운 기술을 응

용하여 등장하였고, 누구든 그러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

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승자독식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정도 악화 또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위

험성을 인지하기 위하여 경쟁상황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

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의 목적은 해당 플랫폼의 관련시장에 대한 유효

경쟁 확보라 할 수 있다. 

다.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 절차

  앞서 살펴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방안에서와 마찬가

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상황 평가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평가대상의 선정 → 

  ② 관련시장의 획정 → 

  ③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평가 → 

  ④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종합』 

  본 절에서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각 단계에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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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의 선정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고려하는 대상 시장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평가 대상으로 고려할만한 시장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면

사업모델을 채택한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모든 유

형의 온라인 플랫폼들을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고려될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플랫폼 시장의 성숙도이다. ICT 부문의 플랫폼들은 그 유형에 

따라 시장 성숙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모바일 OS나 검색엔진 등은 어

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는 반면, O2O 서비스 관련 플랫폼들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거나 융합 서

비스 제공으로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 성숙도가 낮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대상으

로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력한 사업자 존재 여부이다.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플랫폼

의 경우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특정 플랫폼 시장에 유력한 사업자가 존

재할 수 있다. 유력한 사업자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할 능력도 보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력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 시장에 대해

서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플랫폼 시장의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통신시

장이나 방송시장에서 기존 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에 경쟁압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들이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의 경

쟁상황 평가에서 이미 다루어지는 대상이라면, 이들을 따로 경쟁상황 평

가를 위해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OTT 플랫폼

의 경우 OTT 서비스가 유료방송에 경쟁압력을 제공하는지가 이슈이고, 

이에 대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굳이 OTT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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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에 대해서 따로 경쟁상황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관련시장 획정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면사업모델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각 측면에 경쟁압력으로 등장하는 주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면시

장의 경우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 SSNIP 테스트의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시장획정은 실증적 분석을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지할 다양한 정량

적, 정성적 분석 자료들이 필요하다. 통신시장이나 방송시장과 같이 서

비스의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시장획정에 큰 논란은 없는 편

이다. 그런데 그 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병 사건이나 단독

행위 관련 다양한 사건들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만큼 논란도 

흔하게 존재한다. 이는 시장획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양면시장에 직면하고 

있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양면시장 사업모델에 대한 관련시장 획

정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SSNIP 테스트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으나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상황은 아니다. 또한, 최근 플랫폼이 한 시장에서는 0의 가격을 부과하

기 때문에 SSNDQ 테스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시장획정을 시도한 경우

도 있으나, 품질에 대한 정의 미흡, 관련 자료의 미비 등으로 더 이상 

활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4장의 몇 가지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온

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대

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획정에 더욱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엄밀한 분석에 기반한 시장획정 시

도가 매우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플랫

폼의 각 측면에 대한 시장획정은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 보다는 합리적으

로 포함 가능한 2~3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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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 선정 및 정량적 자료 확보

  [표 5-1]과 [표 5-3]에서 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방

법론이 채택한 시장구조-시장행위-시장성과의 방식을 준용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

본적으로는 정량적인 자료들의 확보가 우선이다. 특히, 정량적 지표 설

정을 위해서는 획득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한 플랫폼 사업자가 다

양한 유형의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매

출액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모바일 OS 플랫

폼 사업자인 동시에,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이며, OTT와 같은 유튜브 

운영자이고,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이 외감기업인 경우106)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적 자

료는 얻을 수 있으나, 외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해 재무적 자료 외에 기타 다양한 정량적 자료들이 

필요한데 신뢰성을 갖는 정량적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해, (i) 어떤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가? (ii) 확보된다면 신뢰성을 보유하는가? 등에 대해 명확

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획득 가능한 데

이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 지표로서의 의미 파악도 연구되어야 한

다.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들이 확보된다면, 분석대상 플랫폼에 

대한 평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지표들을 발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평가 목적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유형 플랫폼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시장

106)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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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련 평가 지표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과 HHI 같은 

통상적인 시장집중도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

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가입자, 클릭 수, 시청률 등의 지표가 고려 

가능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나 플랫폼 사업자의 수

익이 이용자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발생되는 경우 매출액을 지표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콘텐츠 매출과 같이 이용자 

측면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 콘텐츠 매출의 변화를 지표로 고려 가

능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 과금하지 않고 광고주에게 과금하는 사

업모델을 채택하는 플랫폼의 경우, 광고주 측면에서 광고매출의 변화를 

지표로 고려 가능하며,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체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

는 사업모델을 채택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수료 변화도 고려할 수 있

는 지표일 것이다. 

  둘째,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플랫폼으로의 경쟁압력 정도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양면의 각각에서 점유율 또는 매출액

의 변화를 지표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한 유형 플랫폼에서 다른 유형 플랫폼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시장지배력을 갖는 플랫폼에서의 매출액, 

시장지배력 전이를 유발하는 서비스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광고수입이 주 수입원인 경우 광고비 지출액, 결합판매가 시장

지배력 전이 유발하는 서비스인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 수 또는 매출액 

등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초기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을 앞서 제안했으나, 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대표

적인 플랫폼 사업자나 서비스의 사업구조를 분석하고, 동향 분석부터 시

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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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맺음말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네트워크보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대적

으로 더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도 더욱 확대되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 정책은 중

요하게 부각된다. 국내외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살피기 위

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해외 경쟁정책을 고찰하였다. 경쟁

법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사건과 단독행

위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본 결과, EU와 

독일의 시장 획정이 상이하며 독일의 경우는 명확한 시장 획정을 실시하

지 않거나 양면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경쟁법 적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판단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며, 플랫폼 시장 특유의 측정 지표 외에도 경쟁법상 전통적

인 지표인 시장점유율이나 인터넷 분야에서의 혁신에 따른 잠정적 경쟁

의 정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가능성도 지표로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정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경제분석’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

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한 경제적 분석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 또는 시장 획정에 앞서 온라

인 플랫폼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형 분류가 선

행되어야 한다. 기존 플랫폼 유형들은 플랫폼의 특성, 기능, 역할, 비즈

니스 모델, 서비스의 유형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되고 있으며, 

한 분류 체계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혼용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동향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의 기능 및 서비스 유형에 근거한 유형 분류가 현실적으로는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 대체로 유사서비스로 분류된 서비스군이 대체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 분류 중 가장 세분화된 유형 분류가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플랫폼,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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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결제 및 금융 관련 플랫폼으로 구분되 여섯 가지 유형이다. 또한 플

랫폼 유형 분류의 목적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개방성, 통제권 등)에 근거

한 분류도 가능하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규범적 접근시 필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내재하고 있는 속성과 진화 속도를 고려할 

때 플랫폼 유형 분류는 정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유형 가운데 시장획정을 위해 양면시장의 특성

을 지닌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OS 플랫폼, 유통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을 선택하여 시장획정을 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OS 플랫폼 가운데 모바일 OS는 소비자 측면과 앱 개발자 측면 모두 

독립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통 플랫폼의 일종인 오픈마켓

은 소비자 측면은 일반쇼핑몰과 동일시장이며, 판매자 측면은 독립시장

으로 획정할 수 있다. 서비스 플랫폼 중 하나인 검색엔진은 이용자 측면

과 광고주 측면으로 나눠서 획정이 가능하다. 검색엔진의 이용자 측면은 

전문검색서비스와 동일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광고주 측면은 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온라인비검색광고와 동일시장으로 구

분되는 측면과 오프라인광고와 동일시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측면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련 시장 획정이 필요하며, 경쟁상황 

판단을 위해 관련 시장의 주요 지표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온라인 플랫폼 평가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으로 플랫

폼 시장의 성숙도, 유력한 사업자 존재 여부, 다른 관련 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유력한 온라인 플랫폼의 포함 여부를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

면 또는 다면 시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 

때 엄밀한 분석은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포함 가능한 2~3개의 범

위를 설정하여 시장을 가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 

선정과 정량적 자료 확보가 우선이다. 신뢰성을 보유한 자료가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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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분석 대상 플랫폼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들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지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유형 플랫폼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시장 구조 관련 평

가 지표들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플랫폼으로

의 경쟁압력 정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양면의 각각에서 

점유율 또는 매출액 변화를 지표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한 유형의 플랫폼에서 다른 유형의 플랫폼으로 시장지배력 전이를 평가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시장지배력을 갖는 플랫폼에서의 매출액, 시장

지배력 전이를 유발하는 서비스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성장 초기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함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대표적인 플랫폼 사

업자나 서비스의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동향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평가의 방

안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플랫폼 중립성 및 

공정경쟁 기초 연구는 경쟁상황 평가라는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플랫폼 분류 체계와 플랫폼 시장 획정 연구는 경쟁상황 평가 대상

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의 초점과 분석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미

를 갖는다.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방송통신시장에

서의 경쟁상황평가 제도가 단위시장을 전제로 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

고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엔진 시장, 모바일 OS 시장과 온라인 쇼핑 시장의 

3개 세부시장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관련시장 획정을 시도해보았다. 그러

나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한 공통적인 지표 개발의 어려

움,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3개 세부시장에 대

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 대신 3개 세부시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온라인 플랫

폼 시장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법적 분석이 이루어진 국내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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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를 소개하여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

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결론이지만, 분석 결과 온라인 플랫

폼 시장에서 유효경쟁의 확보를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된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접근 또는 이용에 대한 비차별성과 경쟁 기회의 공정성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록 플랫폼 중

립성이라는 용어가 규범적 분석 틀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론적 도

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플랫폼 중립성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출발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제기되는 의문

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후규제인 

경쟁법적 규제로 대처하는 것이 충분한가, 경쟁법적 규제에 필요한 규범

적 분석 틀과 증거 확보는 실현가능한가, 둘째, 사후규제로 충분하지 않

다면 사전규제를 도입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 판단을 위

한 비용/편익 분석은 가능한가, 셋째, 사전규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수단

에 의할 것인가, 기존의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사전규제 수단을 그대로 도

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다 완화되거나 시장에서의 자율규제와 결합될 

수 있는 투명성 규제나 책임성(accountability) 규제와 같은 저강도

(light-touch) 규제의 수단 또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수단을 대안적 

규제수단107)으로서 개발․도입할 것인가?

  이 연구는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 연구로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상황에 적절한 경쟁상황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연구가 될 것

이다. 아울러 정책개발의 토대가 되는 제도적 기반 연구로서 현재의 경

107)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 10. 4. 발표한“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
안”과 구 미래창조과학부(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4. 1. 23. 발표한 “스
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대안적 규제수단의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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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상황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 예컨대 단위시장을 전제로 한 평가 방식

의 한계, 평가 지표에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 특유한 요소나 양면 또는 

다면시장 사업모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에서 오는 한계, 또는 

경쟁상황 평가의 결과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 또는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점에서 오는 한계(홍대식․최동욱, 2011)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

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 209 -

【참고문헌】 

강신원, "통신시장 유효경쟁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주간기술동향, 1076, 16~27, 2002.

강인규,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 24(8), 1~21, 2012.

곽주원․허준석․송용택, “검색의 중립성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기본연구 13-06, 2013.

곽주원·허준석·강인규·송용택, “상생발전 기반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 전략 연구”, 한

국인터넷진흥원, 2014.

곽주원, “검색중립성 논의”, 경쟁법연구, 28, 246-273, 2013.

김도훈,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중립성 확립방안 기초연구”, 한국인터넷진흥

원, 2014.

김성환․김민철․이재영․김남심․강유리․김태현,“양면시장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

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8-11, 2008.

김성환, “경쟁적 병목 모형과 플랫폼 규제”, 경쟁저널, 181, 87~115, 2015.

강인규,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 24(8), 1~21, 2012. 

김윤정,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경제규제와 법, 6(1), 

188~206, 2013.

김재호, “IoT Platforms”, 전자부품연구원, 2014. http://www.krnet.or.kr/board/data/dprogram/1856/A1-1.pdf 

김진완 ․ 강대일, “모바일 결제의 발전이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 BNK금융경영연구소, 

2015.

김창욱․강민형․강한수․윤영수․한일영, “기업생태계와 플랫폼 전략”, SERI 연구보고서, 2012. 

김현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검토-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4, 102~146, 2011a.

김현수,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안암법학, 34, 759~790, 2011b.

김현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정책: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32(2), 351~386, 2013.

김현수·강인규·홍현기·김대건, "인터넷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16.

공정거래위원회, "eBay의 G마켓 인수 조건부 승인”, 보도자료, 2008. 9. 25.



- 210 -

공정거래위원회, "(주)이베이지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10-120

호, 2010.

남재현, “실무자를 위한 시장획정의 기본원리”, 법경제학연구, 5(2), 219~237, 2008.

남재현‧이상규,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획정: 지상파 재전송채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

책연구, 21(3), 23-52, 2014.

노규성,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류한석, “플랫폼, 시장의 지배자”, KOREA.COM, 2016. 

마셜 밴 엘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 2017.

박성범 외, "빅데이터와 경쟁법 : 최근 EU의 논의 동향”, 경쟁저널, 187, 78~89, 2016.

박종복․강성희, “성과확산 플랫폼 구축에 관한 기획 연구”, 과학기술연구회, 2015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6.

배건호, "구글 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선탑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기술과법

센터, 2(2), 108~119, 2016.

배유미‧정성재‧소우영, "모바일 운영체제 동향 분석”, 보안공학연구논문지, 9(4), 343~356, 

2012.

변정욱․오기석․강인규․김종진 (2006)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현황 분석”,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06-07, 2006.

손상영․안일태․이철남,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플랫폼 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송진․유의선,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3), 440~461, 2008.

신광식‧전성훈, “무학-대선 기업결합과 관련한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제분석,” 산업조직연구, 

14(4), 17~66, 2006.

신일순, "인터넷포털의 시장획정 및 관련이슈”, 경상논집, 23(1), 27~51, 2009.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15-21, 2015.  

윤성운ㆍ김남우ㆍ권도형ㆍ강수민, "IC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 해외 사례”, 경쟁

법연구, 34, 40~67, 2016.

윤종수, “모바일 플랫폼의 법적 이슈”, 모바일 플랫폼의 중립성과 이용자 선택권 세미나 발

표문,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11. 

윤종수,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저스티스, 146(2), 625~654, 2015.



- 211 -

이경남,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 및 확산”, 정보통신정책, 28(14), 30~35, 2016.

이금노․서종희․정영훈,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소비자연구

원, 2016.

이규정․홍대식․최승재,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이기종,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간의 기업결합 규제 : EU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 중심

으로”, 상사판례연구, 29(1), 79~110, 2016.

이기종,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 EU의 구글 검색엔진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15(1), 69~91, 2015.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17(4), 73~105, 2010.

이상규․이경원, “인터넷포털의 사전규제 필요성과 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 서비스를 중심

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1), 33~84, 2015.

이상승, "Google의 검색 편향 관련 FTC의 조사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산업조직연구, 

22(4), 89~128, 2014.

이상우․김원식,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랫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4, 263~311, 2007.

이영주·송진,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탑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4), 213~248, 2011.

이진형, “SNS 확산과 동향”, Journal of Communication & Radio Spectrum, 44, 54~59, 2011.

장대철․정영조․안병훈, “양면시장에서의 진입가능성 연구”, 한국경영과학학회지, 31, 

105~123, 2006.

전성훈, "양면시장에서의 경쟁정책”, 경쟁저널, 168, 20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3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3-03,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4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4-16, 20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5-12,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6-17, 2016.



- 212 -

정영준‧임채덕, "스마트 디바이스 SW플랫폼 기술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 

1485, 14~29, 2011. 

조성국․이호영, "인터넷 검색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검색중립성 논의와 규제사

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31, 2015.

조유리․송민선․이준희, “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정책연구 15-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최병삼, “성장의 화두, 플랫폼”, SERI 경영노트, 80, 1~11, 2010. 

최병삼, “가치 창출 플랫폼, 다원화혁명 이끈다”, DBR, 103, 68~75, 2012.

최승재, “양면시장이론과 한국 경쟁법상 역할에 대한 연구: 구글의 더블클릭 인수 사건을 포

함하여”, 경쟁법연구, 17, 225~265, 2008.

최승재,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법과 기업 연구, 1(1), 139~170, 2011.

최요섭,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및 검색 중립성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37, 69~98, 

2014..

한국개발연구원, "플랫폼시장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유럽 통신시장의 사전규제대상 축소와 그에 따른 의미”, 동향과 

전망 : 방송ㆍ통신ㆍ전파, 81, 58~71, 2014.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2016.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2017.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4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 조사”, 2015.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6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6. 

한은영,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경쟁 전략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25(16), 1~35, 

2013. 

홍대식, “경쟁시장의 창출과 경쟁법: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의 경우”, 경쟁법연구, 19, 

45~76, 2009.

홍대식,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방송통신연구, 

81, 9~37, 2012.

홍대식,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 적용을 위한 소비자선택 기준”, 경쟁법연구, 27, 

257~290, 2013.

홍대식,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동규제 방식에 의한 공정거래 규제”, 경쟁법연구, 29, 



- 213 -

401~431, 2014.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인터넷법제도 포럼 자료집, 2015.

홍대식,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13(1), 89~118, 2016a. 

홍대식,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경쟁법연구, 34, 3~39, 2016b.

홍대식,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데이터이코노미, 서울대 법과경제 

연구센터, 2017.

황병선, “스마트 플랫폼 전략: 플랫폼 생태계 생존전략”, 한빛미디어, 2012. 

황창식,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규제”, 정보법학, 13(2), 97~148, 2009. 

Fetzer, T., and 김태오.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경제규제와 법, 9(2), 49~63, 2016.

Alexiadis, “Forging a European Competition Policy Response to Online Platforms”, Business 

Law International . 18(2), 91~154, 2017

Armstrong  M., & Wright, J., “Two-sided markets, competitive bottlenecks and exclusive 

contracts”, Economic Theory, 32(2), 353~380, 2007.

Armstrong, 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Rand Journal of Economics, 37(3), 

1756~2171, 2006.

Ballon, P., and Heesvelde, E. V., "ICT platforms and regulatory concerns in Europe”, 

Telecommunications Policy 35(8), 702~714, 2011.

Baldwin, C. Y., & Woodard, C. J., “The Archtecture of Platforms: A Unified View”,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2009

Baye, M. R., and Morgan, J.,“Information Gatekeepers on the Internet and the 

Competitiveness of Homogeneous Product Marke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3), 454~474, 2001.

Barnard, C., “The Substantive Law of the EU: The Four Freedoms”(5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Bork, R. H., & Sidak, J. G., “What does the Chicago school teach about internet search and 

antitrust treatment of Google?”,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8(4), 

663~700, 2012. 

Bracha, O., and Pasquale, F., "Federal Search Commission? Access, Fairness, and 



- 214 -

Accountability in the Law of Search”, Cornell Law Review, 93, 1149~1209, 2008.

Bresnahan, T. F., and Greenstein, S.,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he  Structure of the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47(1), 1-40, 1999.

Caillaud, B., and Jullien, B., "Chicken & Egg: Competition among Intermediation Service 

Providers”, Rand Journal of Economics, 34(2), 309~328, 2003.

Canada,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Panel Final Report”, 2006.

Chalmers, D., Davies, G., and Monti, G., “European Union Law”(3rd ed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4.

Choi, Yo Sop, “The Regulations for Data Protection in the EU: Some Implications for 

Korea”, EU연구소, EU연구, 47, 75~104, 2017.

Claffy, K., and Clark, D. D.,  "Platform Models for Sustainable Internet Regulation, TPRC 41: 

The 41st Research Conference on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Internet Policy, 

2003.

CNNum, "Platform Neutrality: Building an open and sustainable digital environment”, 

Opinion No. 2014-2 of the French Digital Council, 2014.

Cortade, T., “A Strategic Guide on Two-Sided Markets Applied to the ISP Market”, 

Communications & Strategies, 61(1), 17~35, 2006. 

Craig, P., and De Búrca, G.(eds),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6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5.

Crane, D. A., "Search Neutrality as an Antitrust Principle”. Geo. Mason L. Rev. 19(5), 

1199~1209, 2012.  

CRTC, "CRTC Telecommunications Monitoring Report”, 2006.

Daly, A., “Private Power, Online Information Flows and EU Law”,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2016.

Devroe, W., and Van Cleynenbreugel, P., “Observations on Economic Governance and the 

Search for a European Economic Constitution”, in Dagmar Schiek, Ulrike Liebert, and 

Hildegard Schneider (eds),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nstitutionalism after the 

Treaty of Lisb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1.

European Commission, "A Digital Agenda for Europe”, COM(2010)245 final, 2010.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4731 – Google / DoubleClick, 2008.



- 215 -

European Commission, Case No COMP/M.5727 – MICROSOFT / YAHOO! SEARCH BUSINESS, 
2010.

Evans, D. S., "The Antitrust Economics of Two-Sided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 1~95, 2002.

Evans, D. S.,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 325~382, 2003

Evans, D. S., and Noel, M. D., “Analyzing Market Definition and Power in Multi-sided 

Platform Markets”, Working Paper, 1~45, 2005.

Evans, D. S., Hagui, A., and Schmalensee, “A Survey of Economic Role of Software 

Platforms in Computer-based Industries”, CESifo Economics Studies, 51(1~2), 189~224, 

2005. 

Evans D. S., and R. Schmalensee,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Markets with Two-sided 

Platform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 2007.

Evans, D. S., and Noel, M. D., "The Analysis of Mergers that Involve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4(3), 101~134, 2008.

Evans, D. S., and R. Schmalensee,“Markets with Two-Sided Platforms”, Competition Law 

and Policy, 1(28), 667~693, 2008.

Evans, D. S., "Antitrust Issues Raised by the Emerging Global Internet Economy”,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Colloquy, 102 , 285~306, 2008.

Evans, D. S., "Platform Economics: Essays on Multi-Sided Businesses”,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2011.

Evans, D. S., and Schmalensee, R,. "Matchmakers: The New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s”,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Boston MA, 2016.

Evans, P. C., and Gawer, A. “The Rise of Platform Enterprise : A Global Survey”, The 

Emerging Platform Economy Series No. 1, 2016.  

Ezrachi, A., “EU Competition Law: An Analytical Guide to the Leading Cases”(5th ed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2016

Falce, V., and Granieri, M., “Searching for a Rationale for Search Design Policy”,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1~18, 2016.

Farrell, J., and Weiser, P., "Modularity, Vertical Integration, and Open Access Policies: 



- 216 -

Towards a Convergence of Antitrust and Regulation in the Internet Age”,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7(1), 85~134, 2003.

Federal Trade Commission, “Statement of Federal Trade Commission Concerning 

Google/DoubleClick”, FTC File No. 071-0170, 2007.

Filistrucchi, L., Geradin, D., Damme, E. V., and Affeldt, P.,“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TILEC Discussion Paper, DP 2013-009, Tilburg 

University, 2013.

Foster, N., “Foster on EU Law”(6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Fox, E. M. and Gerard, D., “EU Competition Law: Cases, Texts and Context”, Edward Elgar, 

Cheltenham and Northampton, 2017.

Fransman, M., "The New ICT Ecosystem: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Gawer, A., "Platforms, Markets and Innovation”, Edward Elgar, 2009. 

Gawer, A., "Online Platforms : Contrasting perceptions of European stakeholders”, EC, 2015. 

Gebicka, A., and Heinemann, A., “Social Media & Competition Law”, World Competition, 

37(2), 149~172, 2014.

Goldfarb, A., and Tucker, C.,“Search Engine Advertising: Channel Substitution When Pricing 

Ads to Context”, Management Science, 57(3), 458~470, 2011a.

Goldfarb, A., and Tucker, C., “Substitution between offline and online advertising markets”,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7(1), 37~44, 2011b.

Gasser. U., “Regulating Search Engines : Taking Stock and Looking Ahead”, Yale Journal of 

Law & Technology, 8(1), 201~234, 2006.  

Hauck, R., "FTC v. Google : Th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Online Markets”, 

Competition on the Internet, 23, 53~61, 2014.

Hagiu, A., and Wright, J., "Multi-sided platforms”, Technical Report 12-024, Harvard 

Business School, 2011.

Hagiu, A., and Wright, J.,“Multi-sided platforms”, Working Paper 15-037, Harvard Business 

School, 2015.

Harris, B., and Simons, J., “Focusing Market Definition: How Much Substitution is 

Necessary?”,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12, 207~226, 1989.



- 217 -

Hesse, R., “Two-sided Platform Marke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Antitrust 

Analytical Framework”,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1, 191~195, 2007.

Hustinx, P., “EU Data Protection Law: The Review of Directive 95/46/EC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Marise Cremona (ed), New Technologies and EU La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Iansiti, M., and Levien, R., “The Keystone advantage :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4.

Jones, A., and Sufrin, B., “EU Competition Law: Text, Cases, and Materials”(6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Jones, A. and Townley, C., “Competition Law”, in Catherine Barnard and Steve Peers (eds), 

European Union Law(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Kaczorowska-Ireland, A., “European Union Law”(4th edn), Routledge, Oxon and New York, 

2016

Kagan, J.,“Bricks, Mortar, and Google: Defining the Relevant Antitrust Market for 

Internet-Based Companies”,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55(1), 271~294, 2010.

Katz, M., and Shapiro, C., “Critical Loss: Let’s Tell the Whole Story”, Antitrust Magazine, 

17, 49~56, 2003.

Kokkoris, I., "The Google Case in the EU, Is there a case?”, The Antitrust Bulletin, 62(2), 

313~333, 2017.

Kuenzler, A., and Warlouzet, L., “National Traditions of Competition Law: A Belated 

Europeanization through Convergence?”, in Kiran Klaus Patel and Heike Schweitzer 

(eds),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EU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Croydon, 2013

Lao, M., “Neutral Search as a Basis for Antitrust Action?”,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Occasional Paper Series, July, 2014.

Lianos, I., “Competi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Treaty of Lisbon”, in 

Diamond Ashagbor, Nicola Countouris and Ioannis Lianos (eds), The European Union 

after the Treaty of Lisb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2.

Lianos, I., and Motchenkova, E., “Market Dominance and Search Quality in the Search 



- 218 -

Engine Market”,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9(2), 419~455, 2012.

Maher, I., “Competition Law Modernization: An Evolution Tale?”, in Paul Craig and Gráinne 
de Búrca (eds), The Evolution of EU Law,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1.

Manne, G. A., “The problem of search engines as essential facilities: an economic & legal 

assessment the next digital decade: essays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Lewis & 

Clark Law School Legal Research Paper Series, No. 2011-10, 419~438, 2011. 

Manne, G. A., and Wright, J. D., “Google and the Limits of Antitrust: The Case Against the 

Antitrust Case Against Google”,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34(1), 

171~244, 2010.

Mann, G. A. & Wright, J. D. “If Platform neutrality is the answer, what is the question?”, 

ICLE Antitrust & Consumer Protection Program White Paper Series, 2011.

Newman, J. M., “Search, Antitrust, and the Economics of the Contrl of User Data”, Yale 

Journal on Regulation, 31, 401~454, 2014.

Newman, J. M., “Antitrust in Zero-Price Markets : Applications”,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94(1), 49~111, 2015.

Nuechterlein, J. E., and Weiser, P., “Digital Crossroads: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in the Internet Age”(2nd Ed), MIT Press, 2013.

O’Donoghue, R., and Padilla, J., “The Law and Economics of Article 102 TFEU”(2nd edn), 

Hart Publishing, Oxford and Portland, 2013.

OECD, “Two-Sided Markets”, Policy Roundtable, DAF/COMP 20, 2009.

OECE, “The Role of Internet Intermediaries”, 2010. 

OECD, “The App Economy”,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30,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3ttftlv95k-en

OECD, “Industry Self Regulation: Role and Use in Supporting  Consumer Interest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47, OECD

Ofcom, "Better Policy Making: Ofcom’s approach to Impact Assessment”, 2005.

Ofcom,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2017.

Oftel, “Oftel’s market review guidelines: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2002.



- 219 -

Pace, L. F., and Seidel, K.,“The Drafting and the Role of Regulation 17”, in Kiran Klaus 

Patel and Heike Schweitzer (eds),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EU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Croydon, 2013.

Page, W., and Lopatka, J. E., “The Microsoft Case: Antitrust, High Technology, and 

Consumer Welfare”, Chicago University Press, 2007.

Parker, G. G. , M. Van Alstyne, and S. P. Choudary, “Platform Revolution”, W.W.NORTON 

& COMPANY, 2016. 

Patterson, Mark R., “Antitrust Law in the New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2017

Publishing, Paris, 2015 http://dx.doi.org/10.1787/5js4k1fjqkwh-en

Priest, G. L., “Rethinking Antitrust Law in an Age of Network Industries,” Yale Law & 

Economics Research Paper No. 352, 2007.

Ratliff, J., and Rubinfeld, D., "Is there a market for organic search engine results and can 

their manipulation give rise to antitrust liability?”,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10(3), 517~541, 2014.

Renda, A., “Antitrust, Regulation and the Neutrality Trap: A plea for a smart, 

evidence-based internet policy”, CEPS(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Special 

Report, No. 104, 2015.

Rysman, M., “The Economics of Two-Sided Marke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3(3), 125~143, 2009.

Rochet, J., and Tirole, J., “Platform Competition in Two-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 1(4), 990~1029, 2003.

Rochet, J., & Tirole, J., “Two-Sided Markets: An Overview”, IDEI Working Paper, 2004.

Rochet, J., and Tirole, J., “Two-Sided Markets: A Progress Report”, Rand Journal of 

Economics, 37(3), 645~667, 2006.

Sauter, W. and Schepel, H., “State and Market in European Union Law: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of the Internal Market before the EU Cour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9.

Schiek, D.,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The Challenge for EU Constitutional Law”, 

Edward Elgar, Cheltenham and Northampton, 2012.



- 220 -

Schiff, A., “Open and closed systems of two-sided network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5(4), 425~442, 2003.

Stucke, M. E., and Grunes, A. P.,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Strucke, M., and Ezrachi, A., "When Competition failes to Optimize Quality : A Look at 

Search Engines”, Yal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8, 70~110, 2016.

Ratliff, J. D., and Rubinfeld, D. L., “Online Advertizing: Defining Elevant Markets”,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6(3), 653~686, 2010.

Thépot, F., “Market Power in Online Search and Social Networking: A Matter of Two-Sided 

Markets,” World Competition, 36(2), 195~222, 2013.

TPRP,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Panel Final Report”, 2006. 

Van Alstyne, M. W., Parker, G. G., and Choudary, S., “Pipelines, Platorms, and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4(4), 54~60, 2016.  

Van Damme, E., Filistrucchi, L., Geradin, D., Keunen, S., Klein, T., Michielsen, T., and  

Wileur, J., “Mergers in two-sided markets – A report to the NMa”, Netherlands 

Competition Authority, 2010.

Van Gorp, N., and Batura, O., "Challenges for Competition Policy in a Digitalised Economy”, 

Study for the ECON Committee, 2015.

Renda, A., "Antitrust, Regulation and the Neutrality Trap: A plea for a smart, evidence-based 

internet policy”, CEPS(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Special Report, No. 104, 

2015.

Walker, N., “The Philosophy of European Union Law”, in Anthony Arnull and Damian 

Chalm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uropean Un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Warlouzet, L., “The Difficult Quest to Implement Cartel Control: Grundig-Consten (1966) and 

Philip Morris (1987)”, in Fernanda Nicola and Bill Davies (eds), EU Law Stories: 

Contextual and Critical Histories of European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Weatherill, S., “Cases & Materials on EU Law”(12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6



- 221 -

Weatherill, S., “The Internal Market as a Legal Concep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Whish, R., and David, B., “Competition Law”, 8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5.

Woods, L., Philippa, W., Costa, M., S.“EU Law”, 13th ed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7

Wright, J., "One-Sided Logic to Two-Sided Marke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3(1), 

44~64, 2004.

Yoo, C. S., “Beyond network neutrality”.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19(1),  

1~78, 2005.

웹사이트

Autorité de la Concurrence and Bundeskartellambt, “Competition Law and Big Data” (10 May 2016), 

https://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Publikation/DE/Berichte/Big%20Data%20Pa

pier.html 

CNNum, “Platform Neutrality: Building an open and sustainable digital environment” (2014), 

https://cnnumerique.fr/wp-content/uploads/2014/06/PlatformNeutrality_VA.pdf 

Gawer, Annabelle, “Online Platforms: Contrasting perceptions of European stakeholders: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p. 2. (2016), 

http://surreycode.org/wp-content/uploads/2016/10/StudyonOnlinePlatformsContrastingper

ceptionsofEuropeanstakeholdersAqualitativeanalysisoftheEuropeanCommissionsPublicCo

nsultationontheRegulatoryEnvironmentforPlatforms.pdf

Hobbelen, Hein, Nime Lorjé and Aylin Guenay, “Selected recent developments in the 

application of EU competition law to online platform”, (EUI Discussion Paper), 

https://www.eui.eu/Projects/ENTRANCE/Documents/NewEntrance/Workshops/AnnualCon

ference/Recent-Development-in-the-Application-of-EU-Competition-law-to-Online-Pl

atforms-Hobbelen-Lorjé-Guenay.pdf 
Monopolkommission, “Competition Policy: The Challenge of digital markets”, Special Report 

No 68 (2015), http://www.monopolkommission.de/images/PDF/SG/s68_fulltext_eng.pdf 

UK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European Union, “10th Report of Session 2015-16: 



- 222 -

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12 April 201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516/ldselect/ldeucom/129/129.pdf 

유럽위원회, “Antitrust: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Google o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opens separate formal investigation on Android” (15 April 2015),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780_en.htm 

유럽위원회, “Antitrust: Commission sends Statement of Objections to Google on Android operating 

system and applications” (20 April 201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492_en.htm 

유럽위원회, “Antitrust: Commission fines Google 2.42 billion EUR for abusing dominance as 

search engine by giving illegal advantage to ow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27 

April 201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7-1784_en.htm 

유럽위원회,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online 

intermediaries, data and cloud computing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news/public-consultation-regulatory-environm

ent-platforms-online-intermediaries-data-and-cloud 

유럽위원회, “Digital Single Market: Bringing down the barriers to unlock online 

opportuniti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igital-single-market_en 

유럽위원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2017,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17DC0228&fro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