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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 론

‘글로벌 경제’, ‘글로벌화(globalization)’와 같은 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

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상품ㆍ서비스ㆍ기술 간 융합(convergence) 현상은 ‘탈

국경 기업(borderless company)’,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경쟁법적 측면에서도 융합 현상은 상품시장의 획정 측면에서, 그리고 탈

국경화 현상은 지리적 시장의 획정 측면에서 전통적인 이론의 변모를 요구하고 있으며, 규제의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예컨대, 국내 규제의 적용가능성(applicability)과 집

행가능성(enforceability)의 괴리,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ground)’과 국내기업에 대

한 역차별 우려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1)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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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ISDS)에 따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2) 여기서 국내 규제를 글로벌 표준

(standard)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국내법의 역외적용 및 집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다.

적용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의 괴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아마존(Amazon)’의 전자상거

래를 들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아마존’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국

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은 당사자간 준거법 선택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의 많은 규정들이 여

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4) 전자상거래법은 ‘아마존’의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적용가

능성이 인정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에 대해 법 집행을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국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화의 영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간 우리나라의 규제가 그 바탕이 되는 실증적

인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ㆍ시행되거나 규제의 근거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가 이미 “불필요한 행정규

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것을 선언한지 오래되었고, 특히 정보통

신, 방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기술 고도화에 따라 급격히 변모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6) 규제의 설정 근거와 기준에 대

한 논의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20. 7. 13. 송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

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7), 공정거래위원회8)가 2020. 9. 28.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9), 그리고 2020. 12. 11.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0)이 그것인데, 이상의 세 가지 법안을 일응 ‘플랫

1) 이승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국내 공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법학회 정기학술대회(“세계

화에 따른 국제규범의 영향과 공법체계의 대응”) 자료집, 2020. 12. 11., 68-69면.
2) 이에 관한 간략한 내용은 이승민, 앞의 글(ISDS), 87-94면 참조.
3) 이하 “전자상거래법”.
4) 강행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효력규정(해당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적 효력

을 부정하는 규정)과 단속규정(해당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일정한 제재 등 불이

익을 가하는 규정) 모두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김수정, “효력규정과 단속규

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민사법학, 제85호(2018. 10.), 5-7면 참조.
5) 이승민, 앞의 글(ISDS), 69면.
6) 이승민, 앞의 글(ISDS), 91면.
7) 이하 “송갑석의원안”.
8) 이하 “공정위”.
9) 이하 “공정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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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규제 3법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세 법안 모두 그 규제 목적(정당성 및 

필요성)과 방식의 측면에서 과잉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뒤에 발의된 것으로서 방송통신위원

회11)의 규율을 중심으로 정해진 전혜숙의원안이 가장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규제

기관 사이의 경쟁이 규제의 과잉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규제, 특히 경제규제에 있어 그 근거와 필요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

한 궁금증을 촉발시킨다. 즉, 지금의 상황은 규제란 대체 무엇이며, 규제는 언제, 어떠한 상황에

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논의의 기초로 규제의 의의와 규제 설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아래 Ⅱ.

항).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현황과 더불어 플랫폼 규제 3법안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현

재 제안된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한 다음(아래 Ⅲ.항),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아래 Ⅳ.항).

Ⅱ.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1. 규제의 의의

가. 규제의 어의(語義)

규제 설정의 기준 및 고려사항을 파악하기에 앞서 규제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규제(規制)’는 영어의 ‘regulation’을 번역한 것이다. ‘regulation’은 라틴어

의 ‘regula’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규칙(rule) 또는 자(ruler)를 의미하는 것이

다.12) ‘regula’의 동사형은 ‘regulare’이고, 이것이 영어의 ‘regulate’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regulation’은 그 어원상 규범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13) 규범을 정립하거나 집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regulation’을 ‘régulation’이 아닌 ‘règlement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

반적인데, 프랑스어의 ‘règle’는 영어의 ‘rule’과 ‘ruler’의 뜻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런데 

‘règlementation’은 ‘규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réglementer’의 명사형이므로 

10) 이하 “전혜숙의원안”. 이 법안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방통위안’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1) 이하 “방통위”.
12) 박정훈, “규제 및 규제개혁의 의의와 규제의 피드백”, 규제개혁정책토론회(“규제개혁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방

향”) 자료집, 2013. 6. 19., 3면.
13) 영어에서 ‘regulation’이 ‘regulations’ 또는 ‘laws and regulations’ 등과 같이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 대한 규범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취지로 박정훈, 위의 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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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èglementation’는 규범을 정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규

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영어의 ‘regulation(s)’과는 구별된다. 다만, 최근에는 

‘régulation’과 ‘règlementation’은 구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14)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規制’라는 한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

하고 있어 일본의 번역이 수용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여기서 ‘規’는 걸

음쇠, 즉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컴퍼스(compass)를 의미하는 것이고, ‘制’는 무성하게 자란 풀

을 베거나 마름질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다.15)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規’는 중국의 고전인 

『맹자(孟子)』의 “이루(離婁) 상(上)”편에 나오는 “규구(規矩)” 또는 “규구준승(規矩準繩)”에서 비

롯된 것인데,16) ‘矩’는 곱자(曲尺), ‘準’은 수평기(水平器) 또는 수준기(水準器), ‘繩’은 먹줄을 의

미하는 것으로서 모두 건축에서 기준점을 잡고 측량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그리고 

‘制’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누르거나 손질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규제’는 ‘일정한 법칙과 

테두리를 정한 뒤 그에 맞춰 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데,17) 그렇다면 ‘制’는 

규범의 ‘집행(enforcement)’ 내지 구속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정리하자면, ‘regulation’은 규범을 정립하거나 집행하는 것, 또는 규범 그 자체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어의만 놓고 보면 가치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통념상으로는 규제를 

14) Bruno Lasserre, L’Etat régulateur, Rencontre avec les élèves de la nouvelle promotion de l’ENA, 

2019. 1. 25., para. 5. 라세르(Bruno Lasserre)의 ‘régulation’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아래 II. 1. 다.항에

서 후술한다.
15) 한국경제, 2018. 1. 14.자 기사, “[유광종의 시사한자] 規(법 규) 制(마를 제)” 참조.
16) “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

下。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故曰 徒善不足以為政 徒法不能以自行。詩云 不愆

不忘 率由舊章。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聖人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為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既竭耳力

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既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 而仁覆天下矣。故曰 為高必因丘陵 為下必因川

澤。為政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是以惟仁者宜在高位。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眾也。”(밑줄은 필자가 추가)

풀이하자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離婁)의 밝은 눈과 공수자(公輸子)의 재주로도 규구(規矩)를 쓰지 않

으면 방형과 원을 만들지 못하고, 사광(師曠)의 밝은 귀로도 육률(六律)을 쓰지 않으면 오음(五音)을 정하지 못

하며,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道)로도 어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천하를 평안히 다스릴 수 없다. 현재 어진 마음, 

어진 들음이 있어도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면 후세에 법이 될 수 없고 선왕의 도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선함만으로는 정사(政事)를 돌볼 수 없고, 법만으로는 (정사가)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

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허물 없고 잊음 없이 옛 법을 좇을 뿐이라고 하였다. 선왕의 법을 따르고도 잘못된 

자가 아직 없었다. 성인이 시력을 다하여 규구준승(規矩準繩)을 써서 방형, 원, 수평, 수직을 이미 만들었으나 

이루 다 쓰지 못하였고, 청력을 다하여 육률로 오음을 이미 정하였으나 이루 다 쓰지 못하였지만, 마음과 생각

을 다하여 타인의 어렵다를 외면하지 않는 정치를 하니 이로써 어짊이 천하를 덮었다. 그러므로 높음은 반드시 

구릉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낮음은 반드시 개울과 연못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선왕의 도에서 비롯됨이 없이 정

사를 한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오직 어진 자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어질지 않은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악함을 대중에게 퍼뜨리게 된다.’는 의미인데, 규구준승의 비유를 통해 법치를 강

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대비를 통해 덕치(德治)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7) 한국경제, 앞의 기사.
18)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이 제정하는 규범들 중 ‘규칙(Regulation)’은 회원국의 별도 입법을 요하는 ‘지침

(Directive)’과 달리 회원국을 직접 구속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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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적이거나 침익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실제로도 ‘regulation’이라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미국의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개념이 시

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헌법적 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한다면,19) 이와 같은 사

회통념상의 인식이 그릇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정법의 내용

법적인 측면에서 규제의 의미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우선,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

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여 ‘규제와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시장경

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20)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규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입법자와 행정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개별법 차원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

치법」21) 제2조 제2호에서 각기 “행정규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행정규제기본법

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를 침익적인 것으로, 그리고 법규범으로 

국한한 것이어서 위에서 살펴본 규제의 어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은 것이다. 반면, 기업규제완

19) 미국에서 근대적 모습의 행정규제(administrative regulation) 내지 행정법(administrative law)의 단초는 

19세기 말 주(state) 차원의 철도, 곡물 저장고(grain elevator), 기타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에서 찾을 수 있으

며, 이러한 규제는 1887년에 최초의 연방규제기관(federal regulatory agency)인 주간통상위원회(州間通商

委員會;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ICC)의 창설로 이어졌다. 이후, 뉴딜(New Deal) 시대에 연방

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Stephen G. Breyer/Richard B. Stewart/Cass R. Sunstein/Adrian Vermeule/Michael E. 

Herz,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Problems, Text, and Cases, Aspen casebook 

series, 7th ed., 2011, pp. 17-22 참조.
20) 다만,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양한데, 제2항은 제1항의 시장경제원리에 대

한 제약적 규정 내지 제한적 요소로 보는 견해(김동희, 『행정법 II』, 제22판, 박영사, 2016, 562-564면; 성낙

인, 『헌법학논집』, 법문사, 2018, 461면; 정재황, 『신헌법입문』, 제10판, 박영사, 2020, 178-182면), 양자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라 제2항은 제1항의 전제조건 내지 기반에 해당한다는 견해(이원우, 『경제규제법

론』, 홍문사, 2010, 43-44면), 양자를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이해하더라도 규범구조는 원칙보다 예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견해(김하열, 『헌법강의』, 박

영사, 2018, 177-180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계인국,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51-52면) 등이 있다.
21)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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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

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작용형식 측면에서는 포괄적이지

만 그 대상을 ‘기업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두 법에서 행정규제가 달리 정의된 것은 행

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

한 것인 반면(같은 법 제1조), 기업규제완화법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조)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 이론적ㆍ비교법적 검토

이러한 몇몇 실정법 규정들만으로는 규제가 법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지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 법적 측면에서 규제의 의미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제

시되고 있는데, 우선, 규제가 규범, 척도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regula’에서 비롯된 것임을 근

거로 하면서,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척도와 규칙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regulation’은 ‘법령의 제정 및 적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22) 반면, 이에 대해서는 규제

를 법령 자체로 이해하는 경우 법령에 별도의 규제라는 개념을 둘 실익이 없고 규제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행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규제를 “국가등 행정주체가 

공익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적 주체의 행위에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견해도 제시되

고 있다.23)

국내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규제의 의미를 그 작용성질에 근거하여 추상화하되 동태적으

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규제라는 행정작용의 중심요소는 ‘개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규제의 

개념을 정리해야 하며, 이에 의할 때 규제는 ‘행정주체가 사적 활동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개

입하는 것’이 된다.24)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경제규제’의 개념도 “공공주체가 생산이

나 급부의 주체가 아닌 제3자로서 경제과정에 개입하여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규율ㆍ유도ㆍ조

성ㆍ금지ㆍ통제하는 작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25)

최근에는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규제의 개념을 최광의, 광의, 협의로 나누어, (i) 최광의의 규

22) 박정훈, 앞의 글(규제), 3면.
23) 현대원/이수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개선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4. 8., 10면, 

15면.
24) 이원우, 앞의 책, 9-12면. 규제를 “효율, 형평, 안전 등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주체가 시장 및 

사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김태호,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제도 – 신산업 분야 규

제개선 논의의 방향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340면)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25) 이원우, 위의 책,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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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모든 사회체계 안에서의 질서논리’이고,26) (ii) 광의의 규제는 미국법상 ‘경제규제

(economic regulation)’ 또는 독일법상 ‘규제적 법(regulatives Recht)’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 전자는 ‘국가가 경제적 유용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안에 따라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후자는 ‘사회체계내의 논리나 합리성을 대체하고 직접적인 조종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법치국가

의 법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책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뿐이며,27) (iii) 협의의 

규제는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에 가까우며, 급부행정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하면서,28)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개념은 광의의 규제를 상정한 것이어서 행정작용의 기능에 

대한 준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나 규제영향분석의 근거규정으

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29) 이 견해에서는 기존의 규제 개념을 비판하면

서 1990년대 들어 독일의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이론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규제법(Regulierungsrecht)’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30) 규제 개념은 ‘콘셉트적으로

(konzeptionell)’, 즉 규제가 정책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규제법적 개념으로 사용된 것

인지를 그 맥락에 따라 바라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31) 여기서 보장국가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데, 보장국가는 ‘사회적 동력에 의한 공동선 실현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전제로 국가적-비국가적 

수행자간의 분업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32) 종전에 국가가 직접 이행하였던 임무를 가능

한 한 사인(私人)의 자유를 중심으로 달성하도록 하되 동시에 공동선 목표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구화된(instrumentalisiert) 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역시 왜곡되지 않고 작

동하도록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33)

여기서 프랑스 꽁세유ㆍ데따(Conseil d’État)의 부원장(vice président)34)인 라세르

26) 계인국, 앞의 책, 38면.
27) 계인국, 위의 책, 48면.
28) 계인국, 위의 책, 50면. 이 견해에서는 협의의 규제를 질서행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규제 개념을 별도로 논할 실

익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29) 계인국, 위의 책, 53면, 57-58면. 다만, 위에서 살펴본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행정규제

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이것이 위 견해에서 설명하

는 광의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기업규제완화법상 행정규제는 광의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0) 계인국, 위의 책, 131-132면.
31) 계인국, 위의 책, 63-64면.
32) 계인국, 위의 책, 162면.
33) 계인국, 위의 책, 165면. 이 책에는 “도구화된 자율규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맥락

에 비추어 보면 독일법에서 논의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와 유사한 의미로 파

악된다. 여기서 ‘규제된 자율규제’란 ‘국가가 공익 또는 공적 과제를 위해 설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적 조직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독일에서는 미디어법상 청소년 보호, 제조물

안전법상 제조물안전인증, 환경법상 환경감사를 예로 들 수 있다.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

보국, “독일 공법상 규제된 자율규제제도 – 우리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의 관련성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연구, 제19권 제1호(2019. 3.), 172-176면 참조.
34) 종종 ‘국사원(國事院)’으로도 번역되는 꽁세유ㆍ데따는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이 일반 민사ㆍ형사소송의 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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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Lasserre)의 현대적 의미의 규제국가(l’Etat régulateur)에 관한 설명도 규제 설정의 

기준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브뤼노 라세르는 국가의 발전 단계를 (i) 공공질서와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와 금지를 임무로 하는 국가인 ‘통제국가(l'Etat régalien)’, (ii) 제반 

사회 분야에 적용되는 규범을 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인 ‘명령국가(l'Etat prescripteur)’, 

(iii) 직접적으로 공역무(service public)를 제공하는 국가인 ‘운영국가(l'Etat opérateur)’35), 

그리고 (iv) 다양한 이해관계를 유연한 수단을 통해 조율하는 국가인 ‘규제국가(l'Etat 

régulateur)’로 분류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규제국가의 현대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36)

구체적으로, 라세르는 규제국가에서는 (i)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면서 시스템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시장의 경쟁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다양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ii) 수단의 측면에서는 명령이나 강제

가 아닌 유연한 수단(지침, 행동규약, 협약 등)을 활용하여 사인(私人)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

로 유도하고, (iii) 절차적으로는 사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되, (iv) 국가가 사인의 활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니며, 예컨대 경제분야에서는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만큼 국가

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37) 이러한 규제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AAI)’인데, 이러한 독립

행정청은 전문성ㆍ중립성ㆍ자율성을 갖춘 외부 조직을 만들어 전통적인 행정작용방식을 벗어

난 유연한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38) 이러한 관점에서 ‘régulation’은 법령의 제

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 된다.39) 라세르의 이러한 설명은 공익목

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사인의 협력과 사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독일

의 규제법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라세르는 특히 독립행정청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참고로, 미국의 행정법 문헌에서는 규제를 “조세와 형벌을 제외한 공법. 즉, (일정한) 법적 지

침으로서 정부기관이 발령하고, 사인의 소송이 아닌 정부에 의해 집행되며, 형벌이 아닌 주로 

제재나 유인(incentives)을 통해 집행되고, 그러면서도 조세는 아닌 것(보다 정확히는, 소득세

와 같이 주로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하면서,40) 이는 한 마디로 규제

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최고행정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꽁세유ㆍ데따의 원장은 수상(le 

Premier ministre)이 당연직으로 겸하지만 수상은 재판업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원장이 법원

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부원장은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대법원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5) 이는 독일법상 급부국가(Leistungsstaat)의 개념과 유사해 보인다.
36) B. Lasserre, op. cit., para 5.
37) B. Lasserre, op. cit., para 6.
38) B. Lasserre, op. cit., para 6-9.
39) B. Lasserre, op. cit., para 12.
40) Matthew Adler, Regulatory Theory,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w and Legal Theroy, 

Dennis Patterson ed., 2nd ed., 2010, pp. 590, 592. S. Breyer et al., op. cit., p. 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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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사인이 준수해야 할 금지와 의무를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41) 이 

역시 규제에 대한 광의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정리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규제완화, 규제개혁 등의 표현에는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내지는 규제를 고권적ㆍ침익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으며, 행정규제기본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규제”도 이러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행정규제를 침익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된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반 법제도와 법규범을 형성함에 있어 규제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한

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현대 국가에서 행정법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와 공익 실

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42) 경제규제에 있어서도 효율성

은 공익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익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43)

이러한 점과 더불어 비교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규제, 특히 경제규제를 행정주체의 개

입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규제를 규제법의 맥락에서 바

라보는 것도 이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후 어떤 경우에 행정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지, 개입할 수 있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

요하게 된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규제 설정의 기준

가. 실정법의 내용

(1) 헌법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기본권 제

41) S. Breyer et al., op. cit., p. 2.
42)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8-39면.
43) 이원우, 앞의 책, 38-39면. 나아가 경제규제행정법의 내용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

의 기능과 역할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경제규제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로는 허성욱,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서울대학교 법학, 제49

권 제4호(2008. 12.), 6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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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다.44)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규제 설정의 헌법적 기준임과 동시에 한계가 된다. 이 

외에도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헌법의 제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법률유보원칙, 법

률우위원칙,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적법절차원칙과 같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본원리들 또한 규제의 설정 기준이자 한계가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외에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경제규제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 조항에 관해서는 국가

가 경제규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수단이나 방식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

받고 있다는 견해가 있고,45) 헌법재판소도 위 조항을 비롯한 헌법 제9장의 경제조항들을 근거

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도 있다.46)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경제조항은 형식

적으로 언급만 될 뿐, 구체적 형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7)

한편,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에 관해서는 과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글

의 목적상 이에 대해서는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경제민주화 조항은 그 해석ㆍ적용에 관한 현격

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사회적 소모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

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조와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48)

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도 규제의 설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제

4조에서 “규제 법정주의”라는 표제 하에 명확성원칙,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해 규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ㆍ의약

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

44) 헌재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등 다수.
45)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행정법학, 제4호(2013. 3.), 31면.
46) 예컨대, 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바80 결정(농지소유자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농지

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47) 김하열, 앞의 책, 180-181면.
48) 문재태, “경제규제입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21호(2016. 

8.),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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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제5조의2에서는 “우선허용

ㆍ사후규제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체계’를 선언하고 있다.49)

여기서 제5조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조 제1항과 제3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

는 비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제2항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2항은 규제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 공중위생(보건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

은 전통적인 경찰행정의 대상이고,50) 이와 더불어 환경은 일반적인 경제규제와 대비되는 비경

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후술할 국가임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규제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규제의 고려사항(규제영향분석의 대상)들

도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제1호(“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제2호(“규

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제3호(“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제4호(“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

석”)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제4호의 비용편익분

석(Cost-Benefit Analysis)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규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상태이다.51) 그리고 제5호(“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

치는 영향”)와 제6호(“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는 경제규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고, 제7호(“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는 명확성원칙 및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제8호(“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는 규제의 실효성의 측

면에서, 제9호(“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는 수범자의 편의와 권

리구제의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문제는 실제에서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충실히 검토

되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인데, 후술하겠지만 특히 실증분석의 측면에서 현재의 규제영향분석

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와 같은 헌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논의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에 대한 규제와 같은 경제규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검토가 요구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9) 이러한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산업융합촉

진법 제3조의2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당연히 적용되

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중복 입법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명시하는 특

별 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 바람직하지 않다.
50) 후술하겠지만, 시장의 경쟁질서에 관한 규제도 경찰법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전통적인 경찰행정의 대상은 공

공안전, 공공평온, 공중위생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51) 자세한 내용은 II. 2. 나. (3).항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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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론적ㆍ비교법적 검토

(3) 경제규제의 3가지 차원과 미국법상 규제의 정당화 근거

국내의 유력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규제의 방식을 규제목적ㆍ기능과의 연관 하에 3가지 차원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는 경제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법제와 재산권 보장인데, 이는 자유로운 시장질서 형성을 위한 최소

한의 요청이며, 두 번째는 자유로운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적 규제(여기서는 시

장경쟁질서를 전제로 한 경찰법적 규제52)를 의미)인데, 구체적으로는 경쟁규제, 영업법적 규

제, 산업정책적 규제를 들 수 있고,53) 세 번째는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로서 기술ㆍ안전규

제, 환경규제, 사회정책적 규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54) 그리고 이러한 세 번째 규제가 

전문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로서 이에 관한 법제를 일응 공익규제법이라 부를 수 있

다고 설명한다.55)

이와 관련하여 비교할 만한 것이 미국의 유력한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

하고 있는 규제의 정당화 근거이다. 첫 번째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

성인데, 이는 다시 (i)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 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교정 

필요성, (ii) 집합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발생한 경우,56) (iii) 불충분한 정보

를 보완할 필요성,57) (iv) 독점력(monopoly power)에 대한 통제 필요성으로 세분된다.58) 두 

번째는 시장경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는 않은 근거들인데, (i) 과도한 가외이득(windfall profit)에 대한 통제 필요성, (ii) ‘과도한’ 경

쟁의 제거 필요성, (iii) 희소성에 따른 공급부족의 완화 필요성, (iv)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한 경우로 세분된다.59) 이상의 2가지 정당화 근거는 위에서 설명한 경제규제

의 3가지 차원 중 2번째 차원인 경쟁법적 규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경제

52) 다만,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근거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 그리고 공중위생을 중심으

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경찰법적 규제는 보다 넓은 의미의 경찰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53) 이 견해에서는 경쟁법적 규제와 경쟁규제를 구별하여 독점, 또는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경

쟁규제로 보고 이를 경쟁법적 규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경쟁법’이 경쟁규제에 대한 법

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여기서의 경쟁법적 규제는 ‘넓은 의미의 경쟁법적 규제’라고 부

르는 것이 혼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4) 이원우, 앞의 책, 46-47면.
55) 이원우, 위의 책, 46면.
56) 집합행동에 관한 법적 분석 및 접근으로는 김도균, “집합행동, 신뢰, 법 – 공적 신뢰의 토대에 관한 고찰”, 서울

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 9.) 참조.
57) 즉,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교정 필요성을 의미한다.
58) S. Breyer et al., op. cit., pp. 4-8.
59) Id., pp.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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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정당화 근거들인데, (i) 자원의 재분배, (ii) 시장과 무관한 공동체의 가치 보호,60) (iii) 

사회적 불이익 및 계급에 대한 완화 필요성, (iv) 특정 산업에 대한 개발계획(planning), (v) 공

익을 위한 후견주의(paternalism)61)로 세분되는데,62) 상기한 경제규제의 3번째 차원과 유사

하다.

 이상의 논의들은 그 내용상 일부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의 규제와 비경제적 측면의 규제

를 분리함으로써 규제 목적 및 기능과의 연관 하에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강도 및 규제의 수단

을 파악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일반경쟁기관과 나머지 전문규제기관의 관할을 정하

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국가임무와 경찰법 이론

현대적 의미의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여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모든 공적 임무, 즉 공임무 또는 공공임무를 반드시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국가임무는 공임무 내지 행정임무와 구별된다.63)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 국가임무는 이론상 존재

할 수 없거나 이를 고정적인 실체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며,64) 이러한 경향은 전통

적으로 국가임무에 속하여 민간위임이 금지된다고 보아온 경찰임무에 대해서도 민간위임이 일

정 부분 허용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임무의 수

행에 있어 사인의 참여가 덜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임무를 포기하고 임무 수행을 전적으로 사인

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필수적 국가임무라는 관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66)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베르(Susanne Baer)는 행정임무를 ‘국가의 존속보호’, ‘사회의 정의보장’, 

‘미래의 보호’라는 3가지로 나눈 다음, ‘국가의 존속보호’에 가까울수록 고권적 주체에 의한 임

무 수행, 국가의 임무수행에 대한 보장책임, 국가적 자원의 투입과 같은 측면이 필요하고, ‘미래

의 보호’에 가까울수록 사적 측면이 강화된다고 스펙트럼화 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

60) 방송에서 공공의 관심사나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의 의무적 송출, 환경 규제를 예로 들 수 있다. Id, p. 11.
61) 안전을 위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의무, 의무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Id., p. 12.
62) 이러한 비경제적 측면의 규제를 ‘사회규제’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규제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국

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보전, 재해 방지 등 사회적 기본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품ㆍ서비스의 질이

나 그 제공에 따른 각종 활동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것)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견해로는 박재

현, “미국 행정법상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2007. 8.), 571-579면 참조.
63) 차민식,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29호(2011. 4.), 66-67면; 박재윤,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경인문화사, 2019, 98-100면.
64) 박재윤, 앞의 책, 85면.
65)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병욱,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행정법학, 제9호(2015. 9.). 참조.
66) 박재윤, 위의 책,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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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7) 이상과 같은 국가임무에 관한 논의는 민영화 또는 사화(私和; Privatisierung)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지만, 규제의 설정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민영화 또는 사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면 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충분하고 규제 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경찰법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즉, 공공의 안녕과 같은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목적ㆍ근거를 바탕으로 한 규제는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낮고, 

보다 강화된 규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찰작용의 목적ㆍ근거에 대한 논의

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경찰작용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실질적 의미

의 (행정)경찰작용을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

게 명령ㆍ강제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지만,68) 대체로 독일법상 위험 개념을 기초

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대한 위험(Gefahr)을 방지(Prävention)하고 장해(Störung)를 제거

(Repression)(하여 공중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69) 그리

고 위험은 ‘손해(Schaden)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의미하고,70) 여기서 손해는 ‘현존하는 법

익에 대한 객관적 감손 내지 손상’을 의미한다.71) 이러한 위험은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

로 구분되는데, 특히 추상적 위험은 경찰명령72), 즉 법규범의 제정 근거가 된다.73) 여기서 다시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대체로 공공의 안녕은 ‘개인의 생명ㆍ신체ㆍ명예ㆍ

자유ㆍ재산 등 개인적 법익과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공권력주체의 제도, 공권력의 행사 등 국가

적 법익이 아무런 장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공공의 질서는 ‘통상적인 사회ㆍ윤

리 개념상 그 준수가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불문규범의 총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74) 다만, 공공의 질서는 가치관에 관한 것으로서 경찰작용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75)

한편, 프랑스에서는 ‘공공질서(ordre public)에 대한 장애(trouble)를 예방(prévention)하

기 위한 작용’으로 보다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다.76) 따라서 경찰명령을 비롯한 제반 경찰작용의 

67) 박재윤, 위의 책, 122-130면.
68)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7판, 박영사, 2019, 627-628면.
69) 김동희, 앞의 책, 192면; 홍정선,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3면; 서정범/김연태/이기춘, 『경찰법연

구』,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61면.
70) 홍정선, 앞의 책, 4면; 서정범/김연태/이기춘, 앞의 책, 15면.
71) 서정범/김연태/이기춘, 앞의 책, 16면.
72) 통상 경찰명령(Polizeiverordung)이라 함은 경찰작용을 위해 발령되는 법규명령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조치

인 경찰하명 또는 경찰처분(Polizeiverfügung)과 구별된다. 홍정선, 앞의 책, 176-177면; 서정범/김연태/이

기춘, 앞의 책, 65면.
73)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 위험ㆍ구체적 위험”, 행정법연구, 제10호(2003. 10.), 257-259면.
74) 김동희, 앞의 책, 192-193면; 홍정선, 앞의 책, 4면; 박균성, 앞의 책, 637-638면; 서정범/김연태/이기춘, 앞

의 책, 12면.
75) 김동희, 앞의 책, 193-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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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공공질서에 대한 장애 발생 가능성’으로 귀결된다.77) 공공질서는 공공안전, 공공평온, 

공중위생의 3가지를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며,78) 이러한 점에서 독일 경찰법의 ‘공공의 질

서’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공질서 개념을 확장하여 인간의 존엄성 존중, 

공중도덕 등도 포함될 수 있는지 논의되고 있는데,79) 이러한 요소들이 독일 경찰법의 ‘공공의 

질서’ 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찰작용의 목적들 중 경찰법적 개입에 논란이 적은 것은 야경국가 또는 경찰국가 시

절부터 국가의 공권력 독점의 핵심적 근거였던 공공안전, 공공평온, 공중위생이다.80)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고, 사전적ㆍ포괄적 규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81) 공공안전 등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임무일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등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82) 예컨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적

용범위를 넓게 설정한 다음, 나중에 법 해석ㆍ적용 단계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도 정당화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기기법인데, 의료기기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기를 폭넓게 정

의하고 있고 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스마트워치 등 일반 공산품에 가까

운 제품들에 대해 의료기기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있다.83) 반면, 이러한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목적ㆍ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ㆍ근거들에 대한 

개입은 비록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경찰법적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

율에 신중함을 요한다.

요컨대, 국가의 존속보호나 공공안전 등이 문제되는 경우와 달리, 특히 경제적 목적의 규제와 

76) 이승민, 『프랑스의 경찰행정』, 경인문화사, 2014, 29-30면.
77) 이승민, 위의 책, 125면.
78) 이승민, 위의 책, 123-124면.
79)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위의 책, 130-146면 참조.
80)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였던 오리우(Maurice Hauriou)는 국가권력의 압제적 측면이 강했던 19세기와 20

세기 초에 시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질서의 개념을 공공안전, 공공평온, 공중위생의 3가지로 한

정하였는데(이승민, 위의 책, 30-33면), 이는 위 3가지 목적이 국가의 개입 근거라는 점에 큰 다툼이 없음을 보

여준다.
8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경법에서 유래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더 발전시켜, 민간에 의한 원자력의 사용과 같

은 경우에 ‘최신의 과학과 기술수준 상태(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로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

정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바이오기술과 관련하여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Thomas Fetzer, 김태오 譯, “혁신

과 규제: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

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58면.
82) 참고로, 펫쳐(Thomas Fetzer)는 불가역성(원상회복의 불능)을 규제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아냐 한다면

서, ICT 시장에서는 해가 발생하더라도 불가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Thomas Fetzer, 김태

오 譯, 앞의 글, 59면.
83) 이승민,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의료ᆞ교육ᆞ영상 관련 실감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2020. 5.), 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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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처음부터 적용범위를 넓게 설정하기 보다는 규제

의 근거와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된 대상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규제법이 국가의 다양한 작용방식을 허용하는 것이라

면, 나아가 독립행정청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규제기관이 유연한 수단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라면, 그렇다면 그 수단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함이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경찰국가나 통제국가의 방식으로 현대적 규제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3) 규제의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확인: 실증분석의 중요성

한편, 규제의 근거 및 필요성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되고 인정될 수 있는

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국가의 존속보호에 대한 위험, 공공질서에 대한 장애 또는 장애 발생

의 개연성이나 시장실패와 같은 규제의 정당화 근거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러한 정당화 근거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규제에 따른 편익이 그로 인한 비용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후자는 비용편익분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려사항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비례원칙 또

는 과잉금지원칙의 측면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당화 근거의 확인과 비용편익분석은 실증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 목적을 지닌 경제규제, 즉 넓은 의미의 경쟁법적 규제의 경우

에는 현대적 의미의 규제국가에 따라 요구되는 개입이면서도 완화되고 유연한 방식이 요구되는 

규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증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규제, 특히 경제규제 전반에 있어 

실증분석이 미흡한 것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경제규제를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그러한 개입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개입 여부, 개입 정도, 그리고 개입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실태조사는 규제 시행 이후에도 그러한 규제의 존속을 결정하

고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ㆍ변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한 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무비판적으로 반복하여 원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형식적 절차에 불

과한 것으로 여기거나 이에 대한 비용 투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글의 검토 대상 중 하나인 송갑석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법안 시행 이후 

서면실태조사 방식으로 고작 연간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 우려스럽다.84) 그간 우리 법제 

84)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해마다 시행하는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에는 매년 수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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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경시해 온 측면이 있는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개입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 종

래부터 행정법은 인류의 보편적 지혜를 담은 것으로서 법 개념과 체계가 다르더라도 문제 상황

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본질적으로 공통적이라는 측면에서 비교법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터이지만,85) 해외 사례를 무작정 원용하는 것이 아닌 이와의 적절한 비교와 유추

(analogy)는 규제 근거와 필요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자와 수범자, 나아가 일반 국민을 납득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규제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사전대비적 규제와 사후대응적 규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공질서에 대한 장애와 같은 사회적 반가치(反價値)가 이미 드러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를 달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

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 보다 강화

되고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반가치가 발생할 가능성만이 있는 상태라면 이

는 결국 입법자의 예측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단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

가 있다.86)

한편, 실증적인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논의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서는 1980년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령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2,291호에 의해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산하에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이 출범하

였고 규제기관의 규제 도입에 있어 비용편익분석이 보편화되었다.87)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은 

기존의 규제성과(regulatory outcome)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규제실패의 대안 중 하나로 

규제완화와 함께 제시되고 지지되었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현 시점의 우리나라에서도 음미할 

가치가 있으므로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88)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방송ㆍ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과도한 비용이 아니며, 실제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쟁상황평가는 그 내용이 충실하여 국내 방송ㆍ

통신 분야의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85) 박정훈,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55면.
86) 프랑스에서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내지 수사)를 사후대응적(réactif)인 것과 예방적 또는 사전대비적

(préventif)인 것으로 구별하는 이론은 이러한 생각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견해는 사후대응적 조사는 공공질

서에 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조사 요건이 ‘사실에 따라 추

정(présomption factuelle)’되는 것이고, 사후대응적 조사는 입법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장애 가능성

(potentialité)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사 요건이 ‘법률에 따라 추정(présomption légale)’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Mathias Murbach-Vibert, Les pouvoirs d’investigation en droit français: 

Essai d’une théorie générale, Editions universitaires europeennes, Tome 1, 2011, pp. 112-114.
87) S. Breyer et al. op. cit., pp. 27-28. 미국 정보규제국의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Cass 

R. Sunstein, Valuing Life: Humanizing the Regulatory Stat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pp. 47-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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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놀(Roger G. Noll)은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서는 규제로 인해 개선된 바가 거의 없었

고 다른 산업의 비용 증가만 가져왔으며, 사소한 것을 심각한 것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등의 문제

가 있었는데, 규제완화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가격과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규제완화로 인하

여 산업의 안전성이나 서비스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89)

썬스틴(Cass. R. Sunstein)은 미국에서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오염통제를 위하여 1조 달

러 이상을 사용했지만 다른 전략을 통해 이 비용의 4분의 1 이하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

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규제완화는 항공사들과 여행자들에게 

연간 150억 달러의 비용 감소를, 트럭운송업과 철도의 규제완화는 각 300억 달러와 150억 달

러의 비용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규제를 통해 인명(人命)이 얼마나 구조되

었는지를 측정해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구조된 인명 당 10만 내지 3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

기도 하고, 8,900만 내지 9,200만 달러가, 심지어는 1억 3,200만 달러가 소요되기도 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0)

비스쿠시(William Kip Viscusi)는 (i) 시장의 실패가 있어야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ii) 

규제정책에 대해 비용편익심사를 해야 하며, (iii) 규제정책은 비용에 비하여 효율적이어야 하

고, (iv) 정책의 비용과 편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v)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고려

가 규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입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로 가정 내 사고

(home accident)로 인한 사망 감소율은 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와 연방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1980년대와 그 이전인 1970년대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고 있

다.91)

물론, 비용편익분석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용편익분석의 방식이나 

효과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 예컨대, 레이브(Lester Lave)는 비용편익분석은 경미한 외부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시장효과(nonmarket effect)를 정확히 편입시킬 수단도 

없으며, 비용편익분석자의 가치기준이나 그 후원 조직을 알아야만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적절하

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92)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사람들은 환경을 미

88) S. Breyer et al. op. cit., p. 191 이하에서는 아래에 소개할 학자들의 저술 원문을 그대로 발췌ㆍ인용하고 있다.
89) Roger G. Noll, Regulation after Reagan, Regulation, 12(3), 1988, pp. 13-20. S. Breyer et al. op. 

cit., pp. 189-190에서 재인용.
90) Cass. R. Sunstein, Free Markets and Soci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7, pp. 

322-326. S. Breyer et al. op. cit., pp. 191-192에서 재인용.
91) W. Kip Viscusi, Fatal Tradeoff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2, pp. 249-251, 264-265, 285. 

S. Breyer et al. op. cit., pp. 193-197에서 재인용.
92) Lester Lave, Benefit-Cost Analysis: Do the Benefits Exceed the Costs?, Risks, Costs, and Lives 

Saved: Getting Better Results from Regulation, Hodder Education Publishers, 1996, p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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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측면에서 감상하며 이러한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는 쾌락주의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고, 단순한 사용가치만을 갖는 대상의 경우에는 경험만이 중요하므로 동일한 혹

은 더 나은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본질적 가치는 그렇지 못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93) 또한, 썬스틴도 생명과 관련된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

다.94)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규제를 비용편익분석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였던 미국과 달리, 법학과 

법제도 전반에 걸쳐 정성적인 방법론과 철학적인 이념이 지배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분

석적이고 경제학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실증적 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경

제를 직ㆍ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경제규제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95) 참고로, 

최근 EC는 2020. 12. 15.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안」과 「디지털 시장법

(Digitatl Markets Act)안」을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규칙(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하였는

데, 여기에도 매우 상세한 내용의 규제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이 수반되어 있다.96)

(4) 규제의 방식

규제의 실패를 방지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관해, 브라이어(Stephen Breyer)와 썬스틴의 분석을 먼저 소개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지적들은 규제의 효율성과 규제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들로서 지금 우

리나라의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선, 브라이어는 (i) 어떤 규제기관이 특정 목표를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만 추구하는 바람

에 그로 인한 이익보다 해악이 더 커지게 되는 ‘좁은 시야(tunnel vision)’, (ii) 규제기관이 전문

가들의 우선순위나 효율성보다는 대중적 인기도, 정책, 역사 등 다른 요소들을 우선 반영하는 

‘임의적인 아젠다 선택(random agenda selection)’, (iii) 규제정책이나 규제기관들 사이의 

‘비일관성(inconsistency)’을 규제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① 규제기관별로 

규제성과에 대한 평가수단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도 다른 수치로 나타나는 점, ② 통계학적 인명

(statistical life)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가 규제정책이나 규제관마다 다르다는 점, ③ 어떤 규제

120-121. S. Breyer et al. op. cit., pp. 217-218에서 재인용.
93) Elizabeth Anderson, Value in Ehtics and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 

204-207, 209-210. S. Breyer et al. op. cit., pp. 218-220에서 재인용.
94) C. Sunstein, op. cit.(Life), pp. 85-110.
95) 규제행정법이론은 그 행동주체의 선택방식에 관한 경제적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로는 허성욱, 앞

의 글, 677-678면 참조.
96)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규제영향분석서(Impact Assessment Report)는 본문 76면과 부속서 215면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시장법안」의 규제영향분석서는 본문 128면과 부속서 12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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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다른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④ 작은 위험에 대해 

규제를 하다 보니 더 큰 악영향이 야기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비일관성이 발

생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97)

다음으로, 썬스틴은 “미국에서 규제의 비효율성의 보편적인 원인은 엄격하고 매우 관료적인 

‘명령ㆍ통제(command-and-control)’ 규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는 미국과 같

이 특히 다양성을 지닌 나라에서 수백, 수천, 또는 수백만의 회사와 개인들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통제 전략을 강제하는 것이다. 명령ㆍ통제 규제는 환경보호 및 산업안전, 보건과 같은 분

야에서 미국 정부가 지배적으로 사용하는 규제 수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수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낳는다. 산업체와 소비자가 수

단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시장의 규율형태를 만드는 것- 대신에 정부

는 종종 앞서서 수단을 선택한다. 정부가 정한 수단은 비효율적인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지적

하고 있다.98)

한편, 규제 방식은 신기술ㆍ신산업의 도입과 함께 달라져야 하는데, 이에 관한 몇몇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펫쳐(Thomas Fetzer)는 ICT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이 허용되는 방향의 규제를 강조하

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같은 인간의 생명, 건강, 신체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자연

과학 분야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특히 ICT 분야에서와 같이 잠재적 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99)

다음으로, 스페타(James. B. Speta)는 시장진입을 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보건이나 안전 문제와 분리할 때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고, ② 기존의 독점기업과의 상호연계를 보장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지

원할 수 있으며, ③ 규제를 통해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효과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지

원할 수 있고, ④ 정부가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추구하더라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를 부과하기보다는 명확한 시장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100)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면, (i)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비롯

하여 적극적인 재량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규제기관 스스로의 재량 축소나 제한적 해석으로 

97) Stephen Breyer,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pp. 10-11, 18-23. S. Breyer et al. op. cit., pp. 198-201에서 재인용.
98) Cass. R. Sunstein, op. cit.(Free Markets), pp. 322-326. S. Breyer et al. op. cit., pp. 191-192에서 재

인용.
99) Thomas Fetzer, 김태오 譯, 앞의 글, 61-62면.
100) James. B. Speta, 김재광/권은정 譯,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149-160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플랫폼 규제 3법안’을 중심으로 -

67  

인하여 규제의 유연성을 상실하고 규제지체(regulatory lag)101)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방식 내지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결적인 규제

에 앞서 실험과 그 결과의 평가에 기반한 ‘잠정적 규제(temporary regulation)’, ‘맞춤형 규제

(adaptive regul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102) (ii) 혁신친화적 기술규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수요 충족을 위한 신규기준 제정,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의 지향, 민간참여 확

대, 미래지향적 지원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는 견해103)가 특기할 만하다.

다. 정리

이상의 내용을 통해 규제 설정에 있어 몇 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실정법적 측면의 기준이다. 우선, (i)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능하며,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구성하는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하여, 법

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적법절차원칙과 같은 법치주

의의 제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침익적 규제에 있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2항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규제의 실효성, 일반적인 경제규제와 사회규제 등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 사이의 구별, 그리고 제5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이 강조

되어야 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고려사항(규제영향분석의 대상)들이 충실히 반영되

어야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의 기준이다. 우선, (i) 경제규제의 방식을 규제목적ㆍ기능과의 연관 하에, 

계약법제와 재산권 보장, 자유로운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경쟁규제, 영업법적 규

제, 산업정책적 규제),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기술ㆍ안전규제, 환경규제, 사회정책적 규제 

등)를 구별하여 적용하고, 전문규제는 원칙적으로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시장실패와 같은 시장의 비효율성(외부효과, 

거래비용, 집합행동, 정보의 비대칭성, 독점력)을 시정하거나, 과도한 가외이득, 과당 경쟁, 자

원의 희소성, 대리인 문제 등을 교정하기 위해 가능하다. 다음으로, (ii) 국가의 존속보호 또는 공

공의 안전과 평온, 공중위생과 같은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해

악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적ㆍ포괄적 규제도 허용될 수 있지만, 이외의 경

101) 이는 규제의 공백, 기존 규제의 부적합, 기존 규제의 불명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태오, “제4차 산업

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209면.
102) 김태오, 앞의 글, 212-213면, 227-229면, 231면.
103) 이광호,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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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규제의 근거와 필요성이 명백히 확인된 대상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그 범위

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인 사안에서 규제의 근거 및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면밀한 실태조사나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규제의 근거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

제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후대응적 규제와 보다 완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사

전대비적 규제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의 근거가 확인된 이후에도 실증적

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특정 규제기관이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

의 주장이 과잉 대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규제의 실패를 방지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야 한다. 그러므로 (i)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편향된 시각을 갖거나 전문가들이 인정한 우선순

위나 효율성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같은 것을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규제정책 및 규제기관 사

이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ii) 규제 수단으로 관료적인 명령ㆍ통제

에 의하거나 특정 수단을 고수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특히, (iii) 

신기술ㆍ신산업의 경우에는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혁신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며, 규제재량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규제지

체(regulatory lag)를 방지하고,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완결적인 규제보다는 잠정

적ㆍ맞춤형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및 현황

가.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정법상 정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2019. 6. 20.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칙」104)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위 규칙 제1조 제1항은 동 규

칙이 ‘온라인 중개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및 ‘온라인 검색 엔진(online 

104) REGULATION (EU) 2019/1150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이하 “EU 플랫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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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engine)’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2)에서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a)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에 관한 2015. 9. 9.자 EU 지침105) 제1

조(1)(b)에서 말하는 정보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b)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

(business users)이 소비자들과의 직접 거래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 주고, (c) 서비스 제공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소

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

리고 제2조(5)에서 ‘온라인 검색 엔진’을 “이용자들(users)이 어떠한 주제에 대한 것이든 키워

드, 음성 요청(voice request), 문구(phrase), 또는 기타 형태(other input)로 이루어진 검색

어(queries)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요청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 주는 모든 웹사이트 또는 특정 언어로 된 모든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디지털 서비스”로 각 정의하고 있다.106)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일반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전

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는 온라인 검색 엔진에 해당하고,107) 앱마켓, 온라

인 쇼핑몰, 동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등은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3법안은 온라인 검색 엔진과 온라인 중개서

비스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적용대상에는 법

안별로 차이가 있다.108)

한편, EC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법안」 제2조 (h).에서는 직접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정

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적으로 저장하고 전파하

105)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means services which meet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y constitute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point (b) of Article 1(1) of 

Directive (EU) 2015/15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2); (b) they allow 

business users to offer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initiating 

of direct transactions between those business users and consumers, irrespective of where those 

transactions are ultimately concluded; (c) they are provided to business users on the basi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vider of those services and business users which 

offer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106) “‘online search engine’ means a digital service that allows users to input queries in order to 

perform searches of, in principle, all websites, or all websites in a particular language, on the 

basis of a query on any subject in the form of a keyword, voice request, phrase or other input, 

and returns results in any format in which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quested content can be 

found”.
107) 다만 국내 일반검색 서비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 구글(Google LLC), ㈜카카오가 가격비교 서비

스 시장에서도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제공하는 가격비교 서비스는 일반검색 서비스와 연계되

어 제공되어 있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양자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이승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의 상품 검색과 경쟁법의 역할 - 검색 결과에 따른 상품 정렬 순서와 연관 상품 제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03호(2020. 5.), 32면.
108) 이에 대해서는 아래 III. 3. 가. (3).항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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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활동이 다른 서비스의 사소하고 순수하게 부수적인 속

성에 불과하고, 그 목적상, 그리고 기술적 이유로 그 다른 서비스 없이는 사용될 수 없으며, 그러

한 속성을 그 다른 서비스에서 구현하는 것이 이 규칙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109)

나. 온라인 플랫폼의 현황

(1)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온라인 플랫폼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분류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110) 한국소비자

원이 발주한 연구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

털 플랫폼,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 결제 및 금융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있다.111)

[표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온라인 플랫폼 분류

109) “a provider of a hosting service which,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stores and 

disseminates to the public information, unless that activity is a minor and purely ancillary 

feature of another service and, for objective and technical reasons cannot be used without that 

other service, and the integration of the feature into the other service is not a means to 

circumvent the applicability of this Regulation”.
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2019. 11., 515면.
111) 이금노/서종희/정영훈,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6. 12.,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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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소비자원이 발주한 연구의 온라인 플랫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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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의 경계 및 경쟁관계 

식별이 어려우며,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112) 이에 따라 유형 분류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유형 

분류조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통일된 규율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인 의문이 발생한다.

(2) 시장 현황

온라인 플랫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들을 포괄한 통일적인 시장분석은 찾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

장 현황을 파악하기가 더욱 곤란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배달앱 시장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98.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2020. 

6. 월간 실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 MAU.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배달의민족’ 970

만명, ‘요기요’ 493만명, ‘쿠팡이츠’ 39만명, ‘배달통’ 27만명, 안드로이드와 iOS를 합산한 

MAU 조사에서도 ‘쿠팡이츠’ 55만명, ‘위메프오’ 38만명, ‘배달통’ 26만명을 기록하여 신생 배

달앱인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빠르게 성장하였고,113) 2020. 9.에는 ‘배달의민족’ 63.2%, 

‘요기요’ 29%, ‘쿠팡이츠’ 6.2%, ‘배달통’ 1.6%로 보도되는 등114)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115)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플랫폼 규제 3법안이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과 이와 

대비되어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검색 엔진에 대한 시장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할 것은 ‘온라인시장’ 및 ‘온라인플랫폼’을 온라인 

쇼핑몰 내지 전자상거래 시장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2018년 기준 온라인플랫폼은 이베이코리

아 유한책임회사(‘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116)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위와 같이 협소하게 바

1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앞의 책, 518면.
113) 이코노미스트, 2020. 8. 31.자 기사, “[IT 플랫폼 전쟁터 된 배달 앱 시장] 숟가락 얹은 쿠팡ㆍ위메프 입맛 다

시는 네이버ㆍ카카오 위태로운 배민 천하” 참조.
114) 인천투데이, 2020. 10. 8.자 기사, “배달통 9월 점유율 1.6%... 배민-DH 독점폐해 빤해” 참조. 다만, 이 기사

에서는 ‘배달통’의 점유율 하락과 ‘쿠팡이츠’의 점유율 상승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요기요’와 이미 합병된 ‘배달통’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별화된 배달서비스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쿠팡’의 존재를 감안한다면(쿠팡㈜이 발표한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 1,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한 수치다), ‘쿠팡이츠’의 점유율 상승

이 경쟁사업자의 인위적 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15) 다만, 후술하는 것처럼 서비스에 따라서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플랫폼 규제 3법안’을 중심으로 -

73  

라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현황 또한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내용과도 다르기 때문이

다. 공정위 조사에 따른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117)

[표 3]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위와 같은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를 보면, 네이버㈜가 일반검색 및 가격비교 서비스 시장에서

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방시장인 오픈마켓 시장에서 급격히 점유율을 상승시킨 것 외에

는 전체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오픈

마켓과 같은 ‘중개몰’ 외에도 운영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위탁매매 등 거래를 하는 ‘일반몰’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118) 일반몰은 다시 TV홈쇼핑, 백화점, 대형 마트, 소셜 커머스 사업

자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 제조업체 등의 자체 쇼핑몰,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전문몰 등으로 

나뉜다.119)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은 그 종류, 형태, 운영자가 다양하여 특정 형태로 그 서비스 

유형을 일반화하기 어렵고, 시장 자체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120) 상품을 제공하는 납품

업자나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상방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 사업자의 독점 현상이 두드

러지고 있지도 않다.121) 이러한 점에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서비스가 각각 별도의 시장을 형

성하면서 독과점 상태라고 분석하는 것122)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우며, 공정위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일반몰의 유형별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123)

116) 김윤정,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

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9. 10. 31., 4-7면.
117)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6.자 보도자료,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ㆍ동영상 제재 

- 온라인 중개 사업자가 검색 연산 방식을 조정ㆍ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5

면. 네이버㈜는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118)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그 유통 형태에 따라 ‘일반몰’(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의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과 ‘중개몰’(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로 구별하고 있다.
119)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3면.
120) 국가정보포털(KOSIS)의 ‘온라인쇼핑몰 판매매체별/상품군별 거래액’ 자료(2017-2019년)에 의하면, 온라

인쇼핑(인터넷·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조 1,857억 6,500만 원에서 2019년 135조 2,620억 

1,300만 원으로 1.5배가량 급증하였다.
121)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9면.
122) 이정섭,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6. 10., 51면 참조. 여

기서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시장이 각각 독과점 상태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배달앱 시장은 오픈마

켓 및 소셜커머스 서비스 시장과 확연히 분리될 수 있다.
123)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4.자 의결 제2018-209호[㈜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74  

한편, 그간 세간의 주목을 받아온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시장집중도가 어느 정도 조사되고 있

다. 국내 일반검색 서비스의 경우, 2018. 6. 검색 횟수(query count)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네이버’가 PC 72.7%, 모바일 69.5%, ‘다음’이 PC 15.3%, 모바일 15.4%, ‘구글(Google)’이 

PC 7.3%, 모바일 15.1%이며,124) 모바일 기기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가 59.5%, ‘다음’이 18.6%, ‘구글’이 17.4%로 파악되고 있다.125) 국내 전문검색(가격비교) 서

비스의 경우,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의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

다.126)

[표 4] ‘네이버 쇼핑’의 가격비교 서비스 시장점유율(단위: %)

이 밖에, 2019년 기준으로 일반검색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이 파악되고 

있다.127)

[표 5] 일반검색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128)

 이러한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일

반검색 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인 구글도 2003년 ‘구글’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네이버’

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12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건], 4-5면.
12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한국인터넷백서』, 2019. 1., 176-177면.
1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8년도)』, 2018. 11., 545면.
126)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우선 노출), 3면.
1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앞의 책(통신시장), 518면.
128) 원문의 표에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굳이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일반검색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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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130)도 ‘구글쇼핑(Google Shopping)’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의 ‘빙(Bing)’에 대한 투자를 예로 들어 발달된 수준의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

간 및 자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진입장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131) 이러한 시장상황은 후술

할 유럽연합의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대한 규제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규제 사례

가. EU 플랫폼 규칙

플랫폼 규제 3법의 규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U 

플랫폼 규칙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위 규칙의 내용을 일일이 다루기는 

어렵고,132)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위 규칙이 갖는 시사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EU 플랫폼 규칙은 불공정행위나 금지행위를 창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약관의 내

용을 통한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133) 이용약관에 의무적으로 표

시해야 하는 항목도 5개로 한정되어 있다.134)

다음으로 특기할 것은 EU 플랫폼 규칙에서는 정렬순서(ranking), 차별취급(differentiated 

treatment)과 관련하여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보다 검색 엔진에 대해 더 큰 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플랫폼 규칙 제5조는 정렬순서와 관련하여, (i) 온

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에 정렬 순서 결정에 있

129)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검색 엔진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2014. 5. 8.자 의결 제2014-103호[네이버㈜ 및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5면.
130) 이하 “EC”.
131) 남상준/이성준, “‘일반 검색 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판결 사례 분석-Google에 대한 EC의 판결문을 중심

으로”,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3권 제2호(2018 4.), 69면. 포털 서비스나 가격비교 서비스의 개시는 전기통신

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진입장벽은 높지 않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네

이버’ 및 ‘네이버쇼핑’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의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6면.
132) EU 플랫폼 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이상윤/이황,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 원리”, 경쟁법연구, 제40호

(2019. 11.), 279-284면; 강지원,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2020. 6.), 45-54면; 손영화, “EU의 디지털플랫폼규칙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2020. 12.), 368-385면 각 참조.
133) 이상윤/이황, 앞의 글, 283면, 295면; 강지원, 앞의 글, 55면.
134) 노출순위(제5조), 부가 상품ㆍ서비스 제공 여부(제6조), 차별취급 여부 및 기준(제7조),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한 정보의 범위 및 조건(제9조), 최고우대조항(MFC)에 따른 제한의 근거 및 조건(제10조)의 5가지이다. 아산

나눔재단/AWS(아마존웹서비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0 스타트업코리아!』, 

“2020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정책 제안 발표회” 자료집, 2020. 11. 5., 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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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요한 요소들과 그 상대적 중요성의 이유에 대해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1항), 

(ii)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는 ① 정렬 순서 결정에 있어 개별적 혹은 집합적으로 가

장 중요한 주요 요소들 및 해당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중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고(제2항), ② 직ㆍ간접적인 대가(remuneration)가 정렬 순

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혀야 하며(제3항), 

③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가 제3자의 통지에 따라 특정 정렬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사이트

를 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의 내용을 검사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제4항)를 부과하고 있

다.135)

그리고 위 규칙 제7조는 차별취급과 관련하여, (i)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소

비자에게 제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하고, 이러한 기술에는 그러한 차별취급에 따른 경제적, 상업적, 또는 

법적 고려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1항), (ii)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

는 ①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자신의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차별취

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하고(제2항), ② 여기에는 특히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향을 주는 정렬순서 또는 기타 설정[제3항 (b)], 직ㆍ간접적인 대가[제3항 (c)]와 

같이 차별취급의 실행 수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136)

나. 「디지털 서비스법안」

「디지털 서비스법안」은 중개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

로 스펙트럼을 나누어 후자로 갈수록 강화된 의무를 제안하고 있으며,137) 특히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불법 콘텐츠의 경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제8조)와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의 이용자에 관한 정보제

공 명령을 이행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법 콘텐츠

에 대한 신고 및 차단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는 불법임이 명백한 콘텐츠를 자주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의무(제20

조), 사람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의심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의무(제21조),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의무(제22조)를 부과하고 있

135)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7-38면.
136) 이승민, 위의 글, 38면.
137) 자세한 내용은 김현수/진성호,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제20-11호(2020. 12. 11.),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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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

또한,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콘텐츠 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ㆍ절차ㆍ

조치ㆍ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제12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연 1회 이상 콘텐

츠 조정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며(제13조),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온라인 광고가 광고라

는 사실, 광고주, 광고 노출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제24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추천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 및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사항을 이용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제29조),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위해 광고가 마지막으로 노출된 후 1년간 광고의 내용, 광고주, 광고 노출기간, 광고가 특정 이

용자에게 노출되도록 의도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사용된 매개변수, 광고에 노출된 총 이용자 수

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139) 이밖에, 법안에서는 온라인 광

고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을 장려하고 있다(제36조).140) 이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EU 플랫폼 규칙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이지만, 이용약관이라는 계약법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다. 「디지털 시장법안」

「디지털 시장법안」은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위 법안 제3조 제1항은 ‘게

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provider of core platform services)’로서 (a) 역내

시장에 중요한 영향(significant impact)을 미치고 있고, (b) 상업적 이용자(business user)들

이 최종 이용자(end user)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c) 그 운영에 있어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

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141)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법안 

제2조 (2).에 열거되어 있는데, (a) 온라인 중개서비스, (b) 온라인 검색 엔진, (c) 온라인 소셜 네

트워킹 서비스, (d) 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e) 전화번호와는 독립된 개인 간 통신 서비스

(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f) 운영 체계

(operating system), (g)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h) 이상에 열거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

138) 김현수/진성호, 앞의 글, 11-12면, 14면, 16면.
139) 김현수/진성호, 앞의 글, 13면, 17면, 19-20면.
140) 김현수/진성호, 앞의 글, 22면.
141) “A provider of core platform services shall be designated as gatekeeper if: (a)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 (b) it operates a core platform service which serves 

as an 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 and (c) it enjoys an 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in its operations or it is foreseeable that it will enjoy such a posi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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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고 서비스가 그것으로, 열거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망라적이다.

중요한 것은 법안 제3조 제2항의 ‘게이트키퍼’ 요건에 대한 추정조항인데, 핵심 플랫폼 서비

스 제공자가 (a)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액이 직전 3년간 회계연도에 연간 65억 유로 이상

이거나, 직전 회계연도의 시가총액 평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 시장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

이고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a)의 요건

(역내시장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b) 직전 회계연도에 유럽연합 내에

서 월간 실사용 최종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연간 실사용 상업적 이용자 수가 

10,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b)의 요건(중요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핵심 플

랫폼 운영)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c) 직전 3년간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제3조 제2항 (b)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c)의 요건(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을 충족한 것으로 추

정한다.

법안 제3장(제5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게이트키퍼’의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제

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지면상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사항들만 언급하자면,142) 우선 제5조에서는 (a) ‘게이트키퍼’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획

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등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b) 상업

적 이용자에게 최고우대조항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c) 상업적 이용자가 최종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d) 상업

적 이용자가 ‘게이트키퍼’에 대해 관련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a) ‘게이트키퍼’가 상업적 이용자의 활동을 통해 생성

된 정보를 상업적 이용자와의 경쟁에 활용해서는 안 되고, (b) 최종 이용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

스에 선탑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c)‘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도 ‘게이트키퍼’의 앱마켓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d) ‘게이트키퍼’ 자신 또는 그

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ㆍ상품의 순위를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금지행위 규정 외에도, EC의 시장조사(제14조 내지 제17조), 현장조사(제

21조), 자료제출 요청(제19조), 임시조치(제22조), 과징금(제26조), 이행강제금(제27조) 등 법 

집행을 위한 제반 규정들을 두고 있다.

142) 자세한 내용은 김현수/강인규,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안(Digital Market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현안

연구, 제20-2호(2020. 12.), 9-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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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리 및 시사점

「디지털 서비스법안」과 「디지털 시장법안」은 아직 제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 단계이지만, 그 

중 상당한 내용이 실제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시행 중인 EU 플랫폼 규칙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체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면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143) 하면서

도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4) 그리하여 이용

약관을 바탕으로 한 계약법적 규율을 기초로 하면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을 스펙트럼화 하여 그에 비례

한 규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강한 규제는 ‘검색 엔진’과 ‘게이트키퍼’와 같은 필수요

소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색 엔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 엔진은 하방시장인 온라인 쇼핑몰을 포괄하는 ‘inter’ 또는 

‘trans’ 검색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145) 공정위의 조사에서도 ‘네이버 쇼핑’과 같은 가격비

교 사이트에서 검색 결과의 노출 순위와 페이지뷰ㆍ상품 클릭수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드러

난 점146) 등을 고려할 때, 검색 엔진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1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갑석의원안과 공정위안은 해당 법안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정의상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태도와

는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148)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안」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후술하겠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험은 피상적인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을 뿐, 특별히 실증된 것을 찾기 어려운데, 반면 불법 콘텐츠 범람에 관해서는 해마

다 많은 사례가 수집ㆍ분석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경

쟁질서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보호나 공공질서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

서 그에 대한 규제의 근거가 보다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혜숙의원안이 온라인 플

랫폼 전반에 대해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방통위의 강력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도입할 것이 

143)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법안」과 「디지털 시장법안」은 매우 상세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마

련된 것이다.
144) 물론 법안의 세부 내용별로는 그 적절성이나 비례성에 개별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145) 반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검색은 해당 쇼핑몰 자체의 검색으로서 ‘intra’ 검색의 성격이 강

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1-34면 참조.
146)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우선 노출), 10면.
147) 검색 엔진에서의 상품 정렬순서에 관한 규제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승민, 앞의 글(상품 검색), 34-39면 참조.
148) 이에 대해서는 아래 Ⅲ. 1. 가. (3).항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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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이라는 기능과 역할에 맞게 불법 콘텐츠 차단 대책에 대

해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규제 3법안이 과연 규제의 정당한 근거와 필요성

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플랫폼 규제 3법안의 경우

가. 규제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규제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을 살펴보면, (i)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 2. 11. 발표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149), (ii) 중소기업중앙회와 중

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150), (iii)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 9. 25.자 설문조사 결과를 

원용하거나,151) 특별한 조사 결과에 대한 원용 없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52)이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대칭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거나,153) 현재의 전자상거래 법제로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포섭이 어렵거나 모

호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54)

아울러, 공정위는 해외 사례 및 실태조사 분석,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자

문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155) 방통위의 경우 어떠한 사전 조사를 했

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149) 중소기업중앙회, 2015. 2. 11.자 보도자료,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2.7%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 ｢오픈마

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150) 이정섭,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연구원, 2018. 8.
151) 이정식,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84면에서는 (i)을 

원용하고 있고, 김윤정, 앞의 글, 8-11면과 공정거래위원회, 2020. 9. 28.자 보도자료, “공정위, ｢온라인플랫

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마련 본격화”, 15-16면에

서는 (ii) 및 (iii)을 원용하고 있다.
152)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153) 이정식, 앞의 보고서, 5면에서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불공정거

래행위를 금지할 규정이 부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지원, 앞의 글, 65-73면에서는 오픈마켓에 대해 대규

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따른 비대칭규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4) 이금노/서종희/정영훈, 앞의 책, 186-188면.
155)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보도자료(온라인플랫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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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

그런데 위와 같은 주장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실증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우선, 각 자료들의 표본이 너무 작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i)의 중소기업연구원ㆍ중소기

업중앙회 보고서의 근거는 오픈마켓 판매자 중 중소상공인 308개 업체, 소셜커머스 판매자 

306개 업체, 배달앱 판매자 303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전부이며,156) 오픈마켓 판매자 308

개 업체와 소셜커머스 306개 업체가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에 앞서 이

루어진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157)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는데, 여기

서 소셜커머스와 배달앱에 대해 각각 판매자 1인에 대한 인터뷰와 판매자 2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전부였고,158) 오픈마켓에 대해서도 판매자 300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그쳤

다.159)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도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등에 입점한 판매자 

100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한다.160)

그러나 아래 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014년 기준으로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 수만 (오

픈마켓별로 중복 등록된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20만 개가 넘고,161) 업계에서는 매

년 2만 개 이상의 판매자가 신규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 보고서 및 자료들

의 과소 표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최근에 8개 전력 공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정량조사 표본으로 직접거래업체 1,600개, 하도급거래업체 500개, 정성

조사(심층 인터뷰) 표본으로 120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직접거래업체와 하도급거래업체의 

각 모집단은 20,000개 업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표 6] 오픈마켓 판매자 수(단위: 개 업체)

156)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8), 17-18면(오픈마켓), 24면(소셜커머스), 35면(배달앱).
157)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6).
158)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6), 5-6면, 16-17면(소셜커머스), 14-17면(배달앱) 각 참조.
159)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6), 17면에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라면서 2014년의 연구 결

과를 원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보도자료가 위 (i)의 2015. 2. 11.자 보도자료이다. 이 보도자료 1면, 18면

에 오픈마켓 판매자 300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160) 김윤정, 앞의 글, 9면.
161) 공정거래위원회, 2015. 9. 11.자 보도참고자료,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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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태조사에 활용된 설문의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연구

원ㆍ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 첨부된 설문조사 표본을 보면162) 그간 알려진 조사 관행과 마찬

가지로 설문조사지에 불공정행위 유형을 열거한 다음, 응답자가 각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를 그 정도에 따라 1번 내지 5번으로 나누어 선택형으로 표시하는 정도였다.163) 이러한 설

문조사 방식의 정량조사 결과는 실제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최

소한 설문조사 자체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했는지, 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앞으로 

불공정행위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추가 단계로 질문하고, 

나아가 불공정행위의 경험 비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조사 결과의 정확

성을 담보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ㆍ중소기업중앙회 보고

서를 예로 들면, 위 보고서 16-17면에 표로 기재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의 불공정거

래 경험은 설문조사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판매자 일방의 의견일 뿐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가 단계의 설문이나 심층 인

터뷰를 통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취급하기 어렵다. 또한, 예컨대 광고비나 

수수료 등 비용이 과다하다는 답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다. 이러한 비용은 플랫폼 이용료로서 임대차관계에 비유하자면 차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식

과 경험칙상 차임 수준에 만족하는 임차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수료가 과다하게 느

껴진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실제로 수수료가 과다한 것인지, 과다한 것인지 여부를 무

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과다하다면 그 원인이 시장의 실패에 있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탐

구해야 한다. 게다가, 위 보고서 16면의 2011년 및 2014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2018년의 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한 표를 보면 오픈마켓의 광고비ㆍ수수료 등 비용이 과다하다는 답변은 2011

년의 65.7% 내지 88.4%에서 2014년 72.9%, 2018년 35.7%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판매자의 일방적인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다는 생각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는 시장의 경쟁

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여하튼, 간단한 설문조

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마치 불공정거래행위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보편화된 문제점인 것처럼 해

석하는 것은 과학적ㆍ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164)

실제로 오픈마켓의 수수료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네이버㈜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는 기존의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 수수료가 낮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

162)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8), 203-223면.
163)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6)의 경우 설문조사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조사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와 같은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64) 위 보고서의 비약적 결론은 비용편익분석자의 가치기준이나 그 후원 조직을 알아야만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레이브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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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페이’의 사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을 인

식하고, 이를 전제로 수수료율을 비교해야 한다. 여하튼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의 낮은 입

점 수수료를 널리 홍보하면서 판매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색 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통한 차별적 우선노출행위가 더하여져 앞서 [표 3]에서 본 것처럼 오픈마켓 서비스 시장의 점유

율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또한, 네이버㈜의 일반검색 및 가격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은 소위 ‘PCS 채널 수수료’, 즉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에 자신의 

판매자 및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는 대신, 소비자가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

해 해당 판매자 및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네이버㈜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

서 구조적으로 수수료 측면에서 네이버㈜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연구원ㆍ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으며,165)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수료 인상과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면밀한 시장분석에 기초하지 않고 비대칭규제라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을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맞게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동의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몰

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고, 그러다 보니 ‘쿠팡’이나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방식을 일부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

데,166) 시장의 동향이 이렇다면 오픈마켓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

통업법의 규제가 과도한 것 아닌지 재검토해 보고 이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그 사업모델의 특수성 때문인데, 그렇다면 대규모유통업법에 유사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러

한 사업모델의 특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사

업모델 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서론

에서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규제의 적용가능성와 집행가능

성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외적용 규정이나 준거법 합의에 대한 배제 규정만으

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ICT 규제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유통

업법의 대부분 조문을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송갑석의원안은 특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

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규

165) 이정섭, 앞의 보고서(2018), 3면에서는 “고객들이 오픈마켓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기 보다 포털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픈마켓이 포털에 지급하는 제휴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 G마켓, 옥션, 11번

가는 해당 수수료를 기존 판매액의 1%에서 2%로 인상했음”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166) 전파신문, 2017. 12. 12.자 기사, “쿠팡ㆍ티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

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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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통업법이 적용되어 왔으며,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동시에 제재를 한 적도 있

다.167)

마지막으로, 현재의 전자상거래 법제로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포섭이 어렵거나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는 위에서 설명한 규제지체가 발생한 경우인데,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규제 대상 확대와 곧바

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폐해나 사회적 반가치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

려가 명백해야 규제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규제 우선순위의 재설정 필요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는 사회적 반가치가 중대하고 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분야에서 보다 쉽게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시장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위의 조사나 해외 

사례에서 이미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검색 엔진이나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 특히 필수요

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변용해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를 설정하

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한 느낌을 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문규제기관이 일반경쟁

규제기관과 중복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특히, 송갑석의원안과 공정위안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

문에 규제의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송갑석의원안 제2조 제5호는 “온라인플랫

폼 통신판매중개거래”를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여 재화등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또는 광고비를 지급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공정위안 제2조 제2호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재화 등의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5호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수수료를 수취

하는 방식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수료”는 “온라인판매업자가 온라인판매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을 허락받은 대가로 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송갑석의원

안 제2조 제8호) 또는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

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공정위안 제2조 제7호)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따르면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가 상업적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제3자로부터 광고 

167)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24.자 의결 제2018-209호[㈜위메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같은 

일자 의결 제2018-211호[㈜티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같은 일자 의결 제2018-212호(쿠

팡 주식회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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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의 적용범

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일반검색 서비스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격비교 서비스는 

그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 스스로

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검

색 결과 조작 또는 차별적 우선노출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하고서도 정작 이에 

대해서는 법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나. 규제 방식에 대한 검토

(1) 규제 범위

규제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한 문제를 전체 플랫폼의 문제로 일반

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배달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실

제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를 전자상거래 일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요한다.

여기서 다시 실증적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기간을 들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장실패가 확인되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집중도

의 변화가 기대되지 않으며,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금지하거

나 제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설정하고,168) 필요한 경우 잠정적으로 규제를 하

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진입장벽이 낮

은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인내심 

있게 기다릴 필요도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그 유형과 양태가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발전

하고 있으므로 앱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특정 유형만을 전제로 전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하 고정된 거래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혜숙의원안은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

어 과잉규제(over-regulation), 과잉억지(over-deterrence)의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송갑

석의원안 제3조 제1항, 공정위안 제3조 제3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168) 공정위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에 앞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

시를 제정하여 몇 년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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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그나마 규제 범위가 합리적으로 완화될 여지를 두고 있

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상당

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169) 이러한 요건이 실제에서 얼마나 유효하게 작동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유무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심결, 나아

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거래상 우월적 지

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불만

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근본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인한 남용행위가 뚜렷하지 않

은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예방적ㆍ포괄적인 규제 방식을 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규제관할과 중복규제

송갑석의원안, 공정위안과 달리 전혜숙의원안은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방통위에 매우 강력

한 규제권한을 창설하고 있다. 그런데 전혜숙의원안은 상당 부분이 송갑석의원안 및 공정위안

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70), 전자상거래법, 「표시

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7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72) 등 공정위 소관 법률과 중복

되는 규정들까지도 신설하고 있다.

예컨대, (i) 전혜숙의원안 제7조의 거래기준 권고에 관한 내용은 이용약관 또는 서면계약에 관

한 송갑석의원안 제5조 및 제9조, 공정위안 제6조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며, (ii) 전혜숙의원안 제

8조의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에 관한 내용은 송갑석의원안 제9조 제4항, 공정위안 제7조 

및 제8조와 중복되며, (iii) 전혜숙의원안 제11조의 정렬기준의 공개 및 차별취급에 관한 규정은 

송갑석의원안 제5조 제1항 제4호,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중복된다.

공정위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정들을 살펴보면, (i) 전혜숙의원안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대규

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과 실질적으로 중복되

고, (ii) 전혜숙의원안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그리고 제7호 내지 제10호의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들173)은 순서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거래거절 금

169)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6678 판결에서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제일모직㈜, ㈜LG패션(현재 ㈜LF)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170) 이하 “공정거래법”.
171) 이하 “표시광고법”.
172) 이하 “약관규제법”.
17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의 가입ㆍ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제2호),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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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4호(소비자의 청약 없는 일방적 계약 이행 금지), 약관규제

법 제3조 제3항(약관의 설명의무),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급부 내용에 대한 일방적 결정ㆍ

변경 조항의 무효),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금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손해배상책임 전가 조항의 무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차별취급),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1항 제1호(청약 철회, 계약 해지 방해 금지)와 실질적으로 중복된다.174)

문제는 위와 같은 중복 규정들은 대부분 시장의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에 관한 것이므로 전

문규제기관의 소관사항이 아닌 일반경쟁규제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간 공정위

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여러 소관 법령을 통해 규제해 왔던 사항들이라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들이 관여하고 형성하는 

거래질서에 방통위가 일반적으로 개입할 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5)장관의 관할일 뿐만 아니라, 

이는 강학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전형적인 자기완결적ㆍ정보제공적 신고로 취급되어 왔기 때

문에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진ㆍ출입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통한 중개거래에 관한 생태계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ㆍ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시장경제질서의 관점에

서 규율되는 것이 그 본질에도 맞다.

방통위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큰 축으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이다. 특

히, 전기통신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인격의 발현 내지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가

장 기본적인 요소로서176)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종래부터 국가가 독

점해 왔는데, 이것이 민영화ㆍ자유화되면서 통신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비대칭규제와 보편적 서

비스 등을 보장하는 역할을 독립성ㆍ전문성ㆍ중립성을 갖춘 전문규제기관에 맡기게 된 것이

다.177) 그렇다면 방통위는 독립규제위원회 형식의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를 둘러싼 경쟁질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집중하고, 필

요하다면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안」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은 불법 콘텐츠의 차단이나 내용규

거나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제3호),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

지하는 행위”(제4호),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

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제5호),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ㆍ과장ㆍ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제7호),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비용, 

손해 등 부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8호),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행위”(제9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취소ㆍ해제ㆍ해지를 거부ㆍ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10호).
174) 그나마 전혜숙의원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33조 제2항

과 중복된다.
175) 이하 “과기부”.
176) 이원우, 앞의 책, 813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
177) 이원우, 앞의 책, 816-817면, 820-8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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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측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더라도 그 규제관할은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이

를 통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중복규제 

금지의 취지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복규제는 그 자체로 피규제자 또는 수범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비근한 예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78)을 들 수 있는데, 양 법은 모두 사업자 

간 위탁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법 제34조에서 하도급법이 상

생협력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

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179)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도 제54조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가 병과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180)

여하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꼭 규제를 해야 한다면 공정위로 관할

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 굳이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가 각자의 목적에 따

라 별도의 관할권을 갖겠다면181)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동일한 내용의 전혜숙의원안 

제4조 제2항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차원이 아닌 중복조사를 방지하는 내용

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소한 어느 한 기관의 조사가 개시되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배

제되는 형태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3) 규제의 명확성

규제의 명확성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적용 여부와 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위안 제2조 제2호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약 접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

하는 서비스”정의하고 있고, 제4호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178) 이하 “하도급법”.
179) 양 법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승민,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3호(2019. 6.), 322-324면 참조.
18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의3(현행 제54조)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법상 권한배분체계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규제권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도모하고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귀속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권한배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는 이원우, 앞의 책, 827면.
181)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브라이어의 지적처럼, 규제기관 간의 불일치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낳고 규제

실패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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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

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7호는 “수수료”를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온

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을 제공받는 대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공정위의 입장은 ‘아프리카TV’와 같이 콘텐츠 제작자(BJ, 스트리머 등 포함)와 플

랫폼 운영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

라 콘텐츠 제작자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에 가입하여 자체 제작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

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182) 그러나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내 

동영상 시청은 단순히 개인 간 거래에 머물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상업화된 상태이며, 콘텐츠 제

작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

는 각종 추천 기능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고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게 직접 수익을 제공

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중개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유튜브’는 구독이나 광고 시청, 그리고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자

에게 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거래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

라도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나 PPV(Pay per View) 방식의 동영상 플랫

폼의 경우에는 그 사업모델이나 법 해석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로서 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는 디지털 음원 거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데, 디지털 음원은 월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이용량에 따라 음반사에 수

익을 배분하는 구조여서 결국 ‘거래의 개시의 알선’과 ‘수수료’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진

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유통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ㆍ저작인

접권과 그에 대한 이용허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의 중개거래, 중개서비스, 수수

료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공정위의 입장이 흔히 ‘OTT 서비스’로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디지털 음원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법문은 좀 더 명확하

게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규제기관의 법 해석ㆍ적용 과정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조절될 수 있지만 규제기관이 입장을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잠재적인 피규제자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182) 이동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에 대한 토론문,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 자료집, 2020. 12. 

22.,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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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서면약정 체결 및 교부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관한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송갑석의원안은 제5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제9조

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적 이용자와 사이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안은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서 

작성ㆍ교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공정위안 제7조 제2항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

약 변경을 원할 경우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 변경은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계약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대한 가입ㆍ동의 절차를 통해 

판매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용약관 형태

로 서면계약을 대체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입장인데,183) 그렇다면 법안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변경을 위한 사전통지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데, 만약 법안에서 이용약관으로 서면계약을 대체한다면 법안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어

떤 효력을 갖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송갑석의원안 제5조 제1항 각 호,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계약서의 필

수적 기재사항들도 불필요하거나,184)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별을 사실상 무의

미하게 하는 것이거나, 플랫폼별 특색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만약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약관규제법을 통한 

이용약관 심사나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0조의3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2차적 책임

을 추궁하는 형태로도 대부분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정위는 계약서의 필수

적 기재사항들 중 그 성질상 특정 플랫폼 서비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외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결국 사안

별로 공정위의 확인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183) 이동원, 앞의 글, 78면.
184) 예컨대, 공정위안 제6조 제1항 제8호는 할인쿠폰 발행을 판매촉진행사에 포함시키면서 그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할인쿠폰 발행 주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다. 그런

데 판매자가 발행하는 할인쿠폰은 가격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매자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것이

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촉진행사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할인쿠폰 발행

은 계약서의 내용이 될 이유가 없고, 이를 판매촉진행사로 보아서도 안 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쿠폰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면 현재의 이용약관으로는 불가

능하고 개별약정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어차피 개별약정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굳이 법에서 강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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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혜숙의원안 제14조 제5항, 공정위안 제6조 제3항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사

용 권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유형별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

쳐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를 세심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설령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그러한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적으

로 안착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실제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

계약서”를 포털, 음악, 영상, 이러닝, 모바일로 세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활용도는 낮

다. 또한, 과기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자체적

으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으로 구

분하여 제작, 보급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를 개정하고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률은 

2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약관은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실무에서와 같이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 

위반의 사실상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두는 경우185)나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및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처럼 법률 자체에서 강제수단(과태료)을 두는 

경우186)가 아닌 한, 업계의 관행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도급법처럼 법 

집행 실무를 통해 사실상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약관규제법도 제19조의3 제1항에서는 표준약관의 제정 및 심사청구의 주체

를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공정위가 심사청구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완전히 자율적인 것도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그 동태적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자

율규제에 맡길 것은 맡길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표준약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심사청구

의 주체를 사업자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정리

전체적으로 볼 때, 플랫폼 규제 3법안은 시장과 경쟁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비자보호나 소위 

‘갑을관계’의 시정이라는 목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위 법안들과 같은 규제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나 분

185)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3. 가. 1).항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이 70% 

이상인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고 있다.
18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

되고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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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부재한 실정이다. 게다가 해외 사례나 공정위 조사를 통해 그 규제 필요성이 드러난 검색 

엔진과 같은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규제를 창설하는 것은 규제의 우선순위 설정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플랫폼 규제 3법안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특정 온라인 플랫폼 분야

의 문제를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실태에 대해 실

증적이고 과학적인 조사ㆍ분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 필요성이 명백한 대상

부터 규제를 시작하는 점진적ㆍ맞춤형 규제 방식을 택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

는 잠정적 규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많은 조문들이 그

대로 옮겨져 있는 송갑석의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나 진입장

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스스로의 힘에 따라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방통위를 관할 규제기관으로 하는 전혜숙의원안은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규제관할이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 법안의 내용상 방통위는 기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및 소관 법령을 

통해 시장의 거래와 경쟁에 대해 행사하던 수많은 권한을 중복하여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방송

통신 분야의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역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규제자나 수범자들에

게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며,187) 방통위는 심각

해지고 있는 불법 콘텐츠 문제나 내용규제 등 본래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송갑석의원안 및 공정위안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그 사업모델에 따라 예기

치 않게 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면계약은 거

래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의 경우 그 실효성을 담

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플랫폼 규제 3법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시급히 규제를 

해야겠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해 보인다.

Ⅳ. 결론

이상에서 규제의 의의 및 규제 설정의 기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현황과 유럽연합의 규제 사

례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규제 3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87) 이러한 이유로 법안이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ㆍ분

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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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법규범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일이며, 행정주체의 개입이라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

다. 그러므로 행정주체의 개입 근거와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 즉 규제 설정의 기준이 중요하다. 

규제는 실정법적 측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비롯하여 법치주의의 제 

원칙들을 준수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특히 침익적 규제에 있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추가로 

강조하고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비롯한 제반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

서는 계약법제와 재산권 보장, 자유로운 경쟁질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비경제적 목적을 

지닌 규제를 구별하고, 국가의 존속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중위생과 같은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규제 흠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원상회복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규제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규제의 근거 및 필

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규제의 실패를 방지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의 방식

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규제 근거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규제의 필요성부터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색 엔진이나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우선하는 것도 불합

리하다. 필요하다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이 확인된 분야부터 점

진적ㆍ단계적ㆍ맞춤형 규제를 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자체를 신뢰하고 기다리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해 방통위가 중복

적으록 규제관할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규제가 기존 제도에 대한 수술과 같은 것이라면, 통증이 있는 곳에 컴퓨터 단층촬영(CT), 자

기공명영상(MRI)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면밀히 진단을 한 다음,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배가 아프다고 무작정 개복수술부터 하자고 해서는 안 되며, 수술

을 하더라도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규제에 있어 실증적인 

밑바탕의 중요성과 방식의 적절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른 각도에서 첨언할 것은 현대적 의미의 법치국가에 맞는 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위

와 같은 전문적인 독립규제위원회를 설립했다면 그 취지에 맞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국회, 정부, 여론이 독립규제위원회를 일반적인 행정기관처럼 취급

하면서 그 재량권의 합리적 행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독립규제위원회도 사전적ㆍ절대적 제

한, 명령ㆍ통제ㆍ처벌 방식의 가장 강한 규제만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독립규제위원

회를 설립하는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이 규제의 본질과 독립규제위원회의 기능ㆍ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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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2020. 10. 8.자 기사, “배달통 9월 점유율 1.6%... 배민-DH 독점폐해 빤해”

전파신문, 2017. 12. 12.자 기사, “쿠팡ㆍ티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전환 – 대형유통업 규제서 

오픈마켓 빠져...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중소기업중앙회, 2015. 2. 11.자 보도자료,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2.7%가 불공정거래행위 경

험 -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한국경제, 2018. 1. 14.자 기사, “[유광종의 시사한자] 規(법 규) 制(마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