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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
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
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
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
환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진퇴양난이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
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이다. 이 보고서는 그 주
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의 바람
직한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행태적 특이성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상
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돕는 온라인 중
개(online matchmaking)를 본업으로 한다. 즉 최소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 개별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는 자신과 연
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판매자는 다수 구매자가, 반대
로 구매자는 다수 판매자가 가입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각각 좀 더 빈번한 판매기
회 또는 적합한 소비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순환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다수 구매자를 유치
한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 가입을 통해 재차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몸집 키우기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 빈번한 이
유도 그러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결국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의 공존은 특히 양면시
장의 내재적 특성인 이용자의 선발 디지털플랫폼 편향성(lock-in) 해소 여부에 의
존한다. 이는 이용자가 복수의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멀티호
밍(multi-homing) 환경 조성이 규제제도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장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은 각각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사회
적 가치)과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경제적 가치)을 목적으로 시
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게이트키퍼)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모든 디지털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
면서도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에는 비례적으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전적으로 게이트키퍼만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경쟁규제)이다. 통상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
(DSA)이 수반하는 잠재적 무역제한성은 동법의 정책기여도와의 비교형량 관점에
서 필요한 정도 이상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반면 디지털시장법(DMA)은 향후 통상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적지 않다. 동법에 따라 지정될 게이트키퍼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GAFA)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
다.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
제한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제4장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지배구
조를 살펴본다.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 상거래 관행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내법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시장(양면
시장) 내의 거래 관계는 크게 디지털플랫폼-이용자, 디지털플랫폼-이용사업자(입
점업체) 및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형성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전기통
신사업법 등 기존 국내법은 양면시장의 어느 일면 당사자인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
자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현재 법제화 진행 중인 신규 법안에도
잔존한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공정거
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모법으로 하며,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를 주
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다.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거래 관계는 여

전히 부처별 소관인 인터넷 보편화 이전의 기존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신규 특별법(안)을 둘러싼 실효성 및 중복규제가 문제되고 있다. 신규 특
별법(안)은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강화된 규
제로서 사전규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바, 과잉금지 원칙과의 양립성도 우려된다.
사전규제가 자칫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자율공간을 제약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
장의 역동성 및 혁신성을 훼손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5장 및 제6장은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시장개방 현황)하
에서 우리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정책공간(policy space)을 평가하고, 디지털플
랫폼 규제제도 개선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할애한다. 한·미 FTA는 미
국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국내시장 참여 문호를 전면 개방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가 직면한 중대한 정책적 제약조건이다. 특히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 대비 국내 디
지털플랫폼을 형식적이든 사실상이든 유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제한조치(내국민대
우 제한조치)는 불가하다. 이는 세계 최초의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회자되는 우리
나라의 인앱결제 방지법의 뒤끝이 일부 견해와 달리 작렬할 개연성을 일축하기 어
려운 이유이다. 내외국인 비차별 대우를 전제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가 우리 정부에게 가용한 정책수단이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내규제조차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취급되
는 디지털플랫폼이 공익재(public utilities) 공급자라는 심정적 공감대가 이미 형
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공감대는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 GATS가 규정한 공익재 공급자는 기본
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 경쟁규제 차원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개념에
기초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을 시장지배적 공익재 공급자로 규정한 국제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해 대형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가용한 경쟁규제 조치는 시장지배력

과 무관한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와 기업결합 규제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서 EU 디지털서비스
법(DSA) 또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준거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법안별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준거점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경쟁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법안이
사회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조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논
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사전규제로의 전환이 수반할 수 있는 득실을 세심
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 강화된 규제가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오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규제 일변도이기보다 사후규제 병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디지털시장법(DMA)이 규정한 게이트키퍼는 사실상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
지배적 디지털플랫폼에 진배없다. 이는 통상친화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WTO 전
자상거래협정 추진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무분
별한 벤치마킹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만에 하나 여하한 경쟁규제 차원의 조치 도
입이 사실상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GATS의 예외적 항변권 활용에 적합한 국내법 체계 정비는 조치의 통상친화성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 전기
통신사업법 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조항의 통상친화성이 비
대칭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인
터넷 보편화 시대의 국내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노마드(nomad) 거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 인지도가 높은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전략적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국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규제기조는 소
탐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오징어게임’에 대한 작금의 전 세계 열광은 국적을
넘나든 미디어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 간 협업의 산물임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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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라 일국 경제활동의 가치사슬 구심점에 디지털플랫폼
이 점점 더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디지털경제를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구매자는 머무는 곳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다. 부지런한 소매상이나 중소기
업은 굳이 이곳저곳에 점포를 갖출 필요 없이 대기업 못지않은 유통채널을 확
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중소 수출업체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했던 현지 거점은 이제 잘 제작된 영문 웹사이트로 대신할 수 있다. 산재한 창
의적 아이디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상의 용광로를 제공하는 역할도 디지털
플랫폼의 빼놓을 수 없는 순기능이다. 즉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이나 물리적 국
경 개념에서 자유로운 디지털플랫폼이 일국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지대한 세상이 도래했다.
물론 우려도 상당하다.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 떨어져 디지털플
랫폼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감수해야 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이만
저만 아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발걸음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소매상이나 중
소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기업도 디지털플랫폼의 횡포(갑질)에서 자유롭지
않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납품업체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3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
다. 해당 납품업체에는 대기업도 포함된다.1) 이는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한 경
로의존성(path-dependency)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구조
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통채널에 대한 주도권 변화로 인해 사회경
제적 현상을 전통적 갑을관계로 설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
지털플랫폼을 ‘파괴적 창조자(disruptive creator)’에 비유할 수 있다.
과거 공급자의 기본적 시선은 두 눈으로 소비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한 눈으로는 공급자를, 다른 한 눈으로는 소비자를 바라보는 특별한
자세를 취하는 주체이다.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는 것이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 8. 19),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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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 연계(matching)를 주업으로 하여 특히 양자 간 상호작
용의 인과관계 속에서 최적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주체가 디지털플랫폼이
다. 소비자가 즐기는 각종 무료 혜택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 참여를 자극하는
유인책이지만, 간접적으로는 공급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의 전략
이기도 하다. 대규모 소비자 집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공급자를 기
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더 많은 공급자
를 선호하는바, 공급자 참여가 늘어나면 순차적으로 소비자 참여도 수반된다.
한마디로 말해, 디지털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양방향의 긍정적·반복적
상호작용을 먹고사는 존재인 셈이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별한 역동성은 잠재적 디지털플랫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먹거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여하한 이유로 초기 시장진입에
성공한 선발자(incumbents)가 우월적 지위를 쉽게 확보·유지하게 하는 요인
으로도 작용한다. 양호한 양방향의 긍정적·반복적 상호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임계치에 도달한 디지털플랫폼은 일종의 블랙홀로 작용한다. 소비자, 공급자는
물론이고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가 그에 집중된다. 이는 선발자
로 나선 디지털플랫폼의 몸집을 키우는 자기강화성(self-reinforcing feature)
이다. 후발자(entrants)가 디지털플랫폼시장 내에 발붙일 공간을 쉽게 찾기 어
려운 이유이다.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후발자는 선발자의 각별한 경계대상이
다. 그러한 후발자를 간과한다면, 어느 순간 시장이 자기강화적으로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기대하는 최선의 환경이다. 반
대로 시장경쟁의 긴장감 하락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후생손실로 이어진다. 소수
선발자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시장이 후발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리할 수 있
는 디지털경제 생태계 내의 혁신 공간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가령 대
형 디지털플랫폼이 전도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후발자를 어느 순간 인수해 버
리고, 소비자(이용자)와 공급자(입점업체)에게 갑질을 행사하는 것이 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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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일만은 아니다. 소수의 선발 디지털플랫폼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
는 ‘창조적 파괴자(creative disrupter)’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수의 선
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가치판단은 앞서 언급한 파괴적 창조자(긍정)와 창조
적 파괴자(부정)라는 이중성에 대한 가중치 선택 문제로 귀결된다.

그림 1-1. 디지털플랫폼은 파괴적 창조자인가, 창조적 파괴자인가?
오리 (creative disrupter)

GAFA

Consumers

Value

Producers

Plattform

EU

Partners

Owner

US

토끼 (disruptive creator)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가치판단 문제는 과거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에 의해
널리 알려진 ‘토끼-오리 착시(rabbit-duck illusion)’와 유사한 맥락이다.2)
창조적 파괴자 역할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주체는 소수의 선발 디지털

2) Sunstein(2020), “Textualism and the Duck-Rabbit Illu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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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로 규정할 수 있다. 역으로
파괴적 창조자 역할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이들은 시장경쟁의 긴장
감 및 역동성을 높이는 메기와도 같은 존재이다. 국내외 시대정신은 비교적 분
명해지고 있다. 창조적 파괴자에 좀 더 많은 가치판단의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
으며, 이미 황소개구리 사냥이 시작된 느낌이 강하다. 문제는 황소개구리가 이
미 커질 대로 커진데다가 그 생태계 양상이 생소하고도 난수표와 같이 복잡하
다는 데 있다. 쉽게 말해,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는 특히 집단지성이 요구되는 다
면적 사안으로서, 그에 관한 최적 규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기술
적, 법적 노하우의 결집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국내외 규제당국은 규제기조, 규제체계, 규제수단, 규제강도 등 풀어내
야 할 내생변수가 하나 둘이 아닌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
다. 다양한 제약조건도 존재한다. 그러한 제약조건 가운데에는 어렵더라도 정
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도 없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구속되는 조건도
있다. 특히 국가 간 합의된 디지털플랫폼서비스 분야의 시장자유화 양허(약속)
는 사실상 번복 불가한 제약조건이다. 시장개방은 규제당국이 구사할 수 있는
규제여력을 제한한다. 특히 전면개방하에서는 내외국인 간 비차별대우를 근간
으로 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만 가용할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글로벌사업자인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
(Amazon) 등 소위 ‘GAFA’가 시장 내 황소개구리 자리를 대부분 석권하는 것
이 작금의 국제적 현실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황소개구리를 사냥
해야 하지만, 잡은 황소개구리 대부분이 미국 GAFA에 한정되는 결과를 피하
기 쉽지 않다. 국내규제 형식으로 취해진 조치가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분야 시장자유화 내용은 일국의 합법적 규
제권한 행사 가능 영역을 한정하는 중대 외생변수이다. 전면개방을 양허한 국
가로서는 사실상의 내국민대우(de facto national treatment) 위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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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황소개구리 사냥에 나서기 어려운 답답한 실정이
다. 그런데 놀랍게도 EU는 지난해 12월 황소개구리 사냥을 위한 강력한 신호
탄을 쏴 올린 바 있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이용자 권익 보호와 시장지배적 디
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
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을 공표한 것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 자유화 수준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은 EU가 과감한 자세를 취한 것
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도의 차이
는 있을지언정, 미국 GAFA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병상련의 처
지이기 때문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규제당국이 추후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제화의 이정표로 삼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본고의 우려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 EU와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특성이나 구조는 분명 이질성이 존재한다. 시장구조, 사회의 보편적 가치, 법제
역사 및 환경 등 다양한 상이성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단기적 필
요성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법제를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하는 태도를 경
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귤북지(南橘北枳). 귤을 장강(양쯔강)의 남쪽에서 북
쪽으로 옮겨 심으면 탱자로 변할 수 있다. 같은 것도 환경에 맞도록 지혜롭게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발자의 법제에 대한 벤치마킹은
그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내재한 맥락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전제
해야 한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만의 선별적 수용은 ‘개 발에 편자’와 같이 우리
나라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진전을 둔화시키는 짐이 될 수 있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안 주요 내용 및 그 통상법적 위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 시
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지향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EU의 선례 중 이치
에 맞는 것은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여지가 있는 것은 알맞은 수정·보

18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완을 통해 벤치마킹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권고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주요 현안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급적 상세히 분석한다. 이는 EU 신규 법제는 물론이고 우
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제의 근간 취지 및 인과관계에 대한 독자의 이
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취지에 의한다. 효과
적인 규제 논의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의 행태와 그 생태계 작동원리에 대한 이
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
지털시장법(DMA)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통상법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데
할애한다. 제4장은 현재 법제화 과정 중인 기존 법률 개정안 및 신규 법률 제정
안을 포함하여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지배구조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제5장은 디지털플랫폼에 관
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공간(policy space)을 가늠하고, 바람
직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법적
제약조건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 분야의 우리나라 시장개방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결론)에서는 본고의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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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인터넷은 과거 전기, 증기기관 및 철도와 유사하게 인류의 경제활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되고
있다.3)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어 온 인터넷은 경제 전반에 걸쳐,
특히 서비스 부문의 비즈니스 패턴에 지속적·포괄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
가된다.4) 혹자는 이러한 지속적·포괄적 변화를 ‘메가트렌드(megatrend)’라
고 지칭한다.5)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가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견을 다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이 자리한다.6)
디지털플랫폼은 디지털전환과 불가분의 관계하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의사
소통 또는 거래활동을 위해 탄생·진화한 새로운 매개체이자 수단으로서, 탐색
비용 및 거래비용을 현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의 확대·심화에 기여해 왔
다. 물론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전유물은 아니다. 전통적인 플랫폼(platform)
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터넷 도입 이전에도 쇼핑몰, 잡지책, 취업알
선창구, 신문 등 상이한 집단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던 물리적 수단이 존재
했다. 다만, 인터넷 상용화 및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가상공간(cyber
space)의 디지털플랫폼이 현실공간(physical space)의 전통적 플랫폼을 빠
르게 대체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급격
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를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경주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부쩍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사실이 주는 막연
3) OECD(2007), p. 8.
4) OECD(2007), pp. 24-25.
5) https://procinwarn.com/megatrends-book-review/(검색일: 2021. 5. 31).
6) 온라인플랫폼(online platform) 또는 인터넷플랫폼(internet platform)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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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소수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시장구도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들이 목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제도는 빠르게 진
화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
다. 예컨대, 규제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여전히 독점
금지법이라는 전통적·수평적 수단에 주로 의존해 풀어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빠른 진화속도가 일부 이유일 수 있지만, 문
제의 실체 또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章)에서는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외 법제 동향
및 규제·통상 측면의 현안 논의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본질적 이해 제고
차원에서 가용한 학술·정책적 자료에 기초해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주요 현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존재하
지 않는다. 이는 플랫폼에 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플랫폼이 수행하는 주된 역할에 대한 일반적 공감대에 기초해 개략적으
로 디지털플랫폼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플랫폼의 주된 역할은 상이한 경
제주체들이 각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7)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은 인터넷을 활용해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집
단이8) 경제적으로 유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중개자(intermediary or
matchmaker)’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하부구조라고 정의해도 별다른 무
7) Rochet and Tirole(2006), p. 646, “Suppose that there are potential gains from trade in an
“interaction” between two end-users, whom for convenience we will call the buyer (B) and the
seller (S). A platform enables or facilitat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ides provided that
they indeed want to interact. The interaction can be pretty much anything ~ .”
8) 일반적으로 소비자(구매자)와 공급자(판매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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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없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복수의 학술적 정의가 제시
되어 있으며,9) 최근 진행 중인 국내법도 그에 관한 명시적 정의를 도입한 바 있
다.10)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의 빠른 진화 양상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획일적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도 않거니와11) 실용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
기 어렵다.
만일 어떤 기업이 인터넷을 활용해 공급자에게서 재화를 구매해 이를 수요
자에게 되파는 상거래를 수행한다고 할 경우, 그러한 기업은 순수한 의미의 디
지털플랫폼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러한 거래는 엄밀히 말해 재판매(resale)
또는 차익거래(arbitrage)이며, 해당 기업은 독립적 집단 간 거래과정에서 중
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디지
털플랫폼이 재판매사업자와 차별되는 기본 특성은 거래의 자율권(autonomy)
을 참여 집단 구성원들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12)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의
보유자산 규모가 작은 것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중개자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
는 사실에 의해 직관적으로 설명된다.13)
디지털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 근간에 자
리한 시장의 특수한 양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잠재적 이용
자는 자연스럽게 거래 상대 집단의 크기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 상대 집단
의 크기가 클수록 연계(matching)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개자 역할을 수
행하는 디지털플랫폼은 판매자(공급자) 그룹과 구매자(수요자) 그룹의 행태 모
두를 동시에 고려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플랫

9) 디지털플랫폼(온라인플랫폼) 정의에 관한 국내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홍대식, 최요섭(2018), pp.
173~174; 박미영(2018), pp. 115~117.
10) 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제2조 1항은 디지털플랫폼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
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a.
1. 26),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11) Kenney and Zysman(2016), pp. 61-69.
12) Hagiu and Wright(2014), p. 2.
13) 예컨대, Airbnb는 자체 숙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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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 전제하는 시장을 소위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고 지칭하는
중요한 이유이다.14)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부연 설명을 요한다. 디지
털플랫폼이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공급자) 및 구매자(수요
자) 모두가 동일한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로 나서야 함을 전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저변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정의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굳이 디지털플랫폼의 개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판매자
와 구매자는 시장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디지털플랫폼이
상호작용을 위한 매개수단 또는 매개공간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그
에 합당한 유인, 즉 디지털플랫폼 이용에 따른 혜택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요
금)을 보상하고도 남는 순익(net surplus)이 존재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디지털플랫폼)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자. 신용카드를 활용하
는 거래의 양방 당사자인 신용카드 보유자와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
면 공히 편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
함으로써 각자가 얻게 되는 직접적인 혜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혜택
은 거래당사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내재화(internalize) 하는 사용
가치(usage value)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사용가치 내재화는 카드가 아닌 여
하한 재화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의 존재의의를 그 이용자
들이 내재화하는 사용가치로만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사용가치가
중요하다면 디지털플랫폼이 여느 재화와 달리 취급되어야 할 존재의의가 궁색
해지기 때문이다.
거래의 양방 당사자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할지 말지의 문제는 우선
신용카드사가 거래당사자들에게 부과하는 거래단위별 사용료(usage charges)

14) 디지털플랫폼은 두 개 이상의 이용자 그룹 간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바, 그러한 경우 전제되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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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의존할 수 있다.15) 디지털플랫폼이 그 사용가치 대비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거래
당사자들이 신용카드 가입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컨대, 어떤 개인이 현금보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선호하는 취향이라면, 해당 개
인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락에 따른 만족감(혜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제3
자의 행위가 신용카드 보유자에게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유발한다
는 것이다. 좀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신용카드를 수락하
는 신규 가맹점 수 증가에 따라 신용카드 보유자에게 점점 더 크게 발생한다는
‘양의 간접적 외부효과(positive indirect externality)’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6) 쉽게 말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많아질수록 잠재적 구매자들의 신
용카드 보유 동기가 높아지며, 역으로 신용카드 보유자가 많아질수록 업체들의
신용카드 가입 동기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료, 가입비(membership charges) 등 디지털플랫폼
의 가격책정 전략(pricing strategy)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면시장을 전
제로 할 때, 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중요한 반면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 집단은 광고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반면 이용자들
에게 광고주들의 중요도는 낮은 것이 보통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하
여 광고주 집단이 얻는 간접적 외부효과가 이용자 집단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
이다. 만일 디지털플랫폼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광고주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책정함으로써 그러한 외부효과를 취하는 것이 최
적 가격책정 전략이다.17) 즉 디지털플랫폼에 연계된 독립적 집단에게 귀속되
는 간접적 외부효과는 최적 가격책정의 핵심 고려사항인 셈이다.
15) 신용카드사가 책정하는 이용료가 그 보유자와 가맹점 간 비대칭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용카드 보유
자는 1회 카드 사용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반면, 가맹점은 1회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
사에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에 반해 후술할 가입비(membership charges)의 경우에는 가맹점은 이를 지불하
지 않는 반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연회비 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16) 이를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로 지칭하기도 한다. Rochet and Tirole(2006),
pp. 646-647.
17) 독신자 전용바(singles bar)가 남성에 대한 입장료를 여성에 비해 높게 받는 것은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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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디지털플랫폼 저변에 전제되는 시장을 양면시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이라는 중개자를 매개로 하여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 간 직접적 상호작용(direct interactions)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
실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이 전통적 플랫폼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디지털플랫
폼을 매개로 하는 독립적 이해관계 집단 간 상호작용이 반드시 그 이용자 집단
들 가운데 최소한 일부 집단(들)에게 양(positive)의 간접적 외부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18) 둘째, 디지털플랫폼이 최적 가격책정 등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그러한 간접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
가. 네트워크 효과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는 이용자가 어떤 재화19) 소
비에서 얻는 가치(효용)가 해당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이용자 수에 의존하는 외
부효과(externality)를 말한다.20) 이는 특정 재화를 소비하는 이용자 집단(네
트워크)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당 재화 소비(수요)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을 받게 되는 특수한 형태의 외부효과이다.21) 혹자는 네트워크 효과가 양면시
장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네트

18) 이러한 사실이 음(negative)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과 음의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제2장 6. 나.’에서 논의한다. 물론 디지
털플랫폼 정의와 관련하여 드물게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전제하지 않기도 한다. Hagiu and Wright(2015),
pp. 6-7 참고.
19) 상품, 서비스,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다양함.
20) Katz and Shapiro(1985), pp. 424–440.
21) 이를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 또는 ‘수요 측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라고도 지칭한다. 앞서 신용카드 사례에서는 신용카드 수락 가맹점 수의 증가에 따라 신용카드 보유자
개인이 얻는 혜택이 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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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효과의 특수한 유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22)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재화 이용자 집단(네트워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감소하기도 한다.23) 예컨대, SNS 가입
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각 가입자의 사회적 교류 범위를 추가적 노력 없이도 넓
힐 수 있게 하는 긍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드
물게는 그로 인해 성가신 일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을 유발하기도 한다.24) 이를 각각 정(+)의 네트워크 효과와 부(-)의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참고로 정(+)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이용자의 네트워크
참여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첫째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기존 이용자들이 해당 재화 소비에서 얻는 가치를 증가시킨다. 둘째는 네
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은 잠재적 이용자가 해당 재화 소비 대열에 동참하려는
동기도 강화시킨다. 새로운 이용자의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해당 재화 소비가
주는 가치가 늘어난 상황에서 네트워크 미가입이라는 선택은 더 많은 기회비용
을 감수하게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전제하는 양면시장에서는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 이용자 집
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이용자 집단이 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는 동일 집
단 내의 사용자 수 또는 타방 집단 내의 사용자 수에 의존한다. 물론 동일 집단
및 타방 집단 내의 사용자 수 모두에 동시 의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가운
데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는 이용자 개인이 디지털플
랫폼 이용으로부터 얻는 가치(효용)가 동일 집단 내의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
라 높아지는 소위 ‘그룹 내(intra-group)’ 외부효과이다.25)
22) Varian(2020), p. 708.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효과 간 불가분의 관계는 다면시장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23) 혹자는 전자를 유행효과(bandwagon effect), 후자를 속물효과(snob effect)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Leibenstein(1950),
pp. 183-207 참고.
24) ‘혼잡비용(congestion cost)’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해진 수의 독신여성들이 입장한 독신자 전용바
(singles bar)에 점점 더 많은 독신남성들이 입장하게 되면 데이트 상대를 정하는 과정이 점점 더 치열해지게
되어 독신자 전용바에 대한 독신남성의 만족도는 하락할 수 있다.
25) SNS, 전화서비스, 문자서비스, 컴퓨터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등이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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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게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반드시 외생변수가 아닌 그 적극
적 노력에 의존하는 내생변수이다. 예컨대 특정 동일 집단 내에서 그 이용자 수
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능해진다. 검색엔진
(search engine)은 이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취향 및 행태 등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별 또는 주체별 맞춤
형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더 적합
한 검색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이용자 개인이 얻는 가치(효용)가 높아질 개연성이 존
재한다. 결국 디지털플랫폼은 동일 집단 내의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축적
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
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보유한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그룹 간(inter-group)’에 작동하는 외부효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집
단 내 이용자 개인이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효용)가 다른 집
단(들)의 이용자 수에 의존하는 경우이다.26) O2O(Online-to-Offline) 플랫
폼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구매자 개인은 그에 가입된 판매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재화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자들도 잠재적 구
매자가 많아질수록 매출 확대에 유리하다. 이는 물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상이한 독립적 집단 간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사례이나, 부정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주 수입원이 광고매출인 검색엔진의 경우, 점점 더 많은 광고주들
이 가입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에 더 많은 광고물들이 게시됨에 따라 이용자들
의 해당 검색엔진 사용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다.

26) 참고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양방향 외부효과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에 따라서는 일방향 외부효
과만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규정하지 않는다. Hagiu and Wright(2015), pp. 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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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디지털플랫폼과 네트워크 효과

디지털플랫폼

구매자

판매자

그룹 간 외부효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그룹 내 외부효과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그룹 내 외부효과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자료: 저자 작성.

나. 시장쏠림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먼저 다수의 판매자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지 않는 디
지털플랫폼 이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규모 확장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먼저 커져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소위 ‘닭과 달걀의 문제(chicken and egg
problem)’에 비유하기도 한다.27) A 그룹 이용자 수가 먼저 늘어남으로써 B
그룹 이용자를 더 많이 유치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B 그룹 이용자 수가
먼저 늘어남으로써 A 그룹 이용자를 더 많이 유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
한 상반된 방향의 네트워크 효과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간접

27) Caillaud and Jullien(2003),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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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크 효과는 어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느 한 집단의 규모를 일
회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모든 집단의 규모를 지속
적·반복적으로 증가시키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특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라고 지칭한다.28)
Katz and Shapiro(1994)는 “한 시스템이 한번 경쟁자를 능가하게 되면, 경쟁
자가 넘보기 어려운 대중적 매력을 갖게 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29) 좀 더 극
단적인 관점도 없지 않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과정에서 “단일 플랫폼이 모든 이용자를 독식하게 되는 현상”30) 또는 단일
플랫폼이 시장을 석권하는 상황을31) 시장쏠림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장쏠림하에서 달성되는 디지털플랫폼의 장기균형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장기균형은 일정 수준의 가입자 규모
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디지털플랫폼이 점점 더 견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귀결되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의 시장구조이다.32)
이와 같이 시장쏠림에 대한 학술적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쏠림이 특정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독립적 집단 간의 지속적·반복적인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소수의 디지털플랫폼이 시장을
석권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학술적 공감대는 비교적 분명하다.33) 만일
시장쏠림의 인과관계를 결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시장쏠림과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의 경계는 흐릿하다. 전자가 수요 측면의 특성(간접적 네
트워크 효과)과 공급 측면의 특성(규모의 경제)이 공히 작용해 나타난 결과일

28) 일반적으로 비등점, 균형을 깨뜨리는 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점, 긍정적 피드백 또는 부정적 피드백의 발
화점 등으로 이해되는 ‘tipping point’는 시장쏠림(tipping)과 개념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29) “tendency of one system to pull away from its rivals in popularity once it has gained an initial
edge.” Katz and Shapiro(1994), p. 106.
30) “markets tip (i.e., when all users aggregate on a single platform ~ ).” Belleflamme and Peitz(2016), p. 12.
31) “~ tipping that encompass 100% market dominance ~.” Dube, Hitsch and Chintagunta(2010), p. 220.
32) 다만 승자독식이 어느 정도로 심화되어야 시장쏠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만 있을 뿐이다.
33) 물론 시장쏠림을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독립적 집단 간의 부정적 피드백
(negative feedback)의 결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그룹 A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 그룹
B 이용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그룹 A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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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의 원인 측면에서 시장쏠림
과 자연독점은 차별적이다. 전자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해 만들
어내는 결과물로서 수요 측면의 특성이 원인인 반면, 후자는 규모의 경제라는
공급 측면의 특성이 원인이다. 참고로 Evans(2010)는34) ‘임계치 곡선(critical
mass frontier)’을 통해 시장쏠림에 대해 설명하는바, 이하에서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2. 임계치 곡선
그룹 A

E*

D’

발화(ignition)

C’

C*

임계치 곡선

C”

D”
임계치 도달을
위한 초기 움직임

0

그룹 B

자료: Evans(2010), p. 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4) Evans(2010), “How catalysts ignite: The economics of platform-based start-up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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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그룹 A의 이용자 수를 종축, 그룹 B의 이용자 수를 횡축으로
표시한 1사분면에 임계치 곡선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계치(critical
mass)’는 “디지털플랫폼에게 가입자가 충분히 많은(thick enough) 시장 또는
수지타산이 충분한(sufficiently liquid) 시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성
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35) 이제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룹 A와 그룹 B 상호간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한다고 전제하
자. 한 그룹에서 더 많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그룹 이용자
에게 플랫폼의 가치(효용)는 더 높아진다. 만일 그룹 A의 이용자 수가 매우 작
은 경우(예컨대  ″ 점)에는 그룹 B 이용자 수를 늘리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그룹
B의 기존 이용자 중 플랫폼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그룹 B 이용자 수가
제한적이거나 감소하게 되면(예컨대  ′ 점), 그룹 A의 기존 이용자도 점차
플랫폼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36) 이는 디지털플랫폼이 임계치

곡선(  ′  ″ ) 또는 장기 균형(  )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 성장경로가 대개의 경
우37) 종축이나 횡축으로부터 일정 정도 떨어진 구간(∆ ′  ″ ) 내에서 작동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그룹별 이용자 수의 균
형 잡힌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38)

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디지털플랫폼의 본질적 속성이자 그 비즈니스 성패
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용자 집단 간 간접적 네트워
35) “~ a range of minimal numbers of customers in each group that, if achieved, provides a thick
enough market or a sufficiently liquid market to permit sustainable growth.” Evans(2010), “How
catalysts ignite: The economics of platform-based start-ups,”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36) 이와 같은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의 점진적 축소를 거쳐 플랫폼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37) 물론  ′ 또는  ″ 과 같은 극단적 이용자 수 조합에서도 장기 균형으로의 이행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예컨대 어느 일방 이용자 그룹에게 무료 또는 생산단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세적 비즈니스 전략
을 구사함으로써 장기 균형으로의 이행에 적합한 그룹 간 이용자 수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8) Evans(2010), “How catalysts ignite: The economics of platform-based start-ups,” p. 7,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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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효과가 더 크게 긍정적으로 발생할수록 시장은 점점 더 소수의 대규모 디지
털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하는 독점화 경향이 높아진다. 물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상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Evans and Schmalensee(2005)는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 각각이 시장집중도에 미
치는 영향을 [표 2-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9)
표 2-1. 디지털플랫폼 시장집중도 결정요인
결정요인

시장집중도에 대한 영향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ffect)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혼잡(congestion)

-

플랫폼 차별화(platform differentiation)

-

멀티호밍(multi-homing)

-

자료: Evans and Schmalensee(2005), p.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크게 나타날수록 대규모의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규모의 불경제
(diseconomies of scale)는 디지털플랫폼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집중도 하락을 가져온다. 또한 시장집중도는 플랫폼의 혼잡(congestion) 정
도, 플랫폼 간 차별화(differentiation) 정도, 멀티호밍(multi-homing) 가용성 등
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혹자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내재하는 독점화 억제 기재인 기술혁신 경쟁(innovation competition)에 주목하
기도 한다.40) 이하에서는 Evans and Schmalensee(2005)가 제시한 결정요인들
을 중심으로 각각이 시장집중도와 갖는 인과관계에 관해 상술하고자 한다.

39) Evans and Schmalensee(2005), pp. 15-18.
40) 혹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플랫폼시장에서는 플랫폼 간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플
랫폼의 등장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인식하며, 그러한 시장경쟁 양상을 ‘슘페터적 경쟁(Schumpeterian
raivalry)’이라고 지칭한다. Farrell and Kaz(2001), p.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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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모의 경제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정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적 이용자 가입에 따른 가변비용은 사실상 제로(zero)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거래규모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디
지털플랫폼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수반한다고 보는 이유이
다. 예컨대 온라인 검색엔진이 적절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웹사이트를 갖추게 되면, 이용자의 검색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눈에 띄
게 추가 비용을 소요하지는 않는다. 즉 검색엔진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검색
횟수와 대체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디지털플랫폼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미 구축된 디지털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이용자 집단을
유치하기 위해 플랫폼의 구조 및 작동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에는 상당한 가변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의 규모와 구조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과거 애플이나 마이
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OS) 신규 버전을 도입할 때, 그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
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41)
한편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는 시장쏠림(market tipping)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후자는 디지털플랫폼
을 매개로 상이한 집단의 이용자들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피
드백 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게 됨으
로써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시장구조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디지털플랫폼의
수요 측에 내재한 특성이 가져오는 현상인 셈이다. 반면 전자는 전통적 산업에
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이 시장집중도
41) Evans and Schmalensee(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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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의 근본적 원인이다.
물론 양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독립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규모의 경
제가 작동하는 경우, 디지털플랫폼은 다수 이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저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다수 이용자들에게
플랫폼 가입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비용
우위가 수요 측면의 긍정적 피드백 효과 작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강화 관점에서 규모의 경제와 시장쏠림은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다.

나. 혼잡
일반적으로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과부화로 플랫폼 중개절차의 효
율성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혼잡(congestion)이 발생한다. 예컨대
서버(server)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 접속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빈번한 웹사이트 작동 오류를 일으키곤 한다. 이로 인해 불
만을 가진 일부 이용자들이 디지털플랫폼 가입을 해지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물론 혼잡은 물리적 플랫폼(physical platform)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상대
적·절대적으로 높다. 재래시장, 독신자 전용바(singles bar), 쇼핑몰 등 물리적
플랫폼(physical platform)의 경우, 이용자 수용 능력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용 능력 확장은 상당한 비용을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해결되는 사
안이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을 전제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경우 물리적 플랫폼에 비해 서버 용량
과 같은 이용자 수용능력 확장 등 기술적 하부구조 고도화를 통해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능력 확장은 이용자들에게 크고 작은 탐색비용 또는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각자가 스스
로에게 맞는 거래상대를 찾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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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혼잡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디지털플랫폼은 평판도 하락 등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유지 또는 확대 관점에서 고전하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플랫폼 차별화
디지털플랫폼이 왕성한 산업은 수요 측 또는 공급 측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시장이 궁극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으로 귀결되거나,42) 최소한
시장집중도가 상승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플랫폼 차별화(platform differentiation)
는 이러한 시장의 독점화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43) 이는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itic competition market)에서 시장 참여 기업
들 간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가 시장의 독점화 경향을 억제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플랫폼 차별화는 크게 수직적 차별화(vertical differentiation)와 수평적
차별화(horizontal differentiation)로 구분된다. 수직적 차별화는 플랫폼별
로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quality)을 달리함을 의미한다. 고품질 서비
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상대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시장
에서 공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용자의 소득수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선
호에 따라 어떤 디지털플랫폼은 고소득층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에, 다른 디지
털플랫폼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서비스에 특화하기도 한다. 이는 수직적
차별화의 좋은 예시이다.
수평적 차별화는 플랫폼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features) 및 가
격수준을 달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서비스 매력도를 높
이고자 하는 차별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는 특정 이용자 집단의 취향이나

42) 여기에서 자연독점은 디지털플랫폼의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디지털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귀속되
는 가치가 극대화되는 상황으로서, 상호의존적인 수요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이는 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가 작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전통적 의미의 자연독점과 다르다. Evans(2013), p. 9 참고.
43) Evans and Schmalensee(2005),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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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 의도에 맞게 제공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낚시, 등산
등 특별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디지털플랫폼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중매시장에서도 단순한 일회성 만남을 주선할 목적의 디지털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
도 존재한다.
한편 수직적 차별화와 수평적 차별화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예컨대 수평적 차별화 경쟁으로 특징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이 수직적 차
별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일반 회원들에게는 무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이 요금을 지불하는 회원들에 한정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그에 해당된다.44)

라. 멀티호밍
이용자들은 각자 취향이나 니즈에 따라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모든 부동산 업체(플랫폼)가 매물목록을 공유하지 않는 한, 주택
거래 당사자들이 한 부동산 업체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택 판매자이
든 구매자이든 더 많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부동산
업체(플랫폼)에 자신의 거래의향을 알려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Rochet and
Tirole(2006)은 이용자들이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현상을 ‘멀티호밍
(multi-homing)’이라고 지칭한다.45) 반대로 이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만 이
용하는 경우를 ‘싱글호밍(single-homing)’이라고 지칭한다.46)
일반적으로 멀티호밍은 상호호환(compatibility) 또는 상호연동(interconnection)
되지 않는 복수의 플랫폼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거래 이득(gains
from trade)’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취하는 특수한 행태라고 이해된
44) 유튜브(YouTube)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한다.
45) Rochet and Tirole(2006), p. 659.
46) Armstrong(2006), p.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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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기준 중 하나라는 점에
서 이용자들이 복수의 플랫폼들에 의해 제공되는 상이한 서비스들에 관심을 갖
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멀티호밍은 플랫폼 차별화, 주로 수
평적 차별화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47) 참고로 멀티호밍은
양면시장의 양방(both sides)에서 모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느 일방(one
side)에서만 일어나기도 한다.48)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 ‘전환비
용(switching costs)’은 멀티호밍의 가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전
환비용이 높은 플랫폼에 가입된 이용자는 이탈이 쉽지 않으므로 기존 플랫폼에
묶이게 되는 소위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한다. 물론 개별 디지털플
랫폼의 입장에서 고착효과는 자신의 비즈니스 안정성을 제고하는 청신호이다.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전환비용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가. 기존의 유형 구분 사례
디지털플랫폼의 유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구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다. 즉 각 연구가 제시하
는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분류는 주안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일반적인
디지털플랫폼 유형 분류 시도는 대체로 플랫폼의 목적, 기능, 거래유형 등에 초
점을 맞추는 실용적·실무적 관점에 기초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의 통시적
47) Evans and Schmalensee(2005), p. 18.
48) 광고 수입을 통해 운영되는 미디어플랫폼의 경우, 광고주체와 시청자가 모두 특정 미디어플랫폼에만 가입하는
것은 드물다. 구글 플레이 등 앱 운영체제(OS)의 경우, 앱 사용자들이 독립적인 상이한 앱 운영체제(OS)를 동
시에 사용하는 사례는 드문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상이한 복수의 앱 운영체제에서 구동 가능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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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 또는 본질적 ‘연계 의도(matching intention)’에49) 기초해 그 유형
을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법 개정 과정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그 주된 목적 또는 기능을 중
심으로 정보교환 매개 플랫폼(예: 페이스북),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예: 가격비
교 사이트), 거래 중개 플랫폼(예: 배달 앱)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50) 거래유형에 기초할 경우, 디지털플랫폼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예: 애플
iOS, 구글 Play 등), 검색 및 포털 플랫폼(예: 다음, 네이버 등), 전자상거래 플
랫폼(예: 직방,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11번가 등), 결제·금융 지원
플랫폼(예: NICE, 카카오페이 등),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예: OTT), 소셜플랫
폼(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예: 네이버 카페, 링크드
인(LinkedIn) 등)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51)
혹자는 디지털플랫폼을 인터넷이 구현하는 사람 또는 사물 간 연결(connectivity)
의 범주가 변모해 왔다고 인식한다. 인터넷이 통시적으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
넷,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산업인터넷 등의 순서로 진화하면서,
디지털플랫폼도 그에 편승해 각 단계별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과 플랫폼의 공진화(co-evolution)를 전제할 경우, 디지털플랫폼은 온
라인플랫폼, 소셜플랫폼, O2O플랫폼, 산업플랫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52)
한편 디지털플랫폼은 상이한 이해당사자를 연계함으로써 모종의 가치
(value)를 교환하게 하는 중개 기능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상정하는 상이한 집단 간 기본적 ‘연계 의도(matching intention)’
에 주목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53) 예컨대 자산공유 플랫폼인
우버는 운전자가 특정 시간에 한 명 또는 한 그룹의 승객을 태울 것임을 상정하
49) 연계 의도에 관한 것은 이하에서 논한다.
50) 법무법인 율촌(2021).
51) https://innovationtactics.com/platform-business-model-2/(검색일: 2021. 5. 31) 참고.
52) 이민화 외(2018), pp. 82~83.
53) 본 단락의 이하 내용은 플랫폼컨설팅기업인 Applico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applicoinc.com/
blog/what-makes-uber-different-from-android-how-to-make-sense-of-platform-businesses/(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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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특정 시점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1:1로 연계됨을 전제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셜플랫폼인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동일 시간대
에 여러 명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연계
의도는 1:1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톡이 특정인과 무한정의
대화상대 간 연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플랫폼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연계 의도가 1:1 또는 1:n54)이라는 것이다.

그림 2-3. 일반적인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구분

OS
(Operating System)

모바일 용: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소프트웨어
플랫폼
앱스토어

검색 및 포털
플랫폼

PC용: 윈도우, 애플
iOS, 리눅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다음, 네이버

서비스 플랫폼

직방, 카카오 택시,
티켓링크, 호텔 닷컴

자산 공유 플랫폼

에어비엔비, 우버

상품 플랫폼

11번가, G마켓, 쿠팡

결제·금융 지원
플랫폼

결제 중개, 간편 결제,
전자지갑 등

NICE, KG 이니시스,
카카오페이, 토스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북큐브, 네이버북스,
IPTV, OTT, 멜론, 지니

소셜
플랫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네이버(다음)카페,
Linkedin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플랫폼

자료: https://innovationtactics.com/platform-business-model-2/(검색일: 2021. 5. 31)를 바탕
으로 저자 작성.

54) 여기에서 n은 복수이지만, 그 숫자가 아주 크지 않은 수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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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인터넷과 디지털플랫폼의 공진화 비교
Link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Node

PC-인간

인간-SNS

인간-사물

사물-산업

User

10억 명의 이용자

20억 명의 이용자

280억 개의 사물

1,000억 개의 사물

Platform

온라인플랫폼

소셜플랫폼

O2O플랫폼

산업플랫폼

Thing

Contents

Contents·Service

Product·Service

Process

자료: 이민화 외(2018), p. 8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상기와 같은 연계 의도를 갖는 디지털플랫폼을 ‘교환플랫폼(exchange
platform)’이라고 말한다. 소비자와 공급자 간 교환 거래의 최적화를 목적으
로 하는 대다수의 디지털플랫폼이 그에 속한다. 물론 디지털플랫폼 중에는 그
연계 의도가 1:1 또는 1:n이 아닌 플랫폼도 존재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또는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 연계 의도가 이론적으로 1:무한대
(∞ )이다. 현실적으로 무한대의 거래상대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엄청난 다수
의 주체가 동일 시간대에 플랫폼에 연동됨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컨
대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인 멜론은 동일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음원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서버(server) 용량을
준비해야 한다. 구글 Play, 애플 iOS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경우에도 유사한
연계 의도에 기초한다. 서버 용량 등을 포함해 충분한 기술적 기반을 갖춤으로
써 동일 시간대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앱에 접근하더라도 서비스 과부화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모델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연
계 의도에 기초한 디지털플랫폼을 ‘제작플랫폼(maker platform)’이라고 부
른다.

나.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유형 구분
본고는 디지털플랫폼이 전통적 플랫폼과 구분되는 핵심적 특성으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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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독립적 이해관계 집단 간 상호작용(거래)이 플랫폼 참여
자들에게 특히 양(positive)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함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직·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플랫폼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음에 착안해 보자는 것이다.55) 가격책정,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전략이 주로 플랫폼 참여자 집단 간 상호작
용의 양태 또는 특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하의 분석 내용은 원칙
적으로 디지털플랫폼시장이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임을 전제하는 것
이지만, 용이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림 2-4]가 제시하는 삼면시장(thre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4. 삼면시장 디지털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개요

Group 1

그룹 간 외부효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그룹 간 외부효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디지털플랫폼
Group 2

Group 3

그룹 간 외부효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그룹 내 외부효과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그룹 내 외부효과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자료: 저자 작성.

55) 이하 논의는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 전제하에 다음 문헌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해 작성함.
Demary and Rusche(2018), pp.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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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관점에서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크게 네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
다. ① 양(positive)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만 발생하는 경우 ② 음(negative)
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만 발생하는 경우 ③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음
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혼재해 발생하는 경우 ④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부재한 경우 등이다.
사례 ①은 최소 한 집단(group)에서 그 크기(소속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
라 해당 집단에 속하는 플랫폼 참여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56) 어느 집단에서
든 그 크기 증가로 인해 소속 플랫폼 참여자들이 손실을 보는57) 경우가 없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혜택을 보는 동일 집단 내 플랫폼 참여자들이 상호간
보완관계(complementarity)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례 ②는 최소 한 집단에서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집단에 속하는 플
랫폼 참여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며, 어느 집단에서든 그 크기 증가로 인해 해당
집단에 소속된 플랫폼 참여자들이 혜택을 얻는 경우가 없을 때 나타난다. 이는
손실을 보는 동일 집단 내에서 플랫폼 참여자들이 상호간 경쟁관계(rivalry)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례 ③은 최소 어느 한 집단에서 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집단에 속하
는 플랫폼 참여자들은 혜택을 얻는 반면, 다른 집단 중 최소 한 집단에서는 그
크기 증가로 인해 해당 집단에 소속된 플랫폼 참여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경
우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에 연계된 집단 중 최소 한 집단에서는 플랫폼 참여
자들 간 상호 보완관계가, 다른 집단 중 최소 한 집단에서는 상호 경쟁관계가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례 ④는 어느 집단에서든 그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해당 집단에 속하는 플
랫폼 참여자들이 디지털플랫폼 이용으로부터 얻는 가치(효용)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에 연계된 여하한 집단에서도 그에 소속된 플랫폼

56) 디지털플랫폼 이용에서 얻는 가치(효용)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57) 디지털플랫폼 이용에서 얻는 가치(효용)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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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 간 보완관계나 경쟁관계가 부재한 경우에는 양이든 음이든 직접적 네
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사례와 달리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음(negative)으
로만 나타난다거나 부재한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본고의 정의에 의한다. 본고는 앞서 디지털플랫폼이 전통적 플랫폼과 차별화되
기 위해 반드시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
다.58) 이에 따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①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만 발생
하는 경우, ②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혼재
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례 ①은 어느 한 집단
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최소한 다른 한 집단에 속하는 플랫폼 참여자들이 혜
택을 얻게 되지만, 디지털플랫폼에 연계된 집단들 중 한 집단의 크기 증가로 인
해 그 외의 다른 집단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사례 ②는 어느
한 집단의 크기 증가로 인해 최소한 그 외의 한 집단에서는 플랫폼 참여자들이
혜택을 얻는 반면, 최소한 다른 한 집단에서는 손실을 보게 될 때 나타난다.
사례 ②에서와 같이 하나의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하여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공존하는 현실 사례는 디지털플랫폼
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든 작든 광고수입에 기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 이
용자들의 플랫폼 가입 의도는 광고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다.59) 일반 이용자
들의 가입 의도가 광고 이외의 다른 모종의 가치를 얻는 것이 목적임을 전제할
경우, 광고주 집단에 소속된 이용자(광고주)는 플랫폼에 연계된 일반 이용자 집
단, 즉 광고를 보는 일반 이용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혜택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플랫폼에 연계된 상대(일반 이용자) 집단으로부터 광고주 집단 방향으로
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은
58) 자세한 내용은 제2장 2절을 참고할 것.
59)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예컨대 명품을 소개하는 잡지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주된 가입 의도가 명품
광고 자체를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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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하다.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되는 광고물이 늘어날수록 광고를 보게 되는 상
대 집단에 소속된 일반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광고주 집
단의 규모 증가가 상대 집단의 손실을 가져오는 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원 조달, 이윤 확대 등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광고물을 게시하는 여하한 디지털플랫폼은 양의 간접적 네트워
크 효과와 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상기 논의에 기
초해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유형과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유형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및 예시는 [표 2-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60)

표 2-3. 직·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구분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구분



±





(집단 내
보완관계)

(보완·경쟁관계
집단 병존)

(집단 내
경쟁관계)

(보완·경쟁관계
집단 부재)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광고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비의존형

(예: 위키백과)

(예: 요기요)

(예: 우버)

(예: 페이팔)

플랫폼)

±
(광고
의존형

-

유형 5

유형 6

유형 7

(예: 유튜브)

(예: 아마존)

(예: 카카오페이)

플랫폼)
자료: Demary and Rusche(2018), p. 17, p. 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유형 1>은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공히 양(+)으
로 조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 없이 운영되는 위
키백과(Wikipedia)이다. 예컨대 위키백과를 이용하는 독자가 많아질수록 게
시글의 오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 독자는 좀 더 우수한 게시글을
60)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양/음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교차하는 광고 의존형 디지털
플랫폼은 [표 2-3]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러한 사례의 부재를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세계에
서 그에 해당되는 디지털플랫폼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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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 수 있게 된다. 저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도 상호간 유사한 주제의 게시글에
대한 더 많은 교정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각자 자기 글의 완성도 제고에 유익
한 도움을 얻는다. 즉 각 집단 내의 플랫폼 참여자들이 보완관계를 통해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한다. 한편 독자와 저자는 모두 상대방 집단의 크
기가 커질 경우 혜택을 얻는다. 독자는 저자가 많아질수록 더 다양한 글을 읽을
수 있고, 원하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저자도
독자가 많아질수록 자기(글)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독자 집단
과 저자 집단 간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유형 2>는 양과 음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조합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예컨대 고객과 음식점을 연결해 주면서 광고
물을 게시하지 않는 대부분의 온라인리뷰 플랫폼들이 그에 속한다. 국내 플랫
폼 중 ‘요기요’는 좋은 사례이다. 음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음식점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고
객의 후기(리뷰)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객들 모두가 음식점 정보를 좀 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한다.61)
<유형 3>은 음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조합
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예컨대 우버는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
털플랫폼으로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양(+)으로 나타난다. 반면 직접적 네
트워크 효과는 탑승자 및 운전자 집단 모두에서 음(-)의 값을 보일 가능성이 높
다. 이는 우버 참여자들이 각기 소속 집단 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
다. 탑승자가 많아지면 우버 택시를 잡기 어렵고, 운전자가 많아지면 탑승 빈도
가 줄어 각자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일종의 혼잡비용
(congestion cost)이라고 볼 수 있다.62)

61) 만일 온라인리뷰 플랫폼이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면, <유형 5>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요기요와 달리 광고물을
게시하는 ‘배달의민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62) 집단 내에서 경쟁의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탑승자는 요금 인상, 운전자는 요금 인하라는 비용을 부
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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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는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부재하면서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만 나타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집단 구성원 간 보완관계나 경쟁관계가
사실상 부재하여 혼잡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광고 수입 비의존형인 디지털플랫
폼이 그에 속한다. 결제·금융 지원 플랫폼이 전형적 사례이다. 예컨대 페이팔
(PayPal), 나이스, KG 이니시스 등에 새로운 이용자들이 가입한다 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이 그로 인해 혜택을 얻거나 손실을 보는 상황, 또는 새로운 업체
가 가입하더라도 기존 기업들에게 그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다. 즉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63)
<유형 5>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와 함께 광고물 게시로 인한 음의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경우에도
양과 음이 교차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시청자, 콘텐츠 제공자, 광고주 등
세 개 집단이 참여하는 유튜브(YouTube)를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시청자의
가입 증가는 데이터 축적을 의미하는바, 유튜브는 검색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콘텐츠 검색 결과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청자 집단 내에서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자 또는 광고주 집단
은 음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콘텐츠나
광고물이 게시됨에 따라 시청자들이 각 콘텐츠 제공자 및 광고주의 콘텐츠나
광고물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형 6>은 음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간접적 네트워크 효
과는 양과 음이 교차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여기에서 후자는 광고 수입
에 의존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마존(Amazon), 11번가, G마켓,
쿠팡 등 상품 플랫폼(온라인 쇼핑몰)이 이러한 유형을 대표하는 디지털플랫폼
에 해당된다.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음(-)의 값을 보이는 이유는 구매자 및
판매자 집단 구성원들 간 경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혼잡비용
에 의한다. 예컨대 구매 수요 증가는 재고 부족 또는 배송 지연으로 이어질 수
63) 참고로 우버 사례에서와 같은 혼잡비용을 치를 가능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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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유사 제품 판매자 증가는 그만큼 각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인지 기회를
낮춤으로써 매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유형 7>은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부재하면서 양/음이 교차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디지털플랫폼 유형이다. 집단 구성원 간 보완관계나
경쟁관계가 사실상 부재하면서도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디지털플랫폼이 그에
속한다. 결제·금융 지원 플랫폼 중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카카오페이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
가.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의 인과관계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논의함에 있어 동질적
재화를 거래하는 단일시장을 전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지배력은 어떤
기업이 그러한 단일시장에서 재화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을 한계비용
(marginal cost) 이상으로 책정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의 영업활동 영역을 단일시장으로 한정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카카오, 구글을 위시한 대부분
의 디지털플랫폼은 검색, 광고, 배달, 핀테크 등 복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이 영업하는 복수의 시장 간 연계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
하지 않고서는 그 시장지배력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경쟁
당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도 디지털플랫폼의 영업활동이 단일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어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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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디지털플랫폼이 영업활동 영역으로 삼는 시장인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을 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관련시장은 해당 디지털플랫폼
이 공급하는 재화와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재화를 결정함으로써 누가 경쟁자이
고 누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관련시장을 규정함에 있어 다른 디지털플랫폼들과의 경쟁관계를 적절
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과대평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64) 참고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 심사에 기초해 획정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요의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을 중심으로 경쟁조건을 따진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급
의 대체가능성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두 번째 심사 단계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판정하기에 충분히 동질적인(homogeneous) 시장의 범주를 결
정한다. 관련시장이 획정된 후에는 해당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market shares)과 함께 진입장벽, 양자 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등
해당 시장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형량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판단한다.65) 다
만 관련시장 획정이나 시장지배력 규정을 위한 합의된 단일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이
유에서 혹자는 이를 왕도(one-fit-all solution)가 없는 문제라고 말한다.66)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진입이 경쟁의 강도를 높인다는 사실은 단일시
장을 전제하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시장은 하
나의 디지털플랫폼이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진화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쏠림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에어비앤비로 대
표되는 자산공유 플랫폼시장과 호텔로 대표되는 전통적 숙박시장을 비교해 보
자. 호텔은 새로운 시설 구축 없이는 고객 수용력을 높일 수 없으며, 이를 위해
64)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관계 여부는 재화 간 수요대체성에 기초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변정욱,
김정현(2018), pp. 4~7.
65) Amoroso(2018), “Market Power in the Digital Markets. Do we really need a new market poer
defin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66) Jullien and Sand-Zantman(2020), “When it comes to defining market and establishing market
power, there is no one-fit-all solution,”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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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임대인 모집을 통해 고
객 수용력을 순식간에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고객 규모는 재차 새로운 임대인
의 가입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임대인 집단과 고객 집단 간 상호작용은 선순
환이며, 양방향적·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수반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소
위 ‘승자독식(winner-takes-all)’ 시장으로의 이행, 즉 시장쏠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의 초기 비즈니스 성패는 선순환
적 상호작용을 촉발할 수 있는 이용자 ‘임계치(critical mass)’ 도달 여부에 주
로 의존함은 이미 거론한 바와 같다. 이용자 수가 일단 임계치에 도달한 이후에
는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대체로 소수 기업들이 경쟁하는 과
점구조가 정착되거나, 경우에 따라 독점기업이 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쏠림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도 존
재한다. 이는 대체로 이용자들의 디지털플랫폼 가입 행태를 중심으로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시장쏠림 현상을 이용자들의 ‘완전한 기대(perfect
foresight)’67) 또는 ‘자기예언적 기대(self-fulfilling prophecies)’에68) 기초
해 설명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효과 존재 시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디지
털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에 나섬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기대가 실현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하나의 시장지
배적 플랫폼 또는 소수의 플랫폼들이 공존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실제 시장
구도가 그러한 기대와 부합하는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강력
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보인다.69) 해당 재화의 사용 가치를 높게 평
67) Shy(2011), pp. 119–149.
68) Katz and Shapiro(1985).
69) Ibid.,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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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이는 강
력한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가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으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기와 같은 인과관계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가 완벽하다는 다소 비현실적 전제에 기초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Sun and
Tse(2007)는 이용자들의 디지털플랫폼 가입 여부가 그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
보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가용 정보에 기초해 결정된다고 전제
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제한된 가용 정보로 인해 네트워크의 기대 규모
(expected size)보다 실제 규모(actual size)에 기초해 디지털플랫폼 가입 여
부를 결정할 개연성을 의미한다. Sun and Tse(2007)는 가용 정보가 제한적임
을 전제로 특히 멀티호밍(multi-homing)보다 싱글호밍(single-homing)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행태가 지배적일 경우에 특히 시장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반면, 다수 이용자들 간 멀티호밍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관련시장
에서 복수의 디지털플랫폼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70)
상기 논의에서 보듯이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시장쏠림 현상은 그 원인을 획일적
으로 재단해 내기 쉽지 않다. 자기강화적인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미래에 예상되
는 네트워크 규모, 현재 시점의 실제 네트워크 규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때로 독립
적으로 때로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시장쏠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 시
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 관점에서 특정 디지털플랫폼이
갖는 비용 우위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이
용자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반드시 디지털플랫
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는 전통적
기업들과 경쟁한다.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복수의 시장에서 다른 디지털플랫폼
및 전통적 기업들과 동시 경쟁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시장쏠림 현상으로 인해 디지털플랫폼시장이 궁극적으로 독점에
70) Sun and Tse(2007),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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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것으로 단언할 수 있을까? 일부 디지털플랫폼시장은 독점시장으로 수렴
할 수 있겠으나, 모든 디지털플랫폼시장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
떤 디지털플랫폼이 관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도 그러한 지위
가 안정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예컨대 잠재적 경쟁자가 기술혁신
(innovation)을 통해 그러한 독점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구조는 오히려 독점(monopoly)보다 과점
(oligopoly)이 더 빈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1)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과점화 경향은 부분적으로 이용자의 멀티호밍 행태로
설명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간 차별화가 이용자들에 의해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될 경우, 이용자들은 그때그때 자기 이해에 부합하는 디지털플랫폼을 사용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플랫폼 간 차별화를 전제할 경
우, 이용자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을 고집하는 싱글호밍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의 다양성 추구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서 빠질 수 없는 고려사
항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과 전통적 기업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문해능력(digital literacy)’이 과점구조의 원인일 수 있다. 인터넷 사용능력이
양호한 계층은 디지털플랫폼을, 그렇지 않은 계층은 전통적 기업에 의존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은 디
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72)
정리하자면, 어떤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란 이용자의 기대, 서비스
품질 차별화 및 기술혁신 역량, 멀티호밍 여부 등 다양한 설명변수가 때로 독립
적으로, 때로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물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시장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의 구체적 조합이 어떠
할지는 사안별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은 이용자
들에게 스스로의 시장지배력 획득 가능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71)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시장만 하더라도 복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상품 분야 전자
상거래 플랫폼시장에서는 쿠팡,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이 경쟁하고 있다.
72) Demary and Rusche(2018),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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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여타 디지털플랫폼에는 부재한 독창적인 차별화 요소를 개발하거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여타 플랫폼 대비 경쟁우위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관
련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시장지배력 강화에 유익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의 기본 속성상 선발사업자(incumbent) 우위는 그만큼 임계치
에 먼저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점에서 선제적 시장진입은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발사업자 지위가 시장지배력 획득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
컨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 디지털플
랫폼의 서비스 품질이 일부만이라도 우수할 경우에 선발사업자 우위가 약화될
수 있다.73) 이용자들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발사업자(entrant)로 이전할 유인이 높
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호밍이 보편화된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 디지털플랫폼의
서비스 품질이 조금이라도 우수할 경우에 선발사업자의 경쟁우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역으로 싱글호밍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설령 후발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선발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쉽게 넘보기 어렵다.74)

나.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결정요인
1) 이용자 집단별 수급 특성
Staykova and Damsgaard(2015)는 양면시장 디지털플랫폼하의 독립적
인 두 집단을 각각 ‘보조금 수혜 집단(subsidy side)’과 ‘보조금 부담 집단
(money side)’ 또는 ‘비용 소요 집단(cost side)’과 ‘수입 창출 집단(revenue
side)’이라고 지칭한다.75) 전자는 무료 또는 생산단가 이하의 낮은 가격이76)
73) Zhu and Iansiti(2007).
74) Sun and Tse(2007), p. 35.
75) Staykova and Damsgaard(2015); Eisenmann, Parker, and Alstyne(2011).
76) 예컨대 대다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일반 소비자에 대해 별도의 가입비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구매 횟수 및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지급 등 보상 프로그램(reward program)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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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되는 이용자 집단으로서, 동 집단은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받는 것에 진배
없음을 비유한 용어이다. 후자는 생산단가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는 이용자 집
단으로서, 마치 전자가 받는 보조금 재원을 제공하는 주체와 같다는 의미로 이
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중적 가격구조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부담 집단에게 보조금 재원 제공에 쾌히 동의할 만한 모종의 유인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유인은 보조금 부담 집단이 보조금 수혜 집단에 대해 부여하는 가
치(value), 즉 보조금 수혜 집단이 유발하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
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쉽게 말해, 무료 또는 저가 책정에 따라 보조금 수혜 집
단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부담 집단 이용자들이 얻는 혜택이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면시장의 어느 집단이 보조금의 재원을 부담하고 어느 집단이 보조금을
지원받는지의 문제는 각 디지털플랫폼이 풀어내야 할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이
다. 디지털플랫폼이 각 집단에게 부과하는 가격은 특히 각 집단의 특성과 직결
된다.77) 그러한 특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과 관련된 한계비용에 기초
한다. 디지털플랫폼은 높은 한계비용 및 낮은 가격 민감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
용자 집단에게는 생산단가 이상의 높은 가격을 부과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낮
은 가격이 부과되는 이용자 집단은 한계비용이 낮고 그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구체적 양상은 이러한 가격
책정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디지털플랫폼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
이다. 예컨대 수요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A 집단의 가입 증진이 B 집단에게 혜
택을 줄 수 있다면, A 집단에 매겨지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
우, A 집단이 보조금 수혜 집단이 되는 셈이다.78)
문서교환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어도비(Adobe)의 PDF 문서형식을 예로 들

77) Rysman(2009), pp. 129-131을 참고하여 이하 작성.
78) 디지털플랫폼이 보조금 수혜 집단(subsidy side)과 보조금 부담 집단(money side)에 대해 늘 유의미하게 상
이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양면시장의 양 집단 간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작고 각 집단이 유발
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유사할 경우에는 상이한 가격을 부과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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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자. 어도비(디지털플랫폼)의 PDF 네트워크는 두 개의 독립적 집단으로 구
성된 양면시장이다. 하나는 아크로뱃 뷰어(Acrobat Reader) 소프트웨어를 무
료로 다운로드하는 독자 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아크로뱃 디스틸러(Acrobat
Distiller)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구입해 문서를 제작하는 저자 집단이다. 독자
층이 넓어질수록 저자들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자신들만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불한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가질 이
유가 없다. 오히려 흔쾌히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 또한 독자들에 대한 어도비의 무료 전략에 따라 독자층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잠재적 저자들이 아크로뱃의 PDF 네트워크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도비가 독자 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저자 집단의 소프트
웨어 수요 증가에 의해 보상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디지털플랫
폼에 관한 한 전환비용(switching costs)과 멀티호밍 여부가 특히 중요한 설명
변수이다.79) 전환비용이 낮을 경우 다른 유사 플랫폼으로의 이전이 그만큼 용
이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멀티호밍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다. 이용자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 이용에 이미 익숙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디지털플랫폼
이 일부라도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부담 집단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낮으며, 동 집단이 유발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도 작게 나타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
과가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유튜브의 광고주 집단이 비근한 사례이다.
시청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미디어콘텐츠이지 광고물이 아니다. 즉 광고주 집단
의 규모 증가는 시청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광고주 집단
이 유발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음으로 규정할 수 있다.80)
79) Demary and Rusche(2018),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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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경쟁의 정도
디지털플랫폼시장 내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유일하다면, 해당
디지털플랫폼은 보조금 부담 집단(money side)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이 그러한 독점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조금 수혜 집단(subsidy side)에 소속된 이용자 수를 늘려야 하므로 이들
에 대한 가격을 가능한 한 낮출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이 보조
금 부담 집단에게 과도한 가격을 매기게 되면, 보조금 부담 집단의 이용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조금 부담 집단의 규모 축소는 보조금 수혜 집단이 평
가하는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보조금 수
혜 집단의 규모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전제할 경우, 독점시장은 가격 및
공급량 관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대조된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가격은 높으면
서도 공급량은 적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한계비용을 고려한 독점사업
자의 ‘비용할증 가격설정(mark-up pricing)’의 결과물이다.81) 이러한 독점
사업자의 행태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양면시장이라고 해서 근본
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디지털플랫폼도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
할증 가격책정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양면시장의 독점사업자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
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독점력을 보유한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의
어느 한 쪽(집단)에 대한 높은 가격 부과로 인해 다른 쪽 집단의 규모가 감소하
게 되고, 그에 따라 거래규모도 감소할 수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 즉 독점적
디지털플랫폼은 가격책정과 관련해 다른 쪽 집단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
할지, 그리고 다른 쪽 집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용할증(mark-up)을 부과할
지를 각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0)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5. 나.’를 참고할 것.
81) Rysman(2009),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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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sman(2004)은 사회설계자(social planner)82) 개념을 도입해 보조금 부
담 집단이 디지털플랫폼의 독점적 가격책정(monopolistic pricing)으로 인해 부담
하는 후생손실(welfare loss)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83)
우선, 사회설계자는 독점적 가격책정으로 인해 보조금 수혜 집단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양 집단 간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부재하는 일
반적인 독점시장의 모습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 전제할 경우, 사회설계자가
보조금 부담 집단에게 부과하는 가격은 독점적 디지털플랫폼에 비해 낮아진다.
즉 독점적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이 사회설계자의 가격책정 대비 자중손실
을 동반한다는 것이다.84)
이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한다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보자.
이제 사회설계자는 보조금 부담 집단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용자들이 보조금 수혜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라 보조금 부
담 집단의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사회설계자는 보조금 부담 집단에 대해 한층 더 낮은 가격을 책
정할 유인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 음(-)의 가격을 매길 가능성도 없지 않
다.85) 결론적으로 말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작동까지 감안 시 독점적 디
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으로 인한 자중손실은86)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자
중손실을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Rysman(2004)의 추정 결과는 미국 전화번호
부(Yellow Pages) 시장 사례에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의 자

82) 후생경제학에서 사회설계자는 한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social welfare)의 극대화를 담당하는 주체로 이해된다.
쉽게 말해, 한 사회의 경제활동이 그 구성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하는 주체이며, 일반
적으로 정부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83) Rysman(2004), pp. 488-497.
84) 이를 ‘고전적 자중손실(classical deadweight loss)’이라고도 한다. Rysman(2004), p. 497, “Let classical
deadweight loss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t the Nash equilibrium and the amount a social
planner would generate the network effect.”
85)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사실상 연회비를 넘는 할인혜택, 마일리지 혜택 등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Rysman(2009), p. 129 참고.
86) 이를 ‘네트워크 자중손실(network deadweight loss)’이라고도 한다. Rysman(2004), p. 497, “Let network
deadweight loss be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ed when the social planner accounts for the
network effect and when it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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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약 26%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있다.87)
한편 시장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책정하는 가격
도 하락하게 되어 거래규모 증진으로 이어지게 한다. 실제로 디지털플랫폼시장
에서는 복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결과적으로 디지털플랫
폼시장에서 실현되는 후생수준은 독점시장을 전제하는 경우에 비해 높을 개연
성이 농후하다. 관련시장에서 복수의 디지털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에서는 보조금 부담 집단에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수혜 집
단에게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을 용인하는 독점적 가격책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독점적 가격책정은 디지털플랫폼이 실제로 막
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할 경우에만 가능한 전략이다. 물론 디지털플랫폼의 가
격책정 전략은 시장지배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3)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
디지털플랫폼에 연계된 어떤 이용자 집단의 규모 증가가 다른 집단에 주는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디지털플랫폼은 해당 이용자 집단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그러한 속성
을 나타내는 이용자 집단을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경쟁
디지털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디지털플랫폼 간
그러한 경쟁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여하한 이유에서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양의 간접적 네
트워크 효과를 유발하는 집단에 대한 가격인하 또는 보조금 지급의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월한 재정적 여력을 통해 일부 디지털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한계비용을 하회하는 가격을 통해 여타 경쟁자를 시장에

87) Rysman(2004), p.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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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몰아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디
지털플랫폼은 경쟁의 강도가 약화됨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 가격인상에 나설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특성
양면시장은 이론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연계되는 두 집단 이용자들
이 모두 동일한 단일 네트워크(플랫폼)에 가입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상이한 네
트워크(플랫폼)에 가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집단의 모든 이용자들이 동일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경우와 복수의 네트워크에 가
입하는 경우를 각각 싱글호밍 시장, 멀티호밍 시장으로 규정하자는 말이다.
이를 전제로 본다면, 양면시장은 ① 양 집단이 공히 싱글호밍하는 사례 ② 한
집단은 싱글호밍, 다른 집단은 멀티호밍하는 사례 ③ 양 집단이 공히 멀티호밍
하는 사례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이 중 유형 ①은 현실 사례가 드
물고, 유형 ③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 유지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양 집단
간 거래 연계(matching)를 위해 필요 이상의 거래비용을 감수해야 상황이기
때문이다. B 집단 이용자들이 각각 복수의 상이한 플랫폼에 가입한 상태에서 A
집단 이용자들이 굳이 복수의 플랫폼에 동시 가입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이는 모든 프랑스인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굳이 프랑
스어를 배워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이치에 비유할 수 있다.88)
상당수의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상이한 두 집단이 각기 디지털플랫폼 가입 행
태를 달리하는 유형 ②에 해당된다. 즉 어느 한 쪽 집단의 이용자들은 공히 동
일한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반면, 다른 쪽 집단의 이용자들은 상이한 복수의 네
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우이다.89) 이러한 특성의 양면시장에서 멀티호밍 집단
88) Armstrong(2006), p. 669.
89) 게임시장은 게임기 판매자(game console vendors)를 중심으로 게이머(gamer) 집단과 게임 프로그램(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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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90) 싱글호밍 집단과91)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면, 전자는 후자가 선택한 디
지털플랫폼에 접근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싱글호밍 집단과의 상호작용
은 불가능하다.
즉 해당 디지털플랫폼은 싱글호밍 집단에의 접근(access)에 필수적인 게이
트웨이(gateway) 독점력을 보유하게 되고,92) 이를 지렛대로 삼아 멀티호밍 집
단에 대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싱
글호밍 집단을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93)
이는 디지털플랫폼이 자주 멀티호밍 집단에게서 획득한 높은 이윤을 무료 또는
가격 인하 형식으로 싱글호밍 집단에 보조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94) 이는 구
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소위
GAFA가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갖는 우월적 지위와 비즈니스 전략에 내재한
중요한 단면이기도 하다.

웨어) 개발자 집단을 매개하는 양면시장이다. 즉 게임기 판매자가 디지털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시장에서 게이머는 대체로 1개의 게임기만 사용하지만,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는 동일한
게임 프로그램을 복수의 게임기별로 구동 가능하도록 제작·공급한다.
90) 예컨대 광고주와 판매자 등 이용사업자.
91) 소비자로 대표되는 이용자.
92) Rysman(2009), p. 131.
93) Rochet and Tirole(2003), p. 993, “Competitive prices on one market ~ depend on the extent of
multihoming on the other side of the market. For example, when Visa reduces the
(transaction-proportional) charge paid by the merchants, merchants become more tempted to
turn down the more costly Amex card as long as a large fraction of Amex customers also owns
a Visa card. More generally, multihoming on one side intensifies price competition on the other
side as platforms use low prices in an attempt to “steer” end users on the latter side toward
an exclusive relationship.”
94)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한 사업 분야에서 얻은 초과이윤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다른 사업
분야에 지원하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행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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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싱글호밍, 멀티호밍과 게이트웨이 독점

멀티호밍(multi-homing)
GAFA
광고업체

싱글호밍(single-homing)

소비자(이용자)

멀티호밍(multi-homing)

공급자(이용사업자)

자료: 저자 작성.

5) 기술혁신 경쟁 유무
동태적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 간 경쟁을 바라본다면 기술혁신(innovation)
을 둘러싼 경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에 따른 초과이윤이 존재할 경
우, 독점력을 확보한 디지털플랫폼에게 언제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점적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능력은 실제
경쟁자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새로운 경
쟁자 진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족하다. 즉 기술혁신에 따른 디
지털플랫폼시장의 역동성(market dynamics)을 고려한다면, 독점력에 기초
한 상이한 집단 간 가격보조 행위는 기대보다 드물게 나타날 개연성이 없지 않
다. 예컨대 신규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의 전자상거
래 플랫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치열한 기술혁신 경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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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전략
전통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s)에서 이윤극대화 가격을 찾는 문제
는 이론적으로 비교적 간단히 풀어낼 수 있다. 기업은 한계수입(marginal
revenue)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최적 공급량을 찾아내고,
그다음으로 수요곡선으로부터 그러한 공급량에 상응하는 가격을 찾아내면 된
다. 하지만 이러한 단면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가격 결정 원리가 간접적 네트
워크 효과가 작동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s)하의 디지털플랫폼에 고
스란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95)
디지털플랫폼이 직면하는 양면시장하의 가격책정 원리는 단면시장하의 그
것과 다르게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의 최적 가격은 각 집단
수요의 가격탄력성,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양상 및 크기, 각 집단에 대한 공
급량 변화에 따른 한계비용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결정되는 변수이
다. 특히 양면시장의 어떤 한 집단에 부과되는 최적 가격은 그 자체만으로 ‘약
탈적(predatory)’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계비용에 미달하거나
심지어 음(-)의 값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96)
양면시장하의 디지털플랫폼이 행하는 가격책정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
다. 각 집단별 요금 수준은 물론이고, 각 집단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상이한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한 집단에게는 사용료 형식으로, 다른
집단에게는 가입비 형식의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디지털플랫
폼의 가격책정 전략 중 시장에서 비교적 빈번히 확인되는 관행들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95) Armstrong(2006); Caillaud and Jullien(2003); Rochet and Tirole(2003).
96) Evans and Schmalensee(2007), p. 160; Jullien and Sand-Zantman(202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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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간 비대칭적 가격책정(inter-group asymmetric pricing)
양면시장은 독립적인 두 개의 이용자 집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격 수준
및 구조가 전반적인 거래규모와 수익성에 직결되는 시장이다. 디지털플랫폼은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유발하는 이용자 집단에게는 가격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윤극대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 Rochet and Tirole(2006)은 한 이용자 집단이 요
금을 지불하되 다른 이용자 집단은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플랫폼의 이러한 비대
칭적 가격책정을 소위 ‘시소원칙(seesaw principle)’이라고 말한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양면시장의 “어떤 한 집단에 대한 높은 가격 부과에 기여하는 요인
은, 그러한 가격 부과가 해당 집단에서 플랫폼의 수익률(margin)을 제고하는
이상,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해당 다른 집단의 신규 이용자 유치가 이윤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97)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플랫폼이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유발하
는 이용자 집단에 대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면 해당 집단의 이용자 참여가 높아
지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혜택을 얻는 다른 집단의 이용자 참여 유인이 높아
짐으로써 해당 다른 집단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Rochet and Tirole(2006)은 양면시장의 상이한 집단에 대해 가격을 달리
부과하는 행태가 이윤극대화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의 전형적인 가격책정 전략
이며, 이러한 일반적 가격책정 전략의 근저에 디지털플랫폼의 시소원칙이 자리
한다고 본 것이다.

2) 사용료와 접속료 조합
디지털플랫폼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어떤 집단에게 요금을 부과할
97) Rochet and Tirole(2006), p. 659, “a factor that is conducive to a high price on one side, to the
extent that it raises the platform’s margin on that side, tends also to call for a low price on the
other side as attracting members on that other side becomes more prof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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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지를 공히 감안한다. 후자와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사용료(usage fee)와 접속료(access fee)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하기도 한다.98) 사용료는 매
거래 단위당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인 반면, 접속료는 이용자가 디지털플
랫폼 접근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으로서 플랫폼 회원자격을 얻기 위한 가
입비(membership fee)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디지털플랫폼이 선택하는 사용료-가입비 조합은 각자가 파악하는 양
면시장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99) 가령 양면시장 특성을 공유하는 신용카드사
의 경우 가맹점은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접속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반면 신
용카드 보유자는 접속료(연회비)만 부담한다.100) 운영체제(OS) 플랫폼 시장에
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접속료와 사용료가 동시에 부과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앱 개발자들은 원칙적으로 운영체제 주체(플랫폼)에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접근을 위한 고정요금과 함께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앱에 대해서는 단위당 일정액의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한다. 일반 소
비자들은 단말기(휴대전화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지만, 앱은 무료로 이용한다.
이는 게임 시장에서도 유사하다. 게이머들은 단말기(게임기) 구매를 위한 비용
을 부담하지만,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API 접근을 위한 고정요금과 앱 판
매 단위당 로열티를 동시에 부담한다.101)
이와 관련하여 접속료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의 사용패턴으
로부터 쉽게 규칙성을 찾아내기 어렵거나, 또는 이용자 집단 간 상호작용(거래)
의 결과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과된다. 독신자 전
용바(singles bar)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는 전용바
98) 이는 동일 집단(소비자들)에 대해 사용료와 가입비를 동시에 부과하는 ‘이부가격(two-part tariff)’과 유사하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은 양면시장 각 집단에 대해 사용료와 가입비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오
히려 한 집단에게는 가입비를, 다른 집단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더 일반적이다.
99) Evans and Schmalensee(2007), pp. 160-161.
100) 다만 이러한 관행은 디지털플랫폼인 신용카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01) 최근에는 API를 무료로 공개하는 추세이므로 운영체제 플랫폼 시장이나 게임 시장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는
접속료(단말기 구매비용)만, 앱 또는 게임 개발자들은 사용료(로열티)만 부담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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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는 사용료와 접속료의 최적 조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용바를 찾는 독신
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한다.
손님들 개개인이 이성과 합석 정도에 그칠지, 일회성 데이트만 하게 될지, 아니
면 지속적인 교제를 하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상, 손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
용료 부과 방식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용바 점주의 입
장에서는 접속료(입장료)를 받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102)
양면시장의 어느 한 집단에게 상호작용(거래) 빈도가 특히 중요한 고려사항
일 경우에도 접속료가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 신용카드 사례에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보유자들이 가능한 한 자주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액이 늘어
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 촉진 차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접속료(연회비)를 부과한다. 다만 디
지털플랫폼이 상호작용(거래)의 결과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속
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행이 좀 더 일반적이다.103) 숙박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가 좋은 예이다.

3) 연계판매와 결합판매
연계판매(tying)와 결합판매(bundling)는104) 소비자의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이 상이한 재화들(상품 또는 서비스)을 연계 또는 묶음 형식으로 판매하는
공급자의 전략적 행위를 말한다.105) 결합판매는 구두 한 켤레가 구두끈 두 개와
결합된 형태로 판매되는 것처럼 공급자가 상이한 재화들을 묶는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대체로 가치중립적인 전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결합판매는 ‘단순
결합판매(pure bundling)’와 ‘복합 결합판매(mixed bundling)’로 세분화되
102) Demary and Rusche(2018), p. 44.
103) Evans and Schmalensee(2007), pp. 156-157.
104) 각각 ‘끼워팔기’와 ‘묶어팔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05) 식당이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요리를 단품으로 또는 코스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합 결합판매의
좋은 예이다. 호텔스닷컴 등 항공료 비교사이트에서도 고객이 원할 경우 항공권과 숙박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66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는바,106) 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가치중
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한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다른 재화(들)의 구매
에도 암암리에 동의하게 하는 공급자의 판매 전략을 연계판매라고 정의한다.
예컨대 복사기와 토너 카트리지 관계처럼 두 재화 간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주 재화(tying product, 예: 복사기)만으로는 그 본원
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종 재화(tied product, 예: 토너
카트리지)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이다. 즉 소비자가 특정 복사기를 구매하
는 행위는 공급자에게 향후 해당 복사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 구매에도
동의함을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진배없다. 따라서 주 재화와 단일 종 재화
간 결합에 의해서만 주 재화의 사용가치가 확정되는 연계판매에서는 소비자 선
택권이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규제당국은 연계판매에 반경쟁
적 성격이 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복수의 잠
재적 종 재화들이 주 재화와 상호호환되도록 표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연계판매와 단순 결합판매 간, 그리고 연계판매와 복합 결합판매 간 개념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두 재화 간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
는 연계판매하에서 소비자는 주 재화와 종 재화를 함께 구매할 수도 있고, 추후
종 재화만 별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반면 단순 결합판매하에서
는 설령 두 재화 간 주종의 관계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추후 종 재화를
별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지 못한다. 둘째, 복합 결합판매하에서 소
비자는 두 재화를 함께 또는 각각을 별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반면 두 재화 간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연계판매하에서 소비자는 주 재화 구
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종 재화만 별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
유하지 못한다.
106) 단순 결합판매(pure bundling)는 소비자들이 상이한 재화들을 언제나 묶음 형태로만 구매해야 하는 경우, 복
합 결합판매(mixed bundling)는 소비자들이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상이한 재화들을 때로 각각 또는 묶음으
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Motta(2004), pp. 460-48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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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단면시장하에서 연계판매와 단순 결합판매는 공급자의 사적 이익 추
구(이윤극대화)를 위한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그 행위 자체를 놓
고 사회 전반의 후생에 대한 영향을 논하기 어렵다. 이는 연계판매와 결합판매
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형량에 의해야 한다. 연계판매와 결합판매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107) 반경쟁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계판매와
결합판매가 소비자에 대한 가격차별, 기존 경쟁사업자의 시장퇴출, 잠재적 경
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봉쇄(foreclosure) 등을 수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후생
수준을 악화시킬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108)
그런데 상기와 같은 전통적 견해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주된 속성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양면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양면시장의 한 집단 이용자들에게 연계판매 또는 결합판매 형식으로 가격인하
(암묵적 보조금 지급)를 용인하는 것은 해당 집단의 이용자 수는 물론이고 다른
집단의 이용자 수 증대에도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의 간접적 네트워
크 효과의 선순환 및 증진이라는 새로운 긍정적 요소를 가져오게 된다. 즉 디지
털플랫폼의 연계판매와 결합판매가 사회 전반의 후생 증진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계판매와 결합판매를
반독점규제의 면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Evans(2011)의 견해는 이와 같은
디지털플랫폼시장 특유의 속성에 근거한다고 풀이된다.1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판매와 결합판매의 반경쟁적 위험을 간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일부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플랫폼의 연계판매가 경우에
따라 전통적 시장에서와 유사하게 반경쟁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한
다.110) 이들에 의하면, 연계판매와 결합판매가 실제 반경쟁적 결과로 이어질
107) Tirole(2005), p. 8, p. 15.
108) Tirole(2005); Schmalensee(1984); Whinston(1990, 2001); Choi and Stefanadis(2001); Carlton and
Waldman(2002).
109) Evans(2011), pp. 78-81.
110) Amelio and Jullien(2012), pp. 436-437; Choi and Jeon(2016), p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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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러한 효과가 양면시장의 독특한 속성과 무료 가격책정(zero
pricing)이 결합됨으로써 유발된다고 판단한다.111)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전
제한 일련의 가정들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론적 분석 결과에 근거해 연계판매와 결합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디지털플랫폼의 연계판매와 결합판매가 반경쟁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일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전통적 시장(one-sided
markets)에 이루어져 온 그에 관한 규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여부를 면
밀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4) 침투가격책정(penetration pricing)
디지털플랫폼의 책정가격을 동태적으로 관찰해 보면, 비즈니스 초기에는 낮
은 가격을 부과하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행태
를 바꾸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차량용 내비게이션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티맵(T-map)이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은 비
근한 예이다.112) 이와 같이 재화의 수명주기(life cycle) 초기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다가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 확보를 통해 시장 입지를 굳히고
나면 가격인상에 나서는 디지털플랫폼의 가격책정 전략을 ‘침투가격책정
(penetration pricing)’ 또는 ‘동태적 가격책정(dynamic pricing)’이라고 지
칭한다.113)
디지털플랫폼의 이러한 가격책정 전략은 이용자 ‘임계치(critical mass)’ 개
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면시장에서 충분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쉽게 말
해, 디지털플랫폼이 임계치 곡선(critical mass frontier)에 도달할 수 있어야

111) Mandrescu(2021), p. 13.
112) https://it.donga.com/31738/(검색일: 2021. 5. 31).
113) Rysman(2009),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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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은 비즈니스 초기에
각 이용자 집단이 가치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
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는 임계치 곡선 도달을 통해 지속적 성장
발판을 확보한 이후에는 가격인상을 통해 초기 손실을 만회한다는 발상에 기초
한다. 물론 가격인상을 도모하는 시점에서 디지털플랫폼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시장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가격인상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5)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Big Data Discriminatory Pricing)
독점 기업은 경쟁시장 참여 기업에 비해 이윤극대화를 위한 좀 더 많은 수단
을 갖게 되는바, 가격차별은 그러한 수단 중 하나이다.114) 그런데 가격차별 가
운데 특히 ‘1급 가격차별(1st degree price discrimination)’은115) 현실적
시행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실제로 이용자 개개인의 ‘지불의향
(willingness to pay)’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
실세계에서 빈번히 확인할 수 있는 가격차별 형태가 대체로 2급 또는 3급 가격
차별이라는 사실도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116)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가격차별이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부정적
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가격차별로 인해 이용자의 소비자잉여가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이전된다거나, 이용자별로 상이한 가격을 적용받는 상황이 각
각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은 사실이다.117) 하지만 가격차별하에서는 단일 독점가격에 비해 공급량이 증
114) 자세한 내용은 Varian(2020), pp. 482-493을 참고할 것.
115) 각 이용자의 지불의향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확보된 상황에서 독점사업자가 동일 재화에 대해 이용자별로 각자
지불의향에 맞추어 가격을 달리 매기는 ‘개인별 가격책정(personalized pricing)’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116) 3급 가격차별은 독점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가
격차별 방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장자 할인, 학생 할인 등 이용자 그룹별 할인(group discount)이 그에 속한
다. 2급 가격차별은 독점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
로 자신의 구매 성향을 드러내게 유도해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가격차별 방식이다. 예컨대
영화관의 조조할인, 슈퍼마켓의 쿠폰 할인, 다량구매(multi-buy) 할인 등은 물론이고 전화, 전기, 수도 등 공
익재(public utilities)의 요금체계도 2급 가격차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17) 이용자별 재화 소비에 얻는 한계편익이 상이한 상황이라면, 한계편익이 낮은 이용자의 재화 소비를 줄이되 높
은 이용자의 재화 소비를 늘림으로써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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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으로써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순수 독점시장에 비해 가격차별하의 독점시장에서 후생수준이 높아진다는 경
험적 사실을 확인하는 견해도 존재한다.118)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각 이용자들의 행태를 면밀
하게 관찰할 수 있다. 각 이용자들의 지불의향(willingness to pay)을 가늠할
수 있는 양호한 기술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디지털플랫폼이 이
러한 환경을 활용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각 이용자들의 지불의향을 추정해
낼 수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별 지불의향에 따른 최고 가격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다. 쉽게 말해,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1급 가격차별이 디지털경제 진전
에 따라 현실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디지털플랫
폼들은 이용자 행태와 관련된 대규모 원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인공지능
(AI)으로 분석해 추출한 정보에 기초해 이용자별 관심사에 부합하는 표적 광고
(target advertisements) 게시, 표적 제품(target products) 제안, 가격 조정
(price adjustment) 등 맞춤형 대응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반적으로 이를 ‘알고리즘 프로세싱(algorithmic processing)’이라고 지칭한
다.119) 그리고 알고리즘 프로세싱의 일환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시행하는 이용
자별 차별적 가격책정을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BDDP: Big Data
Discriminatory Pricing)’이라고 지칭한다.120)
디지털플랫폼의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BDDP) 여부 및 양태가 실제로 어
떠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121) 다만 디지털플랫폼이 원하기만 한다면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이용자별 지불의향에 기초해 이용자별로 차별적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버(Uber)를 예로 들어보

118) 이준구(2019), pp. 363~364.
119) Mehra(2021), p. 5.
120) Liu et al.(2021).
121) 참고로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은 독점시장 또는 경쟁시장에서 공히 일어날 수 있는 가격책정 전략으로서 가
격차별을 시행하는 디지털플랫폼이 반드시 독점 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Montes, Sand-Zantman,
and Valletti(201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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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버는 실시간 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요금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버가 전적으로 시장 수급에 기초해 요금을 결정할까,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요금을 결정할까? 혹자는 심지어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장
소에 가기 위해 우버 택시를 호출할 때에도 승객별 요금이 다르다고 한다.122)
이에 대해 우버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 구간별로 승객들의 평균
적인 지불의향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구간에 대해 승객 개개인의
지불의향에 기초해 차등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한다.123) 즉 3급 가
격차별에는 동의하지만, 1급 가격차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우버의
해명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미디어콘텐츠 플랫폼도 가격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오랜 기간 국내 A사에 가입해 매달 요금을 지불하
면서 음악을 감상해 왔다. 국내 A사의 최초 가입조건은 정해진 수개월간 할인
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결제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매달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로 저자는 할인기간 종료 후 꽤 오랫동안 자
동결제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 국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튜브
(YouTube) 뮤직 프리미엄에 가입했다. 그런데 계약 해지 직후 저자는 국내 A
사로부터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할인조건의 재계약 문자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국내 A사가 계약 해지라는 저자의 선택을 분석함으로써 저자의 지불의향이 하
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국내 A사는 최소한 2급 가격차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24)
상기 우버와 국내 A사 예시를 넘어 작금의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가 ‘새로
운 윤활유(new oil)’와 같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만일 데이터
12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apr/13/uber-lyft-prices-personalized-data(검색일:
2021. 5. 31).
123) https://slate.com/technology/2018/03/is-uber-really-charging-frequent-users-more.html(검색일:
2021. 5. 31).
124) 할인기간 종료 시기에 즈음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한다. 마치 조조할인 영
화 관람을 위해 필요한 부지런함과도 같은 일종의 장애물인 셈이다. 그러한 부지런함을 발휘하는 이용자에게
한해 추가할인 기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2급 가격차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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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생태계의 윤활유 역할을 발휘한다면, 디지털플랫폼은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관건은 디지털플랫폼이 어떻게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
개인정보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유인책에 의존한다. 이용자에게 적절한 유인이 주어지는 경우, 이용자가 자발
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125)
그렇다면 반독점 규제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의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
(BDDP)은 전통적 가격차별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까? 이는 빅데이터 기반 가
격차별이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경
쟁 활성화 차원에서 야기하는 효과와 그에 따른 득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봐
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이 전통
적 가격차별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이 이용자의 전반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시장경쟁을 약화시킨다고 쉽게 단
언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126) 이는 주요국들이 디지털플랫폼의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
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127)

6)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collusion)
알고리즘 기법을 활용하는 디지털플랫폼들의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담합 가
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2017b)는 상이한 디지털
플랫폼들 간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

125) Acquisti and Varian(2005), pp. 367-381; De Corniere and Montes(2017), pp. 291-305.
126) Townley, Morrison, and Yeung(2017), pp. 50-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플랫폼의 빅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높일 가능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27) 예컨대 가격차별에 대한 미국의 독점금지법(Clayton Act, as amended by the Robinson-Patman Act)
적용대상은 상품의 주간 거래(interstate transactions)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디
지털플랫폼(서비스)과 관련된 가격차별은 현행 독점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미국 내의
일반적 관행이다. Mehra(2021), pp. 39-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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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의 담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128) 과점시장에서 경쟁
기업들 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담합을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이라고 본다면,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하는 디
지털플랫폼들 간 새로운 유형의 담합은 일종의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
인 셈이다. 즉 양자는 경쟁 기업들 간 명시적 의사소통 여부에서는 상이하지만,
담합의 효과 측면에서는 무차별하다.
Dewenter, Heimeshoff, and Lüth(2017)는 암묵적 담합이 소수의 기업
들이 경쟁하면서도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독일 정부는 과점시장인 정유시장에서 소비자 유가 정보 공개
의무를 시행한 바 있다. 동 시장의 5개 경쟁 기업들로 하여금 정부에 주유소별
가격정보를 실시간(real-time)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소비자들에
게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동 조치는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자 유가 인상을 가
져온 것으로 추정되었다.129)
경쟁 기업들 간 의사결정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통적 과점시장이 암
묵적 담합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30) 독일 정유시장은 그러
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은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다. 그런데 혹자는 독일 정부
의 가격정보 공개 조치에 따른 실시간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가 독
일 정유시장의 경쟁 기업들로 하여금 단일 독점가격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게 함으로써 암묵적 담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
다고 설명한다.131) 물론 이러한 해석은 Dewenter, Heimeshoff, and Lüth
(2017)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의
미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128) OECD(2017b), pp. 34-36.
129) Dewenter, Heimeshoff, and Lüth(2017), pp. 302-305.
130) Posner(1968), p. 1564, “Oligopolists are thus “interdependent” in their pricing. They base their
pricing decisions in part on anticipated reactions to them. The result is a tendency to avoid
vigorous price competition.”
131) Sarvada(2021), “Algorithmic Collusion: Entering the age of Digital Cart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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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점시장으로 규정되는 시장이 디지털플랫폼시장인 경
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평가절하하기보다 전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존
재한다. 만일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들 각각이 스스로의 가격책정
을 위해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하는 이상, 단일 독점가격 책정에 소요되는 조율
시간은 전통적 과점시장에 비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즘이 실시간
으로 그때그때 경쟁 디지털플랫폼의 의도를 자동으로 분석해내고, 굳이 사람의
개입을 기다릴 이유 없이 효과적으로 암묵적 담합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32)
이는 반독점 규제 관점에서 중대한 난관이 아닐 수 없다. 담합에 관한 현행 반
독점 규제는 관련기업들(담당자) 간 독점가격(supra-competitive price)에
관한 조율(coordination)은 물론이고, 상호간 인지하는 공동의 반경쟁적 ‘의사
의 합치(meeting of minds)’가 있었음을 전제한다.133) 즉 현행 반독점 규제는
암묵적 담합보다 명시적 담합을 억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관련기업들의 책정가격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제기관이 담합을
주장하기 어렵다. 반경쟁적 합의가 아닌 관련기업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
해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유사할 개연성을 일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34)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반독점 규제가 암묵적 담합인 알고리즘 담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독점가격에 관한 조율 사실
이나 반경쟁적 의사의 합치 사실 등에 대한 규제기관의 담합 행위 입증을 위해
서는 먼저 담합의 주도자인 ‘인(persons)’을 전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알
132) “In data-intensive sectors such as the Internet economy, price algorithms can facilitate
collusion by automating collusive behaviour and, thus, accelerating it technically. For example,
they can stabilise collusion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and sanctioning
deviations from collusive market outcomes more quickly. The use of price algorithms can also
make explicit agreements or agreements restricting competition unnecessary. Lastly, in the
case of self-learning algorithms, the relevant business decision is already made at the time of
the decision regarding the price algorithm and is not made in the price-setting process.”
https://www.monopolkommission.de/index.php/en/beitraege/224-algorithms-and-collusion(검색
일: 2021. 5. 31).
13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2021), pp. 189~202를 참고할 것.
134) Calvano et al.(2019),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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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은 자연인의 개입 없이도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담합
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기재이다. 예컨대 알고리즘 담합의 경우 의사의 합치
가 관련기업 또는 그 담당자들 간 의사의 합치라기보다 각 관련기업이 활용하
는 알고리즘 간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혹자는 이를 ‘알고리즘의 합
치(meetings of algorithms)’로 비유한다.135) 결론적으로, 현행 반독점 규제
의 숙제는 알고리즘의 합치를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와 유사하게 취
급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가. 데이터의 개념 및 유형
데이터(data)에 관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좁은 의미에서
데이터는 학술적 실험이나 측정의 결과로 이해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컴퓨터
에 의한 처리 또는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여하한 정보(information) 또는 그러
한 정보를 묘사하는 여하한 표현물(represent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
다.136) 그런데 디지털플랫폼 논란과 좀 더 직결된 개념은 데이터라기보다 ‘빅
데이터(Big Data)’이다. 데이터에 관한 단일 정의가 부재한 것과 유사하게 빅
데이터에 관해서도 관행적 정의만 존재할 뿐이다. 그에 따른 빅데이터는 고속
(high speed)으로 복수의 자료(sources)로부터 생성되는 대규모 상이한 유형
의 데이터로서, 이로부터 모종의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기 위해 그 처리·분석
과정에서 고성능 프로세서와 알고리즘이 요구되는 데이터라고 정의된다.137)
이러한 관점에서 빅데이터의 핵심 속성을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135) Colangelo(2021).
136)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ata(검색일: 2021. 5. 31).
137) https://secure.edps.europa.eu/EDPSWEB/edps/Consultation/big_data(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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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Volume) 등 3V 또는 가치(Value)를 추가해 4V로 규정하기도 한다.138)
데이터의 분류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구분된다. 첫 번
째는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정보제공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
법이다. 예컨대 개인정보, 기업정보, 차량정보 등이다. 데이터가 개인의 행태,
취향,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기업의 생산량, 매출 등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차량의 속도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가운데 데이터를 둘러싼 논란은 대체로 개인정보
(personal data)에 집중되어 왔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구조화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즉 데이터
를 구조화 데이터(structured data)와 비구조화 데이터(unstructured data)
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법은 특히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
치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수단 관점에서 구
분의 의미를 가진다. 구조화 데이터는 글자 그대로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체계화한 데이터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구조화 데이터는 전통적 처리방법에 의해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
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비구조화
데이터는 전통적 처리방법에 의해서는 쉽게 처리 또는 활용되기 어렵다.139) 즉
비구조화 데이터의 처리 또는 활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알고리즘 기법 또는 인
공지능(AI)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를 보유하고자 하는 주체가 이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기
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경제주체의 자발
적 제공, 경제주체의 행태에 대한 관찰, 또는 기 수집된 기존 데이터의 분석 등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기초할 경우, 개인정보는 크게 제공 데이터(provided
data), 관찰 데이터(observed data), 파생 데이터(derived data), 추론 데이터
138) Hu et al.(2014), p. 654.
139) https://www.forbes.com/sites/emc/2013/07/11/unstructured-data-can-create-chaos/?sh=6bde
763430a5(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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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red data)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40) 이 가운데 파생 데이터는
전통적 기법에 의한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론 데이터는 위험 및 확률을 고
려하는 통계적 기법, 인공지능에 의한 기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141) 참고로 데이터를 보유하고자 하는 주체는 이용자의 자발
적 제공에 의한 제공 데이터와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확보한 관찰 데이터의 결
합을 통해 추가적인 처리 과정에 의하지 않고서도 특정 경제주체의 프로파일을
좀 더 세밀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공해내기도 한다.
참고로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전통적으로 제공 데이터 및 관찰 데
이터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정보의 제공 또는 수집에 동의한 경제주체
(정보주체)와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주체(예: 디지털플랫폼) 간 데
이터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성이
발휘된 결과물인 데이터의 표현방식에 한해서는 어문저작권 형식으로 정보처
리주체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추세가 복수의 주요국 판례를 통해 확인되
고 있을 뿐이다.142)
문제는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 데이터 소유권 논란의 시야가 파생 데이
터 및 추론 데이터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공 데이터
또는 관찰 데이터에 비해 정보처리주체의 독창성 투입의 여지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유형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소유권 논란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파생
데이터 및 추론 데이터에 관한 소유권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그에 관한 불확실성
140) Abrams(2016), https://ssrn.com/abstract=2510927(검색일: 2021. 5. 31).
141) Ibid., pp. 7-8, “Derived data is data that is simply derived in a fairly mechanical fashion from
other data and becomes a new data element related to the individual. ~ Inferred data is the
product of a probability-based analytic process.” 예컨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원하는 고객과 관련된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등
파생 데이터를 쉽게 계산해 낼 수 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미상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과거 대
출상환 데이터에 기초해 상환 또는 미상환 가능성을 통계적·확률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 즉 추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14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2020), pp. 51~5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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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존하는 한, 신규 디지털플랫폼이 선발 디지털플랫폼과의 실효적 경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되는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도 온전히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나. 데이터 활용 목적
1) 품질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기회 발굴
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이 공급하는 재화의 품질 개선 및 이용자 기반 확장
을 위해 활용되는 투입물(input)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이용약관 동의에 기초해 그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한다. 예컨대 검색엔진(search engine)의 경우 이용자들이 검
색 과정에서 부지불식 중 제공한 데이터를 검색 알고리즘(search algorithm)
개선을 위해 널리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검색 결과의 정확도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이는 검색주체(이용자)에게는 물론이고 검색대상인 개별
웹사이트에도 공히 검색엔진 이용의 매력도를 높이게 된다. 더 많은 데이터 확
보는 데이터 자체를 거래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거래대상 재화와 긴
밀하게 연관되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은 좀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또는 제3자 데이터에
의 접근(access)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는 자신이 이미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보유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추가적인
상업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수집한 이용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이용자
들에게 정확도가 향상된 최단시간 운전경로를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물
론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보
기 어렵다.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그로부터 유익한 정보(information)를
추출해 내기에 충분한 기술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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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 지향적(target-oriented) 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플랫폼은 이용자들의 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잠재
적 이용자들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들의 인터
넷 서핑(surfing) 습관으로부터 수집한 이용자들의 검색 데이터에 기초해 이용
자별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적·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소위 ‘행태적 목표화
(behavioral targeting)’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143) 물론 이는 인터넷 및 디
지털기술의 확산과 이용자들의 행태 변화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인
구의 대다수가 온라인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미디어콘텐츠를 감상하고, 쇼핑
을 즐길 수 있었기에,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행태적 목표화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용자
들이 이미 부지불식 중에 경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용자별 맞춤형 표적 광
고(target advertisements)가 그에 해당한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탐색비용 절
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플랫폼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플랫폼은 거래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 중심의 광고 활동
을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광고비를 절감하거나, 또는 광고 수수료 인상
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 데이터에 기초해 이용자별 차별적 가격을 책정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144) 다만 현재로서는 이용자별 차별적 가격책정이 디지털플랫폼시장에
서 널리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145)

143) Sales & Marketing Management(2010. 7. 30), “Behavioral Targe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144) Khan(2017), pp. 763-764.
145) Office of Fair Trading(2020),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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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의 시장경쟁 저해 논란
만일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성 여부가 경쟁우위 확보에
매우 중요한 투입물이라면, 데이터가 신규 사업자(entrants)에 대한 진입장벽
(entry barriers)으로 작용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데이터 규모 및 다양성
관점에서 기존 사업자(incumbents)와 대등한 정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
하기 어려운 상황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
대 이용자 규모가 상대적·절대적으로 작은 신규 디지털플랫폼은 선발 디지털
플랫폼에 비해 수집 가능한 이용자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
적 데이터하에서 신규 디지털플랫폼은 서비스 품질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는
이용자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규 디지털플랫폼이 제3의 디지털플랫폼이 보유하는 이용자 데이터
에의 접근 및 활용이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신규 디지털플랫
폼을 둘러싼 환경에 의존한다.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을 위한 법적·
기술적 뒷받침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3자 보유 데이터가 스스
로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데이터 확보 및 처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제3의 디지털플랫폼이 신규 디지털플랫폼과 경쟁 관
계일 경우에는 데이터에의 접근 및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다. 이용
자 데이터에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애로가 신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중대한
진입장벽으로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실효적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146)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말해, 데이터 자체가 시장지배력의
원천 또는 시장경쟁 저해 요인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로부터 얻는 혜택은 데이터 축적 규모에 반비례한다.
146) Khan(2017), p. 772; Newman(2014), pp.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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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질수록 추가되는 데이터로부터 얻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 점점 낮아지면, 반대로 이를 저장·처리·분석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높아진다. 더 나아가 데이터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한다.147) 둘째, 데
이터와 시장지배력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데이터가 신
규 디지털플랫폼이 원천적으로 수집 또는 구매할 수 없는 애로요인(bottleneck)
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자기 개인정보를 상이한 디지털플랫폼
에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이용자들이 디지털플랫폼에 제공하
는 개인정보가 배타성(exclusiveness)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148)
이와 관련하여 Lambrecht and Tucker(2015)는 데이터를 위시한 여하한
생산자원이 시장지배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자원이 희소하거나,
대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모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논리의 연
장선상에서 이들은 심지어 빅데이터조차도 희소하거나, 모방 불가능하거나,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신규 디지털플랫폼이 직접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선발 디지
털플랫폼의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49) 즉 이들은 작금
의 디지털경제하에서 빅데이터가 디지털플랫폼의 핵심 경쟁우위 창출 원천이
라거나, 소위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해당된다는 일반적 견해
에150)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빅데이터 자체
이기보다 빅데이터에 접목되는 지능화된 알고리즘과 이를 통해 추출해 내는 귀
중한 정보(information)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
득되는 성과물이라고 판단한다.151)
147) Demary and Rusche(2018), p. 53.
148) Ibid., pp. 53-54.
149) Schepp and Wambach(2016), p. 123,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data seems to be misleading as rivals are not generally prevented from collecting
data themselves and do not rely on access to the incumbent’s data to offer services to
customers.”
150)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 필요성은 이러한 견해에 주로 기초한다. 그에 따르면, 규
제당국이 소수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과거 공익재(public utilities)에서와 유사하게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ies)’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Graef(2019), pp.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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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pp and Wambach(2016)도 유사한 견해를 공유한다.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투입물(input)인 데이터는 그 자체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한
다기보다 디지털플랫폼이 보유하는 다른 투입물과 결합됨으로써 상업적 가치
를 창출한다. 즉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만으로는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의 성
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적 시장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 디
지털플랫폼이 선발 디지털플랫폼이 보유한 것에 상응하는 데이터 규모 및 다양성
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관건은 디
지털플랫폼이 각자의 시장경쟁력 발휘에 매우 적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할지
에 관한 방법론에 있다.152) 쉽게 말해,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최적 결합이 만들어 내는 성과라는 것이다.
참고로 Chiou and Tucker(2017)는 검색엔진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일
반적인 기대와 달리 데이터 보유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점유율이 유의미하
게 제고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스타트업(startups)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선발 디지털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비즈니스에
유익한 데이터와 우수한 분석력(알고리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데이터의 축적 규모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153) 실제로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 이베이, 트위터 등 익히 알려진 글로벌 디지털플랫폼들이 과거 소
규모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현재와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154)
상기 검토에 기초할 때, 데이터가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인지는 사안별
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규제기관이 취하는 입장도 이러한 인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유럽집

151) Lambrecht and Tucker(2015).
152) Schepp and Wambach(2016), p. 122, “Thus, potential competitors do not necessarily have to
build a dataset equivalent to the size of the incumbent, ~ . They rather need to find ways to
accumulate highly relevant data to build a competitive, not necessarily the same dataset.”
153) Chiou and Tucker(2017), p. 122.
154) Tucker and Wellford(2014), p. 7.

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

• 83

행위원회는 상류시장(upstream market)과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이 신규 또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foreclose)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복제 불가능
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지의 여부에 주목한 바 있다.1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필수설비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강제적
접근에 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156)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필수설비에 대한 과도한 접근 허용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후자로 하여금 양질의 데이터를 개발하게 하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역
효과에 대해서도 유념한 것이다.

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
투명성(transparency)은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들의 중대한 관심사인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스스로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기도 하다. 디지
털플랫폼의 투명성 제고 노력은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인터넷의 익
명성에 따른 이용자의 신뢰 부족,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 디지털
플랫폼과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57)
155) European Commission(2012), para. 539,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assessed whether the
JV Co would foreclose competing providers of data analytics or advertising services by
combining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data, response data, social behavior data and
browsing data and by so creating a unique database that would become an essential input for
targeted mobile advertising that no competing provider of mobile data analytics services or
advertising customer would be able to replicate.”
156) Geradin and Kuschewsky(2013), p. 15, 재인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product or service is indispensable for enabling an undertaking to carry
on business in a particular market,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there are products or
services which constitute alternative solutions, even if they are less advantageous, and
whether there are technical, legal or economic obstacles capable of making it impossible or at
least unreasonably difficult for any undertaking seeking to operate in the market to create,
possibly in cooperation with other operators, the alternative products or services.” 최근 개정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도 데이터에 대한 필수설비 원칙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필수설비에 상응하는 구체
적인 데이터 유형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지헌(2021), p. 4 참고.
157) OECD(2017a), p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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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제고가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투명성 부족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경험하게 될 선택의 오류 또는 왜곡이 오히려 디지
털플랫폼 스스로의 이윤극대화 또는 시장지배력 강화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한 경우에는 디지털플랫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해진다.

가. 이용자 간 투명성
디지털플랫폼은 공통적으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용자들 간 거래 중개
를 기본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중개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
털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이용자들 간 물리적 인접성(physical proximity)을
전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발휘한다. 그러한 장점은 동시에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상대방 정보를 믿고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디지털플랫폼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의심
하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신뢰 부족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중대한 제
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거래상대방 정보가 부족
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사
기 등 거래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구제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
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이용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참여할 유인은 낮아지게 된다. 동시에 이는 디지털플랫
폼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신뢰 제고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화 품질에 대한 이용자 후기 작성, 환불 및 보험, 안전결제,158)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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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identity verification), 재화 및 판매자 이력관리제 또는 사전심사
(pre-screening) 등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대응방안들이다.159) 다만
이러한 대응방안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도용을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나.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 간 투명성
투명성은 디지털플랫폼과 그 이용자 간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
으로 디지털플랫폼은 그 이용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보유한다. 즉 양자
간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
폼은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거래당사자를 연결하고 거래
방식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투명성이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거래방식
및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이 때로 이용자들에게 거래방
식 및 절차를 고지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스스로의 이익 달성에 유리한 경우
에는 투명성 제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들을 ‘신뢰재
(credence good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160) 이는 이용자들이 그러한 서비스
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디지
털플랫폼과 이용자들 간 정보 비대칭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재화를 소
비한 후에도 이용자 스스로 디지털플랫폼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검색 결과
또는 그 노출 순위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디지털플랫폼의 알고
리즘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161)
158) 대표적인 제도가 에스크로(escrow)이다. 이는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에 합의한 후 어느
일방이 당초 약속을 위반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에
맡기는 제도이다.
159) OECD(2017a), p. 127.
160) Ibid., p. 128.

86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관건은 디지털플랫폼이 중개(matching)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 및 절차를 공
개함으로써 스스로와 이용자들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하는지, 만일 그러하
다면 정보 비대칭을 어느 정도로 해소해야 합리적인지이다. 왜냐하면 양자 간
정보 비대칭이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존립을 위한 핵심요소이기 때문
이다. 쉽게 말해, 이용자들은 자신들에 비해 거래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지 않은
디지털플랫폼의 중개에 의존해 거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알고리즘을 예로 들어 논해 보자. 혹자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디지털플랫폼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의 디지털플랫폼들과 경쟁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알고리즘 공개 요건은 경쟁조
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자체가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경쟁
력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 더 나아가 이는 신규 디지털플랫폼으로 하
여금 스스로의 알고리즘 개발에 골몰하기보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알고리즘
을 복제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기술혁신
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비대칭 자체는 디지털플랫
폼 규제의 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용자 이익과 디지털플랫폼의 영업비밀
이라는 양대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대칭을 시장에 방임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
다. 디지털플랫폼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이용자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함으로써 시장경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즉 경
쟁상황 악화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정보 비대칭에 관해서는 규제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은 종종 상류시장(upstream market)과 하

161) 참고로 이용자의 프레이밍(framing), 앵커링(anchoring),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 등 행태적 편향성
을 활용해 부지불식 중 객관적 사실에 반해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플랫폼의 행위를 ‘은밀한 소비
유도상술(dark pattern)’이라고 한다. 온라인쇼핑에서 재화의 판매가 곧 마감된다는 메시지를 띄움으로써 소비
자의 구매를 유발하는 것이 비근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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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
한 경우 디지털플랫폼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하류시장에서 자신
이 제공하는 재화를 경쟁사업자의 재화보다 우대하는 소위 ‘자사우대행위
(self-preferencing)’에 개입하곤 한다. 실제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자사의 비
교구매서비스(comparison shopping services)를 우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162)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과 그 이용자들 간 투명성 문제는 개인정보(personal
data) 이용과도 직결됨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앞서 디지털플랫폼에 연
계된 독립적인 두 집단을 각각 ‘보조금 수혜 집단(subsidy side)’과 ‘보조금 부
담 집단(money side)’로 구분한 바 있다. 디지털플랫폼은 전자에 소속된 이용
자들에게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대가로 얻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
해 후자에 소속된 이용자들로부터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
초한다. 여기에서 전자(보조금 수혜 집단)는 일반 소비자들이라는 점에서 개인
정보의 오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바 있다.163) 이는 특히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164) 특히 대규모의 보조금 수혜 집단을 보유한 디지털플랫폼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좀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162) European Commission(2017b), “Antitrust: Commission fines Google €2.42 billion for abusing
dominance as search engine by giving illegal advantage to ow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163) 예컨대 GDPR, Article 25(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164) Demary and Rusche(2018), p. 59.

88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9. 소결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경제생태계의 포괄적 변화
를 가져왔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메가
트렌드를 대표한다. 디지털플랫폼(digital platform)이 그러한 글로벌 경제생
태계의 변곡점에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을 말하지 않고서는 디지털전환
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은 경제활동 전반에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시
장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디지털플랫폼은 그 순기능 못지않게 이용자
보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유해콘텐츠, 공정경쟁 등의 측면에서 다양
한 문제점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건전한 시장질서에 반하는
디지털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가 그 순기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주
요국들은 이미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전향적 규제기조 모색에 착수하고 있
다. 전통적 시장에 적용되어 온 사후적 반독점 규제기조가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약방문이 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문제에 관한 한, 작금의 국제적 공감대는 선
제적 규제기조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감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무비판적인 벤치마킹(benchmarking)일 뿐이
다. 선제적 규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지, 왜 불가피한지, 어떤 규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규제 변화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감안해 지
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선제적 규제기조로의 전환은 설령 불가피하더라
도 선별적·전략적이어야 한다. 국가별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
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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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으로 향하는 출발점이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이
해이다. 그렇지 않은 접근방법은 별다른 정보 없이 복잡한 미로의 출구를 찾아
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로부
터 규제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조차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전통적 시장과 달리 양면 또는 다면시장
(two-sided or multi-sided market)에 기초한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근본적 작동원리라는 것이다. 선발 디지털플랫
폼의 네트워크 크기가 일정 정도에 도달하고 나면 잠재적 경쟁자가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시장쏠림(market tipping)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며, 선발 디지
털플랫폼이 축적한 막대한 데이터가 시장쏠림을 강화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제적 규제기조로의 전환은 일견 타당한 명제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일단 소수 디지털플랫폼으로의 시장쏠림이 발생하면 시장이
불가역적으로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혁신 경쟁
등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내재하는 역동성이 시장의 독점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규제 방향은 가설적 가능성이
기보다 사안별 사실에 근거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규
제당국은 특히 디지털플랫폼의 행태 및 유인,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작동원리 및
경쟁 특성 등을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규제기조로의 전환은 전통적(사후적) 반독점 규제기조의
보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보완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과잉금지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혹자는 이를 ‘겸허한 규제(regulatory humility)’라
고 표현한다. 설령 규제당국이 반경쟁적이라고 추정되는 행위에 직면하더라
도, 규제는 잠재적 피해(hypothetical harms)보다는 사실(actual fact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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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고, 기술혁신, 소비자, 시장경쟁 등에 미치는 유무형의 혜택을 동시에 고
려하는 ‘점진적 접근(incrementalist approach)’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다.165)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규제가 그에 내재한 건전한 잠재력 및
역동성을 억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165) FCC(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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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
가. 추진 경과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166) 디
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의167) 입법 제안서(proposal)가 공
표되었다. 이는 2015년 5월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집
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4-2019)가 공표한 유럽 디지털단
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168) 실현을 위해 추진된 법제화 작업의
산물이다.169) EU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의는 융커 집행위원회가 2016년 진
행한 공개 의견수렴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디지
털플랫폼이 강력한 성장엔진의 역할을 통해 혁신 촉진, 사회적 상호작용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에도 주목했다. 공정경쟁 약화, 투명성 결여,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플랫폼과170) 이용자 간 비대칭적 협상력에 따른 불공정 관행 등이다.171)
융커 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
면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에 의한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투명하고 안정
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이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의 책임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디
지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166) European Commission(2020d). 이하 DSA로 지칭함.
167) European Commission(2020e). 이하 DMA로 지칭함.
168) European Commission(2015).
169) 유럽집행위원회는 이하 집행위원회로 지칭함.
170) 이하에서는 DSA 및 DMA가 디지털플랫폼의 핵심기능인 중개자 역할을 세분화하고, 그중 일부 역할을 담당하
는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DSA 및 DMA 조문과 관련될 경우에는 독자의 개념 혼란
방지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자 한다.
171) European Commission(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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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하였다.172) 특히 집행위원회
는 일부 디지털플랫폼들이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 비대칭적 데이터 보유, 디지
털플랫폼과 이용사업자(business users) 간 비대칭적 협상력 등을 지렛대로
하여 점차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게이트키퍼(gatekeepers)
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각별한 우려를 표했다.173) 이는 자연스럽게 게
이트키퍼로 규정되는 디지털플랫폼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 논의로 이어졌다. 특
히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당시 집행위원회 경쟁담
당 집행위원은 구글, 아마존 등 수직통합(vertically integrated) 디지털플랫폼들
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소위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시장지배력 남용(abuse)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을 시도한 바 있
다.174) 디지털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이러한 경험 사
례들은 이후 DMA의 모태가 되었다.175)
한편 DSA와 관련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에176) 대한 강화된 규제 논의는 EU와 국제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축
적되어 온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7) 이러한 공감대는 케임브
리지 애널리티카 사건,178) 가짜뉴스, 정치 광고 및 여론 조작, 테러리즘을 조장
하는 혐오 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있다. 참고로 유럽의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IMCO: EU Parliament’s Committee on
172) European Commission(2017a), p. 9.
173) 2014년 11월부터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Competition)을 맡고 있는 마르
그레테 베스타게르 현 부위원장(현재 디지털 부위원장 겸직)은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들을 유럽 내 디지털플
랫폼시장의 ‘문지기(gatekeepers)’라고 지칭한 바 있다. “Speech by Executive Vice-President Margret
he Vestager: Building trust in Technology”(2020. 10.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174) European Commission(2019. 3. 20), Press release, “Commission fines Google €1.49 billion for
abusive practices in online advertising”; European Commission(2019. 7. 17), Press release, “Co
mmission opens investigation into possible anti-competitive conduct of Amazon”(모든 온라인 자료
의 검색일: 2021. 5. 31),
175) Caffarra and Morton(2021).
176) 이하,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은 VLOP로 약하여 칭함.
177) Kerber(2019), p. 21.
178) 영국의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2018년 초 한 케
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만든 앱과 페이스북 오픈 API를 활용하여 앱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정치적 선전 목적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사회적 물의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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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가짜·불법 제품 판매,
부당한 가격인상,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건 부과 등을 디지털플랫폼의 남
용 행위(abusive practices)로 규정한 바 있다.179)
현재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2019년 7월 집행위원장 출마에 즈음하여 유럽의 디지털생태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도입 의향을 천명했다.180) 2019년 12월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
원회는 2020년 2월 19일 ‘유럽디지털전략(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을
통해181)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Digital Services Act package)’182) 수립 계
획을 공식 채택하고,183)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현을 위한 사전
규제(ex ante rules) 성격의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를 2020년 4분기 중 공표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환경 구축을 위
해 게이트키퍼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0년 후반기 입법 제안을 목표로 약 4개월간의
집중적 작업을 통해 2020년 6월 초 DSA 제안서 작업의 초보적 성과물인 ‘초기
규제영향평가서(IIA: Inception Impact Assessments)’를 배포하고,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에 따른 당초 DSA 제
정 작업은 크게 2개의 축(pillars)으로 구분해 진행되어 왔다.184)
첫 번째 축(pillar I)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거래의 신뢰(trust) 및
안전(safety)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규제로서 디지털플랫폼의 ‘의무행위 목록
(whitelisted obligations)’과 ‘금지행위 목록(blacklisted obligations)’ 제
179) Brady, Balfour, and Purton(2020).
180) Von der Leyen(2019).
181) European Commission(2020a).
182) 본고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를 DSA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가 유럽디지털전략
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는 이후 DSA와 DMA로 나뉘어 입법 제안되었다.
183)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는 2020년 이후 e-Commerce Directive가 담당하던 디지털서비스 규제를 현대화하
는 것을 당초 목적으로 했으나, 이후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
184) IIA는 집행위원회의 계획을 EU 시민과 이해 관계자에게 알려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의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된다. EU 시민과 이해 관계자는 집행위원회의 IIA에 대한 문제점, 해법, 관련 정
보,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DSA 관련 IIA는 European Commission(2020b), NCT 관련
IIA는 European Commission(2020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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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관한 논의 결과가 추후 DSA 제안서에 반영되었는바,
이는 201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을185) 보완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 축(pillar II)은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구조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을 위해 EU 경쟁법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사전규제의 일환으로 ‘신규 경쟁법
도구(NCT: New Competition Tool)’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에 관한 논의 결
과가 추후 게이트키퍼들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DMA 제안서에 반영되었다.186)
이와 같이 DSA 및 DMA 제안서 제정 작업이 논의 초기부터 분명하게 분리
되어 추진된 것은 아니다. DSA 및 DMA 제안서의 분리 제정은 이용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첫 번째 축과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주안점
을 두는 두 번째 축이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한다는 집행위원회의 고려에 의한
다.187) 한편 2020년 12월 15일 공표된 DSA 및 DMA 제안서는 즉시 법적 효
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188) 회원국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며,189) 대략 2022년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regulation)으로190)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191)

185) Directive 2000/31/EC(이하, 전자상거래지침).
186) 집행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급자에 대한 규제로서 DSA를 도입하고 NCT를 통해 영국의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NCT를 금융서비스, 농업-식량을 포함한 전체 경제 분야에 폭넓게 적
용하려고 하였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조정되어 NCT는 DMA에 포함되어 주로 기술기업을 대상으
로 적용되었다. POLITICO(2020).
187) Brady et al.(2020).
188) 이하 EU의 기구 명칭은 외교부(2020)에 의함.
189) EU는 유럽집행위원회가 법을 제안할 수 있다.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새로운 입법에 대한 제안
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절차(Public Consultation)를 거쳐
입법 제안서를 만든다. 집행위원회는 입법 제안서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모든 회원국의 의회로 송부한
다. 입법 제안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와의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정(Regulation)으로 채택, 수정 또는 폐기
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회원국 의회의 반대 여부를 묻는 과정도 포함된다.
190) EU의 법 형태는 3가지가 있다.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이다. 규정은 모든 EU
회원국과 시민을 구속하며 회원국의 기존 법에 우선한다. 지침은 정책 목표만 규정하며 각 회원국이 구체적
규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결정은 특정 대상 회원국, 기업, 개인에게 적용된다.
191) Bendiek(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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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배경
DSA 입법 제안서가 밝히고 있는 DSA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전자
상거래지침 채택 이후에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서비스가 등장했다. 디지털서비
스는 EU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반면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가져왔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수평
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를 도입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EU 이사회는 지지를 표하면서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다음 사항이 반영
되기를 희망했다.192) 디지털플랫폼에게 적절한 법적 안정성 보장, 디지털플랫
폼의 책임,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 EU 및 회원국의 역량 및 협력 강화, 불법
행위 및 불법콘텐츠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조치, 표현의 자유 보장, 혐오발언
및 가짜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다. 유럽의회도 세 차례 결의를 통해
DSA의 제안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93) 일반적 모니터링 금지 등 전자
상거래지침의 기존 핵심 원칙 유지, 온라인 환경하의 소비자와 기본권 보호, 온
라인 익명성 보호, 디지털플랫폼의 정보제공 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194)
불법콘텐츠의 효과적 제재,195) 온라인광고 규제, EU 및 회원국의 감독, 규제
기관 간 협력 등이다.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DSA 제안서 발표일 전까지 디지털플랫폼
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법률 분석, 전자상거래 전문가 그룹 협의 등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
다.196)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와 관련한 공
개적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의 주요 원칙 유지를 포함한 다음과
19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0), paras. 46-49.
193) DSA 제안은 유럽의회가 TFEU(EU 기능조약) 제225조에 따라 채택한 결의에 기초한다. 그중 하나는 “단일시
장의 기능 개선을 위한 결의”[European Parliament(2020a)]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상법·
민법 조정 결의”[European Parliament(2020b)]이다. 또 다른 기초는 비입법절차로 채택한 “DSA와 제기된
기본권 문제에 대한 결의”[European Parliament(2020c)]다.
194)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법적 구제수단을 개별적으로 보장하도록 책임성 강화.
195) 불법콘텐츠에 대응하는 상세한 신고·조치 절차(procedure)에 대해서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196) DSA, Explanatory Memorandum, pp.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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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요 고려 사안들을 확인했다.197) 이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및 EU 역내
디지털시장 진흥을 위한 조치, 디지털서비스 감독 원칙 및 면책, 디지털플랫폼
의 의무 명확화, 불법콘텐츠(illegal contents) 신고 체계 효율화, 구제수단
(redress mechanism)의 필요성, 서비스공급자의 이용약관 준수, 온라인 마
켓플레이스의 판매자 확인 조치, EU 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유해콘텐츠(harmful contents) 삭제
반대, 정보의 우선순위 결정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감사, 온라인광고에
대한 이용자 권한 강화, 감독 및 법집행 강화, 역내 회원국 규제기관 간 협력 강
화, EU 차원의 통일된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EU 이사회, 유럽의회,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을 보장하고 기존에 유지되어 온 면책을 고수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에 법적 안
정성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불법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에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여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
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플랫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감독체계 및 수단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DMA는 일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반독점 사전규제에 주안점
을 둔다. 쉽게 말해,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경쟁법 도
구(NCT)’를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 DMA이다. DMA 제정의 당위성과 관련하
여, EU 이사회는 일부 VLOP의 게이트키퍼화, 게이트키퍼의 혁신기업 시장진
입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우려하면서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EU 반독점법
의 디지털시대 적합성을 평가·검토하고,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규제 수단을
개발함으로써 혁신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합적인(contestable)198)
197) 답변의 비율은 대중(EU 시민) 66%, 대중(비EU 시민) 8%, 회사/사업자 단체 7.4%, 사업자연합(6%), NGOs
5.6%, 규제기관 2.2%, 학계/연구기관 1.2%, 노동조합(trade union) 0.9%, 소비자/환경단체 0.4% 등이었
다. 동 의견수렴 이전인 2018년에도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인 Eurobarometer Survey를 통해 유럽회원국
으로부터 33,000건의 답변을 수집하여 분석한 바 있다.
198) 이론적으로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은 기업의 ‘치고 빠지기(hit and run)’, 즉 시장진입·퇴출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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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일부 디지털플랫
폼에게 강화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과 같은 DMA의 추진
배경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첫째, 소수의 게이트키퍼들이 소비자와 기업 간 데이터, 서비스 또는 상품 거
래의 대부분을 중개함으로써 디지털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199)
둘째, 사후적인(ex post) 반독점법 집행이 게이트키퍼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사후규제인 반독점법은 신속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취약
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수평적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행위 규제라는 특수한 현안 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DMA
는 게이트키퍼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된 법으로서 현행 EU 반독
점법을 보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200)
셋째, 현행 EU 반독점법은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현행 반독점법에는 시장
독점화의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함으로써 불가역적인(irreversible) 시
장지배력 보유가 임박한 게이트키퍼를 선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201)

없이(costless)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 시장이다. 이 가운데 자유로운 시장퇴출을 위해서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부재해야 한다. 신규 잠재기업(entrants)의 시장진입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소비자 및 기업이 가
격정보를 완전하게 공유하며, 기존 기업(incumbents)은 신규 잠재기업의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인(sustainable) 우월적 지위(예: 기술독점)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규 잠재
기업이 시장진입을 주저하게 된다. 만일 어떤 시장이 경합시장이라면 기업들은 늘 경쟁의 위협(threat of
competition)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그 숫자와 관계없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
로 초과이윤(supra-normal profit)도 증발한다. 경합시장이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 균형에 근접하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합시장으로의 이행 필요성 또는 경합시장에 대
한 탈규제(deregulation) 주장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OECD(1993)를 참고할 것.
199) DMA, Explanatory Memorandum, pp. 1-2.
200) Ibid., pp. 3-4.
201) DMA, Recital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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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DSA의 구조
DSA는 EU 역내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202) 시장이 적절한 기능
을 수행하도록 기여하고 EU 시민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
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공통규범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203)
DSA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i)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liability exemptions)을 위한 체계 수립 (ii)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 부과 (iii) DS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이다.204) DSA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집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림 3-1. DSA의 구조

DSA
권리 및 의무
(권리)
면책

이행 및 집행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간
견제와 균형

(의무)
주의의무

자료: 저자 작성.
202) DSA 제2조 (f)항. 중개서비스는 단순도관(mere conduit) 서비스, 캐싱(caching) 서비스, 호스팅(hosting)
서비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3) DSA 제1조 2항. 안전한 온라인 환경은 불법콘텐츠 규제를 포함한다. 유해콘텐츠(harmful contents)와 관련
해서는, DSA 제정 과정의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유해콘텐츠는 DSA에 정의하지 말고 삭제의무를 부과하
지 말자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기본권(표현의 자유)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4) DSA 제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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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입법 제안서는 제안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와 106개 전
문(Recital), 5개의 장(Chapter), 74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DSA 입법 제안서의 구조
제I장
제II장

일반조항: 대상 및 범위, 용어 정의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책임: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규정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주의의무

제III장

제1절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

제2절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하는 호스팅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조항

제3절

온라인플랫폼에게 적용되는 추가 조항

제4절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VLOP에게 적용되는 추가 조항

제5절

주의의무와 관련된 여타 조항

실행·협력·제재·집행: 규제기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

제IV장

제V장

제1절

규제기관 및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제2절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

제3절

VLOP의 감독·조사·집행·관리

제4절

일반적 집행 조항

제5절

위임조치

최종 조항: 규정의 평가·발효·적용

자료: 저자 작성.

DSA 제II장은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공통 권리로서 그 서비스 공급의 일환으
로 전송 또는 저장하게 되는 정보(콘텐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중개
서비스공급자가 자신이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감독 또는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불법콘텐츠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법규 준수를 했다하더라도 여전히 면책되도록 함으로써205) 중개서비스공급자
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

205) 현실에서는 EU의 많은 중개서비스공급자들이 자발적 조치를 기피해 왔으며, 그 이유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존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면책요건인 기술성·자동성·수동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지침 Recital 42는 동 지침에 의한 면책은 정보사회서비스공급자
가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통제력(control) 없이 “단순히 기술적, 자동화된,
수동적 성격”의 활동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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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제III장은 중개서비스공급자 계위별로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비례적으
로 주의의무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주의의무는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공통
의무)→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무 추가)→온라인플랫폼(의무 추가)→VLOP(의
무 추가) 순서로 누적되어 적용된다.206) 이러한 누적적 주의의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의 통제와 관련된 주의의무([그림 3-2]의 오른
쪽)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담보수단으로서의 투
명성과 관련된 주의의무([그림 3-2]의 왼쪽)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DSA는
VLOP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권 등을 위협하는 체계적 위험에 주목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투명성 의무(데이터·알고리즘 접근 제공)를 부과하
고 있다.

그림 3-2.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비례적 의무

추가의무++: 독립적 감사,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데이터, 알고리즘 접근 제공, 준법감시인 지정,
추가적 투명성, 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
(정보저장소 API공개)
추가의무+: 내부불만처리시스템 제공,
구제수단 통지, 법원 외 분쟁해결, 판매자
추적, 추가적 투명성, 온라인광고 투명성

VLOP

주의의무+++: 체계적 위험 평가 및 완화
(불법콘텐츠 유포; 기본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 보건, 안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
주의의무++: 빈번한 불법콘텐츠 오용 시

온라인플랫폼 조치 및 보호 의무, 범죄 의심 신고,
신뢰신고기관

호스팅

주의의무+: 신고-조치 방법 구축
(불법콘텐츠 실제 인식 또는 인지 시 삭제),
사유 고지

캐싱
단순 도관
공통 권리 : 면책 (전송 또는 저장되는 콘텐츠)
공통 의무 : 주의의무 (접촉처, 법률대리인, 이용약관, 투명성보고의무)

자료: 저자 작성.

206) DSA 제3장, 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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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제IV장은 DSA의 집행을 위해 규제기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SC: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유럽디지털서비스위원회(EBDS: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207)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과징금208) 등 제재수단
을 마련하여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다.209)

나. DSA의 적용범위
DSA는 정보사회서비스(ISS: Information Society Services)의 일부를 구
성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210) 정보사회서비스는
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1항(b)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11) 정보
사회서비스(ISS)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212) 원격으로,213) 전자적 수단에
의해,214) 서비스이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215)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
다.216) Directive (EU) 2015/1535 부속서(Annex) I는 정보사회서비스에 포
함되지 않는 서비스(예: 기본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의 사례 목록을 제시하
고 있는바, 이는 [표 3-2]와 같다.

207) 이하 디지털서비스위원회라 칭한다.
208) 벌금(fines)과 과징금(penalty)을 통칭함.
209) DSA 제IV장, 제38~70조.
210) DSA Recital 5.
211) 전자상거래지침은 정보사회서비스(ISS)를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상거래지침은 Directive 98/34/EC의
정의를 원용한다. 또한 Directive 98/34/EC를 개정한 Directive 98/48/EC의 Recital 2에서도 동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Directive 98/34/EC와 Directive 98/48/EC는 이후 Directive (EU) 2015/1535로 성문화되었다.
212) Directive 98/48/EC. Recital 19. 대가를 받지 않는 서비스는 공공교육, 사법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이 있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어떠한 약인(consideration)도 대가(remuneration)가 될 수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이 이용자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나 제3자가 광고료 등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으로 대가를 지
불받는 경우에도 “대가를 받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 DLA PIPER(2009), pp. 10-12.
213) 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1항(b)(i). “원격으로”는 당사자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without the parties being simultaneously present)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214) 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1항(b)(ii). “전자적 수단에 의해”는 서비스가 데이터의 처리(디지털 압축
포함) 및 저장을 위한 전자 장비라는 수단을 통해 처음에 전송되고 목적지에서 수신되며, 유선, 무선, 광학적
수단 또는 여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해 전적으로 전송, 전달 및 수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215) Directive (EU) 2015/1535. 제1조 1항(b)(iii). “서비스이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의해”는 개별적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데이터의 전송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216) “any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at a distance, by electronic means and at the
individual request of a recipient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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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정보사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목록
요건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전자적 기기를
이용하지만, 공급자와

원격 요건

이용자가 물리적으로
참석하여(physical
presence) 서비스를
공급
전자기기를 통해
공급되지만
실물(material)
콘텐츠가 있는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전자적
수단 요건

전자적
처리(processing),
저장(inventory)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급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요청
요건

개별적 요청 없이
데이터 전송으로 다수

사례
(i) 수술 시 전자기기를 통한 의료 진단 및 치료이나 환자가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경우
(ii) 고객이 내방한 가게에서 전자 카탈로그를 통한 상담
(iii) 고객이 내방한 여행사에서 컴퓨터망을 통한 비행기표
예약
(iv) 고객이 물리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비디오 아케이드에
서 전자게임 제공
(i) 자동현금인출기, 자동티켓발급기(은행권, 기차표)
(ii) 이용료를 부과하는 톨게이트, 주자창(진출입과 사용료
지급 확인에 전자기기가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CD롬, 디스켓에 들어 있는 소프트웨어 유통
(i) 음성전화서비스
(ii) 텔레팩스/텔렉스 서비스
(iii) 음성전화 또는 팩스로 공급되는 서비스
(iv) 의사의 전화/텔레팩스 상담
(v) 변호사의 전화/텔레팩스 상담
(vi) 전화/텔레팩스를 이용한 직접 마케팅
(i)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217) 포함되는 텔레비전 방송서비
스(비디오에 가까운(near-video) 온디맨드 서비스 포함)

이용자의 동시 수신을

(ii) 라디오 방송서비스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iii) TV로 방송되는 텔레텍스트(teletext)

자료: 저자 작성.

217) Directive 2010/13/EU 제1조 1항 (a) 시청각미디어서비스(audiovisual media service)는 서비스공급자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전자커뮤니케이션망을 이용해 공중에 정보, 유흥,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사례로는 TV방송(프로그램편성에 따라 동시관람을 위해 제공), 온디맨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비선형시청각서비스로 미디어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한 프로그램 카탈로그에 기초하여 이용
자가 선택한 경우 제공)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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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DSA의 중개서비스공급자 유형 분류 및 계위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부가통신서비스)
중개서비스공급자
(ISP :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정보의 전송

정보의 임시 저장

정보의 장기 저장

단순도관공급자

캐싱서비스공급자

호스팅서비스공급자

(mere conduit servi ce
providers)

(caching service
providers)

(hosting service
providers)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VLOP : very large online
platform)

(online platform)

정보의 저장 및 제공

자료: 저자 작성.

DSA의 적용대상인 중개서비스는 단순도관서비스(mere conduit),218) 캐
싱서비스(caching),219) 및 호스팅서비스(hosting)를220) 의미한다고 정의된
다.221) 호스팅서비스의 일환인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 공급
자”로 정의한다. 다만, (i) 그러한 활동이 미미(minor)하거나 단순히 다른 서비
스의 부수적 기능(ancillary feature)을 가진 경우 (ii) 객관적·기술적 이유로
다른 서비스에 종속하는 경우 그리고 (iii) 부수적 기능과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218) DSA 제3조.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커뮤니케이션망에의 접근을
제공하는 등 ‘단순도관(mere conduit)’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219) 캐싱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은 단순 도관과 같으나, 디지털콘텐
츠를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에 자동적·중간적(intermediate)·일시적(temporary)으로 저장되게 하는 기술
로서,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속도는 높이고 서버 접근 부하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20) 호스팅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하는 서비스이다. 호스팅
서비스가 캐싱서비스와 다른 점은 호스팅서비스는 데이터를 서버에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는 점이
다. 호스팅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저장 기능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감상하게 하는 서비스로 현존하는 온
라인플랫폼공급자 대다수가 이러한 유형의 중개서비스공급자에 속한다.
221) DSA 제2조 (f)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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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이 DSA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DSA가 정
의하는 온라인플랫폼에 해당하지 않는다.222) VLOP는 EU 내에서 월 평균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이다.223) 결론적
으로 DSA의 적용대상인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및 온라
인플랫폼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온라인플랫폼에는 사업규모가 매우 큰 VLOP
가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DSA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고정사업장(establishment)의 위치에 관계없
이, EU 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거주지(residence)를 두고 있는 서비스 수령자
에게224) 제공되는 모든 중개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225) 이는 DSA가 EU 역
외에서 역내로 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역외적용됨을 의미한다.
‘중개서비스가 아닌 서비스’가226)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되는지의 여부
와 관계없이, DSA는 ‘중개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또는 ‘중개서비스가 아닌 서
비스에 부과되는 요건(requirements)’은 적용대상이 아니다.227) 또한 DSA는
다음 표에 열거된 EU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 EU법들은 DSA
에 우선하거나,228) 또는 DSA와 중첩적으로229) 적용된다.230)

222) DSA 제2조 (h)~(i)항.
223) DSA 제25조 1항.
224) DSA 제2조 (b)항. 서비스 수령자는 관련된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225) DSA 제1조 3항.
226)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있을 것이다.
227) DSA 제1조 4항.
228) Regulation (EU) 2019/1150은 특별법(lex specialis)의 자격으로 DSA에 비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DSA Explanatory Note. p. 4.
229) Directive 2010/13/EC는 시청각콘텐츠 등에 대해 적용되나, 테러 관련 콘텐츠가 관련되면 본 규정도 적용됨.
230) DSA 제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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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DSA에 우선하거나 DSA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법
1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Directive 2010/13/EC, 이후 Directive 2018/1808에 의해 수정)

3

EU 저작권법 및 관련 권리

4

테러리스트 콘텐츠 유포 방지 규정

5
6
7
8
9

전자적 형사증거에 대한 생산 및 보존에 관한 규정/형사절차의 증거 수집을 위한 법률 대리인 임
명에 관한 지침
폭발물질의 마케팅 및 사용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2019/1148)
온라인매개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231)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규정(Regulation (EU) 2019/1150)
회원국의 소비자 보호 당국 간의 협력 규정(Regulation (EU) 2017/2394)을 포함한 EU 소비자
보호 및 제품안전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법(특히 GDPR(Regulation (EU) 2016/679) 및 프라이버시 전자커뮤
니케이션 지침(Directive 2002/58/EC))

자료: DSA 제1조 제5항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DSA의 주요 내용
DSA의 주요 내용은 크게 (i)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ii) 중개서비스공급
자에 대한 주의의무 부과 (iii) DSA의 시행·협력·제재·집행 등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본다.

1)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DSA 제2장은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에 대한 면책권
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목적은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의 면책조항을 대체하는
것이다.232) 중개서비스를 기술적·기능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231) Regulation (EU) 2019/1150. 제2조 2항 온라인매개서비스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사업자
(business users)가 상품(서비스)을 소비자에게 제공(offer)하여 양자 사이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다. 거래의 완료 여부는 상관이 없다. 동 서비스는 온라인매개서비스공급자와 이용사업
자 간의 계약에 의해 공급된다. 온라인매개서비스는 중개서비스의 일부로 판단된다.
232) DSA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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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중개서비스 구분 요건
구분

공통

커뮤니케이션망 접근제공+전송

단순도관서비스
캐싱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
정보의 처리

온라인플랫폼

VLOP

구분 요건

및 저장

자동적·중간적(intermediate)·
순간적(transient) 정보 저장
자동적·중간적(intermediate)·

정보 전송

일시적(temporary) 정보 저장

정보 저장
정보 저장+정보 제공
(다수의 일반 고객)

장기간(long-term) 또는

정보 저장+정보 제공

영구적(permanent) 정보 저장

(다수의 일반 고객)+월 평균 활
동 소비자 4,500만 명 이상

자료: 저자 작성.

단순도관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망(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해 전송하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망에의 접근(access)을 제공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이며, 정보 저장은 순간적이다.233) 캐싱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해 전송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이
며, 정보 저장은 일시적이다.234) 호스팅서비스는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
보를 저장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이며, 정보 저장은 장기적이
다.235) 온라인플랫폼은 정보의 장기 저장에 더해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이다. VLOP는 온라인플랫폼 중에서 월 평균 활
동 소비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경우로서 정보의 장기 저장 및 제공 측면에서
는 일반적인 온라인플랫폼과 다르지 않다. 모든 유형의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법
규 위반에 대한 법원이나 행정당국의 해결 또는 예방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
233) 단순도관서비스로는 모뎀, 케이블, 유선(fixed lines)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독자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인터넷
접속서비스공급자(Internet Access Provider), 인터넷의 다양한 하부 구조를 상호 접속하는 백본운영자
(backbone operators)가 거론된다. DLA PIPER(2009), p. 7.
234) 캐싱서비스는 단순도관과 달리 커뮤니케이션망 접근(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은 제공되지 않
는다. 캐싱서비스로는 고객이 접속한 웹사이트의 지역별 사본을 저장하는 프록시서버(proxy server)가 거론된다.
Ibid., p. 7.
235) 호스팅서비스로는 웹 공간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이 콘텐츠를 업로드 하도록 하는 웹호스팅회사가 거론된다.
Ibid., p. 8.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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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36)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중개서비스공급자별로 전송 또는 저장
정보에 대해 면책된다. 각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요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순도관(제3조)의 면책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순도관서비스공급자가 (i)
스스로 전송을 시작하지 않으며 (ii) 전송 수령자를 선택하지 않으며 그리고
(iii) 전송에 포함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단순도관
이 제공하는 전송 및 접근 제공은 정보의 저장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저
장은 전송을 위해 거치게 되는 합리적 시간 범위 내의 절차로서 자동적·중간
적·순간적이어야 한다. 즉 단순도관의 경우 저장 자체는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독립된 서비스 항목이 아니므로 단순도관서비스공급자의 면책은 전
송 정보에 한정된다.
캐싱서비스(제4조)의 면책 요건은 다음과 같다. 캐싱서비스공급자가 저장된
정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i)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며237) (ii) 정보에
대한 접근 조건을 준수하고 (iii) 산업계가 널리 인정·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정
해진 정보 갱신 규칙을 준수하며 (iv) 정보의 취득을 위해 산업계가 널리 인정·
활용하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v) 전송의 최초 원천에 있는 정
보가 망에서 삭제된 사실, 해당 정보의 접근이 차단된 사실, 또는 법원이나 행정
당국이 그러한 삭제 또는 차단을 명령한 사실을 실제 인식하는 즉시 정보를 삭
제하거나 접근 차단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캐싱서비스공급자는 다른 정
보수령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수령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한 목적에서 자동적·중간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정보에 한해 면책된다.
호스팅서비스(제5조)의 면책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호스팅서비스공급자가 저
장된 정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에238) 대한
236) DSA 제3조, 제4조 2항 및 제5조 4항.
237) 예를 들어, IDC의 캐시서버에 수개월 동안 저장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복사본이 외국의 서버에 있는 원본과
일치해야 한다.
238) DSA 제2조 (g)항은 불법콘텐츠를 “정확한 대상이나 관련법의 특성을 불문하고, 어떤 정보 자체 또는 어떤 행
위(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 포함)와 연관된 정보가 EU법·회원국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EU법과 회원국법을 위반하는 모든 정보가 불법콘텐츠라고 정의하는 셈이다. DSA
Recital 12에 따르면 불법 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정보 자체(information itself)가 불법인 경우와 불법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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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식(actual knowledge)이 없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
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인식 또는 인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 또는 인지
와 동시에 신속히 불법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239) 다
만 호스팅서비스공급자가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자가 불법을 행한 경우에
는 호스팅서비스공급자에게 면책이 부여되지 않는다.240) 소비자보호법에 따
른 온라인플랫폼의 책임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241) 이는 합리적 지적 능력
을 보유한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제
공·거래되는 정보나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신뢰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플랫폼이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는 거래상대
방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다.2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제7조(일반적 감독 또는 사실 확인
의무 부존재)에 따라 자신이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독
위(illegal activities)와 관련된 정보로 구분된다. 정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증오 발언(illegal hate
speech), 테러 콘텐츠(terrorist contents), 불법적인 차별 콘텐츠(unlawful discriminatory contents)가
포함된다. 불법적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아동의 성적학대 자료(child sexual abuse)의 공유, 사적 영상의 동
의 없는 불법적인 공유(unlawful non-consensual sharing of private images), 온라인 스토킹(online
stalking), 모조품 및 위조품 판매(sale of non-compliant or counterfeit products), 저작권 보호대상 자
료의 승인되지 않은 사용(non-authorized use of copyright protected material),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
(activities involving infringements of consumer protection law)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유해콘텐
츠(harmful contents)에 관하여 DSA는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VLOP가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가짜뉴스 등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s)을 수반하는 콘텐츠가 유해콘텐츠에 해당되는 것으
로 암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9)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과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가 드러난 사실
또는 정황의 인지(awareness)는 구분된다. 동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지침이나 DSA가 제공하고 있
지 않으므로 판례 등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AG Opinion C-324/09, Para. 164에서 실제 인식은 “서
비스공급자가 외부의 신고 또는 자발적 조사에 기초하여 알게 된 과거 또는 현재의 정보, 활동,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한다. 독일 법원은 실제 인식을 “가상의 자동화된 컴퓨터의 지식이 아닌, 실제의 적극적인 인간
의 지식”으로 이해한다. 과실에 의한 무지(negligent ignorance), 조건부 고의(conditional intent)는 인식을
구성하지 않는다. 서비스공급자는 정확히 확인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인
식은 특정한 불법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과거 서버에 불법적 제안·내용물이 게시했다는 사실을 일반
적으로 인지(general awareness)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불법
행위 또는 불법콘텐츠가 명백한(apparent)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면책을 받는데, 독일
법에서는 이를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 Verbiest et al.(2007), pp. 36-37.
240) DSA 제5조 2항.
241) 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 계약으로 소비자와 상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온라
인플랫폼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한 정보 또는 거래 대상 상품(서비스)
이 온라인플랫폼 자신이 제공하거나 아니면 온라인플랫폼의 통제를 받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믿게 하는 경우라면 온라인플랫폼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242) DSA 제5조 3항.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111

(monitoring) 의무, 또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사실 및 정황을 탐지할 의무에
서 자유롭다. 이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 규정에 해당된
다. 물론 DSA와 전자상거래지침 간 상이성도 존재한다. 전자상거래지침 제15
조(일반적 관리 의무 부존재) 2항의 경우 정보사회서비스 공급자에게 관할당국
에게 보고 및 소통 의무 등을 부여할지의 여부를 회원국에게 위임했으나, DSA
는 제9조를 통해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지침
과 달리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면책 관련 조항이 추가된 부분도 존재한다.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제6조(자발적 조사 및 법규 준수)에 따라 자발적 조사와 불
법콘텐츠 탐지·식별·제거·차단 활동 및 법규준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DSA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면책 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의제되지 않는다.

표 3-5.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DSA 제II장)
구분
공통

요건

추가 의무

- 일반적 관리 또는 사실 확인의무 없음
- 자발적 조사 및 법규준수가 면책 부적격으로 간주되지 않음
- 다음 3가지 요건 충족 시:
(i) 자신이 전송을 시작하지 않고

단순도관서비스

(ii) 전송수령자를 선택하지 않고
(iii) 전송되는 정보를 선택 또는 변경하지 않음
- 면책 내용: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 면책
- 다음 5가지 요건 충족 시:

침해 종료, 예방 요
청에 따를 의무
· 사법·행정당국의

(i) 정보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콘텐츠에 대한

(ii) 정보에 대한 접근요건 준수

조치 명령 이행 및

(iii) 산업계의 정보 갱신 규칙 준수
(iv) 데이터 취득 기술의 합법적 사용 방해 금지
캐싱서비스

· 사법·행정당국의

(v) 원천정보 삭제·차단, 삭제·차단 명령 인식 후 즉시
삭제·차단
- 면책 내용: 다른 정보수령자들의 요청에 따라 요청 정
보수령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

결과 보고
·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
· EU법과 일치하는
회원국의 형사절차
요건 준수

으로만 행하는 자동적·중간적(intermediate)·일시
적(temporary) 정보 저장에 대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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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구분

요건

호스팅서비스

-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온라인플랫폼

(i) 불법행위·불법콘텐츠 불인식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불인지, 또는
(ii) 인식, 인지 후 신속한 삭제, 접근차단

VLOP

- 면책 내용: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정보
에 대해 면책

추가 의무

· 위와 같음
·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책임

- 예외: 서비스이용자가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 통제하
에서 행위 시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면책 불가
자료: 저자 작성.

한편 DSA 제8조에 따라 회원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이 적법하게 내린 특
정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을 접수한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부당한 지체 없
이 명령의 결과, 조치 내용 및 시각을 보고해야 한다.243) 그러한 조치 명령은
(i) 해당 정보가 불법콘텐츠라는 EU 또는 회원국의 법적 근거, 불법콘텐츠에 관
한 확인된 정보244) 중개서비스공급자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포
함해야 하며 (ii) 명령의 지리적 범위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하고 (iii) 중개서비스공급자가 통보한 언어로 작성해 지정한 접촉처
(point of contact)에 전달되어야 한다.245) 명령을 내린 사법·행정당국이 속
한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러한 명령의 사본을
제67조상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다른 모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송부
해야 한다.246) 중개서비스공급자는 DSA 제8조에 따른 의무 준수 이외에도
EU법에 부합하는 개별 회원국의 형사절차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247)
또한 DSA 제9조에 따라 회원국의 사법·행정당국이 적법하게 내린 정보 제
공 명령을 접수한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243)
244)
245)
246)
247)

DSA 제8조(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제1항
정보의 URL 등 관련정보의 전자적 위치와 불법콘텐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DSA 제8조 2항.
DSA 제8조 3항.
DSA 제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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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248) 그러한 정보 제공 명령은 (i) 정보 요청의 목적과 정보 요청이 이용
자의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례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사
유서249) 중개서비스공급자와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포함해야 하
며 (ii)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미 취합한 정보로서 중개
서비스공급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정보에 한하고 (iii) 중개서비스공급자가
통보한 언어로 작성해 지정한 접촉처에 전달되어야 한다.250) 명령을 내린 사
법·행정당국이 속한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본
조 제1항의 명령 사본을 제67조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다른 모든 디지털서
비스조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251) 중개서비스공급자는 DSA 제9조에 따른
의무 준수 이외에도 EU법에 일치하는 개별 회원국의 형사절차 요건도 준수해
야 한다.252)

2)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주의의무
DSA는 중개서비스공급자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주의의무를 조절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DSA는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공통 의무
를 규정한 후, 호스팅서비스공급자 및 온라인플랫폼에게 추가적 의무를 부과하
고 있으며, 특히 VLOP에게는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에 비례하는 의무를 추가
하고 있다.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 특성 및 규모에 따라 DSA가 규정한 모
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서비스이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처리는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
적을 가진다.253)

248) DSA 제9조(정보제공 명령) 1항
249) 단 형사범죄의 예방, 조사, 인지, 기소와 관련하여 사유서가 제공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0) DSA 제9조 2항.
251) DSA 제8조 3항.
252) DSA 제9조 4항.
253) DSA Recital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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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공통 의무
DSA 제III장(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주의의무)의 제1절은 모
든 중개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3-6.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공통 의무
DSA 조항

표제

제10조

접촉처

제11조

법률대리인

제12조

이용약관

제13조

중개서비스공급자의
투명성 보고 의무

내용
단일 접촉처 지정 의무
법률대리인 선임 의무(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역내에 서비
스 공급 시)
이용약관 의무 기재사항(콘텐츠조정정책, 절차, 조치, 도구
에 관한 정보)
투명성 보고 의무(콘텐츠조정보고서 공개)

자료: 저자 작성.

① 제10조(접촉처): 중개서비스공급자는 규제기관,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
스위원회와의 소통을 위한 단일 접촉처를 두어야 한다.
② 제11조(법률대리인): EU 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EU 역내에 서비스
를 공급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254) “EU 역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정보사회서비
스공급자가 EU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를 1개국 이상의 회원국 내에 존
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연관’은 EU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
는 경우에도 EU 회원국 내 사용자 수가 상당하거나,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활
동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간주된다.255) 고정사업장이 EU 역내
에 없는 경우 선임되는 법률대리인은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더하여 또는 중개서

254) DSA 제11조.
255) DSA 제2조 (d)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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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공급자를 대신하여 규제기관,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위원회 결정의 수
령, 준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를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한
다.256)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DSA 미준수 시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법률대리인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257) 그리고 DSA가 법률
대리인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258) 중개
서비스공급자는 법률대리인의 명칭,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회원국의 디지
털서비스조정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한다.259) 한편 법률대리인을 선
임한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관할권은 법률대리인이 주재하는 또는 설립된
회원국에 있다고 간주한다.260)
③ 제12조(이용약관):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이용약관(terms and conditions)
에261) 고객 콘텐츠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한조치에 관한 정보를 명확한 언
어로 작성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에는 알
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사람에 의한 검토 등 포함한 콘텐츠조정(content
moderation)262) 정책, 절차, 조치, 도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263) 또
한 중개서비스공급자는 그러한 제한조치를 서비스이용자의 기본권을 포함한
합법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성실하게, 객관적·비례적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
다.264)

256) DSA 제11조 2항.
257) DSA 제11조 3항. “The designated legal representative can be held liable for non-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liability and legal actions that
could be initiated against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258) DSA 제11조 5항. “The designation of a legal representative within the Un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amount to an establishment in the Union.”
259) DSA 제11조 4항.
260) DSA 제40조 2항.
261) DSA 제2조 (q)항. 이용약관은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중개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이용자 간의 계약관
계를 지배하는 모든 조건 및 사양을 의미한다.
262) DSA 제2조 (p)항. 콘텐츠조정(content moderation)은 이용약관에 불일치하는 불법콘텐츠 또는 불법정보의
탐지, 식별,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는 불법콘텐츠 또는 불법
정보의 활용가능성, 가시성,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강등조치, 접근차단, 삭제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서비
스이용자의 계정정지 또는 해지와 같은 서비스이용자의 정보제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포함한다.
263) DSA 제12조 1항.
264) DSA 제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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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3조(중개서비스공급자의 투명성 보고 의무):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매
년 1회 이상 콘텐츠조정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265) 다만 미소기업 및 소기업
에 대해서는 투명성보고의무가 면제된다.266) 콘텐츠조정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i)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해 불법콘텐
츠 관련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숫자 및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데
걸린 평균시간 (ii) 제14조에 따른 신고(notice)의 숫자(주장된 불법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구분), 해당 신고에 따라 취한 조치(법에 따른 조치와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 구분) 및 조치를 취하는 데 소요된 평균시간 (iii) 서비스공급자가 독
자적 목적을 위해 행한 콘텐츠조정의 숫자 및 조치유형(조치의 근거 및 이유에
따라 구분) (iv) 제17조에 따른 내부불만처리시스템을 통해 수령한 불만의 숫
자, 불만의 원인, 해당 불만에 취한 결정, 결정에 걸린 평균시간, 결정이 번복된
숫자.

나)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 추가 의무
DSA 제3장 제2절은 호스팅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동 의무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신고·삭제(notice and takedown) 절
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67) 즉 호스팅서비스공
급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콘텐츠를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 또
는 인지(awareness)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콘텐츠를 삭제 또는 접근 차단해야
한다. 단 삭제 또는 차단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 실제 인식 또는 인지는 자발적 조사 또는 개인
이나 단체의 신고에 의해 가능하다. 다만 신고는 충분히 정확해야 하고 적절히
265) DSA 제13조 1항.
266) DSA 제13조 2항. 미소기업 및 소기업의 정의는 2003/361/EC의 부속서(Annex)의 정의에 따른다. 동
Annex 제2조에 따르면 미소기업은 10명 미만을 고용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2백만 유로 이하인 경우이고, 소
기업은 50명 미만을 고용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267)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1항(b)는 신고·삭제 조치(notice and takedown)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고·삭제
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제21조 2항이 향후 동 전자상거래지침의 개정을 위한 검토 시 신고·
삭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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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건실한 경제사업자라면268) 누구라도 해당 콘텐츠
가 합리적 관점에서 불법콘텐츠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269)

표 3-7.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의 추가적 의무
DSA 조항

표제

제14조

신고·조치 방법

제15조

사유서

내용
신고·조치 방법 구축 의무
삭제·차단 결정 사유 고지 의무

자료: 저자 작성.

① 제14조(신고·조치 방법):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콘
텐츠로 보이는 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
이고 필히 전자적 수단에 의하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270) 신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충분히 정확하고 적절히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i) 개인·
단체가 특정 정보를 불법콘텐츠라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ii) 정보의 URL 등 관
련정보의 전자적 위치와 불법콘텐츠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정보의 명확한
제시 (iii) 신고하는 개인·단체의 명칭 및 이메일 주소(단 성적 아동학대의 경우
는 예외) (iv) 신고자의 주장이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확인서 포
함.271)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제공된 정보
에 대해 실제 인식·인지한 것으로 간주된다.272)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신고를
수령했다는 확인 메일을 보내야 하며,273) 신고한 정보에 대한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고 가능한 구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74) 또한 신고에 대
한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성실하게 객관적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275)
268) Regulation (EU) 2019/1020 제3조 (13) 경제사업자(economic operator)는 제조업자, 대리상, 수입업자,
유통업자, 풀필먼트사업자 등 제조, 유통에 책임이 있는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한다.
269) DSA Recital 22.
270) DSA 제14조 1항.
271) DSA 제14조 2항.
272) DSA 제14조 3항.
273) DSA 제14조 4항.
274) DSA 제14조 5항.
275) DSA 제1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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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5조(사유서):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이용자가 제공한 특정 정보를 삭
제·차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정보의 탐지·식별·삭제·차단에 사용된 수단과 결
정사유를 불문하고, 삭제·차단 시점에 이용자에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결정내용과 함께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정사유를 고지해야 한다.276)
(i) 결정이 삭제인지 차단인지 여부 및 차단의 지역적 범위 (ii) 결정의 근거 사
실·정황과 결정이 제14조의 신고에 의한 조치인지의 여부 (iii) 불법콘텐츠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정보가 불법콘텐츠로 간주되는 법적 근거 제시 및 설명 (iv)
이용약관에 위반된다고 추정되는 정보에 대한 결정에 관해서는 해당 이용약관
의 근본취지 및 위반 이유 설명 (v) 결정과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에게 가용한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내부불만처리방법, 법원 외 분쟁해결, 법적 구제 등 포
함).277)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자가 효과적으로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호스팅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가 편리하고, 정확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278)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집행위원회가 관리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사유서를 공표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279)

다) 온라인플랫폼의 추가 의무
DSA 제III장 제3절은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는 추가적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중 미소기업(micro enterprises) 또는 소기업(small enterprises)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80)

276) DSA
277) DSA
278) DSA
279) DSA
280) DSA

제15조 1항.
제15조 2항.
제15조 3항.
제15조 4항.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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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온라인플랫폼의 추가적 의무
DSA 조항

표제

내용

제17조

내부불만처리시스템

내부불만처리시스템 제공 의무

제18조

법원 외 분쟁해결

법원 외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 보장 의무

제19조

신뢰신고기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뢰신고기관(trusted flaggers)의 신고에 대한 우선대우
부여 의무

오용에 대한 조치 및

이용자의 오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빈번한 불법콘텐츠

보호

게시, 빈번한 근거 없는 신고·불만)

범죄 의심 신고
판매자 추적 가능성
온라인플랫폼의 투명
성 보고 의무
온라인광고의 투명성

범죄 의심 정보 신고 의무
판매자 추적 가능성(판매자의 특정 정보 수령·저장· 평가·공
개 의무)
추가적 투명성 의무(콘텐츠조정보고서에 3가지 사항 추가,
월평균 이용자 수 공시)
온라인광고의 투명성 의무(광고 사실, 광고주, 광고 대상 이
용자 결정 변수 등 공개)

자료: 저자 작성.

① 제17조(내부불만처리시스템): 불법콘텐츠 또는 이용약관 위반콘텐츠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은 내부불만처리시스템(internal comp
laint-handling system)을 제공해야 한다.281) 그러한 결정은 정보의 삭제·차
단,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지·종료, 서비스이용자 계정의 정지·
종료 결정 등이며,282) 자동화된 수단에만 기초해서 이루어진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283)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이용자에게 최소 6개월간 불법콘텐츠 및 이
용약관 위반 콘텐츠 결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불만을 제출할 수 있
는 내부불만처리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내부불만처리시스템은 접근
이 용이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충분히 정확하고 적절히 입증된 불만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284) 온라인플랫폼은 접수된 불만을 적시에 성실하고 객
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불만이 충분히 근거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을 번복
281) DSA
282) DSA
283) DSA
284) DSA

제17조
제17조
제17조
제17조

1항.
1항.
5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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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285) 온라인플랫폼은 불만을 제기한 서비스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결정
을 알리고 법원 외 분쟁해결절차 및 기타 가능한 구제수단을 알려야 한다.286)
② 제18조(법원 외 분쟁해결): 서비스이용자들에게는 법원 외 분쟁해결절차
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장되는바, 서비스이용자는 결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인증한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를 선정
할 권리를 가진다.287) 온라인플랫폼은 선정된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288)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된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분쟁해결기구의 요청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된 분쟁해결기구를 인증해야 한다.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가 인증을 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
해야 한다. 이는 (i) 온라인플랫폼 및 해당 이용자와의 독립성 (ii) 불법콘텐츠
및 이용약관 적용 등에 대한 전문성 (iii) 전자통신기술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
한 접근의 용이성 (iv)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절약적(cost-effective) 방
법을 통한 분쟁 해결 (v)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규정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이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구는 인증서에 분쟁해결 전문분야 및 사용언어를 특정
해야 한다.289) 분쟁해결기구가 서비스이용자에게 우호적 결정을 내린 경우, 온
라인플랫폼은 서비스이용자가 지불한 합리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반면 분쟁
해결기구가 온라인플랫폼에 우호적 결정을 한 경우, 서비스이용자는 온라인플
랫폼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분쟁해결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요
된 합리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분쟁해결기구는 분쟁 개입 전 관련 절
차와 비용을 서비스이용자와 온라인플랫폼에게 고지해야 한다.290) 회원국은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고 동 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291) 디지털
285) DSA 제17조 3항.
286) DSA 제17조 4항.
287) 이는 DSA 제17조에 따른 내부불만처리시스템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으나, 내부불만처
리시스템에 의한 해결시도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비스이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원의 구제
절차를 이용할 권리도 있다. 또한 DSA 제18조 6항에 따라 Directive 2013/11/EC에 의한 소비자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절차 또한 여전히 보장된다.
288) DSA 제18조 1항.
289) DSA 제18조 2항.
290) DSA 제1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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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조정기관은 집행위원회에게 인증 받은 분쟁해결기구, 동 기구의 전문분
야 및 사용언어를 신고하고, 집행위원회는 분쟁해결기구의 명단·특성·웹사이
트를 공지하고 갱신한다.292)
③ 제19조(신뢰신고기관): 온라인플랫폼은 신뢰신고기관(trusted flaggers)
의 지위를 보유한 단체가 제출한 신고를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신뢰신고기
관의 지위는 단체에만 부여되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293) 온라인플랫
폼은 신뢰신고기관의 신고가 우선적으로 지체 없이 처리되도록 기술적·체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294) 신뢰신고기관의 지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의 신
청에 따라 그러한 단체가 설립된 회원국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부여한다. 신
청기관은 신뢰신고기관 지위를 얻기 위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
다. (i) 불법콘텐츠 탐지‧식별‧신고에 특별한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ii) 집단적 이해관계(collective interests)를 대표하고, 온라인플랫폼과 독립
적이어야 한다. (iii) 적시에 성실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신고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295)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집행위원회 및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신뢰
신고기관 지위가 부여된 단체의 명칭, 주소 및 이메일을 알리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공지·갱신해야 한다.296) 신뢰신고기관이 불충분·부적절 신고를 한 경우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관련 문서와 설명을 제공 후 협의
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신뢰신고기관에게 반박기회 부
여 후 신뢰신고기관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297)

291) DSA 제18조 4항.
292) DSA 제18조 5항.
293) DSA Recital 46. 신뢰신고기관(trusted flagger)은 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예로 제시되는 사례로는 테
러리스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사법당국의 인터넷 담당부서, Europol(유럽형사경찰기구)가 있다. 비정
부기관이나 준공공기관 등도 가능하다.(예, INHOPE(아동성적학대 자료 핫라인), 또는 여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표현 신고기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산업협회, 권리자 협회 등이 제시된다. 또한 신뢰신고기관에
대한 우선대우가 신뢰신고기관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유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94) DSA 제19조 1항.
295) DSA 제2조.
296) DSA 제19조 3~4항.
297) DSA 제19조 5~6항.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 협의 후 온라인플랫폼과 디지털서
비스조정기관을 지도(guidance)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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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0조(오용에 대한 조치 및 보호):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콘텐츠 오용
(misuse)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은 명백한 불법콘텐츠
를298) 빈번히 제공하는 이용자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manifestly unfounded)
신고·불만을 빈번히 제기하는 이용자에게 사전 경고 후 서비스 제공을 합리적
인 기간 동안 중지해야 한다.299) 온라인플랫폼은 오용 여부를 사안별로, 적시
에, 성실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용 여부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정
황은 직전년도의 명백한 불법콘텐츠 및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신고·불만 숫자,
직전년도 신고 수 대비 명백한 불법콘텐츠 및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신고·불만
숫자의 상대 비율, 오용의 중대성 및 결과, 이용자·개인·단체·불만제기자의 의
도 등을 포함한다.300) 온라인플랫폼은 오용 여부 및 서비스 정지 기간 평가 시
고려하는 사실·정황을 포함한 오용관련 방침을 이용약관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⑤ 제21조(범죄 의심 신고): 온라인플랫폼이 인간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심되는 정보를
인지할 경우 이를 사법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301) 온라인플랫폼이 합리적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회원국의 사법당국이나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 회원국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피의자의 거주지 또는 주재 장소, 또는 피해자의 거
주지 또는 주재 장소를 의미한다.302)
⑥ 제22조(판매자 추적 가능성): 소비자가 판매자(traders)와 원격계약을 체
결하도록 허용하는 온라인플랫폼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한

298) 명백한 불법콘텐츠(manifestly illegal content)는 추가적 조사 없이도 비법률가에게도 명백한(obvious) 경우
를 의미한다. 다만 상표권, 저작권, 경쟁법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법성을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불법콘텐츠라고 신고한 사람이나 단체의 신뢰성과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Verbiest et al.(2007), p. 41.
299) DSA 제20조 1~2항.
300) DSA 제20조 3항.
301) DSA 제21조 1항.
302) DSA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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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보를 수령·저장·평가·공개해야 한다.303) 온라인플랫폼이 원격계약
에 의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정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해당 판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
판매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ii)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식별
서 (iii) 판매자가 자연인인 경우, 은행계좌 정보 (iv) 경제사업자(Economic
Operator)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v)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또는 유사
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응하는 식별수
단 (vi) EU법을 준수하는 제품·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자기인증.304)
온라인플랫폼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EU 또는 회원국 공식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거나, 판매자에게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발행
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판매자가 제출한 (i), (iv), (v) 정보의 신뢰성
을 평가해야 한다.305) 그러한 판매자 정보가 부정확·불완전한 경우, 판매자에
게 정정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
야 한다.306) 온라인플랫폼은 (i), (iv), (v) 및 (vi)의 정보를 명백하고, 접근이 용
이하며,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307) 판매자 신
원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후에는
삭제해야 한다.308) 온라인플랫폼은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제3자에
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309) 온라인플랫폼은 판매자가 EU법상 계약 전 정보,
제품안전정보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야 한다.310)
303) DSA Explanatory Memorandum, 5. (Other Elements) 평가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신뢰성에 대해 합리적
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Know-Your-Customer 요건이라고도 칭한다.
304) DSA 제22조 1항.
305) DSA 제22조 2항.
306) DSA 제22조 3항.
307) DSA 제22조 6항.
308) DSA 제22조 4항.
309) DSA 제22조 5항.
310) DSA 제22조 7항. 온라인 인터페이스는 DSA 제2조 (k)항에 정의되며, “모든 소프트웨어(웹사이트 또는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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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3조(온라인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무):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콘텐츠
또는 이용약관 위반 콘텐츠로 간주되는 정보의 삭제·차단과 관련한 활동보고
서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제13조(중개서비스공급자를 위
한 투명성 보고 의무)에 의한 콘텐츠조정보고서 내용에 더해 (i)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분쟁해결 횟수·결과·절차완료 평균 소요시간 (ii) 제20조에 따른 오용
에 대한 중지 횟수(명백한 불법콘텐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신고·불만 구분)
(iii) 콘텐츠조정을 위한 자동화 수단의 사용(정확한 목적, 자동화 수단의 정확
성, 안전장치 포함)의 3가지 사항을 추가 보고해야 한다.311) 온라인플랫폼은
직전 6개월 평균 회원국별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를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공
표해야 한다.312)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월평
균 활동이용자 수를 통지하고 이를 갱신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용된 데이터와 관련한 설명, 입증 등 추가적 정
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24조(온라인광고의 투명성):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광고와 관련해서
도 투명성 의무를 부담한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광고를 게시하는 온라인플랫
폼은 서비스이용자가 노출되는 각 광고에 대해 (i) 게시 정보가 광고라는 사실
(ii) 광고주(개인, 법인) (iii) 광고에 노출되는 이용자 결정 시 사용하는 주요 변
수(parameters)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 등을 명백하고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VLOP의 추가 의무
DSA 제III장 제4절은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s)’ 관리 차원에서 VLOP
에게 적용하는 추가적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DSA는 체계적 위험에 관한 명시

이트의 일부 포함),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 포함)”을 의미한다.
311) DSA 제23조 1항.
312) DSA 제23조 2항.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의 계산방법은 DSA 제25조 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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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지만,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수반할 수 있
는 몇 가지 중요한 위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불법콘텐츠 유포,313) 표현
의 자유, 차별 금지 등 EU 시민의 기본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314)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을 통해 선거, 공공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
우315) 등이다.316) 따라서 이해의 편의상, ‘체계적 위험’은 온라인플랫폼이 제
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악영향이라고 보아도 크게 무
리가 없다. 체계적 위험이 반드시 VLOP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DSA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한 주체로
VLOP를 지목한다. DSA가 VLOP에 대해 특별히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일반적인 온라인플랫폼 대비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은 VLOP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을 평가·대응하게 하지 않고서는 불법콘텐츠 및 불법적 활
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EU 차원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317)

표 3-9. VLOP의 추가적 의무
DSA 조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표제
위험평가
위험완화
독립적 감사

내용
중대한 체계적 위험 식별·분석·평가 의무(연 1회 이상)
식별된 특정 체계적 위험에 맞춰 합리적·비례적·효율적 위험완
화 조치 의무
감사기관으로부터 규정 준수 관련 독립적 감사를 받을 의무(연 1
회 이상)

313) DSA Recital 57. 성적 아동학대 자료, 불법적 혐오발언, 불법적 활동(예, 위조품 등 EU 또는 회원국법이 금
지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314) DSA Recital 57. 알고리즘 설계 또는 서비스 오용에 의하거나, 또는 여론을 무마시키고 경쟁을 방해하는 방법
으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권리 등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315) DSA Recital 57. 건강, 시민의 대화, 선거절차, 공공안전, 미성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
하면서도, 가짜 계정을 만들고, 보트(bots: 특정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를 사용하
거나, 다른 자동화된 행태를 통해 정보와 불법콘텐츠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서비스를 조작하는 경우이다.
316) DSA 제26조 1항.
317) DSA Recital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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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계속
DSA 조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표제
추천시스템
추가적 온라인광
고 투명성 의무

내용
추천시스템의 주요 변수 및 변수 변경 옵션 약관 기재 의무
정보저장소의 API를 통한 공개

데이터 접근 및 정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에 데이터 접근 권한 제

밀조사

공 의무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 지정 및 지원 의무

VLOP의 투명성

매 6개월 콘텐츠조정보고서 제출의무, 매년 4가지 보고서 제출

보고 의무

의무

자료: 저자 작성.

① 제25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 VLOP는 EU 내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이며,318)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의 구체적 계
산방법은 제25조 2항에 제시되어 있다.319)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위원회
와 협의하여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위
임 법령을 채택해야 한다.320)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적어도 매 6개월마다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를 확인하여
VLOP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 확인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
스조정기관은 VLOP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결정을 하고, 동 결정을 지체 없이
해당 온라인플랫폼과 집행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VLOP의 명
단을 EU 공보에 공표하고 갱신한다.321)
② 제26조(위험평가): VLOP는 의무 적용시점으로부터 시작해 연 1회 이상
서비스 기능 및 이용에 따른 체계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체계적
위험 평가는 VLOP의 제공 서비스에 국한되며, 다음과 같은 체계적 위험을 포
318) DSA 제25조 1항.
319) DSA 제25조 2항. 2020년 대비 인구가 5% 증감 시, 또는 위임법령에 의해 조정된 이후에는, 가장 최근 위
임법령 제정된 해의 인구 대비 5% 증감 시, 집행위원회는 DSA 제69조에 따라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를 조정
하기 위해 위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조정 시 위임법령을 채택한 해의 EU 전체 인구의 10%를 기준으로 하
되 100만 명 초과 또는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320) DSA 제25조 3항. 방법론은 EU 인구 결정 방법,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 결정 기준을 특정해야 한다.
321) DSA 제25조 4항. 제III장 제4절의 의무 적용 또는 배제 시점은 EU 공보 공시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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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 평가해야 한다. (i) VLOP의 서비스를 통한 불법콘텐츠의 유포 (ii) 개인과
가족의 삶, 표현과 정보의 자유, 차별 금지, 아동의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322) (iii) 서비스의 왜곡 처리 또는 자동화 방식(예: 알고리즘기법)
남용을 포함하여323) 보건,324) 소수자(minors), 여론 형성, 선거절차325) 및 공
공안전에 실제로 부정적 효과를 주거나, 또는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
는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326) VLOP는 위험평가 시, 불법콘텐츠 및 이용약관
위반 정보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콘텐츠조정시
스템, 추천시스템 및 광고 선택‧노출 시스템이 본 조 1항에 열거된 체계적 위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327)

표 3-10. DSA가 관리하는 체계적 위험
번호

구분

1

VLOP의 불법콘텐츠 유포

2

EU 시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내용
VLOP의 제공 서비스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포
개인과 가족의 삶, 표현과 정보의 자유, 차별금지, 아동의 권
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EU기본권헌장)
수단: 서비스의 왜곡 처리, 자동화 방식 남용 등

3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

영향: 보건, 미성년자, 여론 형성, 선거 절차 및 공공 안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③ 제27조(위험완화): VLOP는 제26조에 따라 식별된 체계적 위험에 맞춰
합리적·비례적·효율적인 위험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완화 조치는 다음
5가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i) 콘텐츠조정시스템, 콘텐츠추천시스템, 의사
322)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EU기본권헌장, 2000년 발표, 2009년 리
스본조약과 더불어 발효) 제7조(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존중), 제11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제21조(비차별),
제24조(아동의 권리)의 내용이다.
323) 예컨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거짓 댓글을 대량으로 작성하는 사례.
324)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짜 의약 및 보건 정보의 유포 등.
325) 가짜 뉴스, 오류 정보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등.
326) DSA 제26조 1항. 이러한 VLOP에 대한 추가적 의무의 내용들은 기존의 전자상거래지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VLOP에 의해 왜곡 유포되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
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7) DSA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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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과정, 서비스의 특성·기능, 이용조건의 변경 (ii) 제공 서비스와 연관된 광
고 노출을 제한하는 맞춤형 조치 (iii) 체계적 위험 탐지 관련 내부 절차 또는 활
동 감독 강화 (iv) 신뢰신고기관과의 협력 개시·조율 (v)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및 위기대응규약(crisis protocol)에 따른 여타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 개시·조율 등이다.328)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연
1회 종합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종합보고서에는 (i) VLOP의 보고 또는 제31
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 제33조(준법감시인)에 따른 여타 정보를 통해 확
인된 가장 현저히 반복되는 체계적 위험의 식별·평가 (ii) 이러한 체계적 위험
을 완화하기 위한 VLOP의 모범관행을 포함해야 한다.329) 집행위원회는 디지
털서비스위원회와 협력하여 체계적 위험의 식별·분석·평가를 위한 일반 가이
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본권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모범관행, 추천 가능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준비
를 위해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330)
④ 제28조(독립적 감사): VLOP는 자체 비용으로 연 1회 이상 다음 사항들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i) DSA 제III장(주의의무)의
의무 (ii) 제35조(행동강령), 제36조(온라인광고를 위한 행동강령) 상의 행동강령
및 제37조(위기대응규약)의 위기대응규약에 따른 준수 확약(commitments)331)
이다.332) 감사기관은 (i) VLOP와 독립적이고 (ii) 위험관리 및 기술에 있어 유
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iii) 직업규약(code of practices) 또
는 적절한 기준에 기초한 전문가 윤리와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333) 감사기관
은 각 감사에 대해 서면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최소
한 (i) 감사 대상 VLOP의 명칭, 주소, 접촉서 및 감사 대상 기간 (ii) 감사 기관

328) DSA 제27조 1항.
329) DSA 제27조 2항.
330) DSA 제27조 3항.
331) 동 확약은 제35조(행동강령) 2항에 나오며, DSA 제안서의 오자(typo)로 보인다.
332) DSA 제28조 1항.
333) DSA 제2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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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 및 주소 (iii) 감사 대상 요소에 대한 설명 및 방법 (iv) 주된 감사 결과
설명 (v) VLOP의 의무 및 본 조 1항의 확약 준수에 대한 감사 의견(긍정, 주석
있는 긍정, 또는 부정) (vi) 감사 의견이 긍정이 아닌 경우, 의무 준수를 위해 특
정한 조치에 대한 운영상의 권고안을 포함해야 한다.334) 긍정이 아닌 감사보고
서를 수령한 VLOP는 권고안을 적절히 고려해 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VLOP는 권고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감사이행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만일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
사이행보고서에 이행 불가 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의무 위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335)
⑤ 제29조(추천시스템): 추천시스템을336) 활용하는 VLOP는 이용약관에 추
천시스템이 사용하는 주요 변수 및 서비스이용자가 주요 변수를 변경하거나 주
요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프로파일링에337) 기초하지 않은 옵션을 1개
이상 포함)을 분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해야 한다.338) 복
수의 옵션이 가능한 경우, VLOP는 자신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서비스이용자
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각 추천시스템에 대한 선호 옵
션을 언제든지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
다.339)
⑥ 제30조(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 의무):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광고를 게
시하는 VLOP는 광고가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API를340) 통
334) DSA 제28조 3항.
335) DSA 제28조 4항.
336) DSA 제2조 (o)항. 추천시스템은 온라인플랫폼이 자신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특정한 정보를 서비스이용자
에게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추천시스템은 이용자가 행한 검
색의 결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게시되는 정보의 상대적 순위 또는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37) GDPR(Regulation (EU) 2016/679) 제4조 4항.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
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
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리킨다.
338) DSA 제29조 1항.
339) DSA 제29조 2항.
340)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디지털플랫폼(middleware SW 집합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제
3자가 사용하는 응용SW(application SW, 일명 ‘앱’)가 용이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응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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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repository)를 공개해야 한다.341) 그러
한 정보는 최소한 (i) 광고의 내용 (ii) 광고주 (iii) 광고 게시 기간 (iv) 광고가
특정 서비스이용자 그룹에게 노출되도록 의도되었는지 여부 및 그러한 목적에
사용된 주요 변수 (v) 광고에 노출된 총 서비스이용자 수, 가능한 경우, 광고가
특정하게 대상으로 한 이용자 그룹 및 그룹의 총 숫자를 포함해야 한다.342)
⑦ 제31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 VLOP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의 합리적 요청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에 요청에 기재된 내용대로
본 규정(DSA) 준수 여부의 모니터링·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디지
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과 집행위원회는 데이터를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343)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VLOP는 합리적 기간
내에 ‘선별된 연구자들(vetted researchers)’에게 그 요청에 기재된 내용대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연구자들은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학술적 연구소에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조사 대상 위험 관련 분야 또는
관련 연구 방법론에 전문성이 있다는 증명 기록이 있어야 하고, 각 요청에 부합
하는 특정 데이터 보안 및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보안·비밀 유지 확약
이 있어야 한다.344) 데이터 접근은 제26조 1항에 따른 체계적 위험의 식별·이
해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된다.345) 데이터 접근은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 또는 API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346) VLOP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사
개발 지침서이다. 즉 상이한 SW 또는 서비스 주체 간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통신)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이 사
용하는 통신방식규약(protocol), 데이터 구조, 정보보안 규칙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담은 문서(text file)이다.
흔히 소프트웨어 간 접착제(software glue) 또는 매개체(software intermediary)로 비유되며, 디지털플랫폼
-디지털플랫폼 또는 디지털플랫폼-제3의 SW 간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데
이터 활용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디지털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API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핀테크 업계가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 방식을 널리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에는 데이터 접근·활용의 적법성 및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API 방식으로의 전환
이 권고되고 있다.
341) DSA 제30조 1항.
342) DSA 제30조 2항
343) DSA 제31조 1항.
344) DSA 제31조 4항.
345) DSA 제3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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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 수령 후 15일 이내에 디
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청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i) 데이터 접
근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시 서비스 보안
또는 비밀정보(특히, 영업비밀)보호의 중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이
다.347) 이 가운데 (ii)의 경우에 따른 변경 요구 시, 데이터 접근 제공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변경 요구를 받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는 15일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요청을 수정하여 새로운 준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348)
⑧ 제32조(준법감시인): VLOP는 본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1
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지정해야 한다.349) 준법감시인은 정해진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 자격·지식·경험·능력을 갖춰야 하며, VLOP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일 수 있다.350) 준법감시인은 (i)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위
원회와 협력 (ii) 제28조(독립적 감사)에 따른 독립적 감사와 관련한 VLOP 활
동의 조직 및 감독 (iii) VLOP의 경영진 및 피용자에게 본 규정의 관련 의무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iv) VLOP의 본 규정에 따른 의무 준수 모니터링 임무
를 수행한다.351) VLOP는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하며,352)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위원회에 준법감시인의 성명
및 상세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353) 또한 VLOP는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VLOP의 최
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354)

346) DSA
347) DSA
348) DSA
349) DSA
350) DSA
351) DSA
352) DSA
353) DSA
354) DSA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제32조

3항.
6항.
7항.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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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33조(VLOP의 투명성 보고 의무): VLOP는 추가적 의무 적용 시점으로
부터355) 6개월 이내에 제13조 상의 콘텐츠조정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며, 그 이
후에는 매 6개월 단위로 공표해야 한다.356) 또한 제28조(독립적 감사) 4항에
규정한 감사이행보고서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
행위원회에 다음 네 가지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제출·공표해야 한다.357) (i)
제26조(위험평가)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ii) 제27조(위험완화)에 따라
식별되고 실행된 위험완화 조치 보고서 (iii) 제28조(독립적 감사) 3항에 따라
제공되는 감사보고서 (iv) 제28조(독립적 감사) 4항에 따라 제공되는 감사이행
보고서 등이다. 만일 네 가지 보고서 공개로 인해 VLOP 또는 서비스이용자의
비밀정보가 공개되거나, 서비스 보안에 중대한 취약성을 초래하거나, 공공안
전을 침해하거나, 또는 서비스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VLOP가 해
당 정보를 공개 보고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공개 보고서에서 삭제
하는 경우 VLOP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위원회에 완전한 보고서와
더불어 공개 보고서에 정보가 삭제된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한다.358)
마) 주의의무에 관한 기타 규정
DSA 제III장 제5절은 중개서비스공급자들의 주의의무 이행을 위해 수반되
어야 할 EU 차원의 조치들을 제34조(표준) 내지 제37조(위기대응규약)에서 규
정하고 있다.

355) 제25조 4항에 따라 EU공보에 VLOP 지정 공시 후 4개월이 되는 시점.
356) 이는 제13조(중개서비스공급자를 위한 투명성보고의무)에 중개서비스공급자가 매년 1회 이상 콘텐츠조정보고
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357) DSA 제33조 2항.
358) DSA 제3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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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주의의무에 관한 기타 규정
DSA 조항

표제

제34조

표준

제35조

행동강령

제36조
제37조

온라인광고
행동강령
위기대응규약

내용
집행위원회의 자율적 산업 표준 개발·시행 장려 의무
집행위원회 및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행동강령 제정 장려 의무
집행위원회의 온라인광고 이해관계자 간의 행동강령 제정 장려 의무
집행위원회의 위기대응규약 제정·시험·적용 참여 장려 의무

자료: 저자 작성.

① 제34조(표준): 집행위원회는 유럽 및 국제 표준화기구로 하여금 자율적
산업표준의 개발·시행하도록 장려해야 하며,359) 기술발전 및 서비스이용자 행
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준의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360) 그러한 표준은 최
소한 아래와 같은 사안들과 관련된 표준을 말한다. (i) 제14조(신고·조치방법)
에 따른 신고의 전자적 제출 (ii) 제19조(신뢰신고기관)에 따른 신고의 전자적
제출(API 포함) (iii) 제30조(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 의무), 제31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의 의무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API를 포함한 인터페이스 (iv)
제28조(독립적 감사)에 따른 VLOP 감사 (v) 제30조(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
성 의무) 2항에 언급된 광고 저장소의 호환성 (vi) 제24조(온라인광고의 투명
성) (b)항 광고주, (c)항 변수에 의한 투명성 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광고 중개서
비스공급자 간의 데이터 전송.361)
② 제35조(행동강령): 집행위원회 및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EU 차원에서
본 규정의 올바른 적용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강령 제정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경쟁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법에 따른 다양한 불법콘텐츠 및 체
계적 위험 억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362) 제26조(위험
평가) 1항의 중대한 체계적 위험이 여러 VLOP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집행위원
359) DSA
360) DSA
361) DSA
362) DSA

제34조
제34조
제34조
제35조

1항.
2항.
1항(a)~(f).
1항.

134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회는 해당 VLOP는 물론이고 여타 VLOP, 여타 온라인플랫폼, 여타 중개서비
스공급자, 시민단체, 여타 이해관계자들을 행동강령 제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행동강령은 특정 위험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약, 취해진 조치 및 결과에 대
한 주기적 보고 체계 등을 포함한다.363) 집행위원회 및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행동강령이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
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포함하며, EU시민을 포함한 모
든 이해관계자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행동강령 제정
참여자들은 취해진 조치 및 조치 결과를 핵심 성과지표와 비교하여 집행위원회
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364) 집행위원회와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행동강령이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목적 달성 여
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365) 디지털서
비스위원회는 핵심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행동강령의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
로 관찰·평가해야 한다.366)
③ 제36조(온라인광고 행동강령): 집행위원회는 제24조(온라인광고 투명성)
와 30조(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에 더해 온라인광고의 투명성을 더하기 위
해 온라인플랫폼과 온라인광고 이해관계자367) 간의 행동강령 제정을 장려해
야 한다.368) 행동강령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경쟁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법에
따라 경쟁·투명·공정한 온라인광고 환경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행동강령은
최소한 (i) 제24조(온라인광고 투명성) (b)항 광고주, (c)항 변수에 정해진 요건
과 관련하여 온라인광고 중개서비스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서비스이용
자에 대한 전송 (ii) 제30조(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에 따라 온라인광고 중

363) DSA 제35조 2항.
364) DSA 제35조 3항.
365) DSA 제35조 4항.
366) DSA 제35조 5항.
367) 온라인광고 중개서비스공급자, 서비스이용자 대표 단체, 시민사회단체, 규제기관 등.
368) DSA 제3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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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비스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보저장소에의 전송을 보장해야 한
다.369) 집행위원회는 DSA 적용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행동강령을 제정하
고, 제정 후 6개월 이내 적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370)
④ 제37조(위기대응규약):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공공안전·공중보건에 영
향을 미치는 특별 상황”에 엄격히 한정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
규약을 수립하도록 집행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371) 집행위원회는 VLOP와
여타 온라인플랫폼이 집행위원회의 참여하에 위기대응규약의 제정·시험·적용
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위기대응규약은 (i) EU 또는 회원국의 규제기관
이 제공한 위기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게시 조치 (ii) 제10조(접촉처)에 언
급된 접촉처가 위기관리 책임을 담당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iii) 제14조
(신고·조치 방법), 제17조(내부불만처리시스템), 제19조(신뢰신고기관), 제20
조(오용에 대한 조치 및 보호) 및 27조(위험완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배정된
자원을 위기 상황 대처의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조치 중 한 개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372) 집행위원회는 위기대응규약의 제정·시험·적용·감독에 있어서 회원
국의 규제기관 및 EU 및 산하 기관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참여시킬 수 있다. 필
요하고 적절한 경우, 시민사회단체 또는 다른 관련 기관도 위기대응규약의 제
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373)
집행위원회는 위기대응규약에 다음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
다. (i) 위기대응규약이 처리하려는 특별 상황의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세
부 변수와 위기대응규약이 추구하는 목적 (ii) 각 참여자의 역할 및 준비과정과
위기대응규약이 발동하는 경우 시행되는 조치 (iii) 위기대응규약의 발동 시점
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 (iv) 위기대응규약 작동 시 취해지는 조치(단 특
별 상황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로 엄격히 한정)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369) DSA
370) DSA
371) DSA
372) DSA
373) DSA

제36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
제37조

2항.
3항.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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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v) EU기본권헌장이 보장하는 기본권(특히 표현 및 정보의 자유 및 비차
별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 (vi) 위기상황 종료
시, 취해진 조치의 내용, 기간, 결과 등에 대한 공개보고 절차.374) 위기대응규
약이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본권 행사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기대응규약을
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75)

3) DSA의 시행·협력·제재·집행
DSA 제IV장은 DSA의 시행, 협력, 제재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
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1절과 제2절은 각각 회원국 규제기관 및 디지
털서비스조정기관(DSC: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디지털서비스위원
회(EBDS: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에 대해 규정한다. 제3절
은 VLOP의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에 대해 규정한다. 제4절은 집행에 관한
공통 규정, 제5절은 위임조치에 관해 규정한다.
표 3-12. DSA 제IV장 제1절의 구성
실행·협력·제재·집행: 규제기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유럽디지털서비스위원회
규제기관 및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제IV장

제1절

제38조

규제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제39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건

제40조

관할

제41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권한(조사권, 집행권, 보충적 권한)

제42조

과징금

제43조

불만 제기권

제44조

활동 보고서

제45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간 국외 협력

제46조

공동조사 및 집행위원회 개입 요청

자료: 저자 작성.
374) DSA 제37조 4항.
375) DSA 제3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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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제IV장 제1절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역할을 통해 DSA의 시행 및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그림 3-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4. DSA 집행 체계

디지털서비스
위원회
여타 회원국
DSC/규제기관

집행위원회
당해국
DSC/지정
규제기관

조사권

준수
불응

집행권

준수
불응

추가 권한

자료: 저자 작성.

해당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지정 규제기관은376) 다른 회원국 디지
털서비스조정기관, 다른 회원국 및 자국의 관련 규제기관, 디지털서비스위원
회,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DSA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디지털서비스조
정기관은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조사권(정보제공 요청권, 현장실사권, 정보
설명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377) 중개서비스공급자가 DSA에 따른 주의의
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집행권(동의의결권, 중지명령
및 구제조치 부과권, 벌금 부과권, 과징금 부과권, 임시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
다.378) 만일 이러한 권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지속되어 중대한 피해가
376) 회원국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외에 추가로 규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지정된 규제기관
도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보유한다.
377) DSA 제41조 1항.
378) DSA 제4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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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추가적 권한(조치계획 제출 요구
권, 사법당국에 대한 임시 접근제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379)
DSA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DSA 제IV장 제1절이 규정하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건, 관할, 역할, 권한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가) 규제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① 제38조(규제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각 회원국은 본 규정 적용·집
행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규제기관(competent authorities)을 지정해야 하
며,380) 그중 하나를 자국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디지털서
비스조정기관은 회원국이 다른 규제기관에 특정 임무‧부문을 위임하지 않는 한
회원국 내에서 본 규정의 적용·집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회원국 차원에서의 조정 책임을
부담하며, EU 전체 차원에서 본 규정이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적용·집행되도록
기여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정기적인 의견 교
환을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당해 회원국의 다른 규제
기관, 디지털서비스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381)
회원국이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외에 추가적으로 규제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규제기관과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각 임무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간 긴밀히·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다
른 규제기관의 명칭과 각각의 임무를 집행위원회와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알
려야 한다. 회원국은 본 규정의 시행일 후 2개월 이내에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을 지정해야 한다. 회원국은 지명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명칭과 접촉 정보
를 일반에 공개하고 집행위원회와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알려야 한다.382) 제
379) DSA
380) DSA
381) DSA
382) DSA

제41조
제38조
제38조
제39조

3항.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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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건), 제40조(관할) 및 제41조(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의 권한)에 규정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적용되는 요건은 회원
국이 본 조 1항에 의거, 지정한 모든 규제기관에게 적용된다.383)
② 제39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요건): 회원국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이 본 규정에 따른 임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시에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술적·재정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
다.384) 본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
행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외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여타의 공공기관 또는 사적 당사자로부터 조언
(instructions)을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385) 다만 본 조 제2항 의무로
인해 본 규정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감독·집행 임무 권한을 침해하
지 않으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제38조(규제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조정기
관) 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다른 규제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또한 본 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해당국의 헌법에 따라 관련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③ 제40조(관할): 본 규정 제III장(주의의무) 및 제IV장(시행·협력·제재·집
행)의 관할권은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주요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회원국에게 소
속된다.386) EU 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EU 역내에서 서비스
를 공급하는387)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경우, 제III장, 제IV장의 목적에 관한 한
법률대리인이 주재 또는 설립되는 회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

383) DSA 제38조 4항.
384) DSA 제39조 1항.
385) DSA 제39조 2항.
386) DSA 제40조 1항.
387) DSA 제2조 (d)항 “EU 역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의 의미는 정보사회서비스(ISS)공급자가 제공하는 EU와
“상당한 연관(substantial connection)”이 있는 서비스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EU 회원국 내에 존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연관”은 EU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만일 고정사업장이 없는 역외공급자라 하더라도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EU 회원국 내에 사용자
수가 상당하거나(significant)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activities)의 경우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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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8)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제11조(법률대리인)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하
는 데 실패하면 제III장, 제IV장의 목적에 관한 한 모든 회원국이 관할권을 갖
는다. 만일 어떤 회원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
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이 존중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389) 본 조 1항, 2항, 3항은 제50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 감독 강화)
4항, 제51조(집행위원회의 개입 및 절차개시) 2항 후반부, 본 제IV장 제3절(초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90)
④ 제41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권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표 3-13.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조사권
구분

조사권

1

정보제공 요청권

2

현장실사권

3

정보설명 요청권

내용
감사, 감사기관, 인지자,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권
정보(사본)의 조사·압수·획득·입수를 위해, 중개서비스공급자 또는 인
지자의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권, 현장실사 요청권
침해 의심 정보에 대해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직원, 대표에게 설명요구권
및 답변기록권

자료: 저자 작성.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조사권은 최소한 (i) 당해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물
론이고, 제28조(독립적 감사)와 제50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
화) 3항에 언급된 감사기관을 포함하여 “본 규정의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를 합
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래·비즈니스·제작(craft)·직업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하, 인지자)에게 합리적 시간 내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388) DSA 제40조 2항.
389) DSA 제40조 3항.
390) DSA 제4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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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한 (ii) 저장매체와 상관없이 침해가 의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의 사본을
조사·압수·획득·입수하기 위해 중개서비스공급자 또는 인지자들이 거래·비즈
니스·제작·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행하거나, 다른 공
공당국에게 그러한 조사를 요청할 권한 (iii)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에 관하여 중
개서비스공급자의 직원 또는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할 권한과 답변을 기록할 권
한을 포함한다.391)

표 3-14.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집행권
구분

집행권

내용

1

동의의결권

중개서비스공급자의 확약 수용 및 구속력 부과권

2

중지명령권

중지명령권 및 구제조치(remedies) 부과권

3

벌금 부과권

명령의 준수불응에 대해 벌금 부과권

4

과징금 부과권

중지명령을 준수를 위해 또는 조사권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권

5

임시조치권

중대한 피해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임시조치권

자료: 저자 작성.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집행권은 최소한 (i) 본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중개
서비스공급자가 제안한 확약(commitments)의 수령 및 동 확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과권 (ii) 침해 중지명령권 및 적절한 경우 침해를 효과적으로 종식시
키는 데 필요하며 침해에 비례하는 구제조치(remedies)를 부과할 권한 (iii) 본
규정 및 제41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권한) 1항에 의해 발동된 명령의 준
수불응에 대해 벌금(fines)을 부과할 권한 (iv) 본 조 2항 (b)에 의해 발한 중지
명령을 준수하여 침해가 종료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본 조 1항에 의해
발동된 여하한 명령의 준수불응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과징금(penalty)을
부과할 권한 (v) 중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포함한
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상기 (iii)의 벌금과 (iv)의 과징금을 제41조
1항의 인지자에게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러한 권한 행사는 인지자에
391) DSA 제41조 1항. (i)은 정보제공 요청권, (ii)는 현장실사권, (iii)은 정보설명 요청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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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명령과 관련한 모든 정보(적용 기간, 준수불응 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징금
지급 정보, 가능한 구제수단 등 포함)를 미리 제공한 후에 가능하다.392)
본 조의 모든 권한의 행사와 EU 및 회원국 법에 의한 모든 권한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지속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경영진
에 대한 조치계획(action plan) 제출요구, 사법당국에 의한 임시 접근 제한 요
청 권한 등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
스조정기관이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은 다음과 같다. (i) 중개서
비스공급자의 경영진에게,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황을 조사하고, 침해를 종
료에 필요한 조치를 기재한 조치계획(action plan)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중개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며, 취해진 조치를 보고
하도록 하는 권한 (ii) 중개서비스공급자가 (i)의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침해가 지속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그러한 침해가 사람의 생명이나 안
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형사범죄를 수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이 회원국 사법당국에게 침해와 관련된 서비스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권한과 그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침해가 발생한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그러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393) 다만 사법당국에 의한 접근 제한 요청 시 의견청
취,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표 3-15.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보충적 추가 권한
구분
1
2

보충적 추가 권한
조치계획 제출 요구권

내용
침해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기재한 조치계획의 제출 요구 및 조치
계획 준수, 보고 요구권

사법당국에 대한 임시

회원국의 사법당국에게 침해 관련 서비스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접근제한 요청 권한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하는 요청권

자료: 저자 작성.
392) DSA 제41조 2항. (i)은 동의의결, (ii)는 중지명령, (iii)은 벌금, (iv)는 과징금, (v)는 임시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
393) DSA 제4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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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사법당국에 대한 요청 권한 행사 전 이해당사자에
게 2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서면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394) 이때 디
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요청할 조치 및 대상자를 기술해야 한다. 사법당국의 절
차에는 이해관계자(중개서비스공급자, 서비스공급 대상자, 합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한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조치 명령은 침해의 특성, 중대성, 재발
가능성 및 기간과 비례적이어야 하며, 관련 서비스이용자의 합법적 정보에 대
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395) 접근 제한은 4주 동안이며 경우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임시 접근제한은 사법당국의 선택에 따라 4주 이내
로 하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추가로 4주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연장
가능 횟수는 사법당국이 정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접근 제
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모든 관
련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
해야 한다. (i)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침해를 종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데 실패하고 (ii) 영향을 받는 이용자의 수와 적절하고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대안을 고려했을 때, 임시 접근제한이 서비스이용자의 합법적 정보에 대한 접근
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기간 연장을 위한 상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예: 사법당국의 횟수 제한), 디
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사법당국에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396)
본 조문이 정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조사권, 집행권, 추가 권한은 제3
절(VLOP의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97)
본 조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권한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효과적·설득적·비
394) 단 제65조에 의거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외.
395) DSA 제41조 3항
396) DSA 제41조 3항.
397) DSA 제41조 4항. 따라서 제3절의 VLOP에 대한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 조치는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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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성 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은 침해
의398) 특성, 중대성, 재발 가능성, 기간 및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경제적·기술
적·운영적 능력이다.399) 본 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권한 행사 시,
회원국은 EU기본권헌장에 일치하는 회원국법과 EU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마
련된 적절한 보호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본 조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조정
기관의 조치는 사생활 존중권, 청문 요청권, 파일 접근권을 포함한 항변권을 보
장하면서 취해져야 하며,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400)
⑤ 제42조(과징금): 회원국은 자국 관할하에 있는 중개서비스공급자가 본 규
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penalty) 규칙을 수립해야 하며, 과징금 규
칙이 제41조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401) 과징금은 효과적·비례적·설득적이어야 하며, 회원국은 과징금 규칙, 규
칙의 조치 및 이후의 개정 사항을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402)

표 3-16. 회원국 과징금 규칙의 기준
명칭

조항

부과주체

부과대상

내용
- 연 매출액 또는 연 수입의 6% 이하

과징금

제42조

(penalties)

3항

중개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

· DSA 의무 위반
- 연 매출액 또는 연 수입의 1% 이하
(i)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제공
(ii)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시정·대응 실패
(iii)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 불응

이행강제금
(periodic

제42조

penalty

4항

payment)

중개
회원국

서비스

일별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

공급자

자료: 저자 작성.
398) 여기서 침해는 침해가 의심(suspected infringement)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9) DSA 제41조 5항.
400) DSA 제41조 6항.
401) DSA 제42조 1항.
402) DSA 제4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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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연 매출
액 또는 연 수입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의 시정·대응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현장
실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연 매출액 또는
연 수입의 1%를 초과할 수 없다.403)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
은 해당 중개서비스공급자의 해당 결정에 특정된 날짜로부터 계산된 직전 회계
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404)
⑥ 제43조(불만 제기권): 서비스이용자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본 규정 침해를
주장하여 자신의 거주지 또는 설립지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그러한 불만을 평가하고, 적절
한 경우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이관한다. 만일 불만이
회원국의 다른 규제기관의 소관일 경우에는 해당 규제기관에 이관한다.405)
⑦ 제44조(활동 보고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 활동에 대
한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406) 연간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
함해야 한다. (i)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제8조(불법콘텐츠에 대한 조
치 명령)·제9조(정보제공 명령)에 따른 해당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속한 회
원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이 내린 정보 제공 명령의 횟수 및 대상 (ii) 제8조·
제9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통지된 명령의 효과.407) 제38조(규제
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따라 복수의 규제기관을 지정한 회원국의 경
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모든 규제기관의 활동을 포함하여 하나의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한다. 회원국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해당 규제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령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408)

403) DSA
404) DSA
405) DSA
406) DSA
407) DSA
408) DSA

제42조 3항.
제42조 4항.
제43조.
제44조 1항.
제44조 2항.
제4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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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5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간 국외 협력): 해당 회원국의 관할권하에
있지 않은 중개서비스공급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
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요
청하여 본 규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평가·조사·집행하도록 요청
해야 한다.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적어도 3개 회원국이 관련된 방법으로 본 규정
을 위반한 경우,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고정사업장 관할의 디지털서비스조정
기관에게 본 규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평가·조사·집행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409) 해당 요청 또는 권고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 제10조(접촉처)에 의해 제공된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접촉처 (ii) 관련 사실,
관련 규정, 요청 또는 권고 사유 및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본 규정 위반 의심사항
(iii)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디지털서비스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
보, 향후 조사 또는 집행 조치에 대한 제안(임시조치 포함) 등 여타 정보.410)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요청 또는 권고를 최대한 고려해
야 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기관 또는 권고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4항의 기간(2개월)은 추가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정지한다.411)
고정사업장 관할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요청 또는 권고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의심되는 침해에 대한 평가
및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해 이미 취해진 또는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조사·집행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기관 또는 권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412) 요청한 디지털
서비스조정기관 또는 권고한 디지털서비스위원회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통보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안을 집행위원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의뢰 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는
해당 권고 또는 요청, 3항에 의해 제공된 추가 정보, 4항의 통보를 포함한다.413)
409) DSA
410) DSA
411) DSA
412) DSA
413) DSA

제45조
제45조
제45조
제45조
제4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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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디지털서비스위원
회와 협의한 후 의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다
만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스스로 해당 사안을 집행위원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동 협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414) 취해진 또는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조사·집행 조치가 본 규정을 위반한다고 집행위원회가 결론을 내
릴 경우, 집행위원회는 고정사업장 관할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추가로 해
당 사안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사와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취해진 조
치에 대해 동 요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415)
⑨ 제46조(공동조사 및 집행위원회 개입 요청):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디
지털서비스위원회의 지원하에 여러 회원국에서 운영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공동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조사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임무·
권한 및 임무·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조사의
결과물은 제67조(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해 다른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집행
위원회,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 공유한다.416) VLOP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
로 의심되는 경우,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집행위원회에 필
요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제45조(디지털
서비스조정기관 간 국외 협력) 2항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집행
위원회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417)

나) 디지털서비스위원회
DSA 제IV장 제2절은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역할, 구조 및 임무에 대해 규
정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47조(디지털서비스위원회):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중개서비스공급
414)
415)
416)
417)

DSA
DSA
DSA
DSA

제45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

6항.
7항.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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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독에 관한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디지털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한다.418) 디
지털서비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
위원회를 자문한다. (i) 본 규정의 지속적 적용에 대한 기여, 본 규정의 적용 대
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ii)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EU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관계당국의 지도(guidance) 및 분
석에 대한 조정 및 기여 (iii) VLOP의 감독에 있어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집행위원회의 지원.419)

표 3-17. DSA 제IV장 제2절의 구성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
제IV장

제2절

제47조

디지털서비스위원회

제48조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구조

제49조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임무(tasks)

자료: 저자 작성.

② 제48조(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구조):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디지털서비
스조정기관을 대표하는 고위직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회원국 법이 허용하는 경
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과 더불어 본 규정을 책임지는 다른 규제기관도 디지
털서비스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회원국의 다른 규제기관은 관련 사안이 토론
되는 경우 회의에 초대될 수 있다.420)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과반수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421)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의장은 투표권이 없는
집행위원회가 맡으며,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집행위원회는 회
의를 개최하고, 본 규정 및 관련 절차에 의한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임무에 따라

418)
419)
420)
421)

DSA
DSA
DSA
DSA

제47조
제47조
제48조
제48조

1항.
2항.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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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준비한다.422)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활동
을 행정적·분석적으로 지원한다.423) 디지털서비스위원회 회의에는 전문가와 옵
서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다른 EU 산하기관, 자문그룹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의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424) 디지털서비
스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425)
③ 제49조(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임무): 제47조 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i) 공동조사 지원 (ii) VLOP 보고서 및
감사결과 분석과 관련한 규제기관 지원 (iii)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대한 의
견·권고·조언 (iv) 집행위원회의 제51조(집행위원회의 개입 및 절차개시)에 따
른 조치 시 자문 및 VLOP에 대한 집행위원회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v)
유럽 표준·가이드라인·보고서·템플릿·행동강령의 개발 및 이행 지원·진흥 및
본 규정 적용 사항에 관한 최신 동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한다.426) 디지털서비
스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요청·권고를 따르지 않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및
여타 회원국의 규제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 보고 시 또는 자신의 관련 결정 채택
시 그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427)
표 3-18.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임무
구분

임무

1

공동조사 지원

2

VLOP의 보고서 및 감사결과 분석에 있어서 규제기관 지원

3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SC)에 대한 의견제시·권고·조언

4

집행위원회 개입 시 자문 및 VLOP에 대한 집행위원회 조치 초안에 대한 의견 채택
유럽 표준·가이드라인·보고서·템플릿·행동강령의 개발 및 이행 지원·진흥 및

5

DSA가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 확인

자료: 저자 작성.
422)
423)
424)
425)
426)
427)

DSA
DSA
DSA
DSA
DSA
DSA

제48조
제48조
제48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

3항.
4항.
5항.
6항.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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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LOP에 대한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
DSA 제IV장 제3절은 체계적 위험의 식별·분석·평가·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VLOP에 대한 강화된 감독·조사·모니터링 및 벌금·
이행강제금 등 이행강제 수단과 VLOP의 항변권 등을 규정한다. 그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제50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 감독 강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VLOP
의 제III장 제4절(체계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의 추가적
의무) 규정 위반을428) 결정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본 조의 강화된
감독 체계를 적용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본 조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디
지털서비스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최대한 존중한다. 집행위원회와 디지털서
비스위원회는 VLOP가 제III장 제4절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
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공급 대상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위원회가 합리적
인 기간 내에 결정을 채택하도록 할 목적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최소 3개 서비
스공급 대상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429) 요청에 따라,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의심되는 위반을 조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430)
고정사업장 관할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상기 결정을 VLOP에게 통지할
때, VLOP로 하여금 결정의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위반을 종료·개선할 방법을
특정한 조치계획으로 작성하여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집행
위원회, 그리고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조치계획에
기재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행동강령)에 규정된 행동강
령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431)

428)
429)
430)
431)

본고에서는 침해(infringement)를 문맥상 필요한 경우 ‘위반’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한다.
중개서비스가 공급되는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DSA 제50조 1항.
DSA 제5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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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DSA 제IV장 제3절의 구성
VLOP의 감독·조사·집행·모니터링

제IV장

제3절

제50조

VLOP에 대한 감독 강화

제51조

집행위원회의 개입 및 절차개시

제52조

정보 요청

제53조

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제54조

현장실사권

제55조

임시조치

제56조

확약(commitments)

제57조

모니터링 조치

제58조

준수불응(non-compliance)

제59조

벌금(fines)

제60조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

제61조

과징금 부과의 소멸시효

제62조

과징금 집행의 소멸시효

제63조

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제64조

결정 공표

제65조

접근 제한 요청 및 회원국 법원과의 협력

제66조

집행위원회 개입에 관한 시행령

자료: 저자 작성.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조치계획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고정사업장 관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조정기관은 동 의견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이 위반을 종료·개
선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조치계
획에 따른 조치가 위반을 종료·개선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해당
VLOP에게 해당 조치의 유효성을 평가받기 위해 추가적·독립적으로 감사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VLOP는 본 조 3항 첫 문장의 결정(조
치계획의 적합성 결정)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집행위원회, 그리고 디지털서비스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추가적 감사를 요
청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감사를 수행할 감사기관을 제28조(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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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감사) 2항의 기준(독립성, 전문성, 객관성)에 의해 선택하여 특정할 수 있으
며, 감사비용은 VLOP 부담으로 한다.432)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VLOP가
위반을 종료 또는 개선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이유를 집행위원
회, 디지털서비스위원회, 해당 VLOP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정해
진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433)
② 제51조(집행위원회의 개입 및 절차개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위
원회 권고에 따라 또는 동 위원회와 협의 후 독자적으로 VLOP의 특정 행위에
대해 제58조(준수불응)·제59조(벌금)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기 위한 절차를 개
시할 수 있다. 해당 VLOP의 특정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i) 해
당 VLOP의 행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이 제45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간 국외 협력) 7항에 언급된 집행위원회 요
청에 따른 어떠한 조사나 집행조치도 기한 내에 취하지 않는 경우 (ii) 해당
VLOP의 행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제46조(공동조사 및 집행위원회 개입 요청) 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한 경우 (iii) 해당 VLOP의 행위가 제III장 제4절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되었고, 제50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 4항의 통지기한
이 종료한 경우.434)
집행위원회가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경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디지털서비
스위원회, 그리고 해당 VLOP에게 통지해야 한다.435) 제45조(디지털서비스조
정기관 간 국외 협력) 7항, 제46조(공동조사 및 집행위원회 개입 요청) 2항, 제
432) DSA 제50조 3항.
433) DSA 제50조 4항. 정해진 준수 기한은 다음과 같다. (i) 본 조 3항 후단의 감사보고서 수령 후 그러한 감사가
실행된 경우, 1개월 이내 (ii) 본 조 3항 전단의 조치계획에 대한 결정 후 감사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iii) 본 조 2항의 기간의 종료 즉시, 즉 해당 VLOP가 조치계획을 1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이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자신의 견해(view)를 통지한 이후에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해당
VLOP의 관련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어떠한 조사 또는 집행조치를 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제66조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취하는 여타 조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4) DSA 제51조 1항.
435) DSA 제51조 2항. 제1항의 (i), (ii)의 경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은 해당 VLOP의 관련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조사 또는 집행할 권한이 없다. 단 제66조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취하는 여타 조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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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 1항에 언급된 디지털서비스조정
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i)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침해 또는 침해의심과 관련하여 디지털서비
스위원회, 그리고 해당 VLOP와 교환한 정보 (ii) 침해 또는 침해의심과 관련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사건 파일 (iii) 집행위원회가 개시한 절차와 관련하
여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정보.436) 제45조(디지털서비스조
정기관 간 국외 협력) 1항의 요청을 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 개시 절차와 관
련 있는 자신의 모든 보유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제52조(정보 요청): 본 절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해당
VLOP 및 인지자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또는 결정할
수 있다.437) 집행위원회가 VLOP 또는 제52조 1항의 인지자에게 단순히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법적 근거, 요청 목적,
요청 대상 정보, 제출 기간, 부정확·오류 정보의 경우 제59조의 벌금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강제할 경우, 제60조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438)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439)
VLOP 또는 인지자(제52조 1항)의 소유자·대표·대리인은 요청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변호사도 자기 고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 정보 중 불
완전·부정확·오류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440) 집행위원
회가 요청할 경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과 다른 규제기관은 집행위원회가 필
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41)
436) DSA 제51조 3항.
437) DSA 제52조 1항.
438) 유럽사법재판소(CJEU: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최상급심인 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와 하급심 기관인 일반법원(EGC: European General Court)으로 구성됨.
439) DSA 제52조 2~3항.
440) DSA 제52조 4항.
441) DSA 제5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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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53조(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본 절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집행위원
회는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대상과 관련한 정보와 침해
또는 침해 의심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442)
⑤ 제54조(현장실사권): 본 절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VLOP
및 제52조 1항의 인지자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443) 현장실사는
제57조(모니터링 조치) 2항에 따라 임명된 감사인과 전문가 도움으로 수행될
수 있다.444) 현장실사 기간 중 집행위원회·감사인·전문가는 해당 VLOP 및 인
지자(제52조 1항)에게 조직·기능·IT시스템·알고리즘·데이터처리·비즈니스행
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감사인·전문가는 해당 VLOP
및 인지자(제52조 1항)의 주요 직원(key personnel)에게 질문을 할 수 있
다.445) VLOP 및 인지자(제52조 1항)는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 명령된 현장
실사에 응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결정은 방문의 목적, 대상, 시작일, 과징금, 항
고권을 특정해야 한다.446)
⑥ 제55조(임시조치): 제58조(준수불응) 1항에 의한 준수불응 결정 절차에
서 서비스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침해
가 ‘일견추정(prima facie)’ 된다면, 집행위원회는 VLOP에게 임시조치를 명
령할 수 있다.447) 동 결정은 특정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연
장될 수 있다.448)
⑦ 제56조(확약): 본 절의 절차 진행 중 VLOP가 본 규정 준수 확약
(commitments)을 제안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동 확약이 해당
VLOP에게 구속력을 가지도록 결정하고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449) 그러한 확

442) DSA 제53조.
443) DSA 제54조 1항.
444) DSA 제54조 2항.
445) DSA 제54조 3항.
446) DSA 제54조 4항.
447) DSA 제55조 1항.
448) DSA 제55조 2항.
449) DSA 제56조 1항. 이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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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요청에 의해 또는 독자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i) 결정 근거가 된 사실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ii) 해당 VLOP가 확약과 달리 조치한 경우 (iii) 결정 근거가 된 VLOP 또
는 인지자(제52조 1항)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부정확·오류정보인 경우.450)
해당 VLOP가 제안한 확약이 본 규정의 효과적 준수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집
행위원회는 합리적 결정에 의해 확약을 거부해야 한다.451)
⑧ 제57조(모니터링 조치): 본 절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VLOP에 의한 본 규정의 효과적 이행과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VLOP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
에 대한 접근 및 설명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452) 본 조 1항의 조치에는 집행위
원회의 본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특정 지식과 전문성과 제공할 독립
적 외부 전문가 및 감사인 임명을 포함한다.453)
⑨ 제58조(준수불응): 집행위원회는 VLOP가 ➀ 본 규정의 관련 조항 ➁ 제
55조에 의한 임시조치 명령 ➂ 제56조에 의한 확약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준수불응(non-compliance) 결정을 내려야 한다.454) 집행위원회
는 준수불응 결정 이전에 해당 VLOP에게 예비결과(preliminary findings)를
통지해야 한다. 예비결과에는 집행위원회가 취하려는 조치 또는 해당 VLOP가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455) 집행위원회는 1항에 의해 채택된
준수불응 결정에 해당 VLOP가 합리적 시간 내의 결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해당 VLOP가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해야 한다.456) 해당 VLOP는 결정
준수를 위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457) 1항
450)
451)
452)
453)
454)
455)
456)

DSA
DSA
DSA
DSA
DSA
DSA
DSA

제56조
제56조
제57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
제58조

2항.
3항.
1항.
2항.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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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집행위원회는 결정에 의해 조사를 종료해야 한
다.458)
⑩ 제59조(벌금): 제58조에 의한 결정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특별한 경
우 VLOP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6%를 넘지 않는 벌금(fines)을 부
과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는 해당 VLOP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규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5조의 임시조치 명령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
우, 또는 제56조의 결정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 자발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다.459)
집행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VLOP 또는 인지자(제52조 1항)에게 직전 회계
연도 전체 매출액의 1%를 넘지 않는 감경된 벌금(fines)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해당 VLOP 또는 제52조 1항의 인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
52조의 요청에 대해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 기한
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집행위원회가 부여한 기한 내에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와 관련해 이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
부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현장실사에 불응한 경우이다.460) 집행위원회
는 이러한 결정의 채택 전 해당 VLOP 또는 인지자(제52조 1항)에게 예비결
과를 통지해야 한다.461) 집행위원회는 벌금액 결정과 관련해 침해의 특성·중
대성·기간·재발여부, 그리고 감경된 벌금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을 고려한
다.462)

457)
458)
459)
460)
461)
462)

DSA
DSA
DSA
DSA
DSA
DSA

제58조
제58조
제59조
제59조
제59조
제59조

4항.
5항.
1항.
1항.
2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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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집행위원회의 VLOP와 인지자에 대한 과징금
명칭

조항

부과주체

부과
대상

내용
-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6% 이하
(i) VLOP가 고의, 과실로 DSA 조항 위반
(ii) 제55조의 임시조치 명령 위반
(iii) 제56조의 확약 위반

VLOP

-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 이하(감경된 벌금)
(i) VLOP가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제공
(ii) 정보 제공 기한 위반
(iii) 기한 내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미시정,

벌금
(fines)

제59조

완전한 정보 미제공 또는 거부

집행위원회

(iv) 제54조의 현장실사 불응
-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 이하(감경된 벌금)
(i) VLOP가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제공
VLOP/

(ii) 정보 제공 기한 위반

인지자

(iii) 기한 내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미시정,
완전한 정보 미제공 또는 거부
(iv) 제54조의 현장실사 불응

침해의 특성·중대성·기간·재발여부 고려, 감경된 벌금에 대
해서는 절차의 지연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
VLOP

(i) 제52조에 따른 정확·완전한 정보 제공 강제

이행강제금
(periodic
penalty

-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
(ii) 제54조에 따른 현장실사 순응

제60조

payment)

집행위원회

인지자

(iii) 제55조 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준수
(iv) 제56조 1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확약 준수
(v) 제58조(준수불응) 1항에 따른 결정 준수

VLOP, 인지자가 의무를 충족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자료: 저자 작성.

⑪ 제60조(이행강제금): 집행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특정 사항 준수를 강제하
기 위해 VLOP 또는 인지자(제52조 1항)에게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특정 사항 준수는
제52조(정보 요청)에 따른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의무 준수, 제54조에 따
른 현장실사 순응, 제55조 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준수, 제56조 1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확약 준수, 제58조(준수불응) 1항에 따른 결정 준수 등이다.463)
해당 VLOP 또는 인지자(제52조 1항)가 의무를 충족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
158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464)
⑫ 제61조(과징금465) 부과의 소멸시효):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 부과 권한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466) 소멸시효 기산점은 침해 발생일이
다. 지속적·반복적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침해 종료일부터 기산한다.467) 집행위
원회 또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나 절차를 위한 조치
를 취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에는 집행위원회 또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의한 정보 요청, 현장실사, 제51조 2항에 따른 집행위
원회의 절차개시 등이 포함된다.468)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 소멸시효는 새롭게
기산된다. 과징금 부과의 소멸시효는 집행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 없이 최대
한 소멸시효의 2배(1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동 기간은 본 조 5항의
소멸시효 정지 기간만큼 연장된다.469) 과징금의 소멸시효는 집행위원회의 결
정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절차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470)
⑬ 제62조(과징금 집행의 소멸시효): 집행위원회의 제59조(벌금) 및 제60조
(이행강제금)에 의한 결정 집행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471) 소멸시효 기
산점은 최종결정이 내려진 날이다.472) 과징금 집행의 소멸시효는 기존 과징금
변경 결정의 통지 또는 변경 요청의 거부 통지, 또는 과징금의 집행을 위한 집
행위원회의 조치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회원국의 조치가 있는 경우
중단된다.473) 중단된 시효는 새롭게 기산된다.474) 과징금 집행에 적용되는 소
463) DSA 제60조 1항.
464) DSA 제60조 2항.
465) 동 조문 및 제62조 조문에 관한 한, 과징금은 벌금(fines)과 과징금(penalty)을 총칭한다.
466) DSA 제61조 1항.
467) DSA 제61조 2항.
468) DSA 제61조 3항.
469) DSA 제61조 4항. 소멸시효의 중단(interrupt the limitation period)과 정지(suspend)는 차이가 있다. 중단은 이
미 경과한 시효는 소멸하며 새롭게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기산됨에 반해, 정지는 남은 기간을 소멸시효로 한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5년인데 2년이 되는 시점에 중단(interrupt) 조치가 있는 경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
시효는 완성되나, 소멸시효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정지(suspend)된 경우, 정지 사유 종료 시 나머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470) DSA 제61조 5항.
471) DSA 제62조 1항.
472) DSA 제62조 2항.
473) DSA 제62조 3항.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159

멸시효는 지급을 위해 시간이 허용된 경우, 또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급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다.475)

표 3-21. DSA 과징금의 소멸시효
조문
제61조 1항
제62조 1항
제61조 2항
제62조 2항

구분
소멸시효
기산점

과징금 부과
5년

5년

침해발생일 또는
침해종료일(지속·반복 침해 시)
(i) 집행위원회 또는 디지털서비

제61조 3항

시효중단

제62조 3항

조치

스조정기관에 의한 정보 요청
(ii) 현장실사
(iii) 제51조 2항에 따른 집행위
원회의 절차개시

제61조 4항

시효 완성

제61조 4항

시효 연장

제61조 5항

시효정지

제62조 5항

조치

과징금 집행

과징금 부과 없이 소멸시효의 2
배(10년)
소멸시효 정지 기간만큼 연장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유럽사법
재판소의 절차에 계속

최종결정일
(i) 기존 과징금 변경 결정의 통지/변
경 요청의 거부 통지
(ii) 과징금의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
회/회원국의 조치(action)
(i) 지급을 위해 시간 허용
(ii)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
급 집행이 정지된 경우

자료: DSA 제61조 및 제62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⑭ 제63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집행위원회는 제58조(준수불응) 1
항, 제59조(벌금) 및 제6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기 전 VLOP 및
인지자(제52조 1항)에게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문 주제는 (i) 집행위원
회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집행위원회의 예비결과와 (ii) 예비결과 관점
에서 집행위원회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이다.476) 해당 VLOP 및 인지자는 집행
위원회가 예비결과에 정한 14일 이상의 합리적 시간 내에 집행위원회의 예비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477)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관계 당사자가

474)
475)
476)
477)

DSA
DSA
DSA
DSA

제62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

4항.
5항.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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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이의제기 사안에 한정한다.478)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항변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관계 당사자는 해당 VLOP 또는 인지자의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협의된 공개 조건에 따라서만 집행위원회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다
만 파일접근권은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규제기관의 비밀정보 및 내부문서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규제기관 간의 교신에 대해서
까지 접근권이 확장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다.479) 제52조(정보 요
청), 제53조(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제54조(현장실사권)에 의해 취합된 정보
는 오로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480) 집행위원회, 디지
털서비스위원회, 회원국의 규제기관 및 임직원 및 관련자[제57조(모니터링 조
치) 2항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 및 감사인 포함]는 본 절에 따라 취득하거나 교
환된 정보 또는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단 제51조(집행위원회의 개입 및 절차개시) 3항 및 제52조(정보 요
청) 5항의 정보 교환 및 이용에 대한 권한은 침해 받지 않는다.481)
⑮ 제64조(결정의 공표): 집행위원회는 제55조(임시조치) 1항, 제56조(확
약) 1항, 제58조(준수불응), 제59조(벌금) 및 제6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채택
한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한 공표는 당사자의 성명 및 부과된 과징금 등
주요 결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482)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VLOP, 인지자(제
52조 1항) 및 제3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한다.483)
⑯ 제65조(접근 제한 요청 및 회원국 법원과의 협력): 본 규정 위반을 중지시
키기 위해 모든 권한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지속되고 중대한 피해가 발

478)
479)
480)
481)
482)
483)

DSA
DSA
DSA
DSA
DSA
DSA

제63조
제63조
제63조
제63조
제64조
제64조

3항.
4항.
5항.
6항.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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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이를 EU와 회원국 법에 의한 권한의 행사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요청하여 해당 VLOP에 대해
제41조(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의 권한) 3항에484) 따라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요청 이전에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에게 2주 이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요청할 조치 및 조치의 대상을 특정해 설명해야
한다.485) 본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제41조 3항
의 사법당국에게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법당국이 허용하는 경우, 구두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집행위원회는 의견 준비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 사법당국
에 사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486)
⑰ 제66조(집행위원회 개입에 관한 시행령): 집행위원회는 이 절에 따른 개
입에 관한 시행령(implementing acts)을 채택할 수 있다.487) 그러한 시행령
은 제70조의 자문절차에 따라 채택된다.488)
라) 집행에 관한 공통 조항
DSA 제IV장 제4절은 DSA 집행기관 간의 정보공유시스템과 중개서비스이
용자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다.
표 3-22. DSA 제IV장 제4절의 구성
집행에 관한 공통 조항
제IV장

제4절

제67조

정보공유시스템

제68조

대리(Representation)

자료: 저자 작성.
회원국의 사법당국에게 요청하여 침해와 관련된 서비스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
DSA 제65조 1항.
DSA 제65조 2항.
DSA 제66조 1항. 시행령은 다음 사항의 실제 준비(practical arrangements)를 위한 것이다. (i) 제54조(현
장실사권), 제57조(모니터링 조치)에 따른 절차 (ii) 제63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에 따른 청문 (iii) 제63
조에 따른 정보의 협의된 공개.
488) DSA 제66조 2항. 제70조의 자문절차라 함은 Regulation (EU) No 182/2011 제4조(Advisory procedure)
에 따른 절차를 말하며, 동 조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의견(opinion)을 제시하고 필요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에 의할 경우 단순 과반수(simple majority)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84)
485)
486)
487)

162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① 제67조(정보공유시스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집행위
원회·디지털서비스위원회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정
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489)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모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본 정보공유시
스템을 이용해야 한다.490) 집행위원회는 정보공유시스템 운용과 다른 연관 시
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은 제70조의 자문절
차에 따라 채택된다.491)
② 제68조(대리): 중개서비스이용자는 제17조(내부불만처리시스템), 제18
조(법원 외 분쟁해결), 제19조(신뢰성 있는 신고자)에 명시된 권리를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단체·협회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당해 대리인은 (i) 비영리 기반이어야 하며 (ii) 회원국 법령에 따라 적
법하게 설립되고 (iii) 그 설립 목적에 본 규정의 준수를 보장할 정당한 이해관
계가 포함되어야 한다.492)

마) 위임조치
DSA 제IV장 제5절은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DSA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보유하고, 유럽의회 및 EU 이사
회가 그러한 집행위원회 권한을 통제하는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표 3-23. DSA 제IV장 제5절의 구성
위임조치
제IV장

제5절

제69조

위임의 실행

제70조

위원회(Committee)

자료: 저자 작성.
489)
490)
491)
492)

DSA
DSA
DSA
DSA

제67조 1항.
제67조 2항.
제67조 3항.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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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온라인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무), 제25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제31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에 언급된 권한 위임은 잠정적으로 집행위원
회에 부여되며,493) 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494) 동 위임은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가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결정은 EU 공보 공표일
의 익일 또는 공표에 기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취소는 이미 효력을 발
생한 위임 입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95) 집행위원회는 위임조치
채택과 동시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496) 해당 위임조치는
통지 후 3개월 이내에497)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
거나 동 기한 내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모두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발효된다.

바) 최종 조항
DSA의 마지막 장인 제V장은 최종 조항으로서 DSA와 전자상거래지침과의
관계, DSA의 시행 이후의 평가 및 개정, DSA의 발효 등에 대해 규정한다.
① 제71조(전자상거래지침 일부 조항의 삭제):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삭제하되, 각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순서대로 본 규정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98)
② 제72조(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에 대한 지침 개정):
본 규정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 지침을 개정해 부속서
(annex)로 첨부한다.499) 다만 공개된 DSA 제안서상으로는 그러한 부속서가

493) DSA 제69조 2항.
494) DSA 제70조. 동 조의 위원회(Digital Services Committee)는 Regulation (EU) No 182/2011에 의한 위
원회(committee)를 의미하며,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위원회(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와는 다르다. 단 동 조의 Digital Services Committee가 정확히 어느 조직인지, 현재 존재
하는 위원회인지는 불명확하나, 향후 설립될 위원회로 추정된다.
495) DSA 제69조 3항.
496) DSA 제69조 4항.
497) 동 기한은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가 요청 시 3개월 연장된다. DSA 제69조 5항.
498) DSA 제71조 1~2항. 전자상거래지침의 조항을 본 규정의 조항으로 대체했다.
499) DSA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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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③ 제73조(평가):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
5년마다 본 규정을 평가하여 유럽의회, EU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보고해야 한다.500) 그러
한 평가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관련 기관의 입장
및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501) 집행위원회는 본 규정의 적용 후 3년 이내에 디
지털서비스위원회와 협의 후 본 규정의 적용 첫 번째 연도임을 감안하여 디지
털서비스위원회의 기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유럽의회, EU 이사회, 유
럽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
지털서비스위원회의 구조와 관련한 개정 제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502)
④ 제74조(발효 및 적용): 본 규정은 공보 게시 후 2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하
며, 발효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503)

라. DSA의 특징
1) 역외적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는 2020년 실시한 공개 의견 수렴에서 EU에 서비
스를 공급하는 VLOP을 포함하는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가 DSA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DSA 제1조(적용대상 및 범
위), 제11조(법률대리인) 및 제40조(관할)에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고정사업장 위치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EU 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서비스 수령자에게 중개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DSA가 적용된다.504) 이는 DSA가 EU 역외에서 EU 역
500)
501)
502)
503)

DSA
DSA
DSA
DSA

제73조 1항. 이를 위해 회원국과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보내야 한다(2항).
제73조 3항.
제73조 4항.
제74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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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게도 역외적용됨을 의미한다.
EU 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는 EU
회원국 내 사용자 수가 상당하거나,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경우 EU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05) 그러
한 경우에는 “EU 역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로서 반드시 법
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506) 법률대리인은 중개서비스공급자를 대리하여
규제기관, 집행위원회, 디지털서비스위원회 결정의 수령, 준수 집행을 위해 필
요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507) 만일 중개서비스공급자가 DSA를 준수하
지 않으면 법률대리인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508) EU 역외의 중개서비스공급
자에 대한 관할권은 법률대리인이 주재하거나 설립된 회원국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509) 만일 중개서비스공급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모든
EU 회원국이 관할권을 갖는다. 만일 어떤 회원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결정
한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일사부재리(ne bis in
idem)’ 원칙이 존중된다.510) 다만 DSA는 제11조 5항에서 법률대리인 선임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바,511) 이는 동 요건이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mode 1)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조치가 아님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 호스팅서비스의 범위 확대
DSA가 분류한 호스팅서비스는 VLOP 등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하는 포괄적

504) DSA 제1조 3항.
505) DSA 제2조 (d)항.
506) DSA 제11조 1항.
507) DSA 제11조 2항.
508) DSA 제11조 3항.
509) DSA 제40조 2항.
510) DSA 제40조 3항.
511) DSA 제11조 5항. “The designation of a legal representative within the Un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amount to an establishment in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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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호스팅서비스 등 정보사회서비스를 규정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지
침은 VLOP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반면 DSA 제1
조 (h)항은 온라인플랫폼을 호스팅서비스공급자로 규정함으로써 호스팅서비
스에 온라인플랫폼 및 VLOP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온라
인플랫폼을 기존 정보사회서비스인 호스팅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시장현실과
규제제도 간 괴리, 즉 규제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은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호스팅서비스공급자이다. 다만 다음에 동시
해당되는 경우에는 DSA 차원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i) 그
러한 활동이 미미하거나 단순히 다른 서비스의 부수적인 기능(ancillary
feature)인 경우 (ii) 객관적·기술적 이유로 다른 서비스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iii) 부수적 기능과 다른 서비스의 결합이 DSA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512)

3)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유지 및 구체화
DSA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 제II장 제4절(중개서비스공급자의 책임) 제12조
(단순도관), 제13조(캐싱), 제14조(호스팅), 제15조(일반적 관리의무 부존재)의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DSA 제II장 제3조(단순도관), 제4조(캐싱), 제5조(호
스팅) 및 제7조(일반적 관리 또는 사실 확인 의무 부존재)로 대체했다.513) 전자
상거래지침이 면책의 구체적 규제 수단을 각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지침(Directive)인 데 반해, DSA는 ‘규정(Regulation)’이므로 그 자체로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된다. 즉 법적 구속력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다.
512) DSA 제1조 (h)항: ‘online platform’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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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DSA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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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제3조(단순도관), 제4조(캐싱)의 경우는 전자상거래지침과 완전히 일
치하는 데 반해, 대부분의 디지털플랫폼이 소속되는 호스팅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책 내용 및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있다. DSA 제5조(호스팅)는 기존 전자
상거래지침이 규정한 불법행위와 불법정보 중 후자(불법정보)를 불법콘텐츠로
변경하고, 제1조 (g)항에서 불법콘텐츠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514)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에 대한 면책은 실제인식 또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인식·인지했다면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표 3-24. 전자상거래지침과 DSA 면책 관련 조항 비교

구분

전자상거래
지침

DSA

비교

단순도관서비스 면책

제12조

제3조

일치

캐싱서비스 면책

제13조

제4조

일치

호스팅서비스 면책

제14조 1항

제5조 1항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절차

제14조 3항

소비자보호법상 책임 면책 제외

Recital 11

제5조 3항

제15조 1항

제7조

자발적 조사 및 법규 준수

x

제6조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x

제8조

제15조 2항

제9조

일반적 관리 또는 사실 확인 의무
부존재

정보제공명령

지침: 불법행위+불법정보
DSA: 불법행위+불법콘텐츠

제14조

지침: 회원국에게 위임

제15조

DSA: 삭제·차단 시 사유 고지

DSA: 자발적 조치 기피 방지
DSA: 부당한 지체 없이 조치보고
+구제수단 등
지침: 불법행위 보고 회원국 재량
DSA: 정보제공 의무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전자상거래지침은 제14조 1항(b)에서 삭제·차단 시 면책을 규정하면
서 그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14조 3항에서 회원국에게 위임했었다. 그러
나 DSA는 제14조(신고·조치 방법) 및 제15조(사유서)에서 호스팅서비스공급
514) DSA 제1조 (g)항 “불법콘텐츠”는 EU법 또는 회원국법(법의 규제 대상 또는 특성과는 관련이 없음)에 저촉되
며, 그 자체로(in itself) 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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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고·조치 절차 및 요건을 구체화했다. 전자상거래지침 서문에 언급되어
있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온라인플랫폼의 책임도 DSA 제5조 3항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DSA에는 전자상거래지침에 부재하던 조항도 추가되었다.
DSA 제6조(자발적 조사 및 법규 준수)와 제8조(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가 그것이다. 제6조는 중개서비스공급자들이 면책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자발
적 조치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이다. 반면 제
8조는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된다.
DSA에 따른 불법콘텐츠 관련 조치의 특징은 공개의견수렴절차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던 조치 시기 및 콘텐츠제공자 보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부당한 지체 없이 조치의 내용과 조치 시점을 명
령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시기를 명확히 했고, 콘텐츠제공자에 대
해서도 구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침의 경우 제15조 2항에
서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기관 보고의무 부과 여부를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던 데 반해, DSA에서는 제9조(정보제공명령)를 신설하여 회원국의 사법
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요청 시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A에 따른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면책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면책과 관련해 전자상거래지침이 도입하
고 있는 특수책임제도(special liability regime)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
다.515) 이는 서비스공급자의 유형별로 상이한 ‘수동성’에 주목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방식이다. 예컨대 단순도관은 자신이 내용을 모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가장 수동적이다. 따라서 자신이 전송을 시작하거나, 전
송수령자를 선택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선택 또는 변경하지 않는 이상 면책
된다. 단순도관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이용자와 관련을 갖게 되는 캐싱은 전송
수령자나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516)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515) DLA PIPER(2009),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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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면책된다. 전송수령자나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고, 동시에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호스팅의 경우에는 그 수동성의 정도가 가장 낮다. 이러한 점에
서 호스팅은 불법행위나 불법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는 경
우 면책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지침의 특수책임제도는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적
용되는 수평적 책임제도로서,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공급자는 제
3자가 촉발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명예훼손, 오인광고, 불공정상업관행,
불공정경쟁, 불법콘텐츠의 배포를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 계약책임, 행정적
책임, 불법행위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또는 다른 모든 형태의 책임에서 면책
된다.517) 하지만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단순도관) 3항, 제13조(캐싱) 2항,
제14조(호스팅) 3항은 법원과 행정당국에게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침해를 종
료하거나 예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침의 특수책임제도가 면책과 관련된 회원국 국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지침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서비스공급자는 면책을 위한 보호수단을 잃는 것이며, 동시에 회원
국 국내법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침상의 면책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DSA에 반영되
었다. 따라서 DSA에서의 면책도 계약책임, 행정적 책임, 불법행위책임, 형사
책임, 민사책임, 다른 모든 형태의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단
순도관 및 캐싱의 경우, DSA 제3조와 제4조의 요건을 준수하면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 호스팅서비스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또는 불법콘텐츠를 실제로 인식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면책된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중과실 없이
인지(aware)하지 못한 경우에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518) 만일 실제 인식
516) 캐싱서비스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정보를 필터링한
다. 즉 캐싱서비스공급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데이터 및 서비스이용자 선별 능력이다.
517) DLA PIPER(2009), p. 9.
518) Verbiest et al.(2007),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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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삭제 또는 접근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면
책된다. 이는 불법행위나 불법콘텐츠를 인지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않는 경우, 이를 중과실로 간주함으로써 비록 형사책임은 면책된다 하더라
도 민사책임인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519)

4) VLOP의 알고리즘 공개
DSA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타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비해 VLOP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와 관련한 규정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미 집행위원회의 2020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된 바 있다. DSA
는 제12조(이용약관)에서 VLOP 등 중개서비스공급자에게 알고리즘과 관련된
콘텐츠조정에 대해 그 정책, 절차, 조치 및 도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
54조(현장실사권)에 따라 집행위원회, 감사인, 전문가는 현장실사 기간 중에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제57조(모니터링 조치)에 따라 알고리즘
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접근까지 명령할 수 있으며, VLOP는 제31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
다. 여기에서 접근 대상인 데이터에 알고리즘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제31조 제2항이 언급하는 체계적 위험이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을
포함하므로 그러한 정황 판단을 위해 알고리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제63조(청문요
519) 미국의 모델형법(Model Penal Code) 제2.02조는 책임요건을 purposely, knowingly, recklessly, negligently로
구분한다. gross negligence는 recklessness로 불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실제인식(actual
knowledge)에 의한 경우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의한 경우보다 책임 수준보다 높다는 점이다.
https://www.ingberprovost.com/negligence-recklessness/(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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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권 및 파일접근권) 4항 및 6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나 관련 연구
자들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VLOP는 DSA 제31조 6항에 기초해 디지털
서비스조정기관의 데이터 접근 제공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데이터 접근 권한 부여 시 서비스 보안 또는 비밀정보보호의 중대한 취약성
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제64조
(결정의 공표)에서도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VLOP의 이해관계를 존중해야 함
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제33조(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
무)는 VLOP가 서비스 보안에 중대한 취약성을 초래하는 경우 보고서에서 해
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제33조 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
스조정기관 및 집행위원회에는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DSA가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문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를 제시하거나 또는 VLOP에게 데이터 접근 제공에 관한 변경 요청권 등 방어
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이라
는 이유만으로 VLOP의 중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에 대해 접근 및
설명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조치로 간주될 개연
성이 없지 않다.

5)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누적적 주의의무
중개서비스공급자는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적
적·중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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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DSA에 따른 중개서비스공급자의 누적적 의무

구분

DSA
조항

중개서
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VLOP

단일 접촉처 지정 의무

제10조

●

●

●

●

법률대리인 선임 의무

제11조

●

●

●

●

이용약관 의무기재사항/기본권 존중

제12조

●

●

●

●

제13조

●

●

●

●

●

●

투명성보고의무(콘텐츠조정보고서 연1회
이상 제출)
신고·조치 방법 구축 의무

제14조

●

삭제·차단 결정 사유고지

제15조

●

●

●

온라인플랫폼의무 미소·소기업 적용배제

제16조

●

●

제17조

●

●

법원 외 분쟁해결

제18조

●

●

신뢰신고기관(trusted flaggers)

제19조

●

●

오용에 대한 조치 및 보호

제20조

●

●

범죄 의심 신고

제21조

●

●

판매자 추적

제22조

●

●

제23조

●

●

제24조

●

●

내부불만처리시스템 제공 의무/
구제수단 통지

추가적 투명성 의무(콘텐츠조정보고서에
3가지 내용 추가 + 월평균 활동이용자 6
개월에 1회 이상 공표)
온라인광고의 투명성
VLOP의 기준

제25조

●

중대한 체계적 위험 식별·분석·평가 의무

제26조

●

위험완화 조치 의무

제27조

●

독립적 감사를 받을 의무

제28조

●

추천시스템 변수 등의 이용약관 기재 의무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성 의무
(정보저장소의 API를 통한 공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
에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의무
준법감시인 지정 및 지원 의무
콘텐츠조정보고서 매 6개월 제출 의무 +
4가지 보고서 매년 1회 이상 제출 의무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173

모든 중개서비스공급자는 단일 접촉처를 지정해야 하고, 역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개서비스공급자의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중개서
비스공급자의 이용약관에는 콘텐츠조정 정책, 절차, 조치, 도구 등에 대한 내용
이 상세하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콘텐츠조정보고서를 공
개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도 부담한다.
정보의 장기(long-term)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호스팅서비스공급자는 이에
더해 신고·조치 방법을 구축하고, 삭제·차단 시 그 사유를 고지할 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호스팅서비스공급자 중 정보의 장기 저장과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
행하는 온라인플랫폼인 경우에는 내부불만처리시스템과 법원 외 분쟁해결절
차를 마련해야 하며, 신뢰신고기관의 신고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또한 빈번한
불법콘텐츠 게시자 및 빈번한 신고자들의 오용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범
죄 의심 정보를 인지 시 신고 또는 판매자 추적 조치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추가적인 투명성 의무도 부과된다. 콘텐츠조정보
고서에 분쟁해결 평균 소요 시간, 오용에 대한 중지 횟수, 자동화 수단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를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광고에 관해
서도 광고 사실, 광고대상 이용자 결정 변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중 월평균 활동이용자 수가 4,500만 명을 넘는 VLOP는 체계
적 위험에 대한 관리 의무를 추가로 부담한다. 그에는 체계적 위험의 식별·분
석·평가, 위험 완화, 독립적 감사, 이용약관 추가 기재(추천시스템 변수 등), 온
라인광고 시 정보저장소의 API 공개 등 강화된 투명성 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
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 또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데이터 접근 권한 제공, 준
법감시인 지정 및 지원, 상대적으로 빈번한(매 6개월) 콘텐츠조정보고서 제출,
추가적인 기타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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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SA 집행 체계의 수립
EU의 탄생은 1957년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의한 EEC 출범에서 비
롯된다.520) 1993년에는 로마조약 개정을 거쳐 EU창설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이 발효됐다. 이는 재차 개정됨으로
써 2009년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리스본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521) 발효됐다. 즉 TEU와 TFEU는
EU의 헌법적 기초를 구성하는 2개의 조약이다. EU의 목적 및 가치는 TFEU와
2009년에 TFEU와 함께 발효된 EU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 기재되어 있다.522)
EU의523) 주요 기관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U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524)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다.525) 이 중 DSA와 관련된 기구로는 유럽의회, EU 이사회, 집
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및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이다. DSA는 본 규정을 효
과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DSA 집행은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을 제외하고서는
520) 로마조약의 공식 명칭은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EEC 조약)이다. 로마조약이 프랑스, 서독, 이탈리
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에 체결됨으로써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탄생했다.
521)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016/C 202/01), OJ C202/1. (이하, EU기능조약)
522)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6/C 202/02), OJ C202/389 EU 기본
권헌장의 주요 내용은 제7조(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존중), 제11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제21조(비차별),
제24조(아동의 권리)가 있다.
523) 2021년 현재 EU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
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적, 정치적
연합이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에서 탈퇴했다.
524) 일반적으로 EU 이사회를 “the Council”이라고 칭한다.
525)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대외
협력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유럽지역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유
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 유럽데이터보호감독원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와 그
외의 기구 간 기관(Interinstitutional Bodies)으로서 컴퓨터긴급대응팀(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유럽행정학교(European School of Administration), 유럽인사채용실(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
공보실(Publications Offic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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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기 어렵다. DSA 집행 체계는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집행 체계
를 참고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U는 GDPR을 역내에서 일관되게 집행
하기 위해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를 두고 있다.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
의 구성원은 회원국의 데이터보호 규제기관의 대표들과 유럽데이터보호감독
원(EDPS)이다. EFTA/EEA 국가들의526) 감독기관들도 투표권이나 대표권 없
이 참여한다.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데이터보호 관련 규제기관
을 접촉처로 공지하고 있다.527) DSA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위원회도 EU의 지
배구조하에서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와 유사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원국의 규제기관 중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을 지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디지털서비스위
원회는 DSA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디지털서비스조정기
관들로 구성된다.
DSA의 집행 체계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핵심축이다. 회원국은 자국에 주요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법률대리인이 있는 중개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관할
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은 규제기관 중 하나를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으로 지정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원국은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이
보유한 조사권(정보제공 요청권, 현장실사권, 정보설명 요청권) 및 집행권(동
의의결권, 중지명령권, 과징금 부과권, 이행강제금 부과권, 임시조치권)을 통
해 DSA를 실행한다. 또한 DSA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규칙을 제정하여
중지명령 등 명령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
식으로 DSA의 집행을 담보한다. 중개서비스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준수에 불응
할 경우, 회원국의 사법당국을 통해 임시 접근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526)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EEA(European
Economic Area: EU 27개 회원국과 EFTA 회원국 중 3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으로 구
성), EFTA/EEA 국가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의미한다.
527)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european-data-protection-board_en
(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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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DSA에 의한 각 기관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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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서비스공급자

정보

서비스이용자

자료: 저자 작성.

물론 DSA의 집행 체계와 관련하여 DSA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집행위원
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위원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
면서 디지털서비스위원회를 지원하고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을 지도한다. DSA
운영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통지받아 발표하고, DSA에 따른
결정을 공표하고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집행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집행위원회의 몫이다. 또한 행동강령, 위기대응규약, 표준 등의 제정을 장려하
고, 체계적 위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공표한다. 집행위원회는 VLOP의 준
수불응 등 특정 행위에 대해 직접 개입하며,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과징
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VLOP에 대해 정보제공요청, 인터뷰
및 진술 청취, 현장실사, 임시조치 명령, 동의의결, 모니터링, 준수불응결정 등
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LO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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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게 회원국의 사법당
국에 대한 임시 접근제한 명령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DSA의 집행력을 최대
한 확보하고 있다.
물론 집행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
회 및 EU 이사회는 제69조(위임권의 행사)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한 위임
권한을 언제라도 취소할 권한을 가지며, 제70조(평가)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행
한 본 규정의 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EU의 피용자, 근로자 협
회 및 다른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자문단인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역시 제70조
(평가)에 따라 본 규정의 평가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권한도 갖는
다. 유럽사법재판소은 과징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바, 유럽사법
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징금과 관련한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DSA는 서비스이용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DSA에 관한 한,
서비스이용자의 권리는 특히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권리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법원 외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플랫폼과 VLOP
으로부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도 보유한다. 디지털서비스조정기
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DSA는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과징
금 부과 등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528) 또한 DSA가
제72조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에 대한 지침을 개정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DSA의 효과적 집행 차원에서 집단소송제
도의 도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528)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는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않으나, 집행위원회의 권
한인 과징금의 경우 VLOP의 특수 의무를 준수불응한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중복해서 적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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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DMA의 구조
DMA는 게이트키퍼가 상존하는 EU 역내의 디지털 부문(digital sector)에
서529)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통일된 규칙 제정을 목적
으로 한다.530) 그 입법 제안서는 제안 설명서, 79개 항의 전문, 6개의 장 및 39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6. DMA 입법 제안서의 구조
대상 및 범위, 용어 정의

제I장
제II장

게이트키퍼

제III장

게이트키퍼의 경합성 제한 관행 및 불공정 관행

제IV장

시장 조사

제V장

조사·집행·모니터링 권한

제VI장

일반조항

자료: 저자 작성.

DMA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i) 게이트키퍼의 지정
(ii) 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 부과 (iii) 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iv)
DM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이다.531)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에 대한 DMA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전권을 갖는다는 점은 DSA와
분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DMA의 의무는 오직 게이트키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게이트키퍼의
지정 요건은 중요하다. 게이트키퍼는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3
529) DMA 제2조 4항. 디지털 부문(digital sector)은 정보사회서비스는 물론이고 정보사회서비스를 수단으로 하여 공급
되는 제품(products) 및 서비스 부문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하, 디지털시장으로 지칭한다.
530) DMA 제1조 1항.
531) DMA 제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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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정성적 요건(시장 영향력 요건, 관문요건, 견고한 지속적인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디지털플랫폼이다. 게이트키퍼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정량적 추정 기
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한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의 통지에 의해 지정된다. 하
지만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정량적 추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체 시장조사를 통해
3가지 정성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집행위원회는 정성적 심사
절차를 통해서도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는 권
한을 보유한다.
일단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7가지 확정적 의무와 11가지 추가 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의무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정보 요청,
설명 요청, 진술 청취, 현장실사, 임시조치, 확약, 모니터링, 준수불응 결정, 벌
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DMA의 이행 및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보
유한다.

그림 3-6. DMA의 구조

DMA
게이트키퍼의
지정
핵심플랫폼서비스
공급자

게이트키퍼의
의무

3개 요건 충족

정량적 의제 기준

시장조사
(집행위원회)

이행 및 집행

집행위원회 전권

정량적 기준 미충족 주장 또는
정량적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게이트키퍼 지정 가능

정성적 심사 기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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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MA의 적용범위
DMA의 적용대상은 EU 내에 설립된 이용사업자와532) EU 내에 설립 또는
위치하는 소비자에게533) 게이트키퍼가 공급(provide) 또는 출시(offer)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 core platform services)이다. 이는 게이트키퍼의 고
정사업장 소재지(place of establishment) 또는 주재지(place of residence)
와 무관하며,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여타 EU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534) 즉 모든 EU법은 게이트키퍼가 역내에서 또는 역외에서 공급·제공
하는 모든 핵심플랫폼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DMA는 전자커뮤니케이션망(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535)
또는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ECS: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와536) 관련된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37) 쉽게 말해, DMA의 관심사는 부
가통신서비스(정보사회서비스)이지 기본통신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로 분류되는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ICS: interper
sonal communications services)에538) 관한 한 회원국 규제기관이 보유하
532) DMA 제2조 (17)항. 이용사업자(business user)는 상품(서비스)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또는 공급하
는 과정에서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상업적 또는 전문적으로 행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533) DMA 제2조 (16)항. 소비자(end user)는 핵심플랫폼서비스(CPS)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용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534) DMA 제1조 2항.
535) Directive (EU) 2018/1972 제2조 (1)항 ‘전자커뮤니케이션망(ECN)’은 영구적인 인프라 또는 중앙 집중식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송시스템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스위칭 또는 라우팅장비
및 호(signal)의 전송을 허용하는 비활성 네트워크 요소를 포함한 기타 자원을 의미한다. 호가 전송 되는 수단
은, 유선, 무선, 광학 또는 기타 전자기 수단(위성 네트워크, 유선(인터넷을 포함한 회선교환 및 패킷교환 포
함) 및 모바일 네트워크, 전기 케이블 시스템(호를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라디오 및 TV 방송
네트워크, 케이블 TV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에는 상관이 없다.
536) Directive (EU) 2018/1972, 제2조 (4)항.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ECS)”는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전자
커뮤니케이션망(ECN)을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로, ECN/S를 통한 콘텐츠 공급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한 편성권을
행사하는 서비스를 제외한다. ECS는 (i) 인터넷접속서비스 (ii)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ICS: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iii)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호(signal)를 전송하는 서비스(사물통신 전송서비스,
방송 전송서비스 포함)로 구분된다. Baran and Eckhardt(2017), p. 1.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ICS)는 번호
기반(number-based) ICS와 번호독립(number-independent) ICS로 구분된다. 번호기반 ICS의 예는 유선
전화(fixed-line telephony)와 스카이프(Skype)이다. 번호독립 ICS는 번호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서비스로서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신저서비스가 해당된다.
537) DMA 제1조 3항.
538) 발신자가 정하는 제한된 수의 자연인 간 이루어지는 양방향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서비스로서 그 안
에는 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가 혼재한다. 예컨대 전통적인 음성전화서비스, 문자서비스, 이메일, 그
룹채팅 등이 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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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과 임무를 침해하지 않는다.539) 이는 현행 EU 법제하에서 대인커뮤니
케이션서비스가 전적으로 기본통신서비스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즉 핵심플랫폼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정보사회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하는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DMA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는바,
그에 관해서는 역내 회원국 재량권에 맡긴다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EU 역내 회원국은 DMA를 모법으로 하여 그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법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바,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담보할 목적으로 게이
트키퍼에 대해 DMA와 양립하지 않는 법규 및 행정조치를 추가로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타 EU 법과 양립하는 합법적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규칙 적
용은 가능하다. 예컨대 각 회원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또는 ‘불공정경쟁 행
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포함하는 사업자에게540) 게
이트키퍼의 의무와 무관한 DSA에 따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다.541) 유사한 맥락에서 DMA는 EC 합병 규정,542) 회원국의 합병 관련 규칙,
온라인매개서비스(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
정성 및 투명성 규정의543)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DMA는 EU 기능조약 제101조와544) 102조의545)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반경쟁 계약, 사업자단체(associations of undertakings)의 공
동 결정, 집단행위(concerted practice) 및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회
원국 규칙과 다른 유형의 일방적 행위(unilateral conduct)를 금지하는 회원

539) DMA 제1조 4항.
540) DMA 제2조 (22)항은 “사업자(undertaking)”는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자의 직·간접 통제를 통해 집단(group)
을 형성하고,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연결된 기업 또는 모든 관련된 사업자를 의미하며, 법적 지위 또는
자본 조달 방법을 불문한다.
541) DMA 제1조 5항 및 6항 후단. 이를테면, VLOP가 게이트키퍼인 경우 DSA와 DMA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542)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543) Regulation (EU) 2019/1150.
544) TFEU 제101조는 카르텔을 금지하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를 금지한다.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2016), p. 5.
545) TFEU 제102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
하여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
위”에 해당한다. 위의 책,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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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경쟁법 적용에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게이트키퍼에 대해
서는 회원국의 해당 규칙 및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칙이나 경쟁법
에 근거하여 게이트키퍼에게 추가적 의무를 부과해서도 아니 된다.546) 즉 게이
트키퍼의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한 회원국의 규제권한은 DMA에 종속되며, 그
에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의 규제기관은 집행위
원회가 본 규정에 따라 채택한 결정과 상충하는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집행
위원회와 회원국은 집행 조치에 관하여 긴밀히 협조·조율해야 한다.547)

다. DMA의 내용
DMA의 내용은 크게 (i) DMA 적용 대상인 핵심플랫폼서비스 (ii) 게이트키
퍼의 지정 요건 (iii) 게이트키퍼의 의무 (iv) 시장조사 (v) 조사, 집행 및 모니터
링 권한 (vi) 일반조항으로 구성된다.

1) 핵심플랫폼서비스(CPS)
DMA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 가운데 핵심플랫폼서비스(CPS)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한정적으로 열거된 다음 서비스들을 의미한다.548) (i) 온라인
매개서비스549) (ii) 온라인검색엔진550) (iii) 온라인소셜네트워킹서비스551)
546) DMA 제1조 6항 전단.
547) DMA 제1조 7항.
548) DMA 제2조 (2)항.
549) DMA 제2조 (5)항. Regulation (EU) 2019/1150. Recital 11은 온라인매개서비스(OIS: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의 사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응용프로그램(software applications)서비스와
온라인소셜미디어서비스를 들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중립성을 취하고 있다. 사례
로는 마켓플레이스로서 이베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고, 앱스토어로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MS스토어 등이 있다.
550) DMA 제2조 (6)항. Regulation (EU) 2019/1150. 제2조 5항. “온라인검색엔진”은 디지털서비스로서 이용자
가 원칙적으로 모든 웹사이트 또는 특정 언어의 모든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 질문을 넣고 키워드, 음성, 구
절, 또는 다른 검색어의 형태로 넣은 여하한 주제에 대한 질문에 기초하여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으로써, 그러
한 결과는 요청된 콘텐츠와 관련되어 찾을 수 있는 여하한 형태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사례로는 구글, 빙, 야
후, 바이두 등이 있다.
551) DMA 제2조 (7)항. “온라인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소비자가 다양한 기기(devices)에 거쳐 상호간에 연결, 공
유, 발견(discovery), 소통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채팅(chat), 포스팅(posts), 비디오, 추천을 통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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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552) (v) 번호독립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553)
(vi) 운영체제(OS)554) (vi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555) 및 (viii) 상기 열거된 핵
심플랫폼서비스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556) 게이트키퍼의 경우 하
나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복수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DMA는 핵심플랫폼서비스들의 조합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또는 DMA는 다른 서비스의 공급자가 일부 핵
심플랫폼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핵심플랫폼서비스는 막대한 규모의 경제,557)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
들의 상당한 종속성 및 멀티호밍(multi-homing) 결여로 인한 고착 효과, 수직
적 결합, 데이터 우위 등 특성으로 인해 그 공급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기 쉽
다. 이러한 특성이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의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면 핵심플
랫폼서비스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고, 동시에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와 이용사업자·소비자 간의 건전한 상업적 이해관계
에 역행할 수 있다. 결국 DMA가 일부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
로 지정·규제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저해에 대한 안전장치
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558)

사례로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이 있다.
552) DMA 제2조 (8)항. Directive 2010/13/EU 제1조 1항 (aa)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동 지침에서 동영상공
유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이후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로는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플러스, 아이튠즈 등이 있다.
553) DMA 제2조 (9)항. Directive (EU) 2018/1972. 제2조 7항. “번호독립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대인커
뮤니케이션서비스로서 공적으로 할당된 번호자원(말하자면, 전화번호 또는 국내/국제전화번호상품)을 연결하지
않거나, 또는 전화번호 또는 국내/국제전화번호상품(plan)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사례로는 왓츠앱, 페이스타임, 이메일 서비스 등 메시지교환서비스가 있다.
554) DMA 제2조 (10)항.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본적 기능을 통제하
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응용프로그램(software applications)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등이 있다.
555) DMA 제2조 (11)항. Directive (EU) 2016/1148 제4조 (19)항. “클라우드컴퓨팅”은 공유 가능한 컴퓨팅 자
원의 확장성(scalable), 신축성(elastic) 있는 풀(pool)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서비스이다. 사례로는
아마존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플랫폼 등이 있다.
556) 사례로는 상기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광고망, 광고중개서비스 등이 있다.
557) 막대한 규모의 경제는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558) DMA Recit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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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핵심플랫폼서비스(CPS)의 종류

온라인
매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운영체제(OS)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A

개별 CPS

C

B
SNS

동영상공유
플랫폼

번호 독립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PS 공급자의
광고서비스

A
복수의 CPS 조합

자료: 저자 작성.

2)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는 시장 영향력(impact), 관문(gateway),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position)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게이트키퍼로
지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i) EU 역내 시장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ii)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중요한 관문
(gateway)으로 기능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운영하며 (iii) 그러한 운영과 관
련하여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를 이
미 보유하거나 또는 조만간 그러한 지위를 보유할 것으로 예견되어야 한다.559)
여기에서 그러한 지위 보유가 예견되는 상황이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으로 포함
된 것은 시장쏠림(market tipping)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이러한 3개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추정 기준이다.560)
DMA는 게이트키퍼 지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각 요건 충족을 추

559) DMA 제3조 1항.
560) DMA 제3조 2항.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185

정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
급자의 통지에 기초해 그러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핵심플랫
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당해 핵심플랫폼서비스공
급자는 충분히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게이트키퍼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집행위원회는 정량적 기준에 미달한 핵
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시장조사 절차를 통해 3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해당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
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림 3-8.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CPS 공급자
EU 역내 시장

상당한
시장 영향력

GK
관문 CPS
이용사업자의 소비자
접근 시 직면하는 병목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이미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시장
지배적 지위 예견

자료: 저자 작성.

참고로 집행위원회는 제37조(위임의 실행)에 따라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
의 3개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하고, 시장과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그러한 방법론(특히 시장 영향력에 관한 정량적 기준
에 관한 방법론)의 정기적 조정을 위한 위임조치 채택 권한을 보유한다.561) 3
개 정량적 추정 기준은 DMA 제3조 2항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561) DMA 제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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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 영향력 요건에 관한 추정 기준: 최근 3년간 EEA 내562) 연간매출액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시
장가치가 650억 유로 이상이며, 최소 3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핵심플랫폼
서비스공급자.
② 관문 요건에 관한 추정 기준: EU 내에 설립되거나 위치한 활동 소비자
(active end users)가 월간 4,500만 명을 초과하거나, EU 내에 설립된 활동
이용사업자(active business users)가 직전 회계연도에 1만 개를 초과하는 경
우.563)
③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요건에 관한 추정 기준: 상기 관문 요건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이전 3년 동안 연속하여 달성한 경우.564)

표 3-27.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및 요건 충족 추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
조문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충족 추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
최소 3개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CPS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제3조 1항(a)

시장 영향력

제3조 2항(a)

요건

- 최근 3년간 EEA 내 연간매출액 65억 유로 이상, 또는
- 직전 회계연도 평균시가총액(average market capitalisation)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가 650
억 유로 이상인 경우 추정됨
- EU 내에 설립·위치한 활동 소비자가 월간(monthly) 4,500

제3조 1항(b)
제3조 2항(b)

관문 요건

만 명을 초과, 또는
- EU 내에 설립된 활동 이용사업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연간
(yearly) 1만 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정됨

제3조 1항(c)

견고하고 지속적인

제3조 2항(c)

지위 요건

관문 요건 기준이 지난 매 3년 동안 연속 충족된 경우 추정됨

자료: 저자 작성.

562) EEA는 EU 27개 회원국과, EFTA 국가 중 3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포함한다.
563) DMA 제3조 2항 (b) 후단. 월간 활동 소비자 수의 산정에는 지난 회계연도의 최대치를 참고한다.
564) DMA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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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상기의 3개 정량적 추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를 집행위원회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DMA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
자로 하여금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는 제3조 3항에 따라 자신이 그러한 기준에 충
족된다고 판단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집행위원회에 통지하
고,565)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566) 관문 요건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자는 통지문에 특히 각 핵심플랫폼서비스별로 정량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핵심플랫폼서비스공
급자는 이미 충족 사실을 통지한 핵심플랫폼서비스 이외의 새로운 핵심플랫폼
서비스가 관문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해당 사실을 추가로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제3조 3항에 관한 정보 접수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부당한
지체 없이 제3조 2항의 모든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다만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게는 자신이 게이트
키퍼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이 허용된다. 그러한 경우 입증책임은 핵
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가 부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핵심플랫폼서비스
공급자는 통지와 함께 제3조 6항의 요소들을567) 고려해 자신이 게이트키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히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할 경우에는 게이트키퍼
지정이 재고될 수 있다.568)

565) 집행위원회는 통지가 없더라도 별도 절차에 의해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 DMA 제3조 3항.
566) DMA 제3조 3항.
567) 이하에서 언급하는 집행위원회의 자체 시장조사 시 고려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말한다. ① 규모(매출,
가총액) 운영 현황 및 지위 ② 소비자에 접근하기 위해 CPS에 의존하는 이용사업자의 수 및 소비자의 수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우위로 인한 진입장벽 ④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향유하는 규모의 경제
과(scale effect) 및 범위의 경제 효과(scope effect) ⑤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고착(lock-in) 정도
여타 구조적 시장특성.
568) DMA 제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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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③
효
⑥

그림 3-9. 정성적 심사의 대상 및 기준

현황 및 단기 변화 추이 고려
사업 규모(매출, 시가총액 등) , 운영 현황 및 지위

a

정량적 기준에
미달하는
CPS공급자

관문 CPS 의존 현황 : 소비자 접근을 위해 CPS에 의존하는

b

GK 지정요건
미충족 항변
CPS공급자

잠재적으로 GK가 될
수 있는 CPS공급자

e
f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숫자

c

진입장벽 :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우위
(data driven advantage)에서 발생하는 진입장벽

d

규모·범위의 경제 효과 : 데이터 등 관련 효과 포함

고착(lock-in) 효과 :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 고착 정도

여타 시장의 구조적 특성

자료: 저자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제3조 2항 및 3항에 따른 정량적 성격의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와 별도로 자체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핵심플랫폼서비스
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는 정성적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569) 즉
게이트키퍼 지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에 의한다. 첫 번째는 상기 거론한 정량적
추정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경
로이다. 두 번째는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체 시장조사 결과에 기초해 핵심
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경로이다. 그러한 시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이다.570)
집행위원회는 정량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도 시장조사를 통해 게이트키퍼
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조사를 통한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 평가 시에는 크게

569) DMA 제3조 6항.
570) DMA 제15조. 집행위원회는 제3조 2항의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들에 대해서
도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를 통해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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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6개 요인(elements)을 고려하되, 각 요인별 ‘단기 변화추이
(foreseeable developments)도 감안한다. (i) 사업 규모(매출, 시가총액), 운
영 현황 및 지위 (ii) 소비자의 숫자와 소비자에의 접근을 위해 CPS에 의존하는
이용사업자의 숫자 (iii)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우위로부터 발생하는 진입장
벽571) (iv)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누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scale
effect) 및 범위의 경제 효과(scope effect) (v)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고
착(lock-in) 정도 (vi) 기타 구조적 시장특성.572)
만일 제3조 2항에 따른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
게 집행위원회가 명한 조사관련 조치(예컨대 관련 정보 추가 제출 등)에 불응하
고, 준수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시간 이내에 해당 조치에 불응하는 상
황이 지속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당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
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핵심플랫폼서비스공
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가용한 사실
(facts available)’에 기초해 해당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573)
집행위원회는 제3조 4항(정량적 기준에 따른 지정)과 6항(시장조사에 따른
지정)을 통해 확인된 게이트키퍼에 대해 해당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가 소속
된 관련 사업자(undertakings)를 확인해야(identify) 하며, 해당 관련 사업자
가 공급하는 관련 핵심플랫폼서비스 가운데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
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중요한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574) 이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상류시장(upstream market)과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 서
비스의 유기적·전략적 통합 운영의 가능성, 운영체제(OS)의 반경쟁적 활용 가능
571) 데이터 우위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정보 또는 비개인정보에의 접근 및 수집과 데이터 분석능력(analytics
capabilities)에 관련된 우위에 주안점을 둔다. DMA 제3조 6항(c).
572) DMA 제3조 6항.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의 예상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573) DMA 제3조 6항.
574) DMA 제3조 7항.

190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성 등 핵심플랫폼서비스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대목
이라고 풀이된다.575) 이에 따라 DMA는 게이트키퍼의 의무 준수 시점을 해당 핵
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와 관련사업자의 핵심플랫폼서비스들을 모두 고려해 그
최종적인 목록이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576)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은 번복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요청에 의하거나 또
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에 의해 채택된 결정을 재고·
수정·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i) 지정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ii) 관련 사업자
(undertakings)의 불완전·부정확·오류 정보 제공으로 인해 지정 결정이 내려
진 경우.577) 집행위원회는 최소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지정된 게이트키퍼가
제3조 1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검토 시 해당 게이트키퍼
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 조정 필요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핵심플
랫폼서비스공급자가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집행위원
회가 검토를 통해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사실의 변경을 확인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상응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578) 집행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게이트키퍼 목록과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공표·갱신해야 한다.579)

3) 게이트키퍼의 의무
DMA 제III장은 시장 경합성 제한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게이트키퍼에
게 부과되는 총 18개 의무 목록을 제시한다. 이 중 7개 의무는 집행위원회와의
별도 협의 없이 게이트키퍼가 DMA의 조건을 곧바로 실행하는 방식의 ‘자기집
575) 관문 핵심플랫폼서비스(gateway CPS)를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립된 국
제규범은 아직 부재하다. DMA는 물론이고 DSA에서도 그에 관한 입장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다
만, 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가 보유하는 데이터 또는 정보를 필수설비에 준하는 요소로 간주하려는 일부 EU
내의 정서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DSA Recital 49)이 존재한다.
576) DMA 제3조 8항.
577) DMA 제4조 1항.
578) DMA 제4조 2항.
579) DMA 제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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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적 의무(self-executing obligations)’이며, 나머지 11개 의무는 각 게이트
키퍼가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 세부 조건에 따라 실행하는 방
식의 ‘비자기집행적 의무(non-self-executing obligations)’이다. 후자(11
개 의무)는 게이트키퍼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게이트키퍼가 채택해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그 집행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집행위
원회의 의중을 반영한다.580) 이외에도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로는 기업결합
에 관한 신고의무와 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신고 의무가 있다.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방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반경쟁적 M&A 통
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고착효과 억제와 멀티호밍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림 3-10.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자기집행적 의무
(제5조)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 지배력 남용 방지
⒝ 불공정행위 방지
⒞ 반경쟁적 M&A 통제

비자기집행적 의무
(제6조)
기업결합 신고 의무
(제12조)

고착효과 억제
멀티호밍 활성화

프로파일링 기법 신고 의무
(제13조)

자료: 저자 작성.

가)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의무
DMA 제5조는 게이트키퍼가 집행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그 부과 조건에 합치하
도록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게이트키퍼는 제3조 7항에 따라 작성된 핵심플
랫폼서비스(CPS)581) 목록의 각 CPS에 대해 다음 7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80) DMA Recital 58.
581) 이하 핵심플랫폼서비스(CPS: core platform services)는 CPS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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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 의무
번호

조문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1

제5조 (a)항

개인정보의 결합 금지

2

제5조 (b)항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3

제5조 (c)항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및 소비자의 CPS 접근 자율권 허용

4

제5조 (d)항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 허용

5

제5조 (e)항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요 금지

6

제5조 (f)항

CPS 접근·가입·등록을 위한 조건 부과 금지

7

제5조 (g)항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의무

자료: 저자 작성.

① 개인정보의 결합 금지: 게이트키퍼가 CPS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자
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의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
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개인정보의 결합을 목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강요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가입 선택
권을 허용했거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582) 따른 동의(consent)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개인정보 결합이 허용된다.583)
②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들이 자신의
온라인매개서비스(OIS: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를584) 통해 소비
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또는 조건과 상이한 조건으로 제3자의
온라인매개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
다.585)
③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및 소비자의 CPS 접근 자율권 허용: 게
582) Regulation (EU) 2016/679.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583) DMA 제5조 (a)항.
584) Regulation (EU) 2019/1150. 제2조 (2)항은 온라인매개서비스를 “정보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이용사업자
(business users)가 상품(서비스)을 소비자에게 제공(offer)하여 양자 사이에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온라인매개서비스는 통상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하며,
이용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공동(collaborative) 시장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베이와 같은 서비스와,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소프트웨어 앱서비
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소셜미디어서비스와 같은 사례가 있다.
585) DMA 제5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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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의 CPS를 통해 확보한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그 CPS 이용 목적과 무관하게 홍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게이트키퍼 CPS에 의하는 이용사업자의 소프트웨
어 앱을 통해 콘텐츠, 가입, 기능, 기타 항목(items) 등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획득하는 그러한 항목은 게이트키퍼의 CPS가 아
닌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항목이어야 한다.586)
④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 허용: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들이 관련 공공기
관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587)
⑤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요 금지: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CPS 이
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identification services)를588) 이용·제안하도록 요구하거
나, 동 본인확인서비스와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589)
⑥ CPS 접근·가입·등록을 위한 조건 부과 금지: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3조(게이트키퍼 지정)에 따른 여하한 CPS에의 접근·가입·
등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3조에 따른 다른 CPS 또는 제3조 2항(b) 기준(관
문 요건)을 충족하는 CPS의 구독·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590)
⑦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의무: 게이트키퍼는 자신을 통해 광고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광고주(advertisers) 또는 광고대행사(publisher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신이 제공하는 각 광고서비스 및 광고물 제작과 관련하여
게이트키퍼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보수는 물론이고591) 광고주 및 광고대

586) DMA 제5조 (c)항.
587) DMA 제5조 (d)항.
588) DMA 제2조 (15). “‘Identification service’ means a type of ancillary services that enables any
type of ve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end users or business users,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used,” 인증(authorization) 절차의 일환인 본인확인(authentification) 서비스를 의미함.
589) DMA 제5조 (e)항.
590) DMA 제5조 (f)항.
591) 게이트키퍼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광고물을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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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게이트키퍼에게 지불하는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592) 이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디지털플랫폼의 광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593) 즉 이들의 멀티호밍
(multi-homing)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나)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의무
게이트키퍼는 제3조 7항에 따라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각 CPS에
대해 집행위원회와 협의된 조건하에서 DMA 제6조에 따른 다음 11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게이트키퍼의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 유발 비공개데이터 사용 제한: 게이
트키퍼는 이용사업자의 활동에 의해 획득된 ‘비공개데이터(data not publicly
available)’를 이용사업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비공개
데이터는 집계(aggregation) 여부를 불문하며, 게이트키퍼의 수집데이터 및
추론데이터를 공히 포함한다.594) 그러한 데이터는 이용사업자와 그 소비자가
게이트키퍼의 CP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용을 위해 제공 또는 유발함으로
써 게이트키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는 CPS 이용사업자가 제공한 데이터, 그 이용사업자의 소비자가 제공한
데이터, CPS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활동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및 그 이용사업
자의 제공 항목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활동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공히 포함
된다.595)

592) DMA 제5조 (g)항.
593) DMA Recital 42.
594) DMA 제6조 2항. “비공개 데이터(data not publicly available)”는 이용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고객이 게
이트키퍼의 CPS에서 행한 상행위(commercial activities)로부터 추론되거나(inferred), 수집된(collected)
이용사업자가 생성한 집계데이터(aggregated data) 및 비집계데이터(non-aggregated data)를 포함한다.
즉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의 비집계 데이터(non-aggregated data), 집계데이터, 추론데이터 및 수집데이
터를 포함한 이용사업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사업자와 경쟁할 수 없다.
595) DMA 제6조 1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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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 추가 의무
번호

조문

1

제6조 1항(a)

게이트키퍼의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 유발 비공개데이터 사용 제한

2

제6조 1항(b)

사전설치 응용소프트웨어 삭제권 허용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3

제6조 1항(c)

제3자 제작 앱 및 앱스토어의 설치·이용권 보장

4

제6조 1항(d)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 금지

5

제6조 1항(e)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6

제6조 1항(f)

비차별적인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광고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투명성 보장

7

제6조 1항(g)

8

제6조 1항(h)

데이터이동성(data portability)의 보장

9

제6조 1항(i)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10

제6조 1항(j)

게이트키퍼의 검색데이터 개방

11

제6조 1항(k)

앱스토어 접근 조건의 공정성·비차별성·일반성

자료: 저자 작성.

② 사전설치 응용소프트웨어 삭제권 보장: 게이트키퍼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CPS와 관련하여 사전 설치된 응용소프트웨어(pre-installed software
applications)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응용소프트웨
어가 운영체제(OS) 또는 기기(device)의 온전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
제작자(third-parties)가 기술적으로 이를 운영체제 또는 기기와 분리해 독립
적으로(standalone basis)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해당 응용소프
트웨어596) 삭제를 제한할 수 있다.597)
③ 제3자 제작 앱 및 앱스토어의 설치·이용권 보장: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운
영체제(OS)를 이용하고자 하는, 또는 자신의 운영체제와 상호호환하는 제3자
제작 앱/앱스토어의598) 설치·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소비
자가 자신의 CPS 이외의 다른 수단을599) 통해 동 앱/앱스토어에 접근하는 것
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600) 다만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
596)
597)
598)
599)

이하 간략히 앱(app)으로 지칭함.
DMA 제6조 1항(b).
예컨대 경쟁 게이트키퍼의 운영체제(OS)에 설치 가능한 앱 또는 앱스토어.
예컨대 경쟁 게이트키퍼의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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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S)의 무결성(integrity)이 제3자 제작 앱/앱스토어의 설치·이용으로 인해
훼손될 위험에 관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례적(proportionate) 조치를
취할 수 있다.601)
④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 금지: 게이트키퍼의 순위매김(ranking)
은 공정하고(fair)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에 의해야 한다.602)
좀 더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퍼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또는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
(undertaking) 내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의 순위매김(ranking)
에603) 있어 그러한 관계하에 있지 않은 제3자의 제공 서비스 및 제품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아니 된다.604)
⑤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운영체제(OS)
에서 구동되는 상이한 앱 및 서비스605) 간 전환(switch) 가입할 수 있는 소비
자의 선택권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인터넷접속서비스공급자(초고속인터넷사업자) 선택권을 포함한다.606) 참고로
동 게이트키퍼의 의무는 소비자의 멀티호밍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앱 및 서비스 전환 가입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제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는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앱 및 서비스에 고착(lock-in)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 멀티호밍은 물론이고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00) 개략적 이해를 위해서는 DMA Recital 47을 참고할 것. 참고로 그러한 제한은 특히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앱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자유로운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 선택권에 반한다. 예컨대 어떤 앱 개발자
가 상이한 복수의 OS와 상호연동이 가능한 앱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런데 특정 게이트키퍼(A)가 경쟁 게이트
키퍼(B)의 OS에 앱을 설치한 앱 개발자에 대해 자신의 OS에는 접근을 불허하는 배타적 유통정책
(distribution policy)을 취할 경우, 해당 앱 개발자는 물론이고 해당 앱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도 게이트키퍼 A
에게 고착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1) DMA 제6조 1항(c).
602) DMA 제6조 1항(d).
603) 자세한 내용은 DMA 제2조 (18)항을 참고할 것.
604) 쉽게 말해, 게이트키퍼는 물론이고 게이트키퍼가 속하는 동일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서비스 및 제품의 순위매
김에 있어 그 밖의 경쟁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605) 소프트웨어의 계층 관점에서 동 서비스는 운영체제상에서 구동되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middle-ware SW)로 간
주될 수 있는 다양한 목적 및 유형의 디지털플랫폼과 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606) DMA 제6조 1항(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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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차별적인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게이트키퍼는 부대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및 부대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게이트키퍼 자신이 부대서비스607)
공급 과정에서 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운영체제(OS),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양(features)에 접근하거나 또는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608)
⑦ 광고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투명성 보장: 게이트키퍼는 요청에 따라 자신
(게이트키퍼)의 광고서비스 효과측정도구(performance measuring tools)
를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들이 관련 광고서비스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09) 이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들이 게이트키퍼의 광고
서비스 효과에 관한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이
트키퍼의 광고서비스에 고착되기보다 다른 디지털플랫폼의 광고서비스로 전
환(switch)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⑧ 데이터이동성의 보장: 게이트키퍼는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 활동을 통해
생성된 (수집)데이터의 이동성(portability)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
히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규정한 맥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610) 소비자가
데이터이동성(data portability) 권리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
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수단에는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실시간 접속
(continuous and real-time access)이 포함된다.611)
607) DMA 제2조 (14)항. 부대서비스(ancillary service)는 CPS와 함께 또는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Directive (EU) 2015/2366 제4조 (3)항의 지불서비스(payment services)와 지불서비스의 공급을 지원하
는 동 지침 제3조 (j)항의 기술서비스(지불서비스 지원)를 포함하며, 풀필먼트(fulfillment)서비스, 본인확인
(identification)서비스, 광고서비스 또한 포함한다. 풀필먼트서비스는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을 처리하는 전 과
정, 즉 고객의 주문에 맞춰 물류센터에서 제품 선택·포장·배송까지 하는 일련의 유통과정을 포괄 처리하는 서
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FBA(Fu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BA 이용사
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아마존의 창고에 보관하면, 제품의 포장부터 출고 등의 물류 전반을 아마존이 담당하게
된다. 쿠팡도 2016년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으로 설립하여 풀필먼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608) DMA 제6조 1항(f).
609) DMA 제6조 1항(g), Recital 53.
610)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데이터이동성은 구조화되고(structured), 일반적으로 이용되는(commonly used), 기계판
독 가능한 형식(machine-readable format)의 데이터를 전제한다. Regulation EU 2016/679.
611) DMA 제6조 1항(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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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이용사업자 또는 그 소비자가 CPS를 이용하
는 과정에서 제공 또는 유발한 비집계데이터(non-aggregated data) 및 집계
데이터(aggregated data)와612) 관련하여, 게이트키퍼는 해당 이용사업자 또
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지속적·실시간으로 별도 요금 부과 없
이 효과적이고도 고품질로 해당 데이터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
다. 다만 개인정보는 이용사업자가 CPS를 통해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
비자 이용과 직결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소비자가 그러한 공유(sharing)에 동
의한 경우에만 접근·이용이 가능하다.613)
⑩ 게이트키퍼의 검색 데이터 개방: 게이트키퍼가 무료 또는 유료 온라인검
색엔진(online search engine)을 제공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자신의 온라
인검색엔진 소비자들에 의해 생성된 검색순위, 질문, 클릭 및 리뷰 데이터에 공
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
건으로 제3의 온라인검색엔진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질문·클릭·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한 접근은 익명화
(anonymisation)를 전제로 한다.614)
상기 ⑧, ⑨, 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데이터에 대한 DMA의 관점은 비교
적 분명해 보인다. 게이트키퍼가 보유하는 데이터에 관한 한, 그 유형을 불문하
고 원칙적으로 개방과 함께 이동성을 동시에, 그리고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않
고서는 CPS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의 멀티호밍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디지털플
랫폼시장 경합성(contestability)도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615) 다만 이러한 게이
트키퍼 의무 준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는 DMA가 국제적으로 논란대상이 되어 온 데이터 소유권, 특히 게이트키퍼
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게
612) 비집계데이터(non-aggregated data)에 비해 집계데이터(aggregated data)는 개별 비집계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에 도달한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
613) DMA 제6조 1항(i).
614) DMA 제6조 1항(j).
615) DMA Recital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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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키퍼가 CPS 제공 과정에서 단순히 수집한 것을 넘어 집계함으로써 생성한
집계데이터에 대해 무조건적인 공개 및 이동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이
익에 대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제한이 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⑪ 앱스토어 접근 조건의 공정성·비차별성·일반성: 게이트키퍼는 본 규정(DMA)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신의 앱스토어(software application store)616) 접
근과 관련하여 공정하고(fair), 비차별적이고(non-discriminatory), 일반적
(general) 접근 조건을 이용사업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617) DMA 제6조 1항
(c)(제3자 제작 앱 및 앱스토어의 설치·이용권 보장 의무)가 게이트키퍼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앱 개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조
항은 앱스토어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이용사업자들과 게이트키퍼 간
이용조건에 관한 비대칭적 협상력을 평준화(leveling)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앱스토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중개를
위해 지불서비스(payment services), 본인확인(identification)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수반한다. 만일 그러한 부대서비스 이용과 관
련하여 게이트키퍼가 자신이 제작한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이용사업
자 간 부대서비스 이용 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동 조항에 저촉된다.

다) 게이트키퍼의 자발적 이행조치
DMA 제7조는 게이트키퍼가 제5조 및 제6조 의무 준수를 위해 이미 실행한
이행조치 또는 실행 전 제시하는 이행조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이다.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그러한 이행조치가 DMA 제5조
또는 제6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통해
게이트키퍼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특정할 수 있다.618) 동 이행조치는 개인정보
616) DMA는 이를 CPS 중 하나인 온라인매개서비스(OIS)의 일환으로 분류한다. DMA 제2조 (5)항.
617) DMA 제6조 1항(k).
618) DMA 제7조 2항.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18조(절차개시)에 따라 절차를 개시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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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GDPR), 프라이버시 및 전자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619) 사이버보
안, 소비자보호 및 제품안전에 대한 제정법(legislation)을 준수해야 한다.620)
또한 그러한 결정은 제25조(준수불응), 제26조(벌금), 제27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21) 즉 집행위원회는 결정으
로 게이트키퍼의 이행조치를 특정함과 더불어 자신의 권한으로 준수불응 결정
이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추가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그러한 결정은 절차적 투명성(예비결과의 통지)과 함께 관련
의무의 목적 달성 관점에서 효과성과 비례성(이행조치의 비례성)에 입각하도
록 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게이트키퍼의 이행조치를 특정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고 3개월 이내에 예비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
원회는 예비결과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려하는 해당 CPS공급자에 대
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예상조치)와 요구되는 조치(이행조치)에 대해
예비결과 통지문에서 설명해야 한다.622)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
행조치는 반드시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게이트키퍼 및 관련 서비스의 특정
한 상황에 비례적이어야 한다.623)
제6조 1항(j)(게이트키퍼의 검색데이터 개방) 및 제6조 1항(k)(앱스토어 접
근 조건의 공정성·비차별성·일반성) 의무를 위한 이행조치를 특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예상조치 또는 이행조치를 평가하여, 필히 이용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불균형이 없도록 해야 하며, 조치가 비례성에 반해 게이트키퍼에게 유
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624) 게이트키퍼는 집행위원회의 절차개시
(제18조)를 요청하여 자신의 제6조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조치가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619)
620)
621)
622)
623)
624)

Directive 2002/58/EC.
DMA 제7조 1항.
DMA 제7조 3항.
DMA 제7조 4항.
DMA 제7조 5항.
DMA 제7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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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치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625)
라) 게이트키퍼의 의무 정지 및 면제
DMA 제8조는 게이트키퍼의 의무가 정지(suspension)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규정하며, 제9조는 공익을 위해 의무 적용이 면제(exemption)되는 경
우를 규정한다.
제8조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 요청이 있을 시 제32조 4
항이 정한 자문절차에626) 따라,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의무 적용 모두 또는
일부의 정지를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가 이러한 정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해당 의무의 준수
가 게이트키퍼의 EU 내 경제적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집행위원회의 정지결정은 그러한 존립 위협에 대처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한정된다. 집행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지결정을 해야 한
다.627) 집행위원회는 정지결정을 매년 재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지결정을
중단 또는 유지할 수 있다.628)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정지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별 CPS에 대한 의무 적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의무 준수가 게이트키퍼의 EU 내 경제적 존립에 미치는 영향과 제3자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의 이해관계와
본 규정 간 공정한 균형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임시정지에 대해 조건이나 의
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는 집행위원회의 정지결정을 위한 평가가 미
결로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임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629)

625) DMA 제7조 7항.
626) Regulation (EU) No 182/2011 제4조(자문 절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의견
(opinion)을 전달할 수 있고, 투표가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 결정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의견과
산하 위원회(the committee)의 토론에서의 결정을 고려하여 이행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627) DMA 제8조 1항.
628) DMA 제8조 2항.
629) DMA 제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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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게이트키퍼의 의무 정지 및 의무 면제
구분

조문

구분

요건

정지결정

요건: 제5조, 제6조 의무 준수가 게이트키퍼의 EU 내 존립을

제5조, 제6조 의무 전체 또는 부분적 정지

의무 정지

위태롭게 함

제8조

개별 CPS에 대한 의무 적용 임시 정지
임시정지

요건: 제5조, 제6조 의무 준수가 게이트키퍼의 EU 내 생존에
미치는 영향과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면제결정
의무 면제

제9조

제5조, 제6조 의무 전체 또는 부분적 면제
3가지 근거: 공중도덕, 공중건강, 공공안전
개별 CPS에 대한 의무 적용 임시 정지

임시정지

요건: 3가지 근거(공중도덕, 공중건강, 공공안전)·게이트키
퍼·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

자료: 저자 작성.

DMA 제9조(공익적 이유에 따른 면제)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 요청이 있는 경우 제32조 4항이 정한 자문절차에 따른
결정을 통해 제3조 7항에 따라 확인된 개별 CPS와 관련하여 제5조 및 제6조이
규정하는 의무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 면제결
정은 본 조 2항의 세 가지 근거, 즉 공중도덕, 공중보건 또는 공공안전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면제결정을 해
야 한다.630)
집행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게이트키퍼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상기의 면제결
정 이전이라도 개별 CPS에 대한 의무 적용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게
이트키퍼의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집행위원회는 의무 준수가 본 조 2항의 공중
도덕, 공중보건, 공공안전 등 세 가지 근거에 미치는 영향, 해당 게이트키퍼에
미치는 영향,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면제결정 이전에 취
해지는 임시정지는 조건부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
이나 의무는 본 조 2항의 3가지 근거가 추구하는 목표와 본 규정 간의 공정한
630) DMA 제9조 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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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면제와 관련한 임시정지 요
청은 집행위원회의 면제결정을 위한 평가가 미결로 계류되어 있는 동안 언제라
도 가능하다.631)

마) 게이트키퍼의 의무 목록 갱신
집행위원회는 제34조(결정의 공표)에632) 따른 위임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제5조 및 제6조가 정한 의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새로운 서비스 및 관행
에 대한 시장조사)의 시장조사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CPS시장의 경합성
(contestability)을 제한하는 관행 또는 제5조 및 제6조가 해결하고자 하는 관
행과 동일한 맥락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조치)의 필요
성을 확인하는 경우, 게이트키퍼의 의무를 업데이트한다.633) 다음 두 가지 관
행은 상기에 언급된 경합성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관행으로 간주된다. (i) 이
용사업자의 권리·의무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게이트키퍼가 이용사업자로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례하지 않는 이익을 취하는 경우 (ii) 게이트키퍼
가 개입한 관행의 결과로 인해 CPS시장의 경합성이 약화된 경우.634)

바) 게이트키퍼의 의무 우회(circumvention) 금지
게이트키퍼는 제5조 및 제6조를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게
이트키퍼가 속한 사업자(undertaking)의 행태가 게이트키퍼의 의무 이행을
약화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사업자 행태가 계약과 관련되
든, 상업적 활동과 관련되든, 기술적 성격이든 또는 기타 어떤 행태적 특성
(nature)을 갖는지를 불문한다.635)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631) DMA 제9조 3항.
632) 이는 DMA 제34조는 결정의 공표에 대한 규정으로 위임조치와 무관하며, 동 조항에서는 제37조(위임의 행사)
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633) DMA 제10조 1항.
634) DMA 제10조 2항.
635) DMA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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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게이트키퍼는 EU법636) 준수 차원에서 이용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 익명화 처
리(anonymisation) 등 다른 방식을 통해 EU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규칙
및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트키퍼는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비해 이용사업자가 그러한 동의를 구
하는 절차가 더 부담스럽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637) 또한 게이트키퍼는 제5
조 및 제6조가 명시한 권리 또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CPS의 조건이나 품질을 열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이들의 권리
또는 선택권 행사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638)

사) 기업결합(concentration)에 관한 신고 의무
게이트키퍼는 DMA 제12조(기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에639)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결합(이하 인수합병)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게이트키퍼가 다
른 CPS공급자 또는 디지털시장에서 공급되는 여타 서비스공급자가 개입되는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EC 합병규정에 의한 EU 경쟁당국에 대한 신고 및 회원국의 합병규정에
의한 회원국 경쟁당국에 대한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가 요구되는 신고 의
무이다.
특히 게이트키퍼는 인수합병 협상 타결, 공개입찰 발표 또는 의결권 통제 지
636) 개인정보보호법(GDPR, Regulation (EU) 2016/679)과 프라이버시 및 전자커뮤니케이션 지침(Directive
2002/58/EC)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를 말한다.
637) DMA 제11조 2항.
638) DMA 제11조 3항.
639)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제3조는 기업결합(concentr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변화가 존속되는 경우를 기업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단체 또는 단체의 일부가 합병(merger)한 경우, 또는 (b) 최소한 하나의 단체를 이
미 통제하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인(persons)에 의해,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체에 의해, 지분 또
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계약 또는 여타의 수단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통제권을 인수(acquisition)하는 경우이다. 정리하자면, DMA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concentration)은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을 의미한다고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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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controlling interests) 취득 이후로부터 인수합병 실행 이전까지 기간 중
에 집행위원회에 그러한 인수합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640) 인수합병 신고 시
에는 최소한 다음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i)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EEA 및
전 세계 매출액 (ii) 인수합병과 관련되는 CPS별 EEA 매출, 연간 활동 이용사
업자 수 및 월간 활동 소비자 수 (iii) 인수합병의 당위성(rationale).641) 만일
인수합병에 따라 제3조 2항(b)(관문 요건의 정량적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CPS가 발생할 경우, 게이트키퍼는 인수합병 후 3개월 이내에 그에 관
한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제3조 2항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642)

아) 프로파일링 기법에 관한 신고 의무(감사의무)
DMA 제13조는 소비자 프로파일링 기법(profiling techniques)에 관한 게
이트키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조항은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제3조(게이트키퍼 지정)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라 확인된 CPS에 대해 자신이 소비자 성향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여
하한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설명서(description)를 독립적인 감사(audit)를
받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이러한 프로
파일링 기법 설명서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643)

4) 시장조사
제IV장은 정성적 평가 절차인 집행위원회의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시장조사는 크게 다음 다섯 가지 목적을 위해 시행된
다. (i) 어떤 CPS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지 결정 (ii) 게이트키퍼가
640)
641)
642)
643)

DMA
DMA
DMA
DMA

제12조 1항.
제12조 2항.
제12조 3항.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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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사업자(undertaking)가 공급하는 관문(gateway) CPS 목록 확인 (iii)
잠재적 게이트키퍼(emerging gatekeepers) 지정 (iv) DMA에 따른 의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하는 동시에 시장지배력이644) 강화·확대된 게이트키퍼에 대
한 행태적·구조적 규제조치 부과645) (v) 새로운 CPS 또는 시장 경합성 제한 관
행의 DMA 규제대상 편입 여부 확인.646)

표 3-31. 시장조사의 목적
번호
1
2
3

근거 조문
제15조 1항
제3조 6항
제15조 1항
제3조 7항
제15조 4항
Recital 63

4

제16조

5

제17조

목적
CPS공급자의 게이트키퍼 지정 여부 결정
게이트키퍼가 소속된 사업자의 관문 CPS 목록 확인
잠재적 게이트키퍼 지정
조직적 의무 준수 위반과 시장지배력의 강화·확대를 보이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행태적·구조적 규제조치 부과
새로운 CPS 또는 시장 경합성 제한 관행의 DMA 규제대상 편입 여부 확인

자료: 저자 작성.

특히 첫 번째 시장조사는 게이트키퍼의 지정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절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는 제3조 2항의 정량적 기준에 미
달하는 CPS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12개월(연장 가능)647) 간의 시장
조사(market investigation)에 따른 평가 결과에 기초해 게이트키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시장조사의 경우 제3조 6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CPS
공급자의 규모, 이용자 수, 네트워크효과에 따른 진입장벽, 데이터 우위, 이용
자의 고착(lock-in) 정도, 시장의 구조적 특성 등 다면적 요소를 고려한다. 시
장조사의 절차와 목적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644) 시장 영향력(impact), 관문(gateway) 지배력,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position) 등.
645) DMA 제16조. 조직적 위반 행위에 가담하여 그 지위가 강화·확대된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행
위규제 부과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심지어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까지 집행할 수 있다.
646) DMA 제17조.
647) DMA 제16조 6항. 연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당화되고 비례적인 경우에 가능하며, 총 연장 기간은 6개월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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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4조(시장조사의 개시)
집행위원회는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16조(조직적 준
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제17조(새로운 서비스 및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
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수행하려고 할 경우, 시장조사 개시
(opening)에 관한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한 개시 결정은 시장조사의 개
시 일자, 관련 현안 설명 및 목적을 특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종결한 시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i) 시장조사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ii) 시장조사 결정이 해당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불완전·부정확·오류 정보에 기초하여 내려진 경우.
나)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i)
CPS공급자가 제3조 6항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목적 (ii) 제3조 7항에 따른 게이트키퍼가 소속되는 사업자의 CPS
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제32조
4항의 자문절차(advisory procedure)에 따른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조사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648) 집행위원회는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해당 CPS공급자에게 예비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예비결과를 통해 제3조 6항에 따라 CPS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것을 잠정적으로(on a provisional basis) 고려하고 있
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649)
DMA는 게이트키퍼 지정에 대한 반론 기회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제3조 2항에 따른 3가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 CPS공급자가 제3
조 4항에 따라 자신이 게이트키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히 구체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조 6항 또는 7항에 따른 시장조사 개시 결정 시
648) DMA 제15조 1항.
649) DMA 제1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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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시장조사를 종결하도록650)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CPS공급자에게 그 예비결과
를651)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652)
집행위원회가 제3조 6항에 따라 아직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그러한 지위의 확보가 예
견되는 CPS공급자(잠재적 게이트키퍼)를653)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경
우, 잠재적 게이트키퍼(emerging gatekeeper)에게는 지정 결정에 특정된 바에
따라 제5조 (b)항, 제6조 1항(e), (f), (h), (i)의 의무만을 적용한다. 이는 잠재적 게
이트키퍼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예
방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제4조(게이트
키퍼 지위의 재검토) 절차에 의해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654)

표 3-32. 잠재적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되는 의무
번호

조문

잠재적 게이트키퍼 적용 의무

1

제5조 (b)항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2

제6조 1항(e)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3

제6조 1항(f)

비차별적인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4

제6조 1항(h)

데이터이동성(data portability)의 보장

5

제6조 1항(i)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자료: 저자 작성.

다) 제16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게이트키퍼가 조직적으로 제5조 및 제6조 의무 준수
650) DMA 제15조 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제32조 4항에 언급된 자문절차에 따른 결정을 채택함으로
써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51) DMA 제15조 2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이 경우의 예비결과에서도 CPS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할 것을 임시로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52) DMA 제15조 3항.
653) DMA Recital 63은 이러한 CPS공급자를 잠재적 게이트키퍼(emerging gatekeeper)라고 칭한다. 잠재적 게이트
키퍼에게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의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되는 의무 중 일부가 적용된다.
654) DMA 제1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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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응하고, 제3조 1항이 거론하는 특성과655)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
확대된 사실이656) 확인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32조 4항의 자문절차에 따라
채택한 결정을 통해 DMA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행태적(behavioral) 또는 구조적(structural) 구제조치를 게이트키퍼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657) 또한 집행위원회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행태적 구제조치가 구조적 구
제조치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에 한해 구조적 구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658)

표 3-33. 구조적 구제조치의 부과 절차 및 사례
조문

행태적 구제조치와 구조적 구제조치
(i) 조직적 준수불응: 5년간 최소 3회 준수불응 시, 위반확인 결정 시 조직적 준
요건

수불응 의제
(ii) 제3조 1항의 특성 관련 지위의 강화·확대 시: 영향 증가, 관문으로서의 중
요성 증가, 견고·지속 지위 향유 시 제3조 1항의 특성 강화·확대 의제

조치
Recital 64

조치: 행태적 구제조치 또는 구조적 구제조치 부과
순서: 우선 행태적 구제조치 부과

DMA
순서

제16조

(i)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구제조치가 없을 경우, 또는
(ii)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구제조치가 구조적 구제조치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 구조적 구제조치 부과(DMA 제16조 2항)

사례

구조적 구제조치의 사례: 법적·기능적·구조적 분리(separation), 비즈니스
(전부·일부) 분할·매각(business divesture) 포함
구조적 구제조치의 전제 조건: 해당 사업자의 구조 자체로 인해 조직적 준수 불

조건

응이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구조의 변경은 비례성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과 양립함659)

자료: 저자 작성.

655) EU 역내 시장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고,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중요
한 관문(gateway)으로 기능하는 CPS를 운영하며, 그러한 운영과 관련하여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를 이미 보유하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지위를 보유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656) DMA Recital 64. EU역내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규모의 추가적 확대, 게이트키퍼의 CPS에 대한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의 종속성 강화(이용자 수 증대와 게이트키퍼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가 강화됨으로 인한 이익으
로 인해)의 경우를 의미한다.
657) DMA 제16조 1항.
658) DMA 제16조 2항.
659) DMA Recital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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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 개시 결정에 앞서 그 이전 5년 동안 최소 세 차례의
준수불응 결정, 또는 제25조(준수불응) 및 제26조(벌금)에 따른 위반 확인 결
정이 있을 경우에 게이트키퍼의 조직적 준수불응이 있는 것으로 의제(deem)
한다.660) EU 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추가적으로 증가했거나, 이용사업자
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관문으로서의 중요성이 추가적으로 증가했거나, 또는
게이트키퍼가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entrenched and durable position)”
를 추가적으로 누리는 경우에는 제3조 1항의 특성과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의 강화·확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661)
집행위원회는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게이트키퍼에게 필요한 반론
(objections)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반론에는 게이트키퍼가 제16조 1항(구
제조치 요건)의 조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잠정적 입장과
함께 집행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필요하고 비례적이라고 고려하는 구제조치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662) 원칙적인 시장조사 최대 기간(12개월)은 객관적 근거
에 의해 정당화되고 비례적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 연
장은 집행위원회의 반론 전달의 마감일 또는 최종 결정 채택의 마감일에도 적
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제23조(확약)에663) 따른 확약을 고려할 수 있으
며, 그 결정을 통해 확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664)

라) 제17조(새로운 CPS 및 시장 경합성 제한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
집행위원회의 시장조사는 (i) 디지털시장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서비
스가 CPS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목적으로 또는 (ii) DMA
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CPS 시장 경합성을 제한하는 관행 및 불공

660)
661)
662)
663)
664)

DMA 제16조 3항.
DMA 제16조 4항.
DMA 제16조 5항.
동 확약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와 유사하다.
DMA 제16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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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행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시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
회는 시장조사 개시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공개보고서(public report)를 발
표해야 한다. 동 보고서 발표 시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 디지털시장
의 새로운 CPS를 제2조 2항이 규정한 CPS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DMA의 개
정 제안서 (ii) 제10조(게이트키퍼의 의무 목록 갱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6조 개정을 위한 위임 조치(delegated act)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5)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권한
DMA 집행권을 보유하는 EU 내의 유일한 기관은 집행위원회이다. DMA 집
행에 관한 한, EU 역내 회원국의 규제기관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 규제기관과 법 집행권을 공유하
는 DSA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DMA 제V장은 일부 DMA 규정의 법적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조사, 집행, 모니터링 권한 등을
규정한다. 이는 제7조(게이트키퍼의 의무 준수), 제25조(준수불응) 및 제26조
(벌금)에 따른 결정 채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먼저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해
야 하며,665) 그러한 절차 개시 결정에 근거해 정보수집,666) 현장실사,667) 동의
의결(commitments)668)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준수불응에 대해서는 게이트
키퍼에게 벌금(fine)이나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이 부과된다.669) 게
이트키퍼는 이러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
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조치가 취소
되거나 그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670)
665)
666)
667)
668)
669)
670)

DMA
DMA
DMA
DMA
DMA
DMA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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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집행위원회의 DMA 집행권
조문

내용

제19조

정보 요청권, 데이터베이스/알고리즘 접근 및 설명 요청권

제20조

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제21조

현장실사권

제22조

임시조치권

제23조

확약(동의의결권)

제24조

의무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권

제25조

준수불응 결정권

제26조

벌금 부과권

제27조

이행강제금 부과권

자료: 저자 작성.

가) 제19조(정보 요청) 및 제20조(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집행위원회는 단순 요청(simple request) 또는 결정을 통해 사업자 또는 사
업자단체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이나,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671) 집행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시장조사 개시 전 또는 제18조에
따른 절차 개시 전에 본 조 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672)
집행위원회가 단순 요청에 의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정보 요청의 목적을 밝혀야 하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제출
기한을 특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완전·부정확·오류 정보 제출 또는 설명
에 대해 적용되는 제26조에 규정된 벌금(fine)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673)
집행위원회가 그 결정에 의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집행위원회는 정보 요청의 목적을 밝혀야 하며, 필요한 정보 및 정보

671) DMA 제19조 1항.
672) DMA 제19조 2항.
673) DMA 제1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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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을 특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
근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요청 목적 및 접근 제공 기한을 밝혀야 한
다. 또한 제26조 및 제27에 각각 규정된 벌금 및 이행강제금, 유럽사법재판소에
서 집행위원회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674)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위해 집행위원회의 요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하게 위임권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대신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불완전·부정확·오류
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고객이 책임진다.675)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경
우, 역내 회원국 정부 및 규제기관은 집행위원회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76) 또한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른 규범의 모니
터링·이행·집행 과정에서 조사 대상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에
동의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인터뷰할 수 있다.677)

나) 제21조(현장실사권)
집행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구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
다.678)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명령된 현장실사
에 응해야 한다. 그러한 결정은 방문의 대상, 목적, 시작 일을 특정해야 하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벌금 및 이행강제금과 항고권을 알려야 한다.679) 집
행위원회의 현장실사는 제24조 2항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임명한 감사인
(auditors)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680) 집행위원회·감사인·
전문가는 현장실사 기간 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조직·기능·IT시스템·

674)
675)
676)
677)
678)
679)
680)

DMA
DMA
DMA
DMA
DMA
DMA
DMA

제19조 4항.
제19조 5항.
제19조 6항.
제20조.
제21조 1항.
제21조 4항.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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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데이터처리·비즈니스행위에 대한 접근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주요 인사(key personnel)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681)

다) 제22조(임시조치)
게이트키퍼의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집행위원회는 제5조 또는 제6조 위반이 ‘일견
추정’되는 경우, 제32조 4항에 언급된 자문절차에 따라 채택된 결정을 통해 게
이트키퍼에게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명령할 수 있다.682) 그러한 임
시조치 결정은 제25조 1항에 따른 준수불응 결정의 채택을 위해 개시된 절차
에서 채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683)

라) 제23조(확약)
제16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또는 제25조(준수불응)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게이트키퍼가 관련 CPS에 대해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약(동의의결)을 제시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32조
4항에 언급된 자문절차에 따라 채택된 결정으로 동 확약이 해당 게이트키퍼에
게 구속력을 가지도록 결정하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음을 공표할
수 있다.684) 다만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키퍼의 요청에 따
라 또는 독자적으로 관련 절차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i)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ii) 해당 게이트키퍼가 확약에 반하는 행위
를 한 경우 (iii) 결정의 근거가 된 당사자 제공 정보가 불충분·부정확·오류 정
681)
682)
683)
684)

DMA
DMA
DMA
DMA

제21조
제22조
제22조
제23조

3항.
1항.
2항.
1항. 이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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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경우.685) 해당 게이트키퍼가 제시한 확약이 제5조 및 제6조 의무에 대한
효과적 준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에서 해당 확약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686)

마) 제24조(의무 및 조치 모니터링)
집행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와 제7조(게이트키퍼의 이행조치), 제
16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제22조(임시조치) 및 제23조(확약)
에 따라 채택된 결정의 효과적인 의무 이행 및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687) 필요한 조치에는 그러한 의무 및 조치에 대한 집행
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돕고 필요한 전문성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및 감사의 임명이 포함된다.688)

바) 제25조(준수불응)
제25조 1항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제32조 4항에 언급된 자문절차에 의거해
준수불응(non-compliance)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
퍼가 (i)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 (ii) 제7조(게이트키퍼의 이행조치) 2항에 따
라 채택된 결정에 명시된 조치 (iii) 제16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1항에 의해 명령된 구제조치 (iv) 제22조(임시조치)에 의해 명령된 임시조치
(v) 제23조(확약)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확약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수불응 결정을 내려야 한다.689)
집행위원회는 준수불응 결정에 앞서 해당 게이트키퍼에게 예비결과

685)
686)
687)
688)
689)

DMA
DMA
DMA
DMA
DMA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
제25조

2항.
3항.
1항.
2항.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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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finding)를 통지해야 한다. 예비결과에서는 집행위원회가 취하
려는 조치 또는 해당 게이트키퍼가 예비결과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취해
야 하는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690) 집행위원회는 준수불응 결정을 통해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적절한 마감기간(deadline) 내에 준수불응을 중단하도
록 명령해야 하며, 게이트키퍼로 하여금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
도록 명령해야 한다.691) 또한 게이트키퍼는 집행위원회에게 채택된 결정 준수
를 위해 채택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설명해야 한다.692) 제25조 1항의 조건 미
충족 시, 집행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693) 준수불응 결정
은 일반적으로 준수불응에 대한 중단 명령,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로 이
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조직적 준수불응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 따라 좀 더 강
력한 제재인 행태적 또는 구조적 구제조치가 부과된다.
그림 3-11. 준수불응 게이트키퍼의 제재

집행위원회
모니터링

준수불응
결정

집행위원회
모니터링

조직적 준수
불응 결정

준수불응 중단 명령, 벌금 및
이행강제금

시장조사

행태적 구제조치 및
구조적 구제조치

자료: 저자 작성.

690)
691)
692)
693)

DMA
DMA
DMA
DMA

제25조
제25조
제25조
제25조

2항.
3항.
4항.
5항.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217

사) 제26조(벌금)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사업자(undertakings) 또는 사업자단체(associations
of undertakings)가 DMA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fines)
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관련 사안의 중대성, 미준수 기간 및 재발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미준수에 근거해 부과되는 벌금
액은 관련 절차의 지연 여부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694)
집행위원회는 제25조(준수불응)에 따른 결정을 통해 게이트키퍼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지 않는 벌금(fines)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
한 벌금은 게이트키퍼가 고의 또는 과실로, (i)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 (ii) 제
7조(게이트키퍼의 이행조치) 2항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명시된 조치 (iii) 제16
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1항에 의해 명령된 구제조치 (iv) 제22조
에 의한 임시조치 명령 결정 (v) 제23조에 따른 결정에 의거, 법적 구속력이 부
여된 확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695)
표 3-35. 게이트키퍼에 대한 벌금
조문

벌금액

요건
게이트키퍼의 고의 또는 과실

제26조
1항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

1

제5조 또는 제6조의 의무 위반

2

제7조 2항에 따라 채택된 결정에 특정된 조치의 준수불응

3

제16조 1항에 의해 명령된 구제조치 준수불응

4

제22조에 의한 임시조치 명령 결정 위반

5

제23조의 동의의결 준수 불응

자료: 저자 작성.

집행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
를 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한 벌금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된다. (i) 제3
694) DMA 제26조 3항.
695) DMA 제2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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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항에 따른 게이트키퍼의 지정 여부 평가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 기한 내
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한 경우 (ii) 제12조(기
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부정확·
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한 경우 (iii) 제13조(감사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
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iv) 제19조(정보 요청) 또는 제20조(인터뷰 및 진술 청
취권)에 따라 요청되는 정보 또는 설명 제공 시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 또는
설명 제공한 경우 (v) 제19조(정보 요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vi) 집행위원회가 부여한 기한 내에 구성원이
제공한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제21조(현장실사권)의
점검 목적 및 대상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완전한 정보 제공을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vii) 제21조에 따른 현장실사에 불응하는 경우.696)
사업자단체가 부과된 벌금에 대한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벌
금에 충당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기여금(contribution) 납부를 요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그러한 기여금 납부가 이루지지 않은 경우, 집행위원회는 해
당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벌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의 벌금 직접 납부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
는 벌금 전액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이 발생한 시장에서 활
동한 사업자단체의 여하한 구성원(any of the members)에게 벌금 잔액을 납
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의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단체의 위반 결
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그러한 결정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업
자에 대해서는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해당 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697)

696) DMA 제26조 2항.
697) DMA 제26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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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벌금
조문

벌금액

요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고의 또는 과실
1

직전
제26조
2항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 이하

2
3
4
5

제3조 2항에 따른 게이트키퍼의 지정 여부 평가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통지 하지 않거나, 부정확·불완전·오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요구되는 설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요청되는 정보 또는 설명 제공 시 부정확·불
완전·오류 정보 또는 설명 제공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부여한 기한 내에 구성원이 제공한 부정확·불완전·오류

6

정보를 시정하지 못하거나, 제21조의 점검 목적 및 대상과 관련한 사실
에 대해 완전한 정보 제공을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현장실사에 불응하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아) 제27조(이행강제금)
집행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다음 사항 준수를 강제할 목적으로 게이트키퍼를
포함하는 사업자에게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 이행강제금 계산의 기산일은 결정에서 정한다.
다음 사항이라 함은 (i) 제16조(조직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1항에 따른
결정의 준수 (ii) 제19조(정보 요청)의 결정에 의한 정보 요청에 응해 기한 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 (iii) 제19조(정보 요청)의 결정에 의해 요구되는 사
업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및 설명 제공 (iv) 제21조(현장
실사권)에 따른 결정에 의해 명령된 현장실사 순응 (v) 제22조(임시조치) 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준수 (vi) 제23조(확약) 1항에 따른 구속력 있는 확약 준수
(vi) 제25조(준수불응) 1항에 따른 결정 준수이다.698) 해당 사업자가 상기 의
무를 충족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32조 4항에 언급된 자문절차에 따른 결정
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699)
698) DMA 제27조 1항.
699) DMA 제2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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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이행강제금의 지급

조문

이행강
제금액

요건
게이트키퍼 등 사업자의 다음 사항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직전
제27조
1항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

1

행태적 구제조치, 구조적 구제조치 결정의 준수

2

정보 요청 순응

3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및 설명 제공

4

현장실사 순응

5

임시조치 결정 준수

6

동의의결 준수

7

준수불응 결정 준수

자료: 저자 작성.

자) 제28조(과징금700) 부과의 소멸시효)
제26조(벌금) 및 제27조(이행강제금)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소멸시효는 3년
이다.701)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반의 발생일이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위반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702) 집행위원회가 위반 행위
에 대한 조사나 절차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과징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
단된다. 소멸시효 중단은 적어도 하나의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에 조치가 통지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소멸시효 중단조치는 (i)
집행위원회의 정보요청 (ii) 현장실사 (iii)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절차개
시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703) 소멸시효 중단 조치로 소멸시효는 새롭게 기산
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2배(6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과하면 완성된다. 동 기간은 본 조 5항의 소
멸시효 정지 기간만큼 연장된다.704) 과징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집행위원회의
700)
701)
702)
703)
704)

제28조 및 제29조상의 과징금은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DMA 제28조 1항.
DMA 제28조 2항.
DMA 제28조 3항.
DMA 제28조 4항. 소멸시효의 중단(interrupt the limitation period)과 정지(suspend)는 차이가 있다. 중
단의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는 소멸하며 새롭게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기산됨에 비해, 정지는 남은 기간을 소
멸시효로 한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3년인데 2년이 되는 시점에 중단(interrupt) 조치가 있는 경우 다시 3
년이 지나야 소멸시효는 완성되나, 소멸시효가 2년이 되는 시점에 정지(suspend)된 경우, 정지 사유 종료 시
나머지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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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절차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정지된다.705)

차) 제29조(과징금 집행의 소멸시효)
제26조(벌금) 및 제27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결정 집행권에 대
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706)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결정이 내려진 날이다.707)
과징금 집행의 소멸시효는 (i) 기존 과징금 변경 결정의 통지 또는 변경 요청의 거
부 통지 (ii) 과징금의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조치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회원국의 조치가 있는 경우 중단된다.708) 중단된 시효는 새롭게 기산된
다.709) 과징금의 집행에 대한 소멸시효는 (i) 지급을 위해 시간이 허용된 경우 또
는 (ii)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급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된다.710)
표 3-38. DMA 과징금의 소멸시효
조문

구분

제28조 1항
제29조 1항
제28조 2항
제29조 2항

소멸시효
기산점

과징금 부과
3년

과징금 집행
5년

위반 발생일 또는
위반 종료일(지속·반복 침해 시)
(i) 집행위원회의 정보요청

제28조 3항

시효 중단

(ii) 현장실사

제29조 3항

조치

(iii)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

최종결정일
(i) 기존 과징금 변경 결정의 통지/
변경 요청의 거부 통지
(ii) 과징금의 집행을 위한 집행위

의 절차개시
과징금 부과 없이 소멸시효 2배

제28조 4항

시효 완성

제28조 4항

시효 연장

소멸시효 정지 기간만큼 연장

제28조 5항

시효 정지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유럽사법

제29조 5항

조치

재판소의 절차에 계속

(6년) 경과 시

원회/회원국의 조치(action)
(i) 지급을 위해 시간 허용
(ii)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
급 집행이 정지된 경우

자료: 저자 작성.
705)
706)
707)
708)
709)
710)

DMA
DMA
DMA
DMA
DMA
DMA

제28조
제29조
제29조
제29조
제29조
제29조

5항.
1항.
2항.
3항.
4항.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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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제30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집행위원회는 제7조(게이트키퍼 의무 준수), 제8조(정지) 1항, 제9조(공익적
이유에 따른 면제) 1항,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16조(시스
템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제22조(임시조치), 제23조(확약), 제25조(준수
불응), 제26조(벌금), 제27조(이행강제금) 2항에 따른 결정을 채택하기에 앞서
게이트키퍼 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문 대상 안건은 (i) 집행위원회가 이의제기 한 내용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의 예비결과 (ii) 예비결과의 관점에서 집행위원회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이
다.711) 해당 게이트키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집행위원회가 예비결과에 정
한 14일 이상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집행위원회의 예비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712) 집행위원회는 해당 게이트키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의사실에 기초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713)
모든 절차에서 해당 게이트키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항변권은 충분
히 존중되어야 한다. 게이트키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협의된 공개 조건
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
일접근권은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
되며,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규제기관의 비밀정보 및 내부문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규제기관 간의 의견교환 문서에 대한 파
일접근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무 위반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정보의 공
개 및 이용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파일접근권에 관한 상기 규정들로 인
해 제한되지 않는다.714)

711)
712)
713)
714)

DMA
DMA
DMA
DMA

제30조
제30조
제30조
제30조

1항.
2항.
3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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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31조(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제12조(기업결합에 관한 신고 의무), 제13조(감
사의무), 제19조(정보 요청), 제20조(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제21조(현장실
사권)에 의해 취합된 정보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715)
집행위원회,716) 회원국의 규제기관 및 임직원 및 관계자는717) DMA에 따라
취득하거나 교환된 정보 또는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의무가 제32조(디지털시장자문위원회) 및 제33
조(시장조사 요청)에 따른 정보 교환 및 이용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디지털시장자문위원회(DMAC: Dig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 및 전문가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는 적용된다.718)

파) 제32조(디지털시장자문위원회)
집행위원회는 Regulation (EU) No 182/2011이 규정한 위원회719) 성격에
합치하는 자격을 갖춘 디지털시장자문위원회(이하 DMAC) 지원을 받는다.720)
서면절차를 거쳐 DMAC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서면절차는 의견
전달 기한 내에 DMAC 위원장 또는 DMAC 구성원 과반수의 결정을 통해 결과
없이 종료할 수 있다.721) 집행위원회는 개별 결정의 수신자(addressee)에게
그러한 결정과 함께 DMAC의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정당한 이해관계에 유념하면서 개별 결정 및 DMAC 의견을 공개해

715)
716)
717)
718)
719)

DMA 제31조 1항.
DMA 제24조 2항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 및 감사인을 포함한다.
규제기관의 감독하에 작업하는 여타 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DMA 제31조 2항.
Regulation (EU) No 182/2011. Recital 6에 의하면, “집행위원회의 이행령(implementing acts) 채택을
위해서, 회원국의 통제가 필요한 기본적 조치의 경우, 그러한 통제를 위해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집행위
원회가 의장을 맡는 위원회(committees)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720) DMA 제32조 1항.
721) DMA 제3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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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722) 그리고 제32조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Regulation (EU) No 182/2011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723)

하) 제33조(시장조사 요청)
3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어떤 CPS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 합리
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15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조사 개시를 요청
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4개월 이내에 조사 개시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해야 한다.724) 이 경우 회원국들은 자신의 요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725)

6) 일반조항
가) 제34조(결정의 공표), 제35조(유럽사법재판소의 검토) 및 제36조(이행 조항)
집행위원회는 채택한 결정을726) 공표해야 하며, 그러한 공표에서 당사자의
명칭, 부과된 과징금 등 주된 결정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727) 공표 시에는 게이
트키퍼와 제3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728) EU기능
조약 제261조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는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
해 취소, 인하, 인상 등 무제한적 관할권을 갖는다.729) 집행위원회는 제32조 4항
의 자문절차에 의거해 본 규정의 일부 조항에730) 관한 시행령(implementing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DMA 제32조 3항.
DMA 제32조 4항.
DMA 제33조 1항.
DMA 제33조 2항.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제7조(게이트키퍼 의무 준수), 제8조(정지), 제9조(공익 이유의 면제), 제15조(게이
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16조(시스템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제17조(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
운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 제22조(임시조치), 제23조(확약) 1항, 제25조(준수불응), 제26조(벌금), 제27조(이
행강제금)에 따른 결정을 의미한다.
DMA 제34조 1항.
DMA 제34조 2항.
DMA 제35조.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제6조(게이트키퍼의 추가 의무), 제12조(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 제13조(감사
의무),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16조(시스템적 준수불응에 대한 시장조사), 제17조(새로
운 서비스 및 새로운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 제20조(인터뷰 및 진술청취권), 제22조(임시조치), 제23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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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을731) 채택할 수 있다.732) 집행위원회는 시행령 채택에 앞서 그 초안을
공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초안에 정한 1개월 이상의 기한 내에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733)

나) 제37조(위임권의 행사)
집행위원회는 아래의 조건하에서 본 규정 일부에734) 언급된 위임조치를 채
택할 권한(위임조치권)을 갖는다.735) 집행위원회는 “년/월/일”로부터 5년간
위임조치권을 보유하며,736) 5년 기간 종료 9개월 전까지 권한 위임에 관한 보
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가 5년 기간 종료 3개월 전까
지 연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한 권한 위임은 묵시적으로 5년 더 연장된
다.737)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는 위임조치권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결정은 EU 공보 공표일 익일 또는 공표에 기재된 날로부터 취소 결정에 명
시된 권한 위임을 취소시키는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취소 효력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위임조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38) 위임조치 채택에 앞
서, 집행위원회는 “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f 13 April 2016 on
Better law-Making”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야 한다.739) 집행위원회는 위임조치를 채택하는 즉시 유럽의회 및
약), 제25조(준수불응), 제30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등.
731) 각 조항별 시행령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① 제3조: 통지 및 제출의 형태, 내용, 세부사항 ② 제6조 항 (h), (i),
(j)를 준수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이행하는 기술적 조치의 형태, 내용, 세부사항 ③ 제12조, 제13조: 통지 및 제
출의 형태, 내용, 세부사항 ④ 제16조: 기한 연장의 실무적 방식(practical arrangement) ⑤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조사 절차,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절차의 실무적 방식 ⑥ 제30조에 의한 청문권 행사
의 실무적 방식 ⑦ 제30조의 정보의 협의된 공개를 위한 실무적 방식 그리고 ⑧ 제1조 7항에 규정된 집행위원
회와 회원국 간의 협조와 조율을 위한 실무적 방식이다. 동 ⑧번은 제36조 2항에 전단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로 보이며, 제36조 2항의 첫 문장은 제36조 1항(h)로 ⑧번째 시행령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732) DMA 제36조 1항.
733) DMA 제36조 2항.
734) DMA는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6항 및 제9조 1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제3조 5항과 제10조 1항의
오자(typo)로 생각된다.
735) DMA 제37조 1항.
736) 동 조항은 제3조 6항과 제9조 1항의 위임조치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위임조치권에 대한 언급
이 없고, 제3조 5항, 제10조 1항과, 제17조의 위임조치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737) DMA 제37조 2항.
738) DMA 제3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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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740) 채택된 위임조치는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
가 위임조치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기한 내
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에 발효된
다.741)

다) 제38조(평가)
집행위원회는 “년/월/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 3년마다 EU 디지털시장의 경
합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CPS 목록, 게이트키퍼의 의무·집행과 관련한 추가
적 규범의 필요성 등 DMA의 평가 결과를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유럽경제사
회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742) 그 결과에 따라 입법 제안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743)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744)

라) 제39조(발효 및 적용)
DMA는 그 전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태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
다.745) 발효일은 공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게시일로
부터 20일이 되는 날이며,746) 적용일은 발효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이
다. 다만 일부 규정은747) “본 규정의 발효일”부터 즉시 적용된다.74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DMA 제37조 4항.
DMA 제37조 5항.
유럽의회 또는 EU 이사회에 요청 시, 이러한 기한은 2개월 연장해야 한다. DMA 제37조 6항.
DMA 제38조 1항.
DMA 제38조 2항.
DMA 제38조 3항.
DMA 제39조 3항.
DMA 제39조 1항.
제3조(게이트키퍼의 지정), 제15조(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제18조(절차개시), 제19조(정보 요청),
제20조(인터뷰 및 진술청취권), 제21조(현장실사권), 제26조(벌금), 제27조(이행강제금), 제30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제31조(비밀유지), 제34조(결정 공표) 등.
748) DMA 제3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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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MA의 특징
1) 역외적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는 2020년 실시한 공개 의견 수렴에서 역외적용을
전제로 EU 역내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실상 모든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디지
털서비스법 패키지를 적용할 것임을 제안한 바 있다. 그의 일환으로 제안된 동
패키지의 한 축인 DMA도 역외적용을 근간으로 한다. 즉 역내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CPS를 공급하는 게이트키퍼는 그 고정사업장의 위치와 무관하
게749) DMA의 적용대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어떤 디지털플랫폼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디지털플랫
폼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를 가늠하는 것은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반독점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의 실효성 평가 차원은 물론이고 통상법적 차
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디지털플랫폼이 게이트키퍼
로 지정될지의 문제가 주로 통상법적 차원의 주요 관심사라면, 얼마나 많은 디
지털플랫폼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지의 문제는 경우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시장
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역동성(dynamics) 간 ‘제로섬 상충(trade-off)’
상황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DMA(제3조)는 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시장에 대한 상당한
영향, 관문(gateway) 보유,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등에 관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EU 디지털플랫폼시장 내에서 정량
적 기준을 비교적 분명하게 충족하는 기업들은 역외(미국계) 디지털플랫폼들
을 중심으로 한다.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확실한 게이트키퍼로 추려지고 있으며,750) 오라클, SAP, AWS, MS Azure
749) DMA 제1조 2항.
750) 2021년 6월 유럽의회 IMCO위원회는 DMA 수정안 초안을 발표하여 DMA 규제대상의 정량적 기준을 상향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동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을 65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시가총액을 650
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수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규제 대상 게이트키퍼는 더욱 제한된다. https://ww
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IMCO-PR-692792_EN.pdf(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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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위터, 에어비앤비, 빙(Bing), 링크
드인(LinkedIn), 엑스박스(Xbox), 넷플릭스, 줌, 익스피디어 등은 정량적 기
준에 미달하지만,751) 정성적 기준 미달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불법콘텐츠에 대한 면책 및 이용자 보호를 주된 관심사로 하는 DSA
도 게이트키퍼에 상응하는 디지털플랫폼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다름 아닌, 초
대형온라인플랫폼(VLOP)이다.752) 이에 따라 글로벌(미국계) 디지털플랫폼은
향후 게이트키퍼와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이라는 두 개의 이름표를 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 글로벌(미국계) 디지털플랫
폼에 대한 DSA와 DMA의 병행 적용이 미국-EU 간 통상마찰 고조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비록 DSA와 DMA가 각기 유의미하게 독립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중첩 및 역내·외 사업자간 비대칭성으로
인해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필수설비론 적용에 대한 자제
미국 내 일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수설비론(essential
facilities argument) 논의가 진행 중이다.753) 찬성론자들은 디지털플랫폼시
장이 소수의 디지털플랫폼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
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공익재
(public utilities) 역할을 하는 일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전통적 공익사업자(common carrier)에754) 준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751) Caffarra and Morton(2021b).
752) 예컨대 EU 내 월평균 활동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온라인플랫폼(디지털플랫폼)이 정량적 자격요건을 충
족한다. DSA 제25조 1항.
753) Khan(2017).
754) 미국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철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공익재(public utilities)를 공급하는 분야에서 필수설비
의 존재를 인정해 왔다. 예컨대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또는 선발 전화사
업자의 가입자망(local loop)은 필수설비로 인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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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러한 견해의 요지이다. 그에 따르면, 특히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소수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억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서비스 공급조
건 및 요금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 도입이 가용한 수단 중 하나이다.755)
물론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필수설비론은 아직까지 국제적 공감대가 형
성된 바도 없고 국제적으로 정립된 원칙도 아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찬성론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자에 준하
는 책임 부과를 주장해 온756) 리나 칸(Lina Khan)이 2021년 6월 미국 연방거
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되고, 2021년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플랫폼
규제 5개 법안을757)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필수설비론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설비론 적용에 관한 한, 현재 EU의 입장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부작
위(forbearance)’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DMA에도 반영되어
있다. DMA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필수설비 속성을 갖는 공공재에 준하는 규
제도 일부 도입했으나,758) 가용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규제수단을 동원해 시장
경합성(contestability)을 제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게이트키퍼의 시장지배
력에 따른 초과이윤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759) 이를 위해 DMA는 시장지배력을 이미 보유하거나, 또는 조만간 시장지
배력 보유가 예견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760) 도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755) Khan(2017), pp. 798-799.
756) Khan(2017), p. 799.
757) 플랫폼 독점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자사우대금지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소셜미디어 이
동제한 금지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CESS)
Act) 및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등 5개 법안. 이중 자사우대금지
법은 서비스·가격 비차별원칙과 같은 공공재 규제의 원칙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
은 데이터 이동성 보장, 상호호환성 보장 등 필수설비 규제적 요소를 담고 있다.
758) 비차별대우,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 금지, 게이트키퍼 보유 데이터의 개방 등 공익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것은 사실이다.
759) Caffarra and Morton(2021b).
760) Stigler Center for the Study of the Economy and the State(2019), p. 21. 이를 사회를 향한 주의의
무(fiduciary duty towards society)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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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이트키퍼 지정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포괄적 재량권
핵심플랫폼서비스(CPS)공급자가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집행
위원회는 시장조사를 통해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가 시장조사를 통해 CPS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 한다면, 사실상 지정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761)
그림 3-12. 게이트키퍼의 지정
디지털시장
(Digital Sector
Market)
핵심플랫폼서비스(
CPS) 공급자
① 상당한 영향
요건

ⓐ 3개 이상 회원국 CPS공급자로서,
최근 3년간 EEA 내 연매출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회사가치 650억 유로 이상 충족 시, ① 충족 추정

② 관문 요건

ⓑ EU내 월간 활동 소비자수 4,500만 명 초과, 또는
EU내 연간 활동 이용사업자수 1만개 초과 시, ② 충족 추정

③ 견고하고 지속적
인 지위 요건

ⓒ 지난 매(each) 3년 동안 상기,
4,500만 명, 또는 1만개 초과 요건 충족 시, ③ 충족 추정

ⓐⓑⓒ 모두 충족 시, CPS공급자가
집행위원회에 통지(3개월 이내)

통지가 없어도 집행위원회는 GK 지정 가능

집행위원회는 ⓐⓑⓒ 충족 CPS공
급자를 게이트키퍼(GK)로 지정
(통지 후 60일 이내)

집행위원회는 CPS공급자가 조사 불응 지속 시 GK 지정 가능, ⓐⓑⓒ 미충족
시에도 조사 불응 지속 시 GK 지정 가능

ⓐⓑⓒ 충족 CPS공급자는 GK지정에
대한 항변 가능(충분히 구체적인 주장)

충분히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GK 지위 재고 가능
(5개월 내 시장조사 종결, 시장조사 개시 3개월 내 예비결과 통지)

③에 미달하지만, 그러한 지위 확
보가 임박한 CPS공급자(잠재적
GK)를 GK로 지정 시

잠재적 GK에게는 제5조(b)항, 제6조 1항(e), (f), (h), (i) 의무만 적용(잠재적 GK가
③을 확보 못하도록 예방): 임시적이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전체 의무 부과 또는
의무 배제

ⓐⓑⓒ는 미충족이나, 시장조사에
의거 GK지정 요건 ①②③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 CPS공급자도 GK 지
정 가능(제3조 6항)

ⓐⓑⓒ 미충족 시에도 규모, CPS 의존이용자 수, 진입장벽, 규모·범위 효과,
이용자 고착 정도, 시장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해 GK로 지정 가능

집행위원회의 게이트키퍼 지위 재
검토(재고·수정·폐지)(최소 매 2년
마다 정기적 검토)

(i)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의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
(ii) 결정이 불완전·부정확·오류 정보에 기초한 경우

자료: 저자 작성.

761) Caffarra and Morton(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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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이트키퍼의 알고리즘 접근 제공 및 설명 의무
DMA의 주안점은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그러한 규제 내용 중 알고리즘 공개 의무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집행위원회의 2020년 의견수렴에서 모아진 내용 중 하나가 “정보의
우선순위와 대상을 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감사 필
요성”이다. 이는 게이트키퍼의 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DMA에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집행위원회는 DMA 제19조(정보 요청)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플
랫폼이 소속된 사업자에도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762)
DMA 제21조(현장실사권)에 의해서도 집행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의 구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하면서,763) 현장실사 기간 중 집행위원회·감사
인·전문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및 설명을 제
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강제력 담보 차원에서 필요 시 집행위
원회는 게이트키퍼의 소속 사업자에게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 범위
내 벌금(fines) 또는 직전 회계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DSA와는 달리 DMA는 게이트키퍼에게 집행위원회의 정보 공개 요
청에 대한 변경요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에 청문의 기회와 파일접근권 등 항변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물론
DMA가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해 목적 외 이용을 금하
고764) 집행위원회·감사인·전문가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765) DMA가 게이트키퍼의 중요한 자산이자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에 대
한 접근·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762)
763)
764)
765)

DMA
DMA
DMA
DMA

제19조 2항.
제21조 1항.
제31조 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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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EC 조사 및 분쟁 사례의 DMA 반영
DMA는 기존의 분쟁 사례에서 밝혀진 게이트키퍼의 불공정 사례들을 게이
트키퍼의 의무 조항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DMA가 기재하는 의무들
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고려사항이기보다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조치들이라는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제화 배경이 DMA의 실효성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
다. 혹자는 DMA가 게이트키퍼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특정 CPS공급자와 관련
된 분쟁 및 조사 과정에서 문제되었던 의무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다.766) 쉽게 말해, DMA가 모든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평적 의무
의 관점에서는 태생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DMA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 사업모델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
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다음의 [표 3-39]와 [표 3-40]은 DMA에 기
재된 게이트키퍼의 총 18가지 의무를 관련 분쟁사례와 연결한 내용이다.767)

표 3-39. 게이트키퍼의 자기집행적 의무 및 관련 분쟁사례
번호

조문

1

제5조 (a)항

개인정보 결합 금지

페이스북, 구글769)

2

제5조 (b)항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아마존770)

3

제5조 (c)항

4

제5조 (d)항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 허용

일반적 표준

5

제5조 (e)항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요 금지

페이스북, 구글772)

6

제5조 (f)항

CPS 접근·가입·등록을 위한 조건 부과 금지

페이스북, 구글773)

7

제5조 (g)항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의무

페이스북, 구글774)

게이트키퍼의 의무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및 소비자의
CPS 접근 자율권 허용

관련 분쟁사례768)

애플771)

자료: Caffarra and Morton(2021a)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66) Caffarra and Morton(2021b).
767) Ibid. 이 표를 통해 특정한 의무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특정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들이 다른 플랫폼에 어떻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768) Caffarra and Morton(2021a).
769) EC는 2017년 페이스북이 왓츠앱(WhatsApp)을 인수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계정과 왓츠앱 이용자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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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0. 게이트키퍼의 비자기집행적 의무 및 관련 분쟁사례
번호

조문

1

제6조 1항(a)

2

제6조 1항(b)

사전설치 응용소프트웨어 삭제권 허용

구글, 애플, MS776)

3

제6조 1항(c)

제3자 앱 및 앱스토어의 설치·이용권 보장

애플, 구글777)

4

제6조 1항(d)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 금지

구글, 아마존, 애플778)

5

제6조 1항(e)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애플779)

6

제6조 1항(f)

비차별적인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페이스북, 구글, 애플780)

7

제6조 1항(g)

광고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투명성 보장

페이스북, 구글781)

8

제6조 1항(h)

데이터이동성(data portability)의 보장

일반적 정책목표

9

제6조 1항(i)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일반적 정책목표

10

제6조 1항(j)

게이트키퍼의 검색데이터 개방

구글782)

11

제6조 1항(k)

앱스토어 접근 조건의 공정성·비차별성·일반성

애플, 구글783)

게이트키퍼의 추가 의무
게이트키퍼의 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 유발 비공
개 데이터 사용 제한

관련 분쟁사례
아마존, 구글775)

자료: Caffarra and Morton(2021a)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자동 일치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 오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독
일의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2019년에 페이스북이 다른 출처의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발표했다(항소 중). 2019년 12월에 EC는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동 조사는 다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결합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었다. 2019년 12월
구글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되었다.
동 이슈는 EC가 2017년 아마존과 합의한 전자책 사건의 핵심 내용이다. 아마존은 2019년 아마존 마켓플레
이스에서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남아 있던 같은 가격·조건조항(일명 패리티 조항)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보
고했다. 패리티 조항의 문제는 부킹닷컴 및 익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여행사와 여러 EU회원국(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웨덴 등)의 규제기관 간의 오래된 분쟁 이슈였다.
EC는 2020년 7월 애플의 앱스토어 이용약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특히 애플의 인앱 구매시
스템의 의무적 사용 및 개발자가 아이폰 및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앱 외부의 저렴한 대체 구매 가능성을 제한
한 것과 관련 있다.
이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publisher)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플랫폼 고유의 ID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사례이다. 즉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수집 및 대체 ID서비스 (예: 게시자의 고유ID) 사용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EC의 구글 Ad Tech 및 데이터 관행에 대한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페이스북 데이터
조사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이 Ad Tech stack에서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페이스북 조사의 범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Adtech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현재 EC의 구글 Ad Tech 조사 범위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는 2020년 11월 아마존에 “공개되지 않은 판매자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냈다. 또한 구글은
자신의 DFP(Doubleclick for Publisher)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개 입찰 솔루션을 개발했고,
구글 Adx, GAM(Google Apps Manager)이 입찰하는 데 도움을 준 바 있다.
사전설치(pre-installation) 및 디폴트 제한(default restriction)에 대한 2018년 EC 안드로이드 결정이 있
다. 더 일반적으로는 애플과 MS와 같이 사전설치 된 앱과 함께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의 앱 이용약관에 대한 EC의 조사가 있었다. 동 조사는 앱스토어의 운영 이용약관과 관련하
여 제3자 앱 공급자가 제기한 불만에 의한 것이었다. 또 다른 불만으로는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글의 앱스토어도 유사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우대”에 관한 것이다. 2017년 구글 검색(쇼핑) 결정은 “자사우대”의 대표적 사례다. 동 사안
에서 구글은 자체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하여, 타사의 서비스를 약화시켰다. 아마존과 관련하여 EC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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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규제 미비
디지털플랫폼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수직적 통
합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합병규제가 제시되기도 한다.784)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합병규제는 특히 합병 후 축적된 데이터를 악용해 경쟁 디지털플랫폼의 경쟁력
을 약화시키는 교차활용(cross-leverage)과 해당 디지털플랫폼에 의존하는
이용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s)을 예방하려는 목
적에서 시행된다. 즉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합병규제는 동일 계위 또는 하위 계
위 사업을 위한 지렛대로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이
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디지털플랫폼 분야 시장경쟁의 교란수단으로 빈번하
게 활용되어 온 수직적 통합에 대한 미온적 규제를 비판한다.785)
DMA에 관한 한, 그 제1조 6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EC합병규정786) 적용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DMA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
는 합병규제는 사실상 투명성 의무(제12조)에 국한된다. 예컨대 게이트키퍼는
다른 CPS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여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향후 예정된 인수합병
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집행위원회는 자체 시장
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행태적 구제조치와 함께 사업체의 분할 및 매각 등 구조
적 구제조치를 게이트키퍼에게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사실이
다.7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구제조치는 게이트키퍼의 조직적 준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3판매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대한다는(예: 진입
결정 및 가격결정을 통해) 우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애플의 경우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불만 제기자들은 애플이 자체 앱(예: 애플뮤직)을 우대한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애플 사례에서 애플 앱스토어 밖에서 서비스를 구독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만을 주장한 사례가 있다.
예전 MS 사례에서 플랫폼 자신의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3의 기업도 차별 없이 플랫폼과 상호호환되도록
허용할 것이 요구된 적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페이스북 사례의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동 조사는 데
이터, 플랫폼의 기능, 상호호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등에 앱 개발자가 접근하게 하는 API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고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구글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검색시장의 잠재적 진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Stigler Center for the Study of the Economy and the State(2019), pp. 16-17.
Khan(2017), pp. 792-797.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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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응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DMA가 사전규제를 그 기조로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합병
규제에 관한 한 선제적이기보다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행태적 또는 구조적
구제조치도 상징적인 최후 수단(last resort)에 가깝다. 집행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DMA가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결국 DMA하에서도 디지털플랫폼의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증 기준을788)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추후에도 디지털플
랫폼의 반경쟁적 인수합병에 대해 EU 차원의 효과적 개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는 견해는 이와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789)

7) DSA 대비 DMA의 특이성 비교
DMA는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보장을 그 목
표로 표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겨냥하는 DSA와 대조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각기 동원하는 규제 내용도 [표 3-41]에서와 같이 상이하다.

표 3-41. DSA와 DMA의 비교표
구분

DSA

DMA

목표

안전·예측가능·신뢰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경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보장

구조

106개 전문, 5개 장, 74개 조항

79개 전문, 6개 장, 39개 조항

적용

중개서비스공급자

CPS(8가지)공급자 중 게이트키퍼(GK)
- 정량적 기준

특징

면책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서비스

GK

상당한 영향, 관문, 견고·지속 지

면책

지정

위 요건
- 시장조사

787) DMA Recital 64.
788)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 기준, 회원국 기준 등.
789) Caffarra and Morton(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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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계속
구분

DSA
모든
중개
서비스
공급자
(4가지)

DMA
1. 개인정보의 결합금지

1. 접촉처

2.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2. 법률대리인

3. 이용사업자의 홍보·거래 자율권

3. 약관

GK의

4. 투명성보고의무

자기집
행적

호스팅
서비스
공급자
(2가지

의무
5. 신고·조치 방법 구축 의무

(7가지)

의무
8. 게이트키퍼의 이용사업자 및 소

8. 법원 외 분쟁해결

비자 유발

온라인

9. 신뢰신고기관

플랫폼

10. 오용에 대한 조치 및 보호

(8가지

11. 범죄 의심 신고

추가)

12. 판매자 추적 가능성

비공개데이터 사용 제한
9. 사전설치 응용소프트웨어 삭제권
허용
10. 제3자 제작 앱 및 앱스토어 설

13. 추가적 투명성 보고 의무
14. 온라인광고의 투명성

11. 자사우대행위 금지

비자기

12.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집행적

16. 위험완화

의무
(11가지)

17. 독립적 감사

플랫폼

18. 추천시스템

(VLOP)

19. 추가적 온라인광고 투명

추가)

치·이용권 보장
GK의

15. 위험평가
온라인

(8가지

요 금지
6. CPS 접근·가입·등록 조건 부과
7.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7. 내부불만처리시스템

초대형

5. 게이트키퍼의 본인확인서비스 강

금지

6. 사유 고지 의무

추가)

의무

및 소비자의 CPS 접근권 허용
4. 이용사업자의 이의제기 허용

보장
13. 비차별적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14. 광고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투명성 보장

성(저장소 API)

15. 데이터이동성의 보장

20. 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

16.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21. 준법감시인

17. 게이트키퍼의 검색데이터 개방

22. VLOP의 추가적 투명성

18. 앱스토어 접근조건의 공정성·
비차별성·일반성
2.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집행위
원회의
의무

12.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표준 장려

잠재적

행동강령 장려
온라인광고를 위한 행동강령
위기대응규약

GK의
의무

보장
13. 비차별적 부대서비스 접근 및
연동 보장
15. 데이터이동성의 보장
16.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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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계속
구분

DSA

DMA

- 조사권: 정보제공 요청권,
현장실사권, 정보설명 요청권
디지털

- 집행권: 동의의결권, 중지명

서비스

령권, 벌금부과권, 과징금(이

조정기관
(DSC)

행강제금) 부과권, 임시조치권
- 추가권한: 조치계획 제출 요

- 정보 요청권, 데이터베이스/알고
리즘 접근 및 설명 요청권

구권, 사법당국에 대한 임시
접근제한요청

- 인터뷰 및 진술 청취권
- 현장실사권

공동조사지원
규제
기관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

VLOP보고서, 감사결과 분석
지원

집행위
원회

DSC에 의견제시, 권고, 조언

- 확약(동의의결권)
- 의무 및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권

집행위원회 자문, 의견채택 표

- 준수불응 결정권

준, 가이드라인, 행동강령 개발

- 벌금 부과권
- 이행강제금 부과권

집행
위원회

정보 요청, 인터뷰 및 진술 청

(VLOP에

취권, 현장실사권, 임시조치,

대한

동의의결, 모니터링조치, 준

강화된

- 임시조치권

수불응, 벌금, 이행강제금

감독체계)
항변권

VLOP
회원국
부과

과징금
/벌금

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GK

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위반: 연매출의 6% 이하
오인정보, 시정실패, 불응 등:

대 GK

연매출 1% 이하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
액의 10% 이하

VLOP: 직전 회계연도 전체
집행위
부과

대 사업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

자/단체

액의 1% 이하

5% 이하

GK/

직전 회계연도 일 평균 매

VLOP/인지자: 상동 매출액

사업자

출액의 5% 이하

매출액의 6% 이하
VLOP/인지자: 상동 매출액
의 1% 이하

회원국
이행강

부과

제금

집행위
부과

집행위
부과

직전 회계연도 일 평균 매출액

의 5% 이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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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는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
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콘텐츠와 유해콘텐츠 등을 통제해야 하지만, 디지
털플랫폼을 매개로 유통되는 콘텐츠 전반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표현의 자유라
는 시민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DSA는 불법성 여부가 모호한 유해
콘텐츠는 명시적으로 그 통제권 범위에 두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플랫폼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면책권이 보장된다. 그에 대
한 과도한 책임 부과가 자칫 정보 매개라는 디지털플랫폼의 기본적 역할 수행
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온라인 환경 조성은 DSA의 두 번째 목표이다. 예측가능성 확보
를 위한 주요 수단은 투명성 강화이다. DSA는 모든 디지털플랫폼으로 하여금
그 이용약관에 콘텐츠조정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그 유형별 투명성 의무를 비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게는 판매자 및 온라인광고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VLOP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준법감시인 및 독립적 감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온라인광고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정보저장소의 API 공개 의무도 부
과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은 DSA의 세 번째 목표이다. 신뢰를 훼손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디지털플랫폼의 뉴스 추천 순위 조작, 가짜뉴스의 광범
위한 유포를 들 수 있다. 보건, 안전 또는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는 사회
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고려하에서 DSA는 체계적 위
험에 주목한다. 동일한 성격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막강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통되는 왜곡된 정보의 사회적 악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예컨대 VLOP가 고의적 조작을 통해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유
발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그렇지 않은 디지털플랫폼에 비해 심각할 수밖에
없다. DSA는 이러한 체계적 위험 해결 차원에서 VLOP에게 데이터 및 알고리
즘에 대한 접근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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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MA의 첫 번째 목표는 경합적 디지털시장 구현에 있다. 디지털플랫폼
의 시장집중도의 결정요인이 크게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혼잡(-), 멀티호밍(-), 플랫폼 차별화(-) 등 5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은 이미 거론
한 바 있다.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시장집중도 증가와 감소를 의미한다. 이
러한 결정요인 대부분은 디지털플랫폼의 선택이나 능력 또는 이용자의 행태에
의존하는 시장자율 영역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관해서는 규제
당국의 적극적 시장개입의 명분이나 필요성이 궁색하다는 것이다.
다만 멀티호밍 문제를 시장자율에 방임할 경우 시장 경합성이라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관문(gateway) CPS에 대한 지배
력을 행사하는 디지털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에 대한 지배력 남용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 간 전환비
용은 멀티호밍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 전환비용이 높을수록 고착효과도 더
크게 발생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시장쏠림과 승자독식이 지배하는 시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DMA가 도입하는 일련의 의무
는 고착효과 억제 및 전환비용 인하를 통한 멀티호밍 활성화에 근본취지를 두
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는 제5조 (g)항, 제6조 1항(e), 제6조 1항(g), 제6조 1
항(h), 제6조 1항(i) 및 제6조 1항(j)가 포함된다.

표 3-42. DMA의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한 의무
번호
1

조문
제5조 (g)항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한 의무
광고서비스 제공 조건의 투명성 의무

2

제6조 1항(e)

소비자의 앱 및 서비스 선택권 보장

3

제6조 1항(g)

광고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투명성 보장

4

제6조 1항(h)

데이터이동성(data portability)의 보장

5

제6조 1항(i)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개방

6

제6조 1항(j)

게이트키퍼의 검색데이터 개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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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의 두 번째 목표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보장이다.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키퍼에 부과되는 의무를 제외한 DMA상의 자기집행적
(self-executing) 또는 비자기집행적(non-self-executing) 의무 대부분은
게이트키퍼와 경쟁 디지털플랫폼 간 공정경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제6조 1항(d)의 게이트키퍼의 자사우대행위 금지가 대표적이다.
DMA는 집행 방식 측면에서도 DSA와 대조된다. DMA의 이행과 집행을 위
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집행위원회로 한정된다. 이는 회원국 소속
인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에 조사권과 집행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원국을 원칙
적인 집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DSA와 상이한 대목이다. 다만 DSA의 경우에
도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VLOP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화된 감독을
위해 집행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DMA와 DSA는 공히 과징금 부과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양자 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DSA의 경우 회원국의 과징
금 부과 기준과 별도로 VLOP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양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는지의 여부
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DMA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있는바, 게이트
키퍼가 의무 위반 결과 과징금들이 중복 부과된다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
이다. 물론 이러한 과징금의 최대 부담 주체는 DSA 및 DMA상의 의무를 공히
위반하는 게이트키퍼 디지털플랫폼이 될 것이다.

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EU가 표방하는 DSA 및 DMA의 주된 관심사는 각각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
경 및 시장 경합적인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에 있다. 문제는 국경이 의미가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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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퇴색하는 글로벌 디지털경제 진전으로 인해 그러한 정책목표가 단순히
EU 역내의 디지털플랫폼에 한정된 규제를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담보되기 어
렵다는 것이다. DSA 및 DMA가 이미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
하게 EU 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을 두지 않는 모든
외국의 디지털플랫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우
려와 무관하지 않다.
DSA 및 DMA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실제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취해지는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라
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사전규제에 따른 막대한 후생손실을 감내
하면서까지 EU가 동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EU가 어떤
시장실패를 상정하는지, 왜 그러한 시장실패가 EU 시민들의 안위(well-being)
에 중대한지, 그리고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에 의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한지 등이다.790) 현재로서는 의견수렴 진행 중인 DSA 및 DMA의 최종적
인 모습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EU가 사후규제 도입 기조를 번복할 가능성
은 희박해 보인다.
DSA 및 DMA에 관한 한, 2가지 중요한 통상법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
째는 타국의 서비스(공급자)를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대
우해야 한다는 GATS 내국민대우 의무 저촉 가능성과 그에 관한 정당화 문제
이다. EU의 외견상 입장에도 불구하고, 양대 법률이 사실상 GAFAM(구글, 아
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견제를 통해 EU
역내의 경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791)
만일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EU가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은
GATS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문제이다. EU 역내에 고정
790) Narayanan and Lee-Makiyama(2020), pp. 3-11.
791) Broadbent(2020),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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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부재한 외국 디지털플랫폼에게 의무 준수를 강제함은 그 자체만으로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조치이다. 물론 인터넷 보편화에 따라
다수의 시장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국의 규제 재량권이 자
국 국경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논리에 매몰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
이 있다. 사후규제에 기초한 경쟁법 등 일부 법률에서 그 개념을 원칙으로 채택
해 온 국제적 관행도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GATS를 포함한 WTO 협정 내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분쟁선례도 희박하다. 사전
규제에 의하는 DSA 및 DMA의 역외적용이 과연 GATS 차원에서 정당하게 집
행될 수 있는지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법적 위험 및 불확실성은 특히 EU의 DSA 및 DMA를 벤치마크
하려는 제3국 입장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GATS의 일반적 예외 조항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일련의 조건 충족을 전제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두문(chapeau) 요건 등 내
국민대우 의무 저촉 조치의 남용(abuse)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약조건
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은 특히 GATS의 내국민대우 및
일반적 예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역외적용 등을 포함한 DSA
및 DMA상 주요 조치의 통상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의 법리
GATS 제17조 1항(내국민대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기나라의 양허
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
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any other Member)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서
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서비스
(like services)와 동종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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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no less favourable) 대우를 부여한다.”792)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WTO 분쟁 사례인793)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의 패널은 회원국의 조치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794) (1단계) WTO 양허표상 문제되는 서비스가 소속되는 분야(sector) 및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에 대한 내국민대우(NT)가 양허가 되었는지
여부 판단, (2단계) 피소조치가 관련된 분야 및 서비스 공급방식의 서비스 공급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단, (3단계) 피소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
자)에게 자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피소국의 어떤 조
치가 GATS 제17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일견추정(prima facie case)을795) 제소국이 제시해야 한다.796)

1) WTO 양허
제소국이 피소국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소국
의 양허표에 기재된 조건, 자격요건(qualifications) 등의 맥락에서 피소국이
문제되는 서비스의 소속 분야(sector) 및 그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792) GATS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793) 2021년 7월 기준 GATS와 관련된 분쟁은 현재까지 30건이 발생했고,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다음 7건
이다.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DS453), 중국-전자지불서비스(DS413), 중국-시청각물(DS363), 미국-인터
넷도박서비스(DS285), 멕시코-통신서비스(DS204), 캐나다-자동차(DS139), 캐나다-자동차(DS142). 이 중 캐
나다-자동차(DS139), 캐나다-자동차(DS142)는 단일 패널을 구성하여 판단했다.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는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DS453/AB/R), 중국-시청각물(DS363/AB/R),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DS/285/AB/R),
캐나다-자동차 분쟁(DS/139/AB/R; DS142/AB/R) 등 4건이다.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WTO 분쟁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agreements_index_e.htm(검색일: 2021. 7. 30).
794)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448.
79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관련 용어집, 2013. 6, p. 81. “prima facie(일견, 외견상):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서 일응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추정되는 법리.”
796) Panel Reports,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641;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944; and EC–Bananas III, para. 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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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고 양허해야 한다. 중국-시청각물 분쟁
사례의 패널은 이를 위해 문제되는 서비스가 피소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에 포함되는지, 각각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우선 판
단했다.797)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사례의 패널도 내국민대우 저촉 여부
에 대한 실체적 검토에 앞서 문제되는 서비스의 소속 분야 및 그 서비스 공급방
식에 대한 피소국의 내국민대우 양허 여부를 판단했다.

2) 서비스공급에 영향
다음으로 피소조치가 관련된 분야 및 서비스공급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중국-시청각물 분쟁의 패널은 피소조치가 문제되
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directly govern) 경우, 해당 조치
는 제17조의 관점에서 서비스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798) 아르헨티
나-금융서비스 분쟁사례에서는 피소국의 조치가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면 논리적으로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공급(supply of
services)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했다.799)

3) 다른 회원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마지막으로 피소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피소국
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
야 한다. 동 3단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 동종성(likeness)
및 (ii)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urable)의 판단 기준을 이
해해야 한다.
797)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1273.
798) Ibid., para. 7.1274.
799)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474. GATS 제1조 2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서
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a
service)”고 규정한다. 패널의 논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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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종성(likeness)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회원
국의 서비스(공급자)가 피소국의 서비스(공급자)와 동종(like) 서비스(공급자)
이어야 한다.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에서 패널은 동종서비스(공급자)의
해석에 GATS 규정들의 문맥 및 용어의 일반적 의미(ordinary meaning)를
고려하고 있다.800) 동종은 정확하게 같음(the same)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essentially) 또는 일반적으로(generally)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면 동종이라고
판단된다.801)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본질(nature) 또는 특성(characteristics),802)
품질(quality), 성질(properties), 분류(classification), 최종용도(end-use),
소비자 선호(consumer preference) 등 서비스 간 경쟁관계를 구성하는 기준
들(criteria)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803)
차별적 대우 부여를 위한 기준이 원산지(origin)라면, 동종성 요건은 자동적
으로 충족된다.804) 만일 피소국이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다는 사
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원산지가 차별적 대우를 위한 유일한 기준이므
로 문제되는 서비스들은 동종서비스(like services)로 판단된다. 차별적 대우
부여가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추가적 분석이 요
구된다.805)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다고 항변하는 피소국은806) 특히 그러한 요인
800)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60;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699.
801)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699. 동 패널은 Panel Report on
EC-Bananas III, para. 7.322.는 “virtually the same”(거의 같음)을 동종의 기준으로 보았다고 언급함.
802)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55; Panel Report on EC-Bananas III, para 7.322.
803)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0-6.32.
804)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56;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975. 이러한 논리 전개는 중국-시청각물 분쟁에서 GATS 제17조(내국민대
우)의 동종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
805)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58;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975.
806)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다른 요인으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접근성의 차이”
를 주장했으나, 이는 패널에 의해 부인되었다. 그 이유는 제소국가 파나마는 이미 협조국가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과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을 위한 협상만을 부인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과세정보의 접근성에서는 파나마는
비교대상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나마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요인(other factors)은 “원산지
에 중립적(neutral as to origin)”이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제시한 다른 요소는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즉 아르헨티나는 결국 동종서비스(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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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서비스의 특성(characteristics), 소비자의 선호(consumer’s preference)
등 서비스들 간 경쟁관계를 구성하는 주요 기준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807) 예컨대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기초해
문제되는 서비스들이 그 특성이나 소비자 선호 등의 측면에서 더 이상 상호 경
쟁관계가 아니라거나 또는 특정한 동일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견고한 논리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소국이 원산지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기초해서도 문제되는 서비스들이 경
쟁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동일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입증에 실패
한다면, 해당 서비스들은 동종서비스로 간주된다. GATS 제17조의 목적상 회
원국의 어떤 조치가 외국 서비스들에 비해 국내 서비스들에 유리하게 경쟁조건
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808) 정리
하자면, 문제되는 서비스들이 본질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경쟁조건 하
에 공급되거나, 또는 특정한 동일시장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이 번복될 수 없는
이상 동종서비스로 해석됨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서비스의 동종성과 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이 모두 요구되는지도 의문이 될
수 있다.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의 상소기구는 EC-바나나 III 분쟁을809)
원용하면서 동종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종서비스공급자라고 판단했다.810) 즉
동일(the same)811) 또는 동종(like)812)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동종서비
807)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79, 서비스의 특성(characteristics)과 소비자의
선호(consumer’s preference) 요건은 EC-Asbestos(AB Report, 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EC-Asbestos), WT/DS135/AB/R, adopted
5 April 2001)와 US-Clove Cigarettes(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ettes, WT/DS406/AB/R, adopted 24 April 2012) 분쟁에 대
한 상소기구의 판단에서 추론된다. 피소국인 아르헨티나는 효율적 과세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자국 내 영업
존속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서비스의 특성이고 이러한 특성이 시장의 경쟁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다. 즉 협조국가와 비협조국가의 규제차이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경쟁관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패널은 파나마와 홍콩 모두 과세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나, 파나마는
협조국가이고 홍콩은 비협조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판단을 지극히
어렵게 하고, 이런 결과로 패널은 원산지(origin) 이외의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808)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59;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0.
809) Panel Report, EC-Bananas III, paras. 7.322, 7.346.
810)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28.
811)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56;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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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공급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전자지불서비스 분쟁의 패널은
동종서비스를 제공하면 동종서비스공급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에 원칙적인 공
감을 표하면서도 사안별(case-by-case) 판단의 필요성도 배제하지 않은 바
있다. 실제로 동 패널은 서비스의 동종성과 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 여부를 각
각 판단하고자 했지만,813) 그에 따른 결론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법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패널은 중국의 서비스공급자인 CUP(China
UnionPay)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EPS:
electronic payment services)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근거
해 동종서비스공급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814)
동종서비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공급 모드(mode of supply)와 관련
한 고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공급 모드 간 동종성(inter-modal
likeness)’ 문제이다.815) 쉽게 말해, 동종서비스를 상이한 서비스공급 방식을
통해 공급할 경우, 이를 ‘이종(unlike)’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자동차 분쟁의 패널은 캐나다 영토 내에서 상업적 주재
(mode 3) 및 자연인의 이동(mode 4)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국경 간 공급(mode 1) 및 해외소비(mode 2)에 의해 공급되는 서
비스를 동종서비스라고 판단했다.816) 중국-전자지불서비스 분쟁사례에서도
다른 회원국의 전자지불서비스(EPS) 공급자가 서비스를 국경 간 공급(mode
1) 또는 상업적 주재(mode 3)로 공급하는지 여부로 인해 서비스공급자의 동종
성 판정의 결과를 번복할 근거가 없다는 공급 모드 간 동종성 수용 입장이 확인
된다.817)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Canada-Autos),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para. 10.248 인용.
812)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171;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5.
813)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5.
814) Ibid., para. 7.708.
815) 이한영, 차성민(2018), p. 152.
816) Panel Report, Canada-Autos, para. 10.307.
817)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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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급 모드 내의 기술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
문제이다.818) 예컨대 국경 간 공급(mode 1)에 기초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와 전화 또는 메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이종 서비스
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의 패널
은 회원국이 국경 간 공급(mode 1)을 양허함에 있어 문제되는 서비스의 공급
을 위해 활용되는 전송수단(means of delivery)에 대한 제한을 별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다른 회원국이 모든 전송수단(all means of delivery)을 활용해 국
경 간 공급 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합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확인한 바 있
다.819) 즉 전면 양허된 공급 모드 내에서는 서비스공급 수단(means of
supply)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세 번째는 공급 모드 내의 동종성(intra-modal likeness) 문제이다.820) 예
컨대 상업적 주재(mode 3)의 시장접근(MA) 제한조치로 조인트벤처(JV: joint
venture) 요건을 기재하고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제한조치 없음(None)을 기
재했다고 하자.821) 그러한 경우 피소국의 국영기업인 서비스공급자에게는 인
터넷 배급을 허용하면서도 피소국 내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는 인터넷 배급을
제한하면서 이들을 동종서비스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822) 이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주재하의 서비스(공급자)의 동종
성에 관한 판단 문제이지, 공급 모드 내의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823) 그에 대해 중국-시청각물 분쟁의 패널은 제소국이 상업적 주
818) 이한영, 차성민(2018), p. 134.
81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s. 6.285-6.287.
820) 이한영, 차성민(2018), p. 134.
821) 이 경우 GATS 제20조 2항에 따라 기재된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
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상업적 주재를 통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미
의 내국민대우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1278.
822)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중국은 전자적 음향녹음배급서비스는 자
신들이 WTO 차원에서 양허한 [물리적] 음향녹음배급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different service)라고 주장
(para. 4.359)한 반면, 미국은 음향녹음의 전자적 배급은 음향녹음배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공급수단
(different means of supply)에 불과하며 둘은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para. 4.361).
823)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1258. 중국-시청각물 분쟁사례
에서 패널은 중국의 “음향녹음배급서비스” 양허는 비물리적 매개(non-physical media)에 의한 오디오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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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mode 3)를 통해 음향녹음배급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 피소국 내에
서 전자적 서비스(공급자)와 물리적 서비스(공급자)는 동종서비스(공급자)라고
판단했다.824) 간단히 말해, 동 패널의 결론은 서비스의 공급수단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인지 여부가 서비스들 간 경쟁관계를 달리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는 것에 진배없다.

나) 불리하지 않은 대우(treatment no less favourable)
GATS 제17조 3항은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
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
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825) 따라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동종서비스(공
급자) 간의 실질적인 “경쟁조건(condition of competition)”의 관점에서 평
가된다.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그 밖의 회원국의 서
비스(공급자) 대비 자국의 서비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을 사실상(de facto) 유
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전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으
로써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반대로, 형식적인 상이한 대우로 인해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 대비 자국 서비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이 유리
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826)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해당 조치의 ‘경쟁조건 변경’ 효과를 기준으로 하며,

츠의 배급을 이미 포함하므로 기술중립성 원칙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일 중국의 양허가 물리적 배
급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동 양허가 비물리적 매개를 통한 콘텐츠의 배급 또한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면 기
술중립성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으나 동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824)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1285.
825) GATS 제17조 3항.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826) GATS 제17조 2항. A Member ma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by according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either formally identical treatment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to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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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regulatory objective) 및 규제배경(concerns underlying the
contested measure)이 추가적으로 개입될 여지는 제한적이다.827) 따라서 어
떤 조치가 경쟁조건을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면, 그러한 변경 사실 자체만으로 불리한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828) 해당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동종서비스(공급
자)에게 불리하게 경쟁조건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피소조치의 내용(design), 구
조(structure), 운영(operation)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829)

나. GATS 제14조 일반적 예외의 법리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는 그 회원국들이 정책 재량권 담보 차원에서 의
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과 같다. 어떤 회원국의 조치가 GATS
상 의무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동 회원국은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에 기초
해 해당 조치가 합법적인 것임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수단의 남용(abuse)이 GATS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GATS 제14조는 예외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GATS 저촉 조치
의 내용에 관한 한정적 목록과 함께 그러한 조치의 적용(application)에 관한
두문(chapeau) 요건을830)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적 예외 논리를 통한 내국민
대우 위반 조치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내용과 적용 방식이 GATS
제14조의 양면적 요건에 공히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1) 합법적 조치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합법적 조치는 (a) 공중도
827) 이한영, 차성민(2018), pp. 83~84.
828)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106.
829) Ibid., para. 6.127.
830)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
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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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b)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
는 건강 보호에 필요한 조치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laws or regulations)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d)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국민대우에 불합치하는 조치 (e)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의 결과로 최혜국대우에 불합치하는 조치 등 총 다섯 가지이다. 이
하에서는 이 가운데 DSA 및 DMA와 관련하여 EU의 항변권 발동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되는 (a) 공중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WTO 법리를 검토한다.

가)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공중도덕(public
morals)을 “옳고 그른 행위에 대해 어떤 공동체 또는 국가가 유지하는 기준”이
라고 정의했다.831) 공중도덕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는 이후 EC-바다표범제
품 분쟁과832) 중국-시청각물 분쟁833) 등에서도 수용되었다.
공공질서(public order)는 GATT에는 부재하나, GATS에서 추가된 정책목
표이다. GATS 제14조 (a)항의 각주5는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
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질
서가 대변하는 이익은 국가 또는 정부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문화적·윤리적·
종교적 가치 등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이다. 근본적 이익은 법(law), 안전
(security) 및 도덕(morality)상의 기준(standards)과 특히 관련된다.834) 예

831) AB Report, US-Gambling, para. 296;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5. ‘public morals’
denotes standards of right and wrong conduct maintained by or on behalf of a community or
nation.
832) AB Reports, EC–Seal Products, para. 5.199.
833) Panel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7.759.
834)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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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 소비자의 권익 보호, 소수자의 관심사 보호 등은
공공질서가 대변하는 근본적 이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본적 이익 가
운데 안전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제외한다. GATS 제14조의2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니며 양자는 유사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므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835) 공공질서
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에는 도덕적 기준이 포함되므로
공공질서가 공중도덕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즉 공공질서는 사회 전반의
이익과 관련된 합법적 정책목표를 위한 포괄규정(catch-all)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항변권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변권 남용 위험이 없지 않은바, 일국의 사회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위
협받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에서 패널은 각 회원국이 처한 사회적·문화적·
윤리적·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공중도덕과 공공질서 개념
의 내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공중도덕과 공
공질서 개념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별로 정의·적용되어야 하고, 각국 고유의 시
스템과 가치 체계에 따라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허용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
이다.836)
다만 공공질서의 경우는 각주5에 따라 그 개념적 범위가 제한된다. 공중도덕
과 달리, 회원국 재량권 행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
치를 채택함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fundamental)” 이익에 대한 위
협이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위협이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하다는 사
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GATS 제14조 (a)항의 일반적 예외를 통한 항변권
행사가 회원국의 GATS 실체규정 위반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835)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8.
836) Ibid., para. 6.461.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253

나) GATS와 양립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GATS 제14조 (c)항은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to secure compliance)” 필요한(necessary) 조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법률이나 규정은
(i)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 (ii) 개인데
이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기록·계정의 비밀
보호 및 (iii) 안전(safety)에 ‘관련되는(relating to)’837) 것을 포함한다. 이는
(i), (ii) 및 (iii)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은 그 자체로 GATS 조항과 양립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 정도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애도록 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GATS 제14조
(c)(iii) 안전(safety) 조항이 포섭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사례에서 미국은 GATS 제14조 (c)항의 경우
“포함(includ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GATS 제14조 (c)항에 나열
된 조치들은 한정적(exhaustive)이지 않고 예시적(illustrative)이라는 주장했
다.838) 패널은 그러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GATS 제14조 (c)항이 GATS 조항
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비한정적(non-exhaustive)’ 목록
을 제시한다고 판단했다.839) 동 분쟁사례의 패널은 GATS 제14조 (c)항에 열
거되지 않은 정책목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도 WTO에 양립한다면, GATS 제
14조 (c)항에 따라 GATS에 합치하지 아니 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840) 이와 관련하여 경쟁법은 그 자체로 GATS 제14조

837) “Relating to or “Related to” means pertaining in any way to, and is not limited to that which
pertains exclusively to or primarily to,” 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relating-to(검색일:
2021. 8. 4).
83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3.271.
839) Ibid., para. 6.540. “As for the second element, we note that Article XIV(c) provides a
non-exhaustive list of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840) Ibid., para. 6.540. “Accordingly, laws and regulations other than those that fall within the list
may be relied upon in justifying a GATS-inconsistent measure under Article XIV(c) provided
that those other laws and regulations are WTO-consistent.”

254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c)(i)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841)
한편 GATS 제14조 (c)항에서 모종의 조치가 GATS에 합치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문제되는 조치가 해당 법률이나
규정이 명시한 의무(obligations)를 집행하기 위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해당 법률이나 규정이 표방하는 정
책목표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842) 또한 문제되는 이
행조치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 자체가 GATS 조항과의 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행조치의 GATS 제14조
(c)항 합치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진다.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사례는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
는 법률이나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i) 피소국이 GATS 제14조 (c)항의 항변을 위해 여러 개의 법률과 규
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패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해당 조
치가 여러 개의 법률 또는 규정 가운데 GATS와 합치하는 “최소한 하나의(at
least one)”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피소국이 성공적
으로 입증한다면, 다른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지를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843) (ii)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회원국의 법제
(legislation)는 WTO에 합치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어떤 법률이나 규정의 일
부 조항이 GATS에 불합치한다는 사실이 동 법률이나 규정의 다른 조항도
GATS에 불합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844) 다만 (iii) 어떤 법률 또는 규정의 특
정 조항이 GATS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841) Delimatisis and Gargne(2020), para. 49.
842)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538.
843)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s. 6.208-6.209.
844)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625. 동 패널은 제소국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률이나 규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세부 검토가 불필요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문제되는 회원국의 법제의
GATS 합치성에 관한 ‘일견 추정(prima facie case)’하에서 제소국의 입증 부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만
일 제소국이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다른 조항들의 GATS 위반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동 패널이 달리 판단했
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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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이나 해당 법률 또는 규정 전체의 GATS 합치성에 영향을 주거나 오
염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845)

2) GATS 제14조의 적용 및 해석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의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쟁점들은 크게 심사과정,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입증책임(burden of proof), 두문(chapeau) 요
건 등 네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GATS 제14조 (a)항 내지 (c)항을
중심으로 심사과정, 필요성심사, 입증책임 및 두문 요건 각각의 의미와 적용 가
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가) 심사과정
어떤 조치가 GATS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음 두 단계를 거쳐 판
단된다. 첫 번째는 해당 조치가 GATS 제14조에 열거된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해당 조치가 GATS 제14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와 관련해서는 GATS
제14조의 필요성심사와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
계와 관련해서는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선의(good faith)
의 원칙, 유사한 상황(like conditions)하에 있는 국가 간 자의적(arbitrary)
또는 부당한(unjustifiable) 차별의 의미, 그리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
한(disguised restriction)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나) 필요성심사
GATS 제14조 (a)항 내지 (c)항은 공통적으로 필요성심사를 요건으로 한다.
필요성심사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다. 이를 위해 문제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845)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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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법제 연혁, 정부 발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 규제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심사를 진행한다. 조치의 구조, 운영 및 제소국이 제
시한 증거도 필요성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패널은 제시된 증
거를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하여 독립적·객관적으로 필요성심
사를 진행한다.846)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의 패널은 필요성심사와 관련하여 GATT 사례
인 한국-쇠고기 분쟁사례의847) 비교형량적인 해석이 GATS 제14조의 문맥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848) 한국-쇠고기 분쟁의 상소기구는 GATT
1994의 제20조 (d)항의 필요성심사에 있어 ‘필요한(necessary)’의 어문적 의
미는 ‘필수불가결한(indispensable)’과 ‘기여하는(contributing)’을 양 극단
으로 하는 개념 스펙트럼 내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지만, GATT 1994 제
20조 (d)항의 맥락에서는 ‘필수불가결한’에 가깝게 해석된다고 밝혔다.849) 즉
피소조치가 필수불가결하다면 이는 명백하게 필요한 조치이지만, 필수불가결
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다.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피
소조치가 GATS 제14조의 맥락에서 필요한 조치인지는 (i) 해당 조치가 보호하
려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ii) 해당 조치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iii) 해당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 요건을 비교형량하여 판
단된다.850)
어떤 조치가 보호하려는 이익(가치)은 “극도로 중대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어야 한다.851) 따라서 어떤 조치가 보호하려는
사회적 이익이나 가치가 중대할수록 조치의 필요성이 더 쉽게 인정된다. 조치

846) AB Report, US–Gambling, para. 304.
847) AB Report, Korea–Beef, para. 164.
84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75.
849) AB Report, Korea–Beef, para. 161. “closer to the pole of indispensable than to the opposite
pole of simply making contribution to.”
850) AB Report, US-Gambling, paras. 304-311.
851) Ibid., para. 301, “very important societal interests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vital and
important in the highest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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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기여도 평가와 관련하여 패널은 피소조치의 정책목표 실현에 대한 기여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기여의 규
모(extent)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즉 기여가 포괄적일수록 조치의 필요
성이 더 쉽게 인정됨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패널은 조치의 무역제한성
도 그 여부에 비해 조치에 따른 무역제한성의 정도(degree)를 평가해야 한다
고 밝혔다.852)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대목이 있다. 기존 GATT 체제하의 분
쟁에서는 “GATT와 합치하거나 GATT에 덜 불합치하는(less inconsistent)”
대안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함으로써 필요성심사 통과 기
준을 절대적 필요성(absolute necessity)으로 해석해 왔다.853) WTO 체제하
에서 진행된 한국-쇠고기 분쟁은 상이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좀 더 구
체적으로, 동 분쟁의 상소기구는 피소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
(less trade-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가 존재하더라도 여러 고려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비교형량함으로써 피소조치가 GATT 제20조 (d)항의 맥
락에서 필요한 조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854) 상대적 필요성
(relative necessity)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필요성심사를 위한 비교형량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855) 우선 보호
이익(가치)은 상대적 평가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보호 이익(가치)의
중요성이 확인되면 조치의 정책기여도, 조치의 무역제한성 등 다른 두 가지 요
인을 비교형량 한다.856) 그다음으로 피소조치와 대안조치를 비교하는바, 보호
852)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234.
853) GATT Panel Report, Thailand–Cigarettes, para. 75. “The Panel concluded [...] that the import
restrictions imposed by Thailand could be considered to be “necessary” in terms of Article
XX(b) only if there were no alternative measur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Agreement, or
less inconsistent with it, which Thailand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employ to achieve its
health policy objectives.”
854) AB Report, Korea–Beef, para. 161. 이후 미국-인터넷도박서비스 분쟁의 상소기구도 “WTO에 합치하는
모든 합리적으로 가용한 대안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비로소 WTO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WTO 불합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안조치로 먼저 앤티가와 협의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패널의 판단을 번복한
바 있다. AB Report, US-Gambling, para. 315.
855) AB Report, US-Gambling, paras.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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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가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소조치와 대안조치 간 비교 결과를 필요성심사
과정에서 고려한다. 여기에서 대안조치는 “합리적으로 가용해야(reasonably
available)” 한다. 이는 피소국이 해당 대안조치를 통해서도 당초 의도된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857) 만일 대안조치가 이론적으로만 상
정할 수 있거나, 피소국이 해당 대안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해당 대
안조치가 재정적·기술적으로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을 수반한다면, 피소조치
가 필요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입증책임
GATS 제14조를 원용하려는 피소국은 증거 및 논리를 통해 GATS에 불합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견추정(prima facie case)을 만듦으로써 패널이
해당 사례에 대한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을 통해 해당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858) 물론 피소국이 피소조치보다 덜 무
역제한적인 모든 대안조치를 확인하고 그러한 대안조치로는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859)
한편 제소국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조치가
피소국에게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주장책임(burden of pleading)’과 ‘증거
제출책임(burden of presentation of evidence)’을 부담한다. 만일 피소국이
제소국에 의해 제시된 대안조치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이해관계(the interests
or values being pursued)” 및 바람직한 보호 수준(desired level of protection)
의 관점에서 자국에게 사실상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경
856) 비교형량의 대상으로 대부분의 분쟁사례가 필요성심사에 (ii)와 (iii)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 두 요인을 비교형
량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반드시 (ii)와 (iii) 두 요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not necessarily exhaustive
of factors that might be considered).
857) AB Report, US-Gambling, para. 308.
858) Ibid., para. 310.
859) Ibid., para.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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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피소조치가 GATS 제14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860)

라) 두문 요건
피소국이 문제되는 조치의 GATS 제14조 합치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문
요건의 충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61) 예컨
대 내국민대우 의무 등 GATS에 저촉되는 회원국의 조치가 GATS 제14조의
필요성심사를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두문 요건을862)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반적 예외를 통해 조치의 정당성을 항변할 수 없다. GATS 제14조의 두문은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좌절시키지 않으면서 합리적 예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863) WTO 의무에서 벗어나 어떤 정책목표
를 달성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일반적 예외를 통해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남용
해서는 아니 된다. GATS의 실체규정에 따른 다른 회원국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864) 즉 두문은 GATS 제14조
에 따른 회원국의 항변권과 GATS 실체규정 준수 의무 간 균형선(line of
equilibrium)을 그려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865)
GATS 제14조 두문과 관련된 이러한 피소국의 권리와 의무 균형은 국제법
의 일반원칙인 ‘선의(good faith)’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866) GATS 제
14조의 기본취지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사회적 이익
(가치) 보호를 위해 규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문은 그러한 권리의 주장이 회원국의 협정상 의무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860) Ibid., para. 311.
861) 많은 WTO 분쟁사례에서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적이었다. 그런 사례로는 US-Gasoline, US-Shrimp,
US-Gambling, Brazil-Retreaded Tyres, EC-Seal Products 등이 있다. Bartels(2015), p. 96.
862) “회원국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 간에(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863) AB Report, US-Gambling, para. 339.
864) Ibid., para. 339.
865) 달리 말하자면, 동 두문은 특정 조치에 대해 저울의 양 끝에 어느 회원국의 항변권과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놓고 균형선(line of equilibrium)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866)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575; AB Report, US-Shrimp, para. 15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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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abuse of rights)이 아닌 선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867)
한편 GATS 제14조 두문은 GATT 1994 제20조의 두문과 대부분 일치하므
로868) GATT의 법리는 GATS에도 준용된다.869) 필요성심사에서와 마찬가지
로 두문에서도 피소국은 피소조치가 GAT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됨을 보
임으로써 두문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다. 개념적 차원에서 GATS 제14조의
두문 요건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예외적 조치의 적용방식(manner of
application)에 관한 절차 규범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동 조의 두문
이하 요건은 필요성심사, 입증책임 등 예외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specific
contents)을 평가하기 위한 실체 규범이라는 점에서 두문 요건과 대조된
다.870) 다만 WTO 분쟁사례에 따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두문 요건은 그 이하
요건과 개념적으로 반드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두문 요건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GATS 제14조의 두문은 세 가지 기준
을 두고 있다. 이는 유사한 상황하의 국가 간 자의적 차별, 유사한 상황하의 국
가 간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과 관련한 WTO 분쟁사례들이 다수 있었지만,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세 가지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례별, 사실별 또는 조치별로 적용되어 왔으며, 경우에 따라
GATS 제14조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중첩해 적용되기도 한다.871) 또
한 세 가지 기준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들
각각을 별도 검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872)

867) AB Report, Brazil-Retreaded Tyres, para. 215.
868) 다른 점은 GATT의 “the same condition”이 GATS에서는 “like condition”으로, GATT의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가 GATS에서는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86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571.
870) AB Report, US-Gasoline, p. 22. “The chapeau by its express terms addresses, not so much
the questioned measure or its specific contents as such, but rather the manner in which that
measure is applied.”
871)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580.에서 US-Gasoline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
별’이 ‘위장된 제한’과 일정 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조치가 적용되는 방법에 따
라 어떤 조치의 적용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인 동시에 ‘위장된 제한’이 될 수 있다.
872) AB Report, US–Gasoline, p. 25; AB Report, US–Shrimp, para.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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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GATS에 합치하지 아니 하는 모종의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들 간에 자의적 차별을 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하
는 경우에는 GATS 제14조에 따른 예외적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873) 좀 더 구
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조치는 그 적용방식 관점에서 두
문에 저촉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문제되는 조치의 적용으로 인해 국가
(countries) 간 차별이 초래되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차별이 그 특성상 자의
적(arbitrary) 또는 부당한(unjustifiable) 것이어야 한다. 셋째,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 ‘유사한 상황(like conditions)’ 하에 있는 국가 간에 발생해야
한다.874) 다만 상기 세 가지 요건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상호간 연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조치의 적용방식이 초래하는 차별성에 대해 피소국은 피소조치가 외견상 차
별적 요소가 없음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다. 즉 조치가 국내외 또는 제3국들 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론에 대
한 입증 책임은 제소국의 몫이라는 것이다. 만일 조치가 문언 상으로 중립적이
어서 일견추정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제소국이 반론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패널은 그러한 중립적 문언에 기초해 차별
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실제 적용으로 인해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
별이 야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치의 집행
이 있다거나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치의 집행당국이 차별적 의도와 무관한 이유로 인해, 그리고 차별적 효
과 없이 집행을 자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차별성 여부는 그 적용
방식에 관한 증거의 종합적 맥락에서 판단된다. 그에는 전체 서비스공급자의
873)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s. 7.745-7.746.
874) Ibid., para. 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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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치의 집행 패턴, 조치 미집행의 이유 등에 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875)
조치의 적용방식에 따른 차별이 자의적인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가용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의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제소국의 조치 수용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피소국의 조율 노력 유
무, 피소국의 조치 적용방식상의 융통성 유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876) 이는 피
소국의 제소국과의 선의의 협력 또는 협의 부재가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877) 다만 피소국의 선의의 협력 또는
협의 과정이 두문 요건 충족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일반적 규칙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이외에도 해당 조치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결여, 공식적
청문 기회 박탈, 신청 거절에 대한 재심 절차 부재 등은 자의적 차별 사유가 될
수 있다.878) 한편 부당성 검토 시 고려되는 요소는 피소국이 무역상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부과한 사실, 국가별로 조치의 이행 기간을 상이하게
부여한 사실, 국가별로 기술이전 노력을 달리한 사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879)
이러한 맥락에서 WTO 분쟁 선례는 조치의 적용방식에 따른 국가 간 차별이
자의적인지 또는 부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체로 무역상대국에게 적절한 선
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해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두문 요건은 조치 자체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기보다 조치의 적용방식이
그러한지에 주안점을 두는 일종의 절차적 무역친화성 의무를 중심으로 해석되
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WTO 분쟁 사례인 아르헨티나-금융서비스 분쟁의 패널
은 다소 전향적인 해석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분쟁의 패널은 조치 적용방
식의 자의성 또는 부당성이 조치 자체의 특성과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
875)
876)
877)
878)
879)

AB Report, US-Gambling, para. 356.
AB Report, US–Shrimp, para. 177.
Ibid.
AB Report, US–Shrimp, paras. 179-183.
Ibid., paras. 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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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종의 조치가 실제로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적용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지
에 관한 판단은 대개 해당 조치의 내용(design), 체계(architecture) 및 외견
상 구조(revealing structure)를 살펴봄으로써 판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880)
예컨대 조치의 내용, 체계 또는 외견상 구조의 관점에서 조치와 정책목표 간 관
련성 부재는 해당 조치가 국가 간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이 있음을 시사한
다.881) 이는 조치의 두문 요건 합치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치 자체를 최대한 무
역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치에 따른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 유사한 상황
하에 있는 국가 간에 발생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가 간(between countries)’
은 WTO 회원국인 수입국과 수출국 간, WTO 회원국인 수출국 간, 그리고 여
타 수입국과 수입국 모두를 의미하며, 조문의 어문적 맥락하에서 그 비교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882) 그렇다면 관건은 어느 정도를 유사한 상황이
라고 보아야 할지 여부인바, 이를 명확하게 재단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상황하에
놓인 경우가 드물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어떤 조치의 적용방식이
두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처한 상황의 차이를 상당히 유연하게
수용하려는 태도가883) 관건임을 의미한다.884)

②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요건은 글자 그대로 조치의 적용방식이 외견
880)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748, “whether a measure is applied in a
particular manner can most often be discerned from the design, the architecture, and the
revealing structure of a measure.”
881) Ibid., para. 7.761, “This situation leads us to the statement ~ that the absence of a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s and the objectives indicates that the measures discriminate
in an arbitrary or unjustifiable way.”
882) AB Report, US-Gasoline, pp. 23-24; AB Report, US–Shrimp, para. 150.
883) AB Report, US–Shrimp, paras. 161-165.
884) 그렇다고 해서 조치를 만들 때 개별 국가별로 특수한 조건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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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목적을885) 위한 위장에 불과한 경우에 적용
된다.886) 즉 위장된 제한은 형식적·외견상으로는 일반적 예외의 맥락에 해당되
는 조치인 것처럼 포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에 해당되는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887) 미국-가솔린 분쟁의 상소기구는 위장
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이 개념적으로 ‘위장된 차별(disguised
discrimination)’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장된 제한의 의미에는 “숨겨지거나, 공
표되지 않은(concealed or unannounced)” 차별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조치의 적용방식에 관한 한, 이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과 함께 서비
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disguised restriction)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특히 어떤 조치의 적용방식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인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의적 차별 또는 부당한 차별에
“상응하는(amount to)” 제한인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의미한다.888) 다만
패널이나 상소기구는 일단 자의적·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조치의
적용방식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자제한 바 있다.889) 이는 사법경제(judicial economy) 차원의 고려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의적·부당한 차별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이미 두문 요
건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굳이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본 셈이다.
한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등 GATS에 저촉되는 조치의 미공표는 그 자체
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적용방식에 해당된다.890) 하지
만 그러한 조치의 공표 사실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적
용방식이 아님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조치의 공
885) 예컨대 경쟁력이 부족한 자국 기업이나 특정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 Panel Report, EC-Asbestos, para. 8.236.
886) Panel Report, China-Rare Earths, para. 7.343.
887) AB Report, US-Gasoline, p. 25.
88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580; AB Report, US-Gasoline, p. 25.
889) 이런 이유로 ‘위장된 제한’의 법리에 대해서 GATT 1994 분쟁사례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890) Panel Report, EC-Asbestos, para. 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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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형식적으로는 위장된 제한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역제한적인 목표를 감추기 위한 위장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이유에서 EC-석면 분쟁의 패널은 조치 적용방식에 내재한 무역제
한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조치 적용방식의 내용(design), 체계(architecture)
및 외견상 구조(revealing structure)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891)

다. DSA 및 DMA의 GATS 양립성 검토
1)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
DSA 및 DMA의 분명한 특징 중 하나는 각각 VLOP(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와 게이트키퍼로 지칭되는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특히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라는 점이다. 전통적 사후규제에서 사전규제로의 정책기조
전환이 한편으로 규제의 강화라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실패의 발현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과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DSA 및 DMA는 그 자체만으로 시
장의 자율적 선택이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친화성 관점에서는 EU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
낸 법률안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예컨대 이용자 권리 및 기본권이 보호되는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 등
합법적 정책목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국내외 디지털플
랫폼을 구분하지 않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년간 디지털플랫폼시장과 관련하여 EU 내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 과
정에 비추어 볼 때, DSA 및 DMA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891) Ibid., para.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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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U 차원의 위기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그 위기감의 중심에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들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들이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는 물론이고, DSA에 따른
VLOP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도 그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
한 사정에 따라 본고는 DSA 및 DMA의 통상법적 양립성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적 출발점을 설정한다. 이는 소위 GAFA로 지칭되는 미국의 거대 디
지털플랫폼이 게이트키퍼, VLOP 또는 양자 모두로 지정됨으로써 DSA 및
DMA에 따른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미국 정부가 그에 대해 GATS 제
17조(내국민대우) 위반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단계별 판단 과정이 요구된다. 첫 번째(1단계)는 조치의 적용대상
이 되는 서비스의 양허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GATS 양허표상으로 문제된
서비스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공급 방식 관점에서 내국민대우
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2단계)는 조치가 서비스공급
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이다. 세 번째(3단계)는 조치가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불
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지 여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소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
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GATS 제17조 위반을 주장하는 미국(제소국)은 DSA 및
DMA에 따른 EU(피소국)의 조치가 상기 세 단계를 충족한다는 일견추정을 제
시해야 한다. 그러한 세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관한 긍정적 판단 가능성
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다. DSA 및 DMA는 EU 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으면서 EU 역내로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모습의 국내규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DSA 및
DMA에 따른 조치가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EU 역내로 서비스를 공
급하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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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이하에서는 1단계와 3단계 판단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가) EU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양허
DSA의 맥락에서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분류 소속
은 호스팅서비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호스팅서비스
를 부가통신서비스의 구성항목으로 간주한다. EU 차원에서는 정보사회서비스
의 일부로 규정하는바, 명칭상 차이가 존재할지언정 실체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GATS 양허 관점에서 EU는 호스팅서비스를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892)
한편 DMA의 맥락에서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
형 및 범위를 분명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DMA가 그 적용대상이라고 밝힌
8개의 핵심플랫폼서비스(CPS)893)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될 것이라는 사실에
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핵심플랫폼서비스 각각은 GATS 분류
체계하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또는 광고서비스에 소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런데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또는 광고서비스 분야는 UR
협상을 통해 적어도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대표적 분야이다. 이는 EU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GATS 양허표에 기초할
때,894) EU는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및 광고서비스 분야의 모
든 세부 서비스 항목(sub-sectors)에 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한 상태이다. 자연
892) WTO(2002). CPC 84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CSC/W/35)는 웹호스팅, 앱호스팅의 경우 enabling
service로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또는 핵심서비스와 구분되고 후자인 콘텐츠 또는 핵심서비스는
CPC 84(CR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893) (i) 온라인중개서비스 (ii) 온라인검색엔진 (iii) 온라인소셜네트워킹서비스 (iv)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v) 번호
독립 대인커뮤니케이션서비스 (vi) 운영체제(OS) (vi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viii) 광고서비스(단 제공주체가
상기 열거된 핵심플랫폼서비스(CPS)의 공급자에 한정).
894) http://i-tip.wto.org/services/Search.aspx(검색일: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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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재(mode 4)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공급 방식과 관련한 시장접근 및 내
국민대우 공히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제한조치를 기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895)
이러한 관점에서 EU가 DSA 및 DMA의 적용대상인 호스팅서비스, 8개 핵심
플랫폼서비스 등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UR 협상 당시 인터넷이 전송수단 또는 서
비스공급 수단(means of supply)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복수의 분쟁사례를 통해 WTO 법리로 자리매김해 온 기술중립성
원칙하에서 EU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양허 사실이 번복될 여지는 희박하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EU의 서비스 양허 사실 입증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에 직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동종 디지털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DSA 및 DMA에 따른 조치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나 이들이 제공하
는 서비스에 대해 EU의 동종서비스(공급자)가 부여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
은 대우를 부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동종성(likeness)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자 간 대우의 유·불리를 논함이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양자 간 대우의 유리 또는 불리함으로 인해 경쟁관계에서 변
화가 발생해야 한다. 서비스 간 대체성 여지가 결여된 이종서비스 시장 간에는
애초부터 양자 간 경쟁관계를 논하는 것은 이론적·실용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즉 경쟁관계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의 출발점은 고려 대상인 서비스들이
동종서비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895) EU의 UR 양허표의 mode 1~3을 보면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에서 일부 국가(몰타, 키프러스,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가 일부 서비스 경우를 미양허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 양허했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도 내국민대우(NT)에서 mode 1에 키프러스, 몰타의 미양허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양허했다. 시장접근
(MA)의 경우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지분제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회원국은 제
한없이(None) 양허했다. 광고서비스의 MA, NT에서 키프러스와 몰타가 mode 2와 mode 3을 미양허한 것
외에 모든 EU 회원국이 제한없이 양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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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종성
만일 EU가 DSA 및 DMA에 따른 조치를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에게만 적용하는 유일한 판단기준이 원산지(origin) 또는 국적(nationality)이
라면, 그 자체만으로 동종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DSA 및 DMA에 따른 조치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원산지나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관건은 원산지나 국적과 구분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함으로 인
해896)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제공 서비스와 EU의 디지털플랫폼의 제공
서비스 간 경쟁관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 아닌지로 귀결된다.
일견추정을 구성해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그러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더
라도 양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EU가 그
러한 다른 요인들에 따라 양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가 부재함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견고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미국 정부의 일견추정은 수용된다. 이
는 그러한 다른 요인들이 원산지나 국적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EU가 “국적이나 원산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inextricably linked to origin)” 다른 요인들을 경쟁관계 평가 과정에서 고
려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내외 서비스(공급자)를 구
분하게 된 경우에는 양자 간 긴밀한 경쟁관계의 부재를 입증함으로써 일견추정
을 번복할 수 있다.897)
그렇다면 원산지나 국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로 인한 국내외 디지털플랫폼서
비스 간 경쟁관계의 변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다른 요인들이 시장수요의 관점에서 서비스들 간 본질적 속성을 달리하게 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컨대 원산지나 국적 이외의 새로운
다른 요인들이 고려됨으로 인해 시장수요의 관점에서 서비스들 간 본질적 속성
896) 예컨대 서비스의 품질(quality), 최종용도(end-uses) 등 서비스의 특성(characteristics)과 그에 대한 소비자
의 선호(consumer’s preference)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897)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719;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0, paras. 6.3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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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소비자의 선호에도 현격한 변화가 나
타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이론적·개념
적 인과관계만으로 가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실증적 증거로 그
러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서비스의 품질, 소비자의 선호 등 원산지나 국적 이
외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 차별화되는지에 관
해 현재 제시되어 있는 학술적 견해는 상반된다. 혹자는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독일의 검색엔진이나898)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검색엔진
과899)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미국의 검색엔진이900) 공히 웹을 통한 정보 검
색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변함없이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동종서비스
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901) 적어도 검색엔진이라는 디지털플랫폼서
비스에 관해서는 환경 보호 친화성, 프라이버시 보호 친화성 등 원산지나 국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기존에 유지되어 온 독일, 프랑스 및 미국의 디지털플랫
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 경쟁관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혹자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의 일부인 B2B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에서는 EU의 기업고객들이 중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고려할 경우, 국내
외 사업자 간 경쟁관계가 유의미하게 변화한다고 주장한다.902) 좀 더 구체적으
로, 데이터 국내화(data localization) 유무가 국내외 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
들의 선호를 달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컴퓨팅 설비를 EU 역내에 설
치한 사업자와 역외에 설치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B2B 클라우드컴퓨팅은 본질
적 속성을 달리하는 이종서비스(unlike services)라는 것이다.903) 본질적으로
상이한 서비스 간 경쟁관계가 성립할 리 만무하므로 각각에 대해 상이한 대우
898) 이코지아(Ecosia).
899) 콴트(Qwant).
900) 구글.
901) Broadbent(2020), p 17. 추가적으로 이들 검색엔진 간 이용자 수 차이는 동종서비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902) Irion(2015).
903) 이한영, 차성민(2018), p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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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B2B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한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두 가지 문제
점을 내재한다. 첫째, 동 주장은 EU 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를 구분해 차등
대우하게 되는 결과론적 상황에 대한 방어논리에 진배없다. 국내외 사업자 간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차이라는 요인을 감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적(원산지)
에 기초해 구분하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기업고객들의 일반적 행태에 비추어 볼 때, EU
역외의 컴퓨팅 설비를 활용하는 주체가 반드시 외국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 사업자들 위주로
불리한 차등 대우를 부여하게 되는 사실상 국적 구분에 기초하는 EU의 조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EU가 전략적으로 동종성 판
단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시장점유율에 기초함으로
써 사실상 국적을 구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둘째, 데이터 국내화 유무가 B2B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서비스(공급자)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고객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소비자들의 행태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합리적이어야 함
을 전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B2B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자인
기업고객들이 스스로의 행태를 일반 소비자들의 행태와 동조화시킬 이유가 궁
색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일반 소비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
편화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활용 과정에서 무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
대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흔쾌히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도 사실이다. 한
편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 누출에 민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개인
정보 제공을 마다하지 않는 상충된 모습을 연출하는 주체가 일반 소비자라는 것
이다.904)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 또는 데이터 국내화 유무가 클라
우드컴퓨팅을 포함한 디지털플랫폼서비스의 동종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904) 이를 ‘프라이버시 역설(privacy paradox)’이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신일순, 김현수(2018)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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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속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설 자리는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리하자면, 동종성을 판단함에 있어 EU가 서비스의 품질, 소비자 선호 등 원
산지나 국적 이외의 가용한 다른 요인들에 기초해 EU와 미국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공급자) 간 동종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 논리적
설득력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즉 미국과 EU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공급
자)를 상호간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서비스(공급자)로 판단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905) 또한 데이터 국내화 유무가 서비스의 경쟁조건에 영
향을 주는 본질적 속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앞선 추정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양자 간 서비스 공급방식의 상이성이 서비스의 경쟁조건에 영향
을 주는 본질적 속성이 아님은 당연해 보인다.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EU
역내의 고정사업장 없이 역외에서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동종성 판단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는 복수의 분쟁사례를 통해 WTO 법리로 수용된 바 있는 공급 모드 간 동
종성(inter-modal likeness) 관점에서도 수긍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② 불리하지 않은 대우
WTO 회원국인 EU는 자국의 GATS 양허표에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별도
의 제한 없이 양허한 이상 그 밖의 회원국인 미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해
형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자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부
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DSA 및
DMA에는 적어도 법문상으로는 EU 역내 서비스(공급자)와 역외 서비스(공급
자) 간 차등 대우를 부여한다고 볼만한 요소가 부재한다. DSA 및 DMA가 역내·
외 서비스(공급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성적 조치들로 구성된 국내규
제(domestic regulation)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차
905) Broadbent(2020), p 17. EU가 DSA/DMA의 모종의 조치 대상을 미국 사업자만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EU 측이 미국 서비스(사업자)와 EU 서비스(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음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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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우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즉 EU의 DSA 및 DMA가 사실상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의
확인은 이들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런데 DSA 및 DMA는 VLOP와 게이트키퍼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의무 준
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주로 VLOP와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
다. 국내규제 형식의 DSA 및 DMA의 조치들이 법률안에 제시된 바대로 적용됨
을 전제할 경우,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과중한 규제를 피하기는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EU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공급자)와 미국의 디
지털플랫폼서비스(공급자) 간 상존해 온 경쟁조건을 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키는 사실상 차별로서,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대한 저촉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DSA 및 DMA가 WTO 분쟁 또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906)
이와 관련하여 DSA와 DMA 간에는 미묘하지만 중대한 상이성이 존재한다.
DSA는 구조적으로 국적은 물론이고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모든 디지털플랫
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내규제이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
되는 VLOP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한다. 따라서 GATS 제17조 내국
민대우 의무 저촉 여부가 문제되는 범위는 DSA의 일부 조치들에 국한된다.
VLOP를 제외한 여타의 디지털플랫폼에 부과되는 조치들은 대우의 유·불리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다.
반면 DMA는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이트키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의무로 구성된 국내규제로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가
단순히 DMA의 일부 개별 조항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DMA 내에는 대우의
유·불리 판별을 위한 기준점이 부재한다. 사후규제에 의하는 EU의 기존 경쟁
법이 게이트키퍼 이외의 디지털플랫폼에 부과되는 법적 근거로서 기준점이 된
9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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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관점에서 DMA는 게이트키퍼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있는
이중적 요소를 내재한다. 게이트키퍼가 DMA에 의해 여타의 디지털플랫폼과
달리 더 엄격한 규제이자 사전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미국 거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게이트키퍼 지정이 현실화할 경우, DMA 전체가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되는 하나의 조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다.907)

2)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에 따른 항변
DSA 및 DMA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임을 전제할 경우, EU가
의존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은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이다.
자신의 조치가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GATS 차원에서 예외
적으로 허용되는 합법적 조치임을 항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SA 및
DMA가 실체 규범인 GATS 제14조의 한정적 목록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동시
에 절차 규범인 그 두문(chapeau) 요건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GATS 제14조의 한정적 목록에 관한 한, EU가 DSA 및 DMA와 관련해 원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제14조 (a)항의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
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c)항의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이다.

가)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공공질서는 공중도덕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과 관련된 합법적
정책목표이다. 이는 각 회원국이 처한 사회적·문화적·윤리적·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판단되는 가변적·포괄적 개념이다.908) GATS 제
907)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measure’ means any measure by a Member, whether in
the form of a law, regulation, rule, procedure, decision, administrative action, or any other
form; ~ ,” GATS 제28조(a).
90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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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a)항의 법리 해석에 따르면, 회원국이 그러한 목적을 위한 예외적 조치
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
각한(genuine and sufficiently serious)’ 위협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항변권 남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이하에서는 EU가
DSA와 DMA의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에 대한 항변의 법적 근거로서 GATS
제14조 (a)항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할 가능성을 평
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ATS 제14조 (a)항은 DMA를 위한 항변의 법적 근거
로서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DMA가 표방하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목표는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현이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주안점인 사회적·문화적·윤리적·종교적 가치 등 법, 안전,
도덕 등의 기준을 구성하는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과는 일정 정도 거리감
이 존재한다. 물론 DMA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정한 경제질서라고 이해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포섭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DMA는 사후규제인 기존 경쟁법의 연장선상에서 그 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사전규제이자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경쟁법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MA에 관한 한 EU가 항변을 위해 선택할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적 근거는 GATS 제14조 (c)항일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DSA의 의무 부과 방식은 누적적·중첩적이라는 특징
을 가진다. 특히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인 VLOP의 준수 의무는 단순 기준에 의
하더라도 여타의 디지털플랫폼에 비해 과중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DSA의 제
10조 내지 제33조 가운데 제25조 이하는 VLOP에 국한된 조항이다. VLOP의
의무 중 공공질서 유지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의무는 중대한 체계적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이
다.909) 중대한 체계적 위험은 (i) VLOP의 서비스를 통한 불법콘텐츠의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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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인과 가족의 삶, 표현과 정보의 자유, 차별 금지, 아동의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EU 기본권 헌장에 반하는 내용910) (iii) 보건, 소수
자(minors), 여론 형성, 선거절차 및 공공안전에 실제로 부정적 효과를 주거
나, 또는 부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의 고의적 조작을 의미한다.
상기 세 가지 위협이 사회 전반의 근본적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
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EU의 항변
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디지털플랫폼 중 유독 VLOP에게만 그러한
위험의 식별·분석·평가 및 완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EU는 패널로 하여금 정책기여도와 무역제한
성 간 비교형량을 통해 해당 의무 부과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911) 쉽게 말해, DSA에 따른 VLOP에 대한 의
무 부과가 그러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견추정을 구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EU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DSA에 따른 당해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모든 대안조치를 찾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견추정에 관한 한, EU는
원칙적으로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WTO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조치를 제시해야 할 책임의 부담 주체는 미국이다. 미국이 대
안조치를 제시할 경우, EU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 또는 가치와 희망하는 보호
수준의 관점에서 그러한 대안조치가 합리적으로 가용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
써 자신의 당해 조치가 GATS 제14조 (a)항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인정
받을 수 있다.912)
다만 DSA가 규정하고 있는 VLOP의 체계적 위험 완화913) 및 연도별 종합보
909) DSA 제26조, 제27조.
910) EU기본권헌장 제7조(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존중), 제11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제21조(비차별), 제24조
(아동의 권리).
911) 예컨대 EU는 DSA에 의한 당해 조치가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도 크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정성적·정량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912) AB Report, US–Gambling, para. 311.
913) (i) 콘텐츠조정시스템, 콘텐츠추천시스템, 의사결정 과정, 서비스의 특성‧기능, 이용조건의 변경 (ii) 제공 서비스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 277

고서 제출 의무,914) 체계적 위험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추가적 조치915) 등에 기
초할 때, VLOP에 부과된 조치는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 전
반의 근본적 이익 보호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도 합리적인 것들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EU가 DSA 집행과 관련하여 무역제한성 완화를 염두
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DSA는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VLOP의 방어권에 유념하고 있다.916) 이는 덜 무역제한
적인 대안조치가 발굴·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예상
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VLOP로 지정됨으로써 부담
해야 할 일련의 조치들이 EU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발휘하는 정책기여도와
그로 인한 무역제한성 간 비교형량과 관련해서는 전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항변의 정당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잠정적 결론이므로 EU
항변의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는 DSA의 시행 이후의 구체적 분쟁
사안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GATS와 양립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GATS 제14조 (c)항은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경우 예외적 정당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컨대 내국민대우 위반 등 GATS에 저촉되는 조치도 GATS와 양립하는

와 연관된 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맞춤형 조치 (iii) 체계적 위험 탐지 관련 내부 절차 또는 활동 감독 강화 (iv)
신뢰신고기관과의 협력 개시·조율 (v)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및 위기대응규약(crisis protocol)에 따른
여타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 개시·조율 등.
914) 종합보고서에는 (i) VLOP의 보고 또는 제31조(데이터 접근 및 정밀조사), 제33조(준법감시인)에 따른 여타 정
보를 통해 확인된 가장 현저히 반복되는 체계적 위험의 식별·평가 (ii) 이러한 체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VLOP의 모범관행을 포함해야 한다.
915)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위원회와 협력하여 체계적 위험의 식별·분석·평가를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발표
할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본권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모범관행, 추천 가능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
다. 집행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준비를 위해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916) 제63조(청문요청권 및 파일접근권) 및 제64조(결정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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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
라고 항변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TS 제14조 (c)항이 예시하는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 개인데이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
호와 개인 기록·계정의 비밀보호 및 안전(safety)에 ‘관련되는(relating to)’
법률이나 규정은 그 자체로 GATS 조항과 양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GATS
제14조 (c)항이 예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이나 규정의 경우에는 그 정책
목표가 예시된 사례에 상응하는 정도의 객관적 중대성을 가지면서도 GATS와
의 양립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어야 항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U가 내국민대우 위반 조치를 포함하는 DSA와 DMA를 항변하
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GATS 제14조 (c)항에 의존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목표를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임을 주장해야 할까? 이에 대한 EU의
선택지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략적인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
니다. EU 입장에서 전략적 최선은 별도의 GATS 양립성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 개인
데이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기록·계정의 비
밀보호, 안전(safety) 등 세 가지 정책목표 내에서 하나 이상을 DSA와 DMA의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것이다.
실제로 DSA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는 어림기준이 존재한다.
DSA가 자신에 우선하거나, 또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는 EU법
의917) 면면에 근거할 때, EU는 상기 세 가지 정책목표 모두를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지침과 관련해서는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EU법과 관련해서는
개인데이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기록·계정
917) 자세한 내용은 [표 3-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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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보호를, 그리고 EU 소비자보호 및 제품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안전
(safety)을 정책목표로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테러리스트 콘텐츠 유보 방지
규정이나 폭발물질의 마케팅 및 사용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GATS 제14조
의1(안보 예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DMA는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을 사실상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존 EU 경쟁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일종의
디지털플랫폼시장에 특화된 신규 경쟁법이라고 규정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러한 정책목표의 객관적 중대성에 대한 이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GATS 제14조 (c)항에는 그러한 정책목표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U가 DMA 상의 내국민대우 저촉 조치를 정당한 이행조
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DMA 자체 또는 기존 경쟁법의 GATS 양립성에 대
한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EU가 좀 더 수월한 제3의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별도
의 GATS 양립성 입증 부담을 생략할 의도로 DMA 자체 또는 기존 EU 경쟁법
이 GATS 제14조 (c)항에 예시된 세 가지 정책목표들과의 긴밀하게 연계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DMA는 그 전체가 GATS 제
17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되는 다양한 세부조치들이 통합된 형태의 하나의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GATS 양립성 검증 절
차를 회피 차원의 최적지로서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DMA
를 기존의 EU 경쟁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로 규정하고, 기존 EU
경쟁법이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와
관련되는 법률이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두 가지 이유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우선 GATS 제14조(c)는 기만
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와 ‘관련되는
(relating to)’ 이상 GATS 조항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
정한다. 물론 기존 경쟁법이 전적으로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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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를 위한 내용만으로 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
만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견 가능성이 없다. 즉 GATS
제14조 (c)항의 ‘관련되는(relating to)’이라는 문언의 어문적 의미를 고려할
때, 기존의 EU 경쟁법은 그 자체로 GATS 제14조 (c)항이 언급하는 GATS 조
항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 WTO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회원국의 법제(legislation)
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GATS에 합치한다고 추정된다. 비록 기존 경쟁법
의 모든 조항들이 GATS 조항에 합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쟁법에
관한 한 GATS 합치성 논쟁이 문제될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경쟁법
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는 그 어떤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서도 긴밀하
게 유지되어 왔다.918) 전 세계 주요국 간 현안에 대한 이견 및 법제적 상이성
조율을 위한 공조체계가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경쟁법의 동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주요국들 내에서는 GATS 조항과 양립하는 경쟁법과 그렇지 않은 경쟁
법이 공존함으로써 일국이 여타국의 경쟁법에 대해 GATS 불합치 문제를 제기
할 만한 상황이 연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EU 경쟁법은
GATS 제14조 (c)항에 기초한 항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용되
기에 부족하지 않은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DSA의 GATS 양립 가능성
WTO 분쟁선례에 따르면, EU의 법제(legislation)인 DSA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GATS에 합치한다고 일견추정된다. DSA에 따른 일부 조치로 인해
918)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쟁당국들은 OECD나 국제경쟁정책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를 현안 논의를 위한 국제 공론장으로 활용해 왔다. 후자는 2001년 출범 이래 2002년부터 현재까
지 매년 연차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전 세계 129개 회원국의 140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
이다. https://www.ftc.gov/news-events/events-calendar/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2020 –
virtual-annual-conference(검색일: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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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EU 역내 디지털플랫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적
용받음으로써 DSA의 GATS 양립성이 부분적으로 문제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DSA 전체가 GATS에 저촉되는 법률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919) DSA가 중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기존의 EU 전자상거래지
침 등 여타의 EU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도 GATS 합치성에 관한 상기의 일견
추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한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 책임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
련하여 WTO 분쟁선례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러한 추정의 번복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다. 이는 GATS에 저촉되는 DSA의 일부 조항이 그 다른 조항의
GATS 합치성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920) 그런데 미
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입증한다 하더라도, EU는 추정 번복 결정을 재차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을 보유한다. 만일 EU가 DSA와 중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
는 여타의 EU 법률이나 규정 가운데 GATS와 양립하는 최소한 어느 하나를 선
택해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DSA가 필요한 조치임
을 성공적으로 입증한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DSA는 GATS
에 합치한다고 일견추정된다.921)
물론 미국이 그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EU가 선택한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GATS 불합치성에 대한 입증을 재차 시도할 이론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관심의 범위를 DSA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GATS와의 양립성이 문제
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비록 DSA의 일부 조항이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에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DSA의 조항
대부분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은 물론이고 EU의 디지털플랫폼에게도 비

919) Panel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7.625, “The Panel recalls that a Member's
legislation shall be presumed WTO-consistent until proven otherwise. In our view, the findings
of inconsistency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LIG, the LPT and IGJ Resolution No. 7/2005 do
not mean that the other provisions of these instruments are also inconsistent with the GATS.”
920) Ibid., para. 6.201.
921) Ibid., paras. 6.208-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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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DSA에 내재한 일부 내국민
대우 위반 요인이 DSA 다른 조항의 GATS 합치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발휘한다고 볼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DSA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여타의 EU 법률이나 규정으로 관심 범위를 넓
혀보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자상거래지침 등
EU의 여타 기존 법률이나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미국과 EU 양자 간에 현
재까지 GATS 저촉 논란이 있었던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DSA는 물론이고 그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EU의 여타 기존 법률이나 규
정의 GATS 합치성에 관한 일견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DSA의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저촉 요인에 대한 예외적 정당화 관점에
서 남은 과제는 GATS 제14조 (c)항의 필요성심사 부분이다. 문제되는 DSA 조
치의 정책기여도와 무역제한성 간 비교형량하는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
소 내국민대우 위반 조치가 DSA는 물론이고 그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EU의
여타 기존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VLOP 지정에 따른
미국 거대 디지털플랫폼의 강화된 의무 부담을 기조로 하는 DSA가 그에 따른
무역제한성에 비해 EU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발휘하는 정책기여도에 좀 더
많은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물론 DSA에는 EU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타의 무역제한적 요소가 없
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디지털플랫폼의 핵심적인 사적자산인 알고리즘 공개
의무가 그에 해당한다. 비록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공표할 의무
자체는 VLOP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만, 체계적 위험 완화 의무를 준수
해야 하는 VLOP의 경우에는 여타의 디지털플랫폼과 달리 관련 연구자들에게
알고리즘 데이터에 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서
비스의 고의적 조작을 포함하는 체계적 위험의 개념적 성격상, 알고리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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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그러한 접근 권한 제공의 의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DSA는 VLOP가 그에 관한 합리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법적 근거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922)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DSA가 VLOP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강화된 의무는 한편으로 그러한 의무 부재 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방이라는 정당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
로는 VLOP의 사회적 영향력에 합리적으로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DSA의 무역제한성을 일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
한 무역제한성이 EU가 표방하는 정책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
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② DMA의 GATS 양립 가능성
달리 입증되지 않는 이상, DMA가 GATS에 합치한다는 일견추정은 DSA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이트키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DM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전체가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되는 하나의 조치
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일견추정의 번복을 위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미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EU의 최적 선택지는 DMA를 기존 EU 경쟁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이
행조치로 규정하는 것임을 이미 거론한 바 있다. 경쟁법 자체의 GATS 양립성
이 문제될 여지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차원에서 경쟁법의 GATS 양립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상
황도 경쟁법 자체의 GATS 양립성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의 무게를 더한다.
경쟁법은 회원국별 국내규제 영역에 속하며, 현재 WTO는 그에 관한 일반적
규제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다자통상 체제하에

922) DSA 제31조 6항, 제63조 4항 및 6항, 제6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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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쟁법을 일반협정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GATT 체제 출범 이전의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헌장 제
V장은 당초 경쟁정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923) ITO 출범이 무산됨으로 인해
반경쟁 관행에 대한 규정은 GATT 1947에 포함되지 못했다.924) 그 이후에도
경쟁법을 WTO 협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경쟁법 자체가
없는 국가,925) 국가별 경쟁법의 부조화 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926)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WTO 체제하에서 시도된 경쟁정책에 관
한 일반협정 제정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927)
GATS 제14조 (c)항과 관련하여 EU의 남는 입증 책임은 이행조치인 DMA
가 ‘필요한(necessary)’ 것인지로 모아진다. DMA가 보호하려는 이익(가치)의
중대성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비교형량의 대상은 그 정책기여도와 무역제한성
이다. 이와 관련하여 DMA의 정책기여도가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이지
만, DMA가 수반하는 무역제한성은 심각하고도 포괄적이다. DMA는 그에 포
함된 개별 조항으로 보든 전체로 보든 오로지 게이트키퍼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서 사실상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
이다. 만일 DMA의 시행 이후 지정되는 게이트키퍼 대부분이 미국의 거대 디
지털플랫폼들로 구성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DMA의 정책기여도는 과도한
무역제한성에 의해 압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DMA에 비해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조치의 제시는 그러한 가능성에 설득력을

923) Cottier and Schefer eds.(2017), III.59, 1948년 ITO 헌장은 Havana Charter라고 칭해지며 제V장(제한
적 사업관행)에서는 국제카르텔에 관한 포괄적 규칙, 독점 및 다른 제한적 사업관행을 규정했으나 동 헌장은
발효되지 못했다.
924) Matsushita(1995), p. 1102.
925) Anderson et al.(2018), p. 1, 1997년에는 50개의 경제체가 국내적으로 경쟁법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8년에는 135개 WTO 회원국이 경쟁법제를 구비하고 있다.
926) DIAC(Draft international Antitrust Code) 제안, 전미변호사협회(ABA)의 제안, WTO 협정문의 Annex 4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 등(Matsushita(1995), pp.
1110-1115). 이에 더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했던 “무역과 경쟁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WTO
Working Group”의 노력도 있다(Anderson et al.(2018), p. 1).
927) Anderson et al.(2018), p.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정책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WTO 차원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 원칙들은 GATT, GATS TRIPs, TRIMS 등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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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러한 대안조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기 필요성심사의
결말은 좀 더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미국이 그러한 대안조치를 찾아 제시할 수
있을까? 일견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EU가 직면하는 상황과 미국 내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은
비단 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928) 이
러한 맥락에서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가능한 한 사전규제 형
식이 아닌 기존 경쟁법의 수정·보완을 통한 사후규제 형식의 법제화가 미국의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으
로서 미국이 실제로 그러한 대안조치를 제시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미국
내 논의수렴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 두문 요건
DSA 및 DMA에 따른 조치가 GATS 제14조의 필요성심사를 통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두문 요건을929)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 예외에 기초해 당해 조
치의 정당성을 항변하기 어렵게 된다. 두문 요건의 핵심은 DSA 및 DMA에 따
른 조치가 ‘선의(good faith)’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GATS 제14조의 두문은 원칙적으로 조치 자체가 아닌 그 적용방식
(manner of application)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유사한 상황(like
conditions)하의 국가 간 자의적 차별, 유사한 상황하의 국가 간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조치의 적용방식
은 선의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GATS 제14조를 통해 문제되는 조치
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시도는 협정상 의무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남용
(abuse of rights)으로 간주된다.
928) 다만 거대 디지털플랫폼 대부분의 소속 국가인 미국은 DMA와 유사한 신규 법제를 도입하더라도 GATS 내국
민대우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하게 다른 대목이다.
929) “회원국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 하에 있는 국가들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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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유사한 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거대 디
지털플랫폼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GAFA 왕국(realm)’으로 비유되는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주권을 행사해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지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930) 물론 거대 디지털플랫폼 문제에 관한 한 GAFA
의 종주국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거대 디지털플랫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정서가 확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DSA 및 DMA의
맥락에서 미국, EU 또는 그 밖의 국가들이 직면한 상황이 유사하지 않다고 볼만
한 여지는 희박하다. 따라서 두문 요건 충족의 관건은 문제되는 DSA 및 DMA
의 적용방식이 절차적 관점에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수반하는지 여부 또
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DSA나 DMA에 따른 조치의 적용방식과 관련해 외견상으로는 EU가
미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에게 선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
기는 어렵다. DSA나 DMA 법제화 과정에서 EU가 미국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
사자들에게 선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소지가 별로 없다
는 사실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931) EU는 2016년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의 시작 시점 이후 장기간 진행되어 온 DSA나 DMA의 법제화 과정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일관되게 공표함으로써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공개적 의견수렴 기조는 DSA 및 DMA 최
종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규제 형식인 DSA나 DMA가 향후 실제 적용과정에서 무
역상대국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도 제한적이다. 논란은 사실상 미국·EU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도 무
930) 이한영(2021), p. 17.
931) 저자의 관점에서 DSA 및 DMA는 조치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공식적 청문 기회 부여, 재심 절차 등 피규
제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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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다. 논란 대상국이 VLOP와 게이트키퍼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대 디
지털플랫폼의 소속국인 미국으로 사실상 한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절
차적 차별 주장을 위해 필요한 비교 대상 무역대상국의 가용성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SA나 DMA에 따른 조치의 적용방식이 절차적으로 유사한
상황 하에 있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발생
시킨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A나 DMA에 따른 조치의 적용방식이 실질적으로도
미국에 선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는지는 별개 문제이다. 아르헨티나-금융
서비스 분쟁의 해석에 기초할 경우, 이는 DSA 및 DMA의 내용, 체계 및 외견
상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별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일 DSA 및 DMA에
따른 조치가 무역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적용방식은 실질적으로
무역상대국들에게 선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DMA는 오직 게이트키퍼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서 사실상 미국
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을 겨냥하는 조치들의 묶음이라는 점에서 그 무역제한성
이 심각하고도 포괄적임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DMA
의 전반적 특징인 과도한 무역제한성을 이유로 그 적용방식이 자신에게 선의의
절차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미국은 DMA에 따른 일부 조치가 자의적으로 설계됨으로써 그 적용방
식의 맥락에서 자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을 사실상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는 논리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DMA가 게이트키퍼 지정
을 위해 도입한 시장 영향력 요건, 관문요건,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 요건 등
세 가지 요건과 그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심사 기준의 자의성이 미국과 EU 간
가장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물론 DMA의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 양
국 간 그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두문 요건과의 합치성 제고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DMA가 수반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요소 자체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두문 요건과의 상충 가능성도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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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DSA 및 DMA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라 볼 수 있는
적용방식에 의하는지를 논의해야 하는바, EU의 DSA 및 DMA 법제화 과정 투
명성 등에 비추어 미공표로 인해 그 적용방식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서
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여부는 그 적용방식이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을 야기하는지 여부와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WTO 분쟁 선례의 해석
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야기
하는 적용방식인지는 DSA 및 DMA에 따른 조치 자체의 무역친화성과 연계하
여 판단될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을 겨냥한 사실상의 내국
민대우 의무 저촉 요소들로 구성된 DMA의 경우에는 비록 형식적·절차적으로
숨겨지거나 공표되지 않는 차별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
된 제한으로 판단될 만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DSA와 DMA 간 두문 요건 충족 가능성은 비대칭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DMA는 DSA 대비 두문 요건 충족 가능성이 훨씬 제한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GATS 제14조의 실체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두문 이하 요건
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본고의 앞서 진단 결과와 유사하다. 그 근본적 원인은
DMA에 내재하는 과도한 무역제한성에 있다. 두문 요건(절차 규범)과 두문 이
하의 요건(실체 규범) 간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WTO 법리하에서 사실
상의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 요소들이 DMA에 전반적으로 상존하는
한, EU가 그에 따른 조치를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를 통해 성공적으로 항
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역외적용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1) DSA 및 DMA의 역외적용 배경 및 내용
DSA 및 DMA는 공히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전제하는
국내규제 형식의 법률안이다. 국내외 디지털플랫폼서비스(공급자)에게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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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적용되는 조치인 동시에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의 서비스 공급에 국
한되지 않고,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의 서비스 공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시장의 도전에 대한 EU의 응전에 비
유할 수 있다.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의 서비스 공급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 등 역내시장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
서 역외 주재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관할권을 행사해야 할 현실
적 요구가 양대 법률안에 구체화된 것이다.
DSA 및 DMA는 법안 전체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DSA는 EU 내
에 고정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서비스 수령자에게932)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플랫폼서비스(중개서비스)에 대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933) 이는 DSA
가 디지털플랫폼의 고정사업장 소재가 역내이든 역외이든 관계없이 적용대상
임을 의미한다. DMA도 그와 다르지 않다. 역내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핵
심플랫폼서비스(CPS)를 공급하는 게이트키퍼는 그 고정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와 무관하게934) DMA의 적용대상이다.

2) WTO와 역외적용
WTO는 역외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일국이 다른 회원국
의 주권 행사 영역에 간여하는 것이 WTO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회원국의 주
권 유지”에 반하기 때문이다.935) WTO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무역
균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유지를 금과옥조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무역균형은 양허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다자통상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합의된 무역자유화 수준의 역진을 방지하는 핵심축

932) DSA 제2조 (b)항. 서비스 수령자는 관련된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933) DSA 제1조 3항.
934) DMA 제1조 2항.
935) Ankersmit, Lawrence, and Davies(2012), pp. 39-40; John H. Janckson의 The WTO ‘Constitution’
and Proposed Reforms: Seven ‘Mantras’ Revisited, 4 J. INT’L ECON. L. 67, 72(200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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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hpin) 역할을 한다. 다른 회원국의 정당한 주권 침해 논란을 수반하는 회
원국의 국내법 역외적용은 그러한 무역균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WTO가 그에 관한 공식적 지지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WTO 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 회
원국이 정한 기준을 다른 회원국에게 강제하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순
간, 다자통상 체제가 혼란(chaos)과 무질서(anarchy)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다.936)
하지만 이는 역외적용에 관한 WTO의 입장이 전적으로 적대적임을 의미하
지 않는다. 오히려 WTO는 역외적용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보다 가깝다. 예외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PPM(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조치가 비근한 사례들이다. 이는 무역상대국의 제조과
정을 이유로937) 자국 내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이다. PPM 조치의 적용
대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그 생산지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을 포함한 다른 국
가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PPM 조치는 수입국이 자신의 관할권 밖에서 기
인하는 인간, 동물, 환경 등에 대한 침해 요인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규
정 또는 과세조치로서 결과적으로 수입국 조치의 역외적용을 수반한다.938)
WTO 차원에서는 다자통상 체제에 미치는 PPM 조치의 악영향을 우려해 회
원국의 일방적 PPM 조치 도입에 대한 제어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WTO 분쟁
사례에서도 몇 차례 그 합법성이 다루어진 바 있다.939) 현재까지의 성과물은
다소 혼란스럽다. 역외적용을 수반하는 PPM 조치를 침해 방지 목적을 위해 예
외적·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과940) 비무역적 가치를 추구
하기 위한 PPM 조치는 관대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
다.941) 즉 WTO가 회원국에게 PPM 조치를 취하면 아니 된다는 사전적 금지
936) Schoenbaum(1992), p. 703.
937) 환경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포획된 어획물, 노동력 착취, 아동 노동에 의해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 등이다.
938) 이는 국가 주권과 한 회원국의 합법적 국가이익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939) AB Report, US—Shrimp; Panel Report, US—Gasoline 등.
940) Ankersmit, Lawrence, and Davies(2012), p. 16; AB Report, US—Shrimp, par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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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천명한 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설이다. 예컨대 미국-새우 분쟁의
상소기구는 “수출국으로 하여금 수입국이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준수 또는 채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예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GATT 제20조에 기초한 정당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추정할 필요가 없다”는942)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WTO가 역외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역외적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도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에 기초한 예외
적 정당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이다.
참고로 EU는 동 분쟁사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최후 수단(last resort)으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원칙
12와943) 양립하는 회원국의 역외적용 조치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양립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PPM 조치는 예외적 상
황에서, 그리고 예방적 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에944) 대한 국제법
원칙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취해지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PPM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이 당해 조치의 정책기여도와 최소 무역제한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즉 당해 조치는 환경보호 목적에 직결되어야 하며, 환
경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941) Ankersmit, Lawrence, and Davies(2012), p. 16, 각주 6.
942) AB Report, US—Shrimp, para. 121, “It is not necessary to assume that requiring from
exporting countries compliance with, or adoption of, certain policies (although covered in
principle by one or another of the exceptions) prescribed by the importing country, renders a
measure a priori incapable of justification under Article XX.”
943) United Nations(1992), “States should cooperate to promote a supportiv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would lead to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to better addres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Trade policy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sh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Unilateral actions to deal with
environmental challenges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be avoided.
Environmental measures addressing transboundary or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based on an international consensus.”
944) Trachtman(2007), p. 631, 예방적 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은 문제되는 행위(activities), 관계
(relations), 자연인의 지위(status of persons), 또는 사물에 대한 자연인의 관심사(interests of persons
on things)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일국의 권한으로서 사법적 또는 집행 관할권(judicial or
enforcement jurisdiction)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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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과의 환경협약 체결 등 선의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945) GATT 제20조와 양립하는 이상, EU는 역외적용 조치
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다.

3) 주요국의 역외적용 법제화 현황
역외적용의 역사적 시발점은 미국 독점금지법의 모태인 셔먼법이다. 1945
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Alcoa 판결(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2nd 416 (2nd Cir. 1945)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
에946) 근거하여 셔먼법의 역외적용을 결정했다.947) 그런데 EU도 1970년대부
터 기업결합사건에서 효과이론을 원용함으로써 경쟁법의 역외적용 입장을 유
지해 왔다.948) 예컨대 합병사안인 Gencor 사례(1996)에서는 어떤 행위가 EU
에 예측가능하고(foreseeable), 직접적이며(immediate), 상당한(substantial) 효
과를 미치는 경우 E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만 EU 경쟁법 차
원에서 역외적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다.949) 즉 역외적용에 대한 EU
의 입장은 EU법원의 판례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950)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역외적용이 사안을 불문한 무조건적인 포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951) 지적재산권
법,952) 해외부패방지법953) 등에서, 유럽의 경우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개인
945) AB Report, US—Shrimp, para. 73.
946) 영향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공정거래위원회(2017), p. 1). 미국의 Alcoa 판결(1945), 해외거래에 대한 독점
금지법(1982), Hartford Fire 판결(1993) 등을 통해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로 효과이론이 구체화 되어 왔
으며, 미국 법원에 따르면 그 효과란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효과(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를 의미한다.
947) 주진열(2017), p. 53, 이 사건에서 셔먼법 집행당국인 미국 연방법무부는 Alcoa(미국 회사)의 국내 알루미늄
시장 독점화 사건과 관련하여 Alcoa의 캐나다 자회사인 Alcan에 대해서도 셔먼법을 적용했다.
948) 초기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동 법리에 대항하기 위해 대항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949) EU의 경쟁법은 EC 조약 제81조(경쟁제한적 합의의 금지) 및 제82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인데 이들
조항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쟁법 조항의 역외적용 문제는 경쟁법의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실무와 EU법의 최종 판단기관인 EU법원의 판례에 맡겨져 있다.
950) Linklaters(2017).
951) 미국 법원의 판례에 의해 역외적용이 확립되었다.
952) 미국 특허법 35 U.S. Code § 271(f).
953) International Anti-Bribery and Fair Competition Act o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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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국이 모든 경
제적 가치 또는 비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역외적용이라는 특별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제한된 범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역외적용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가령 관할권
밖 경제주체의 반경쟁적 관행으로 인해 일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야기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
리적으로 예측 가능한(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경우에
한해 역외적용이 정당화된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분야의 역외적용을 2000년대부터 수용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역외적용 실례 및 역외적용의 이론적 근거를 들어 역
외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954) 대립해 왔으나, 2002
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6개 흑연전극봉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우리도 처음으로 공
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955) 그 후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신설을 통해 역외
적용을 법제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 및 EU에서와 같
이 그러한 영향이 직접성·상당성·예측가능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만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956)

4) 소결 및 평가
WTO의 역외적용 조치에 공식적 입장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이다. 기본
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그렇다고 예외를 절

954)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과 역외적용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등에 근거한다.
955) 공정위 의결 제2002-077호 2002. 4. 4.
95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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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는 PPM 조치에 관
한 WTO 분쟁선례에서 드러나는 입장이다. 그러한 예외는 글자 그대로 지극히
예외적인 목적에 한해, 그리고 엄격한 조건하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
약된다.
서비스무역의 맥락에서, 이는 GATS 제14조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
함을 전제할 수 있어야 역외적용의 견고한 GATS 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PPM 조치에 관한 WTO 분쟁선례는 한 가지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회원국 간 이미 형성된 국제적 공감대를 근거로
하는 역외적용 조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GATS 저촉 가능성
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이 국제표준을 따르는 경우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것과 유사한 이치이다.957)
주요국의 역외적용 법제화 사례도 WTO 차원의 논의 추이와 맥락을 같이 한
다. 미국과 EU는 경쟁법, 지적재산권법, 해외부패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선별된 법제 영역에 한해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법도 역
외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법 분야가 역외적용에 공감대
가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법제 영역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국가 간 역외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화 정서가 경쟁법 분야에서 특히 긴밀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분야에서조차 일국의 관할권 밖 경
제주체의 모든 반경쟁적 관행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내 통신 관련법에서 이루
어진 역외적용 법제화가958) 국제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렇다면 DSA 및 DMA상의 역외적용은 GATS 합치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957) GATT Secretariat(1994), p. 140, TBT 협정 제2.5조.
958)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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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상기 논의에 기초할 때, 이를 위한 판단기준은 GATS 제14조(일반
적 예외)라고 보아도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국경간
공급(mode 1) 방식의 서비스 공급이 쇄도하는 상황에 비추어 적어도 심정적
으로는 역외적용 조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관점
에서 DSA 및 DMA의 역외적용 조치는 공히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예
방적 관할권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일종의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
로서 일견 수긍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DSA 및 DMA상의 역외적용이 GATS 제14조에 의해
정당화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본고는 DMA가 과도한 무역제한성으로
인해 GATS 제14조가 요구하는 조건에 결격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DMA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경쟁법이라고 이해하더라도, 그
역외적용 조치의 정당화 가능성을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DMA가 디지털플랫
폼 분야에 특화된 경쟁법이자 사후규제라면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국제적 공감
대가 견고하게 형성된 경쟁법은 사후규제 중심의 기존 경쟁법이지, 사전규제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공감대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DMA가 도입한 역외적용 조치는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GATS에 저촉될 가능성
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물론 게이트키퍼 사전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강화를 위한 EU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후 그러한 위험 경감의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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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
국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건전한 거래환경 유지를 위한 규제의 주안
점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959) 기업결합960) 및 불공정거래 행위961) 등
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유해정보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도 사회적 핵심가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하
고 있다. 이러한 국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규범을
담고 있는 현행 국내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
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추려진다.

그림 4-1.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구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과점사업자)에게만 적용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권익,
불법정보 및 유해 정보 방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시장지배력 보유와 무관)

독과점
규제

불공정
행위 규제

핵심적
가치/권리
보호 규제

기업결합
규제
원칙적 사후규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 시
사전 규제

자료: 저자 작성.

959)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
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로 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독과
점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960)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두 개 이상의 회
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합병을 포함하여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업결합이라고 규정한다.
961) 어느 사업자가 시장에서 공정경쟁, 경쟁자 또는 소비자(이용자) 이익 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부르며 10개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를 금지 행위라고 부르며 9개의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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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크게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유지를 위한 내용과 소비자(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
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
안은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거래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애초부터 디지털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니다.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들은 온라인 환경하의 공정경쟁
또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규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규
제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규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들은 디지털플랫폼이 수반하는 양면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에
각국은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법률안의 규제기조가 국내외적으로 공히 사후
규제(ex-post regulation)로부터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로 전환되
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세부 내용 논의에 앞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에
관한 간략한 언급이 적절해 보인다. 건전한 시장질서 또는 거래환경 유지를 목
적으로 취해지는 규제 방법론 구분은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사전규제
와 사후규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전규제는 가령 환경오염,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문제 등 경제활동이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경제활동
주체로 하여금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강제적 혹
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이다. 위험의 실제화 이전에 취해지
는 선제적 규제인 셈이다. 반면 사후규제는 위험의 실제화를 전제로 일정 기준
하에서 문제의 경중에 따라 글자 그대로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규제이다. 가령
법으로 정한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발생 시 그 책임 주체에 대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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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962)
이하에서는 디지털플랫폼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앞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및 그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신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특히 양면시장 특
성을 전제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에 유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1) 개관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
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동법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규제는 물론이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의 양대 근본 취지가 통신서
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임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체
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와 맥락을 같이한다.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1항).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요
금, 이용조건 등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동법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목적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963)
962) 최철호, 김성배, 김봉철(2015), pp. 6~8.
963) 현재로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에 상응하는 규제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모종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실제로 최근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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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디지털플랫폼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의 일환으로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통한 서비스(역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964)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되는바,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이 중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
법이 전기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면서 기간통신역
무에 해당하지 않는 모두를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965) 기간
통신역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법문 상
으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디지털플랫
폼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동법 제50조), 그 사실을 조사하여(동법 제51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52조). 이러한 조치는 방송
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을 들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디지털플랫폼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의 원인
이 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신사업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해 시장지배적 부가통신사업자(디지털플랫폼 포함)에 대한 독과점
규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의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할 것.
96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호, 6호 및 7호.
965)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
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
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1호). “부가통신역무”란 기
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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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현황 및 동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율이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경
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은 디지털플랫폼과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기간통신사업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전
기통신사업법이 두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동법 제50조 제1항). 또한 특정 전
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
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결합판매의 금지
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966)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
위에 관한 세부기준,967)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968)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을 최근 새롭게 형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디지
털플랫폼서비스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은 대체로 전기통신사업 전반,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및 특
정 전기통신서비스 규제를 염두에 두고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디지털플랫
폼에 적용하기에는 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및 내용의 정합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디지털플랫폼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
정에서 발생한 디지털플랫폼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96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2호.
96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4호.
96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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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사업자와969) 크리에이터970) 간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이 현행 금지행위 유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 관
계 사업자 및 이용자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971)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2018년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
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동법 제2조의2).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전기
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역외적용 규정을
이용자 편익 보호, 대형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등과의 규제 역차별 시정 등을 목
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통상법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기존 국제통상협정
에 따른 특정 무역상대국 사업자의 권리와 합리적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하
는 조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972)

표 4-1.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유형
`1.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
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969)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란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 관리, 수익 관
리 등 여러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기획사)를 말한다.
970) 크리에이터(creator)란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971) 이에 대한 상세내용(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후술한다.
972) 국내 법제상 역외적용 제도의 통상법적 검토에 관한 자세한 것은 이한영, 차성민(2018), pp. 226~2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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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6. 설비 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
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
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
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3)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시장에
서973)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양면
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온라인플
랫폼을 매개로 독립적 이해관계를 갖는 이용자, 크리에이터, 다중채널네트워
크 사업자 등 3개 집단(group)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적 규제라고 풀이할 수 있다(그림 4-2 참고).
동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
전과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온
라인플랫폼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크리에이터 또는 이용자 사이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에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제4조). 즉 가이드라인
의 적용범위는 모든 온라인플랫폼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

973) 이하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대신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상의 용어인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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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콘텐츠)를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으로 한정된다.
② (정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관한 정의는 다음
과 같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
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1호). 여기서 ‘이용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
는 자를 말한다(제2조 5호). 또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플랫폼을 구
축·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제2조 2호).974)

그림 4-2. 온라인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TV 등

대
행
수
익
정
산

공
제

이용자

산
정
익
수

콘
텐
츠

제
공

대
행

이용료

츠
텐
콘

동영상 제공

민원
대응

대응
민원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자(MCN)

콘텐츠 제작 지원, 수익정산

다이아 tv(CJ ENM),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캐리소프트 등

콘텐츠 제공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박막례, 도티,
헤이지니 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1), p. 1.

③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주체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
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중채
974) 참고로 이러한 방식의 사업자 개념 정의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하며, DMA 제안서의 접근방식과 차이가 있다.
DMA 제안서는 특정 양적 한도(quantitative threshold)를 넘어서는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추정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요건(threshold)을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제공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시장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편 DSA 제안서는 EU 내 월
평균 활동이용자 수가 4,500만 명(EU 인구의 약 10%) 이상인 경우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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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
3조 1항).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동 조 2항).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에 대한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관리, 수익관리 등 계
약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동 조 3항). 온라인플랫
폼사업자 및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동 조 4
항). 크리에이터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가 수준
높은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동 조 5항). 이용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에 대하여 갖는 권
리를 존중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동 조 6항). 그리고 온라
인플랫폼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는 상생협력을 통하
여 지속가능한 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동 조 7항).
④ (계약)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계약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중채널네
트워크 사업자에 대해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다중
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상대방과 계약할 시, 문서로 하고(제5조 1항 및 2항),
중요한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며(제5조 3항), 상대방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는다(제5조 4항).
⑤ (투명성) 콘텐츠 유통 시 투명성 담보 차원에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콘
텐츠의 일시적인 제공 중지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 한 사전에 그 내용을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에게
알리고(제6조 1항), 검색결과 제공, 콘텐츠 추천 등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서비
스 제공 시 부당하게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를 차별하지 않
는다(제6조 2항).
⑥ (정산) 수익 정산에 있어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와 수익이나 비용의 정산 기준을 사전에 문서로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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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항),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이나 비용을 기한
내에 지급한다(제7조 2항).
⑦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 저작권 등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
라인플랫폼사업자 및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는 권리에 관한 약정 시 문서로
하며(제8조 1항 및 2항),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에게 권리가
귀속된다(제8조 3항).
⑧ (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다중채널네
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는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하여 콘텐츠를 제
작·유통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제10조 1항). 온라인플랫
폼사업자는 광고를 포함하는 콘텐츠가 광고가 아닌 것처럼 표시·유통되거나
부당·허위·과장 광고인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 2항).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중
단 또는 종료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제10조 3항), 부득이
하게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해야 하는 때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서비스
이용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0
조 4항).
표 4-2.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및 주요 이슈
제목

내용

적용

인적 적용범위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

범위

물적 적용범위

-동영상 콘텐츠를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에 한정
-계약 체결을 문서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주요
이슈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
-부당한 계약 강요 금지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수익정산의 명확화 및
공정화

-동영상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 금지
-수익이나 비용의 정산 기준은 미리 문서화
-수익이나 비용을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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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제목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호
주요
이슈

내용
-크리에이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약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크리에이터에게 귀속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이 해외에서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료에 비해 국내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의 통신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외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이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통신
망 이용 및 제공 계약이 사업자 간 개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내용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
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금지행위 유형 추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이
다.975)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
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
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한다
(동법 개정안 제50조 1항에 1호의2 및 2호의2 신설).
②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한다(동법 개정안 제51
97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21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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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신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는 자
료에는 부가통신사업자별 트래픽 전송량·경로 등의 현황, 통신망의 이용요금
등이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동법 개정안 제104조 5항에 8호의2 신설).
최근에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
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976) 이는 사전규제 성격
의 불공정행위(금지행위) 규제로 해석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에 상
응하는 시장지배력 개념을 부가통신사업에도 확장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만일 이러한 해석이 사실화할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앞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독과점
규제에 앞서 취해진 일종의 사전정지작업과 같다. 동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기관이 확보한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
율 등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통신사업자(디지털플랫폼 포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관리하려는 사전규제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977)

5) 특징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97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68, 2021. 6. 24, p. 1~2.
977) 이를 위해 동 개정안은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및 절차, 해지 사유 및 절차, 교환·환불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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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러한 규정들에 기초한 각종
조치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 중에서 방
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및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통신사
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
지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명시적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특정해 적용하
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 분
류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동
일하게 받을 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금지행위는 모든 기간
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고려한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는 것
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978) 가령 전기통신사업법 하의 이용자는 전기
통신사업자 관점에서는 커다란 단일 소비자 집단일 뿐 입점업체를 구분해야 할
유인이 별로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양면시장을 고려
하지 못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즉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으로는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효과적으
로 규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근거로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
제한 사례가 부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
978)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2021),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온라인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
라인 마련 - 보도자료, 2021. 2. 24, p.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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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동가이드라인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크리에이터를 그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시장지배력의 보유 여부를 요건으
로 하지 않는다. 이는 동가이드라인에 의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규제가 기본적
으로 독과점 규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규제임을 의미한다. (ii)
동가이드라인은 모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
츠를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한하여 적용된다.979) 즉 그 적용범위가 제
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하는 제한적 권한 범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ii) 법률이 아닌 가
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이 갖는 법 집행력의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상
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980)
한편 국회 심사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통신망을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페이스
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
의되었다.981)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 간의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서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
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
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979) 온라인플랫폼 사업에는 검색엔진을 비롯해 동영상 콘텐츠 및 음악 서비스 제공, 쇼핑몰 운영 사이트, SNS 서
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제2장 5. 가.’를 참고할 것.
980) 그러나 소비자와 입점업체 양측을 규율하는 국회 과기방통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내용면에서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과 차별성이 없어 오히려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판이 있다.
98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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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98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새로운 금지행위 유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반
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금지행위 유형의 규율대상(‘디지털콘텐츠’, ‘정
보통신망’)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소지가 있고, 대규
모 부가통신사업자는 물론 통신망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소 부가통신사
업자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
이다.983)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제1항 제1호의2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와 규율 범위가 중복될 가능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앱마켓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
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102884)이 대표적이다. 법률개정안 제안 이
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
에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984) 강제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품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동 법률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
지행위) 상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
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자는 것을 주된 요지로 한다.985)
이러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조치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의견이 대립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동 법률개정안은 2021년 8
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986)

982) 위의 자료, pp. 2~10.
983) 위의 자료, p. 5.
984) ‘인앱결제(IAP: In-App Purchase 또는 In-App Payment)’란 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해당 앱을 통해 해당
앱 관련 아이템, 상품,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결제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다.
98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 p. 2.
9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112203,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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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개관
디지털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일반 소비자, 광고주, 중소기업 등 복수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중개함으로써
탐색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혁신적 재화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적으로 개발하는 이노베이터(innovator) 역할도 수행한다. 그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진은 화폐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용자들의 편익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
니라, 과거 물리적 시장거점 미비로 인해 국내외 시장진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중소기업 등 다수 기업들의 시장접근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물론 디지털플랫폼의 등장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이용자 집
단으로 구성된 양면 또는 다면시장이 근간인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양(+)의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 낮은 한계비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 가능성
이 높은 시장이다. 시장의 독과점화는 가입자 증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데이터
집중을 가져오고, 이는 재차 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특히 우수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결합할 능력을 보유한 디지털플랫
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독과점화 경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
날 개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크게 유발하는
이용자 집단에게 무료 또는 낮은 요금을 책정하는 대가로 해당 집단 이용자(일
반 소비자)들로부터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제공·수집한다. 만일 디지털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개인정보 등을 취득 또는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에게 불이익을 야기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 향후 디지털플랫폼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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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둔다면, 사후규제인 경쟁법 집행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정거래법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행위규제는 크게 세 가지 축(pillars)
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i)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지위 남
용 행위(abusive practices)를 금지하는 이른바 독과점 규제이다(동법 제3조
의2 이하). (ii)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이다(동법 제7조 이하).
(iii)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이다(동법 제23
조 이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평적 성격의 법률인 공정거래법이 디지
털플랫폼시장의 진화 속도 및 양상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
에987) 디지털플랫폼시장에 특화된 법제로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온
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의 체계상 지위
독점규제정책은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
제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독점규제정책에 관한 법률은 자본주의국가의 기본 경
제 질서인 시장경제 그 자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미에서 경제
질서 기본법 또는 경제헌법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기업의 자유로
운 경제활동 보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유지·촉진을 통해 시장 활동의 효
과적 작동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정책에 관한 법률이다.
국가별로는 경쟁법, 반독점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지칭되며, 우리나라의 경
987) 예컨대 현재 시장지배력 또는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의 ‘데이터 자산’에 대한 통제력 등
을 고려해야 할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및 심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자산총
액이나 매출액 이외에도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기업결합 시도를 법적 신고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에 관
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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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공정거래법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
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에 있다(동법 제1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동법에서 정한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및 그 관
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의 산업 소속을 불문하고 거래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자유로운 기업 시스템 보호 및 촉진, 혁신 강
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권988) 보장 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평적 성격의 법률
로 이해되어야 한다.

3)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조건의 지향점은 크게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
와 시장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두 가지이며, 상호간 독립적이기
보다 유기적·보완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본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된다.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
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갖는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시장구조나 거래행태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제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는 주로 시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규율이며,

988) 소비자들이 최저의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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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
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및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는 거래
행태를 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4)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 개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크게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
성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과 사업자 간의 판매 활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제
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거래형태 개선’ 등 두 가지 유형의 실
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 중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한다. 주어진 시장구조하에서 개별기업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한바, 비경쟁적 유통구조가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
정거래 행위 규제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래상대방 혹은 고객에게 부당한 가격 혹은 거래
조건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전자를 ‘방해 남용’이라 부르
고 후자를 ‘착취 남용’이라 부른다. 방해 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또
는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착취 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유효한 시장
경쟁이 있었더라면 성립하지 않았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부
과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에 대
한 개념적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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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
른 사업자와 함께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
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거대
자본에 기초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면
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우려가 크다. 이들의 행위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으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그 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경제학적
으로는 시장가격을 자신의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힘, 즉 경쟁초과
이윤(독점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지위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추정
조항을 두고 있는바,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
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이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이 50% 이상이면 단독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고, 만약 당해 시장에서 상위 3
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이들 사업자들이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동법 제4조).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요
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위 3개 사업자에 속하지만 그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
되면 추정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앱마켓 시장의 1위 사업자(74%), 2위 사업자
(16%), 3위 사업자(9%)가 합계 9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1위 사업
자 및 2위 사업자는 각각 단독의 시장지배력 및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갖는 것
으로 추정되지만, 3위 사업자는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 추정 대상에서 배제된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판단이 전적으로 정량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점유율이라는 추정 기준과 함께, 시장지배
적 사업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련의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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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 즉 시장점유율 추정 기준은 일종의 필요조건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
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
단한다(동법 제2조의7). 예컨대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진입장벽이 높거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가 작거나, 경쟁사업자 간 공동
행위의 가능성이 높거나,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부재하거나, 원재료에 대한 사
실상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금력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시장지배적지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989)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 행위로서
(i)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ii)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iii)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iv)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
하게 방해하는 행위 및 (v)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
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의2 1항).

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자
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으로는 (i)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ii)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 (iii) 다른 회사와의 합병 (iv)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및 (v)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가 있다. 또한 기업결

989)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심사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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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한편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총수 중심의 경영
체제,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유지, 소수자 지배구조(CMS: 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990) 등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기업집
단이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를 확대함으로써 개별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조성을 통해 대규
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고자 매년 공
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
조원 이상)을 지정하여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력이 소수
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
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로서, (i) 상호출자금지제도(동법 제9조) (ii) 채무보증제한제도
(동법 제10조의2) (iii)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동법 제11조) (iv) 지주회
사제도(동법 제8조 및 제8조의2) (v)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동법 제11조의2) (vi)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동법 제11
조의3) (vii)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동법 제11조의4) 및 (viii)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동법 제9조의2)를 규정하고 있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
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990)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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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
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19조 1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사업자 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직접
제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그 경쟁제한성이 가장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가격
결정 등에 있어 시장경쟁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경
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산출량 및 시
장가격이 왜곡되고 장기적으로는 한계사업자 퇴출 지연 등으로 자원배분의 효
율성도 저해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은밀한 공모에 의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력히 규제한
다. 일반적으로 ‘경쟁’이라고 함은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장참여
자들의 노력이라고 정의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러한 경쟁을 제한하기 때
문이다.991)
부당한 공동행위란 2개 이상 사업자 간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를 말하는데, 그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 암묵적 요해(了
解)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의식
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조
장적 관행 등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미국 판례법이 제시한 의식적 병행행
위는 과점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조정의 형태로서 사업자들 간 의사 교
환이 없더라도 병행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강학상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는 합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동조적 행위는 EU기능조약 제101조 제1항에 합의와 대등한 요건으로 규
991) Rittner(1993), pp.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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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는 법적 개념으로서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된다. 동조적 행위와 조
장적 관행(묵시적 사업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수
단)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중소
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 제19조 2항),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i)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ii) 제품·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
행위 (iii) 제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
는 행위 (iv)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v) 설비의 신·증설 및 도입
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vi) 제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vii) 영
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및
(viii)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1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
효로 하고(동법 제19조 4항),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
는 경우 동 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하는 조항(동법 제19조 5항)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항(동법 제22
조의2)을 두고 있다.

마)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로 공정
한 거래(fair trad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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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경쟁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
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23
조 3항),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23조 4항).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즉 ‘공
정거래 저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동법 제23조 1항 참고).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일단 직접적으로 경쟁 그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조항
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라고 규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거나 경쟁사업
자를 배제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소멸 내지 감소시키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신규 진입하고자 계획하는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과는 거래를 거절하겠다고 공표하는 행위는 신규 진입자로 하여금 대리점 확보
의 수단을 봉쇄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둘째, 경쟁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쟁의 수단이
공정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도 간접적으로 경쟁
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과 가격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첫째 행위가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막는 행위라
면, 둘째는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되더라도 그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의 행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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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타 사업자와의 직·간접적인 경쟁 차원보다는 중소사업자 혹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
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내용이 불
공정한 경우이다. 예컨대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식으로 거
래하는 경우이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i)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
여 취급하는 행위 (ii)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iii)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iv)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v)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
는 행위 (vi)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및 (vii) 기타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자의 그러한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해당 사업
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1항).

5) 디지털플랫폼과 공정거래법
디지털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
델에 기초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들 간 상호작용 및 상거래를 중개한다.
그에 따른 순기능은 다양하다.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나 시장을 계속 창출하
는 이노베이터 기능을 발휘한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
의 국내외 시장 접근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익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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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이용자 집단이 연계된 다면시
장을 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제공 서비스는 네트워크 효과, 낮은 한계
비용, 규모의 경제 등과 같은 특성을 통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쏠림으로
인한 독과점화 경향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992)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이러
한 특수성은 선발자(incumbents)로의 데이터 집중도 강화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선발자의 데이터 집적·이용·활용 능력 강화는 재차 관련 시장에서 선발
자의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독과점화의 심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불러일
으킬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는 대체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
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
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독과점화에 대응함에 있어 그와 긴밀한 인과
관계를 갖는 데이터 집중 문제를 단순히 개인정보보호 등 비경제적 가치의 영
역에서 다룰 문제로 치부하는 접근방법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플
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취득 또는 이용 문제는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짚어봐야
할 충분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만일 디지털플랫폼사업자가 불공정한 수단에 의
해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특히 기존의 경쟁법상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여하히 효과적으로 집행할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가령 시장지배력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지
배력이나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자의 ‘데이터 자산’에 대한 통
제력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그러
한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공정거
래법상 규율 이외에도, 디지털플랫폼 산업에 특유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
99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제2장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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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에 내
재한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 사례
① 구글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제재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법상으로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이란 특정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의 기능을 저해하고 소비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993)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 등을 배제
하는 방해 남용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착취 남용으로 구분되는바,994) 최근 EU 내에서 다루어진 세 가
지 구글 사건은 모두 전자인 방해 남용에 속한다.
첫 번째 사건은 콘텐츠조정(content moderation)과 관련된다. 2017년 6
월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지렛대로 하
여 후발 참가자의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995) 소비자에
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총 24.2억 유로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두 번째 사건은 불공정 계약 체결과 관련된다. 2018년 7월 집행위원회는 구글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유지·강화를 위해 검색 엔진 시장 등 3
개 시장에서의 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단말기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
자에 대해 계약상 제한을996)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총 43.4억 유로의 제재금

993) EU기능조약 제102조.
994) 笠原宏(2016), p. 135.
995) 구글이 자신의 검색 엔진(Google search)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
과의 두드러진 위치에 표시하게 하고,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낮게 표시하게 했다는 것이다.
996) 구체적 위법 행위는 결합판매, 배타적 계약, 경쟁상대방에 대한 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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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를 결정했다. 세 번째 사건은 광고서비스 경쟁 제한과 관련된다. 2019년 3
월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온라인검색 연동형 광고 중개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
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총 14.9억 유로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② 아마존
통상법적으로 최혜국대우 의무는 일국이 자신이 가입한 협정의 특정 회원국
에 대한 대우를 부여함에 있어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협정 비회원국)에 부여
하는 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대우를 받
는 국가를 최혜국(MFN: Most-Favored-Nation), 해당 의무를 규정하는 조
항을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조항이라고 부른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상
거래에서 적용되기도 한다.997)
2015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역내 출판사와 맺은 전자서적 판매
계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이998) EU경쟁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
할 것임을 공표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최혜국대우 의무화로 인한 전자서적 판
매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약 행위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및 제한적 상관행을 금지하는 EU경쟁법(EU기능조
약 제101조 및 제102조)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은 2017년 1월에 최혜국대우 조항의 재검토 입장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997) 小田切宏之(2017), p. 218.
998) 동 계약 내용에는 해당 출판사가 Amazon의 경쟁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Amazon에
도 동일한 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함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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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 사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반드시 시장지배력 보유라는
절대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발생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
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해 규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1항
4호). 물론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판단
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컨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있어서는 정
보의 비대칭성,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서 불리한 조건하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양면시장(다면시장)에 기초한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각 집단에 대한 불
공정거래 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시장지
배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는 물론이고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
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 소비자가 자유
롭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거래하는 것을 저해함은 물론이지만,999) 전통적 상
거래 시장과 달리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가능
성이 높다. 디지털플랫폼이 최소한 양면시장을, 많은 경우 세 개 이상의 독립적
이해관계 집단을 중개한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 활용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다) 기업결합 규제 사례
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구글의 유튜브 매수(2006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매수(2012년) 및 왓
츠앱 매수(2014년)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이 혁신적 스타트업(신흥기업)을 고
액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업결합 사례에 관해서는 장

999) 권오승(2019),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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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경쟁이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특정 시
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장래에 유사품(대체재)을 공급할 가
능성이 있는 기업을 매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잠재적 경쟁 상대를 배제하는 효
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1000)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일반적으로 경쟁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인수
대상 기업이 소규모이거나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신고기준인 매출액을 충족하
지 못할 것이므로 경쟁당국이 이러한 기업결합의 단서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쉽
지 않다.1001) 혹여 신고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어도 기업결합 심사 시점에서
는 경쟁당국과 인수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인수자와 인수대상 기
업 간 잠재적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쟁당국이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
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스타트업 인수
가 혁신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연방
의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의 과거
대형 매수와 관련하여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기업의 위협이 발현되기 전에 취
해진 선제적 전략의 일환이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② 데이터 집중
데이터 집계(aggregation)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은 인수기업에 데이터가 집
중됨으로써 인수기업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해당
거래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존재한다. 2014년 유럽집행위
원회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심사에서1002) 양사의 합병 결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위가 강화될지를 검토한 바 있다. 동 사례에서 집
1000) Cunningham, Ederer, and Ma(2018), pp. 1-7.
1001) Ibid., pp. 34-36.
1002) https://ec.europa.eu/competition/mergers/cases/decisions/m7217_20141003_20310_3962132_EN.pdf(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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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는 웹상의 데이터 수집량 관점에서 시장지배력을 검토하더라도 페이
스북의 경쟁사업자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당해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위가 강
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1003)
그러나 인수 대상 기업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해당 데이터의 수
집 경로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당해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
능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가령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
는 업체인 닐슨(Nielsen)과 다양한 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아비트론
(Arbitron)의 합병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를 들 수 있다. 당시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만이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패널 및 필요한 조사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업자는 이와 같은 데이터
를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1004) 이에 따라 이들의 기업결합 계획을 조건
부로 허용하면서 데이터 매각을 포함한 문제해결 조치 강구 명령을 내렸다.
정리하자면,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기업결합에 수반되는 데이터 집적
자체로부터 독점력 강화라는 결론을 바로 유추해내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집
적 사실은 필요조건인 셈이다. 오히려 경쟁당국은 데이터 집적 여부와 함께 전
반적인 시장경쟁 상황, 경쟁사업자의 데이터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데이터 집적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아야 한다.1005)

③ 시장획정 및 무료서비스
기업결합 심사나 시장지배력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relevant
markets) 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디지털플랫폼이 매개하는 개별 거
래시장 간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된다. 가령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
업결합 심사에서는 검토 대상 관련시장을 SNS나 온라인 광고 등으로 구분하는
1003) Ibid., pp. 29-34. 이 사례에서는 WhatsApp이 보유하는 데이터는 유저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뿐이며, 메
시지 내용은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되었다.
1004) https://www.ftc.gov/enforcement/cases-proceedings/131-0058/nielsen-holdings-nv-arbitron-inc-matter(검색일:
2021. 5. 31).
1005) 石垣浩晶(201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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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기초해 관련시장 획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별 거래시장 상호간 간
접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 각 개별시장별로 검토하는 것
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1006)
전통적으로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가
격 변동의 효과를 주요 판단 요소로 하는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SSNIP: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심사를 활용해 왔다. 그에 따른 관련시장의 범위는 수요자의 상품 대체
성(substitutability) 관점에서 획정된다. 이는 한 상품의 가격 상승 시 수요자
가 다른 상품으로 소비 수요를 대체하는 정도인 수요의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에 진배없다. 관련된 상품 간 대체성이 높을수록 경쟁관계도
그만큼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품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경
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예외
없이 ‘보조금 수혜 집단(subsidy side)’과 ‘보조금 부담 집단(money side)’이
병존하는 양면시장(다면시장)을 전제한다. 즉 무료서비스가 빈번히 존재하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전통적인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
다는 점에서 비가격 요소인 품질, 혁신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1007)

6) 주요국의 경쟁법 개선 논의 동향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남용 행위, 관련시장 획정,
데이터 집중을 수반하는 기업결합 등의 현안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디지털플
랫폼시장에서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등 공정경쟁 저해
요인들이 양면시장(다면시장)을 전제로 하는바,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양상
1006) 土佐和生(2019), pp. 10~12.
1007) 川濱昇, 武田邦宣(2017), pp. 12~23; OECD(2016), p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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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경쟁법 수단을 통해서는 쉽게 재단하거나 해
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경쟁당국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도전에 직면한 주요국들의 대응 현황을 국별로 간략히 논의
하고자 한다. 편의상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국으로 논의를 한정하며, 이
미 본고 제3장에서 최근 동향을 상세히 다룬 EU 사례는 제외한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가격 변동 여부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1008) 이러한 관행하에서
디지털플랫폼의 양면시장(다면시장) 비즈니스 모델이 수반하는 무료서비스는
미국 경쟁당국을 난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은 2019년 2월 강
연에서 무료서비스가 소비자 후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경쟁법
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더 적극적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견해에 공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 나아가 델라힘은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독점금지법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의 무료서비스가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009) 다만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료서비스
이외에 서비스 품질, 소비자 선택권, 기술혁신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광고 등 디
지털플랫폼의 부대서비스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1010)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적 거래, 잠재적 경쟁사업자 배제를 목
적으로 하는 인수합병, 혁신적 제품 도입에 대한 방해 행위, 허술한 개인정보
1008) 소비자 후생(소비자 이익)이 경쟁법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이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왔다.
1009) Delrahim(2019a), pp. 8-10, https://www.justice.gov/opa/speech/file/1131006/download(검색일:
2021. 5. 31).
1010) Ibid., pp.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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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이 디지털플랫폼의 전형적인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목했다.1011) 이는
기존의 독점금지법이 가격 이외의 판단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
장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정책기조
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는 그와 상반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기존 독점금지법의 느슨한 집행 기조에 대한 비판론과 함께1012)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2020년

10월

하원법사위원회의

독점금지법·상법·행정법

분과위원회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는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1013) 동 보고서는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반에 걸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경쟁상황,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및 아마존 등 GAFA의 시장지배력 현황에 관한 방대한 내용의
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디지털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는 GAFA를 디지털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핵심 유통채널의 게이트키퍼(gatekeepers) 역할을 담당하는 ‘지배적 플랫폼
(dominant platforms)’이라고 규정하고, “간단히 말해, 기존 질서에 도전한
하찮은 스타트업이 과거 석유재벌 및 철도재벌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독점기
업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1014) 또한 1988년 이후 GAFA에 의한 다수의
기업인수 사례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가 극히 소극적으로 이루
어져 온 사실을 우려하면서,1015) 동 보고서는 기존의 독점금지법 개정, 시장지
배적 플랫폼기업의 분할, 자사우대행위 등 차별적 대우에 대한 방지 수단의 도
1011) Delrahim(2019b), pp. 8-11, https://www.justice.gov/opa/speech/file/1171341/download(검색일:
2021. 5. 31).
1012) Fang(2020).
1013) 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ve Law of the Committee on the
Judiciary(2020).
1014) Ibid., p. 6, To put it simply, companies that once were scrappy, underdog startups that
challenged the status quo have become the kinds of monopolies we last saw in the era of
oil barons and railroad tycoons.”
1015)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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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상호호환성 및 데이터 이동성의 법제화, 인수합병 시의 반경쟁성 추정 및
입증책임의 변경 등 일련의 제도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016)
이러한 미국 하원의 정책 제언은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
성에 대한 정서가 미국 내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적 논의가 사후규제인 기존 독점금지법
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정도로 그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
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게이트키퍼를 특정한 사전규제 성격의 디지털플랫폼
특별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EU의 정책 방향과 대비된다. 정리하자면, 디지털플
랫폼에 대한 미국 내 규제 논의의 주안점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유연하고도 효
과적인 적용 및 집행 차원의 강화된 규제에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나) 일본
일본은 2018년부터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20년부터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적
용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향 검토
는 “미래투자전략”(2018년 6월 각의 결정)에 따라 본격화되었고,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계속해 왔다.
2019년에는 디지털시장경쟁본부를 설치하여(2019년 9월 각의 결정)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칙 정비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참고로 디지털시장경쟁본부는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무성과 공동으로 일부 디지털플랫폼과 그 입
점업체 간 거래조건 공개의무 부과 등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독점금지법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 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

1016) Ibid., pp. 37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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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핵심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확화
하고, 경제 디지털화를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제도 구체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대(對)소비자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하
는 한편,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및 기업결합 심사절차 대응방침을 개정하였다.
대(對)소비자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우월적 지위 남용’(독점금지법 제2조
9항 5호)에 해당하여 규제 대상이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1017) 처음으로 수용했
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이 소비자(서비스 이용자)
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과 관련해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
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독점금지법이 개인정보보호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의 취득이나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타
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독점금지법이 “특별한 적용제외법이 없는
한” 모든 업종의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수평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중규제 우려로 인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우월적 지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정
보보호법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제의 범
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17) 東京地裁 平成28年10月6日判決·金融·商事判例1515号42頁(太陽電池グレードポリシリコン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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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독점금지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

독점금지법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대상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동법 제2조 제1항)

제1항)
-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개인정보 데
의무 부담 주체

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하는 자)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원칙적으로 행정지도(권고 등)만
부과 가능

- 행정처분(배제조치명령)에 의한
시정이 가능

자료: 平山 賢太郎(2020),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対する独占禁止法による規制」,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31).

또한 대(對)소비자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은 (i)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ii)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존재한
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
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디지털플랫폼이 일반 소비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
다고 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기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견해가 있다.1018) 추가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은 디지털플랫폼이 시장지
배력을1019) 보유하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일본 독점금지법은 기업결합에 대해 당사자(매수자 및 대상 회사)의 국
내 매출의 기준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거래 완료 전) 신고
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는 기
업결합 가이드라인을, 심사 절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절차
대응방침(가이드라인)을 각각 제·개정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
서의 기업결합 사례에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성
장전략 실행계획(2019년 6월 각의 결정) 등을 바탕으로 이들 가이드라인을 재
차 개정한 바 있다.
1018) 舟田正之(2018), p. 92.
1019) 서비스의 품질이나 가격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335

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기업결합 심사 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별로 밝혀 온 사항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디지털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 분석
방법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관행에 변화 조짐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HHI:
Herfindal-Hershman Index)은 종래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활용해 온
주요 지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심사의 가부를 선별
하기 위한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
만 동 개정에 따르면, 향후 디지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사안에서는 추가적으
로 데이터 통합에 따른 알고리즘 성능 향상 여부 등 디지털플랫폼시장을 규정
하는 정성적 요인들도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1020)

② 기업결합 심사절차 대응방침 개정
기업결합 심사절차 대응방침은 당사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사전신고 의무발
생 기준액에 미달하는 기업결합 사안과 관련하여 (i) 인수액이 400억 엔을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ii) 대상회사가 일본어 웹사이트나 일본어 팸플릿을 작
성하여 일본 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1021) 명시적
으로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신고에 준하는 공정거래위원
회와의 상담(“준하는 상담”)을 권고하는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디지털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서는 “준하는 상담”이 각별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은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다기하거니와 시장

1020) 예를 들어 싱가포르 독점금지당국은 자국 최대 사업자인 Uber와 Grab의 경영통합 사례에서 두 회사의 알고
리즘을 통합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1021) 대상 회사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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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림(market tipping)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규제당국의 정보 취
득은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등
을 인수하는 디지털플랫폼의 전략적 행위는 미래의 건전한 시장경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인수 대상 기업이 아직 경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수 이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인수 대상 기업이 매출액이 작은 스타트업인 상황에서는 사전신고에 의하지 않
는 이상 경쟁당국이 선제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준하는
상담”의 권고는 이러한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동 대응방침 개정이 형평성 및 실효성 차원
에서 취약하다는 것이 그러한 비판의 요지이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
는 외국계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
디지털플랫폼이 “준하는 상담”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기업결합 사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준하는 상담”의 부담은 사실상 일
본 국내 디지털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 독일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은 기업결합 규제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i) 기업결합
당해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5억 유로를 넘고 (ii) 적어도 한 당해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500만 유로를 넘으며 (iii) 다른 당해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500만 유로를 넘을 경우, 연방카르텔청에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경쟁
제한방지법 제35조 1항). 그러나 기존 매출액 기준만으로는 매출액이 적은 스
타트업 인수 상황을 포착할 수 없다고 보고, 2017년 동법을 개정해 거래가치
기준을 새로이 도입했다.
개정 경쟁제한방지법은 종래의 (i), (ii)의 기준에 더하여 (iii)의 다른 당해회
사의 국내 매출액이 50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iv) 거래 가치가 4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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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넘고 (v) 다른 당해회사가 독일 내에서 중요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할 의무를 부과했다(경쟁제한방지법 제35조 1a항). (iv)의
‘거래가치’에는 기업결합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결합과 관련해 수수되
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v)의 ‘중요한 사업 활동’에는
유료의 상품·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무료서비스 제공도 포함되며, ‘중요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연간 사전신
고 건수가 3~9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1022)

라) 영국
2019년 3월 영국 의회 상원의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세상에
서의 규제(Regulating in a Digital Worl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는 강화된 규제는 물론이고 기존과는 다른
규제방식이 요구되는바, 새로운 ‘디지털청(Digital Authority)’을 설립해 그러
한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1023) 유사한 시기에 발간된 디지
털 경쟁 전문가 패널의1024) 최종보고서인 Furman 보고서는 디지털경제와 시
장집중의 경제적 이익에 긍정적으로 주목하면서도 디지털시장의 승자독식 문
제는 시장경쟁 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라 현행 정책이나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 경쟁원칙의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하고 있다.
영국 의회 상원 보고서와 Furman 보고서의 공통된 정책제안은 디지털시장
에 특화된 규제기관의 설치이다. 후자의 경우, 이를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이라고 지칭하고 있다.1025) 그 밖에도 Furman 보고서는 여타
1022) Brandenburger, Breed, and Schöning(2017), p. 33.
1023) 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Communications(2019), pp. 3-5.
1024) 디지털경제가 경쟁이나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9월에
수상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경제학, 경쟁정책, 법률,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Furman
et al.(2019), p. 9,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
chment_data/file/785547/unlocking_digital_competition_furman_review_web.pdf(검색일: 2021. 5. 31).
1025) ‘디지털청(Digital Authority)’과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 Unit)’ 간 조직의 위계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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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유사하게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
의 기업결합 규제의 강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수단의 강화 등
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시장청은 2019년 7월 발표한 ‘CMA 디지털
시장 전략’을1026) 통해 Furman 보고서에 따른 중점 정책 대응 방향을 구체화
한 바 있다. 그에는 CMA의 경쟁법 집행력 제고, 디지털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
에 관한 시장조사 실시, 디지털시장에 관련된 과거 기업결합 심사 재검토, 디지
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 창설 등이 포함된다.

7) 소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국내 경제질서 전반을 규율하는 이른바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평적 법률이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한다. 시장지
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불공정거
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은 동법이 금지하는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규
정들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행
정적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현격한 특징 중 하나는 특정 디지털플랫폼이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후발 경쟁업
체 대비 우월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규제의 기민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의 대응 기조는 경쟁제한

다만, 조직의 명칭에 근거할 때, 전자는 경쟁시장청(CMA)과 병렬적인 부처인 반면 후자는 경쟁시장청의 하
위조직일 것으로 사료된다.
1026)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2019. 7), “The CMA’s Digital Markets Strategy,” https://assets.pu
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4709/cma_digita
l_strategy_2019.pdf(검색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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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에 대한 선제적 규제라기보다 사후규제이다. 사후규제 중심의 공정거
래법이 디지털플랫폼이 이미 획득한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후규제만으로는 디지털플랫폼이 확보한 우월적 지위가
아예 해소되지 못하거나, 설령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시장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전면 부인
하기는 어렵다.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별로 그에 관한 관
점 및 인식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전규제 유혹에서 자유롭다 할 수 있는
사례는 드물다.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시장쏠림 등 디지털플랫폼이
근거하는 양면시장(다면시장)의 특성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전통적인 사후
규제 접근법만으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담보되기 어려움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사전규제로의 전
환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사전규제
선택으로 인해 창의적·역동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생태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판례 및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해 엄밀한 규제 근
거 및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온 경쟁법의 기조를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해 과
감히 전환하기에는 아직 법제적·논리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 디
지털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 및 정보 부족도 규제당국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직면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법은 모
든 산업 분야에 걸친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폭넓게, 그리고 대개 추상적으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요건 입증을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필
요로 한다. 규제당국과 디지털플랫폼 간 정보의 비대칭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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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위한 포괄적 권한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공정거래법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
다. 사전규제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지,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부처 간
관할권을 어떻게 조율할지,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
사와 실효적 집행 방안이 무엇일지 등은 시급한 현안이라 사료된다.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개관
디지털플랫폼은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활발한 재화 거래를 통
해 온라인거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경제의 혁신 및 소비자 편익 증
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건
전한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은 그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동 법률안의 목적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디지털
플랫폼)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
장의 일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입법예고했다.1027) 이하에서
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
이다. (i) 과거 통신판매 중심의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를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ii)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1027)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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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기타 인터넷사이트사업자로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 보완, 임시
중지명령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신설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등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개정안 제2조)
현행법상 10여 개로 분류되어 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1028) (i) 온라인플랫
폼 운영사업자 (ii)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및 (iii) 자체 인터넷사
이트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1029)

표 4-4. 개정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구 분
정보교환매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연결수단제공
거래중개
온라인판매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대표유형
SNS, C2C중고마켓 등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b), p. 4.

나)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개정안 제20조 및 제30조)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을 발동하면, 전
자상거래 사업자가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리콜대상자는 소
1028)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을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예: 오픈마켓), 사이
버몰운영자(예: 온라인쇼핑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예: 블로그, SNS) 등 10여 개로 분류하고 있다.
1029) 기존 우편·카탈로그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규정을 통하여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규
정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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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기본법 등 18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조사와 일부 판매사
에 국한되어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이들의 리
콜 이행에 협조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
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개정안 제16조 및 제30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i)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ii)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iii) 이용후기
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라) 맞춤형 광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개정안 제18조 및 제30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
인 이른바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게 하였
다. 또한 소비자가 맞품형 광고와 일반광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개정안 제24조)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당사자
를 오인하지 않도록 중개거래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
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대금환급·배송 등 온라인플랫
폼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개정안 제25조)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i) 면책고지 미이행, 입점업체 정보 미·허위 제공, 플
랫폼 사업자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을 하여 자신이 거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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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발생시켰거나 (ii)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환급
등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
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고의·과
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온라인플랫폼사
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 개인 간 전자상거래(C2C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 확대(개정안 제29조)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아) 정보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 명확화(개정안 제28조)
SNS 플랫폼 등에서 정보 교환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으로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및 소비자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의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또
한 업체 링크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거래개시를 알선하는 연결수단 제공 플랫
폼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의무를 명
확화했다.

자)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개정안 제3조)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거래에 대해 면제하던1030) 신고 및 분쟁 발생
시 입점업체 신원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온라인플랫폼(예: 배달앱) 사업자에게
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입점업체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였다.

1030) 현재는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피해 발생 시 직접 매장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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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개정안 제64조)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던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을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완화했
다. 관련된 조치의 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
하고, 소비자단체 등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인정했다.

카)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 신설(개정안 제5조 및 제19조)
이른바 해외직구 등의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한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1031)

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개정안 제55조)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
치단체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세무서,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했다.

3) 특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통신판매 중심에서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전자

1031)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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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구조 재편 등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도록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거래 공정
화 및 소비자 보호에 대비하려는 긍정적 시도이다. 과거에는 판매자(자체 인터
넷사이트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관계의 맥락에서 판매자에게 신원정보 제공
의무와 재화 등 공급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대금지급의무와
청약 철회권 등을 인정하고 있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를 포함하여 플랫폼사
업자와 판매자(입점업체), 그리고 플랫폼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관계를 전제
로 각 주체들에게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
래법 개정안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양면시장(다면시장) 구조에 착안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확인·강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중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개정안에 대한 한계와 우려도 존재한다. 전자상거
래법은 근본 목적은 양면시장의 소비자 집단 보호에 치중하는바, 동법 개정안
에 대한 우려도 그와 관련된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책임 부과로 인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플랫폼 입점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사업 기회
위축이라는 역선택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수수료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다.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신원정보 제공이
자칫 입점업체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대
리인 지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 집행이 쉽지 않은 해외사업자에 비해 국내사
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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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가. 배경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전자상거
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등 11개가 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
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
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와 공정
한 거래 질서 보호를 위한 기능은 유통3법 및 하도급법이 담당한다. 소비자 보
호를 위한 법률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법 등이
다. 약관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이용자) 보호
등 목적을 공히 실현하고자 마련된 법률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들은 대체로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경제질서를 위한 수평적 성격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은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후규제라는 특성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인 대규모유통사업자가 개념적
으로 디지털플랫폼과 상이하므로 동법을 디지털플랫폼에 적용하는 것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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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1032)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
매하는 소매업자이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만 충족시키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점업체와 소
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도 아니다. 이
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적용 가능한 현행법의 부재를 의미한다.1033)

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규제공백 타개책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동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1034) 이는 2020년 6월에 발표된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구체화된 법률안으로서 구글, 네이버, 각종 배달애플리케이
션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라는
두 개의 시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
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중개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
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온라인플랫폼의 행위를 규
1032)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인 동시에 추가적으로 매장면적기준(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소매 매출액(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2).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현
행 법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정식, 김동영, 최자연
(2020), pp. 47~51].
1033) 최은진, 강지원(2020), pp. 16~17.
1034)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의안번호: 2107743).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번째 온
라인플랫폼 대책으로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
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여, 입법 예고(2020년 9월 28일~11월 9일), 규제 심사(2020년 12월), 법제처 심사(1
월), 차관회의(1월 21일)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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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온라인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해 구체화
한 법제로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에의 접근 경로
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중개사업자
라는 지위를 구실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서 면책되기도 하며, 시장 선점 후에는
경쟁자 배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
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림 4-3.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개념

온라인플랫폼

수
료

계약
체결

수

중 온라
개 인
서 플
비 랫
스 폼
제
공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재화 등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접수 등을 통해 재화 등
거래 개시를 알선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a), p. 4.

다.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제1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질
서를 확립하여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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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혹자는 동 법안의
목적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업자를 중심으로 이용사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제 생태계의 혁신, 성장 및 상생이라고 풀이한
다.1035) 하지만 동 법안은 양면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이
해관계자 집단 중 소비자 집단을 제외한 중개거래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경
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1036)

2) 법 적용대상(제2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소재지 또는 설립 시 준거 법률과 무관하게 적
용되는 수평적 법률이다. 동법의 적용대상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는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규모 온라인플
랫폼 중개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소규모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에 대해 동법을 적용할 경우, 시장의 혁신성 및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법의 적용범위를 일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사업자
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동법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청약접
수 등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에 재화 등의 거래 개시
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중 매
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된
다. 여기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 온라인플
1035) 최은진, 강지원(2020), p. 50.
1036) 이러한 관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상의 목적 조항이 인용하는 ‘대등한 지위’보다 ‘공정한 경쟁’ 또는 ‘공
정한 거래’로 대신하는 것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직접적 목적으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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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중개거
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3)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6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가맹사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제와 유사하게 온라인플랫
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그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
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항
목이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1037)
이에 국회에 최종 제출한 법안에는 필수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도,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
업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
별히 요구되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가령 (i)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ii) 판매과
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분담하는 기준 (iii) 온라인플랫폼에 정보를 노출하는 방
식과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iv) 온라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입
점업체나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v) 입점업체가 온라인플랫폼 중
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
에는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필수 기재 사항 중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에 관한 사항’(온라인플랫
폼 공정화법 제6조 1항 5호)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한다.

103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a. 9. 2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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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온라인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의 검색 기능이나 화면 배열에 따른 노출 순위 및 위치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
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
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사례
도 나타난다.1038) 따라서 검색·배열 순위 결정 메커니즘의 투명성이 확보되도
록 관리되어야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필수 기재 사항이 온라인플랫
폼 사업의 핵심 영업비밀인 검색 알고리즘의 노출 및 공개로 이어져 온라인플
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에
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 사전통지의무(제7조 및 제8조)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일부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그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였다. 온
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자의적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는 그 이용사업자의 피해로 이
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사전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
효이며,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서비스 제한·중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계약내용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 확
보를 위한 사전규제에 해당된다.

5) 거래상 지위 인정기준(제4조 4항)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해 시장구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양태 및 집중도, 온라인
1038)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b. 10. 6),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352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능력 격차,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
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판
단된다.

6)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구체화(제9조)
동 조항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인 거래상 지위 남용 행
위를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근
거이며,1039) 구입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부당한 손해전가 행
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간섭 행위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모든 유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사후규제이다.1040) 그러나 부당한 손해전
가 행위(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9조 2항 3호) 유형 이외의 다른 금지행위 유
형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인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
서 공정거래법 규정과 사실상 유사하여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업계의 지
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하는 금지행위 유형에는 온라인플랫폼사
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판매 과정상 책임을 입점업체에 전가, 주문 접
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 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상품가격 인하
강요, 다른 플랫폼에서 상품가격 인상 강요 및 입점 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 배
송 강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진교 의원 발의안의1041) 금지행위 유형을 참고할 만하
103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a. 9. 2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p. 6.
1040)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거래거
절, 배타조건부거래, 차별적 취급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
행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104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626, 2021. 3. 8.
발의.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021.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추가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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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
게 차별하는 행위 (ii)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
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 (iii) 온라인플랫폼 이
용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 소요 비용 등을 온라인플랫폼 이
용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iv) 부당하게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배
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플랫폼 중
개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7) 보복조치 금지(제10조)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중개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중개거래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및 중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8) 제재수단(제29조 및 제33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또는 구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의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법 위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6조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 원 이내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거래상 지위 남
용 행위, 보복조치행위 등이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인한 혁신 저
해 방지 차원에서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은 가벌성이
되었으며 정부안에 비해 금지행위를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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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복조치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
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형벌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9) 동의의결제도(제27조)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
안정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현재 공정거래법
과 표시광고법 사건에서만 허용되는 동의의결제도를1042) 도입하였다. 이는 온
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거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
움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업자 비중이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10) 서면실태조사(제2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에 관한 서면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또는 입점업체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향후 공정거
래위원회는 동 조항에 근거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손해배상책임(제30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동법을 위반해
그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다
만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이
다. 참고로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소수의 온라인플랫폼에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가 몰리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1042)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
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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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위반을 억지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사업자의 소 제기 유인을 강화하기 위
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1043)
징벌적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3배 배상제도라고 불린다. 이 제도는 하도급법
에 최초로 도입(제35조 1항)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정화법에 도입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중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에 대해서도 도입되
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신산업인 온라인플랫폼 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져 기존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
스업자뿐만 아니라 신생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우려하에 현 제도의 운영경과를 지켜본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
록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자료제출명령제란 불공정거래에 따른 손해배
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대방(법 위반 사업자)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하는 제도다. 이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바, 현
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보다 그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 제도이다.

12) 상생협력 및 분쟁해결(제6조, 제11조 및 제12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도입하였다(제6조 3
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온라인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조항(제11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

1043) 최은진, 강지원(2020),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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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조항(제12조)도 규정하였다.

라. 특징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 입점업체의 온라인플
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 분야 거래에 대한 규제 필
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온라인플랫폼
에의 적용 관점에서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의무 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 법
률로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에 한계가 존재한다. 대규모유
통업법도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사업
자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의
를 갖는다. 동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서면주의에 입각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부과,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공백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납품업자로부터의 상
품 구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는 특성을 달리하는 중개업의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상품 노출 기준(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
담 기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중개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
성 제고 및 분쟁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후에 발생하는 계약 내
용 변경 및 중요 서비스 제한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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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내용
제목

주요 내용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

법 적용대상

*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
결 수단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
-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

계약서
거래의

작성·교부

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
변경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
- 필수 기재사항 및 계약 체결 방법‧절차‧서명 등 세부사항은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

투명성

- 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계약 해지 시 해당 내용 및 사유의 사

및
공정성

사전 통지

전 통보(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전 통보, 계약 해지는 30일 전 통보, 계약
내용 변경의 통보 시점은 시행령으로 규정)

금지 행위
표준계약서
자발적
상생
협력 및
분쟁
해결

공정거래
협약
서면
실태조사
분쟁조정
협의회

-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사
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신규 도입
- 플랫폼 사업 모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 조항 마련
-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공정위에 서면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 거래 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
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법 위반 억지력이 확
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은 강화하되 형벌은 최소화

혁신 친화적 법 위반
억지력 확보

-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효과적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
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 차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a. 9.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한 한계와 우려도 있다. 동법의 주된 관심사
는 양면시장 집단 중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에 있다. 업계는 한편으로 공정
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역동성을 고려해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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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입
점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상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히 동일
하게 동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방적 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이 집행적 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까지 담보하는 것
은 아니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국내사업자에 준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기
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1044) 이러한 업계의 관심과 우려
가 향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시행령을 통해 어느 정도로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 개관
디지털플랫폼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디지털플랫폼시장에
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반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기간통
신사업자 및 네트워크 규정 중심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탈규제 영역으로 규
정되어온 디지털플랫폼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 규제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
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 확
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안 논의가 시작되었
다. 2020년 12월 11일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
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대표적이다.1045) 이하에
1044)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해외 디지털플랫폼의 경우 매출이나 영업이익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045)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69, 2020. 12. 11.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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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2) 주요 내용
동 법률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이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매출액,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금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 모든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불만 처리 절차 마
련,1046) 이용자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1047) 이용약관 신고,1048) 이용약관 위
반 행위 금지,1049) 이용자 피해 예방,1050) 이용자의 데이터 전송요구 처
리1051)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사업
자 공히 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1052) 판매‧정산 관련 정보제공1053)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2021. 5. 8) 위원회 심사 중이다.
1046)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만 접수 채널을 확보하고, 내부 불
만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
1047)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
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제10조).
1048)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
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1049)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
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1050)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결제·환불과 관련해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17조).
1051) 이용자(제2조제6호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온라인플랫폼 서
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6조 1항).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는 지체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제16조 2항).
1052)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단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하
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제8조).
1053)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환불사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
익의 세부 정산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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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매출액,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이
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이다(제3조).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달리,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
자에게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
다. 그에는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1054) 서비스 공급 거부 사유 통지,1055) 서비
스 공급의 부당한 제한 또는 차별 금지,1056)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
금지1057) 등이 포함된다.
동 법률안은 규제기관의 역할 및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서비
스에 관한 분쟁조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한다(제19조부터 제25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권과1058)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권을 보유한다(제26조, 제29조, 제33조
및 제35조).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1059)

3) 특징 및 평가
동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이용자 및 이용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1060) 마련된 사전규
제이다. 이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및 네트워크 규정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으

1054)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 등의 노출 방식 및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제11조).
1055)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략] 서비스 이용 요청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제12조 2항).
1056)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1항 1~3호, 6호, 8~11호).
1057)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제13조 1항 7호).
1058) 현장실사권을 포함한다. 제26조 2~4항.
1059)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
청할 수 있다(제31조).
1060)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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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및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
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능한 한 시장현실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1061) 그리고 온라인플랫폼사업
자가 중개하는 이용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포괄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의 양
면시장 특성을 법제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용자의 데이터 전송요
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멀티호밍(multi-homing) 환경 조
성이나,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의무, 자사우대
행위(self-preferencing) 금지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에
도 적절히 유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에는 자칫 시장자율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우
려의 대목도 없지 않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전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시장(디지털플랫폼시장)은 선발자 우위의 자기강화적
(self-reinforcing) 특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에의 노출 위험이 큰 시장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규제가 선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교해야 한다. 다만 그 어떤 규제이든 시장자율이 주는 혁신성 및 역동
성이라는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안 제7조(거래기준 권고)는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온
라인플랫폼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까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자율적 혁신성 및 역동성에 반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자유
롭지 않다.1062) 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1061) 1.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 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 등)
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해 이용자 간에 의사 소통, 정보 교환 등을 매개하거나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리하여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온라인플랫폼 이
용자보호법 제2조 1~2항.
1062) 동 법률안의 제7조(거래기준 권고)는 제14조(이용약관의 신고 등)에 의해 사실상 강제될 여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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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
장할 수 있다.”1063) 이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접는 게
좋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비즈니스 모델 선택의 자율권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정부개입, 즉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 법률안의 특징 중 하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플랫
폼사업자를 구분함으로써 차등 규제를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향후 그 시행령을
통한 구체화가 예정되어 있는 양자 간 구분 기준은1064) 딜레마를 초래할 개연
성을 내재한다. 통상법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산업정책적으로는 불리한 역선택
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정책적인 최선이 통상법적으로는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결과적으로 외국사업자 위주로 정해진다면, 이
는 사실상의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
면, 구분 기준은 일정 정도의 국내사업자가 포함되는 쪽으로 모양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느 정도가 최적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소한 국내의 군
소사업자가 역차별 당하는 구분 기준은 피해야 할 것이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개관
2019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7.2%(약 2,626억 원) 감소한 반
면, 2019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8년 대비 14.2%(약 8,119억 원) 증가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65) 이는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온
예컨대 제14조 3항은 신고된 이용약관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063)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7조 1항.
1064)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업자 기준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시
행령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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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광고 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1066)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방송법에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 시장은 이러한 공익광고 편성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1067)(이하, 인터넷광고 게시업자)로 하여금 방송
법에 따라 제작된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터
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
번호 2107168)이 발의·심사 중이다.

2)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광고를 표시광고법 제2조 2호에 따른 광고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
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개정안 제2조 1항에 14호 신설).1068) 인터넷
광고 게시업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법 제73조 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한다(개정안 제42조의4 1항 신설).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대상,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
제42조의4 2항 신설). 만일 인터넷광고 게시업자가 공익광고의 게시의무를 위
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 제76조 1항 6호 신설).

106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b), p. 1.
1066)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러한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b), pp. 8~11.
106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3호.
1068) 예컨대 디지털플랫폼이 자신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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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및 평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요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형 디지털플랫폼을 포함
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광고 게시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의무를 부
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점
이 존재한다.
첫째, 동 개정안은 인터넷광고를 표시광고법 제2조 2호에1069) 따른 광고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
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시광고법 상의 광고가 인터넷광고를 포함한다
는 점에서 인터넷광고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중복규
제 또는 과잉규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방송법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는 허가·승인을 통해 특정
주파수 자원에 대한 사용권을 방송사업자에게1070) 부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공적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 등 인터
넷광고 게시업자는 그러한 혜택이나 주파수 사용과 무관하며, 신고 또는 자율
적 진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주체이다. 이들에게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
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의 광고서비스에 대해 공익광고 게시의무를 부과하는 사
례는 부재하다. 즉 방송사업자와 디지털플랫폼 간 규제의 합리적 형평성이 문
제된다는 것이다.
셋째,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의무를 부담하는 인터넷광고 게시업자를 선별
하기 위한 기준이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동 개정안이 언급하는 일일

1069)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70)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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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인터넷광고의 게
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고
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외국계 인터넷광고 게시업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동 게시의무를 국내외 사업자 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하기 곤란
하다는 점에서 국내 대형 인터넷광고 게시업자 중심의 의무 부담이라는 역차별
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리하자면, 동 개정안은 방송·통신·인터넷을 통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모
색의 과정에서 시도된 개별 규제라는1071)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중복규제, 과
잉규제, 규제 형평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이 측면에서 상당한 재고의
여지가 존재한다. 정부개입의 당위성 관점에서도 동 개정안은 논리적 기반이
취약해 보인다. 정부가 탈규제 및 시장자율로 대표되는 디지털플랫폼의 광고에
대해 모종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정책적 정당성이 전제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참고로 디지털플랫폼의 광고에 대한 EU 규제의 초점은 이용자, 이용사업자,
광고주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투명성이다.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은 좁게 보면 디지털플랫폼의 인터넷광고에 대한 국내
외 비차별적인 정량적 규제이며,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s) 요
건 형태의 제한조치이다. “디지털플랫폼의 경제적 이익에 기초해 산정된 비율”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는 디지털플랫폼에게 광고서비스의 거래액 또
는 총 산출량에 대한 쿼터에 진배없다.1072) 이러한 맥락에서 부가통신서비스
를 사실상 전면개방한 우리나라가 외국계 디지털플랫폼의 광고서비스에 대해
수량(비율) 단위로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GATS는 물
론이고 한･미 FTA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0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1. 2), pp. 6~7.
1072) GATS 제16조(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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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
가.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에 관한 국내 논란
디지털경제 진전과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는 디지털
플랫폼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온라인 거래공간으
로 소비 행태가 옮겨가면서 소비자(이용자)와 공급자(이용사업자)를 연결하는
거래관계에서 디지털플랫폼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익 보
호를 위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이하, 디지털플랫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공정
거래법의 적용대상인 동시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 및 이용자보호 규정)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두 행정기관 간 규제 관할권 중복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최근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제기된 주무부처 선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찬성론의 주요 논거
가) 부가통신서비스 규제의 전문성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온라인 통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 규제를 통신산업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전문 규제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권 충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문제되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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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논리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 권한이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1073) 전기통신사업 행위
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규율도 전기통신사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 규제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1074)

나)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는 기존 소관업무 및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 규제체계는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규제를 담당해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설계
하는 것이 규제의 실효성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실효적 규제를 위해서는 중개거래 이외에도 정보교환, 클라우드컴퓨팅 등 다양
한 기술적 쟁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중개거래만 별도로 타 부처가 담당하
는 것은 생태계 특수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논거는 국제적 법제화 동향이다. EU나 일본의 경우, 통신규제당국
이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EU의 경우 경쟁국이 아니라 정
보통신국 주도로 온라인매개서비스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규
정,1075) DSA 및 DMA 법률안을 마련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거
래위원회가 공동으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
률을1076)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
다. EU나 일본 사례는 법제화 과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는 적절하지만,
규제 관할권의 정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073) 강지원, 박소영(2021), p. 2.
1074) 이원우(2005), pp. 319~345.
1075) Regulation (EU) 2019/1150.
1076) 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2021.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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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찬성론의 주요 논거
가) 거래 공정화 법제 시행의 일관성 및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권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신법 제정을 통
해 해결하려는 과제가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의 거래 공정화이므로 다양한 분
야에 대해 거래 공정화를 규율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거에 기초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은 그 본질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서 비롯되므로 기존의 거래공정화
법제를1077) 담당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과 관련된 거래 공정화
규율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신규 법안들의 경우에도 거래 공정화가 핵심이므로 공
정거래위원회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회
에 계류 중인 디지털플랫폼 규율에 관한 법안들 대부분이 기존의 거래 공정화
법제와 연계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거래공정화 법제상 금지규정의 위법성(불
공정성) 판단은 거래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해당 행위의 의도·효과, 해
당 분야 정상 거래관행으로부터의 이탈 정도 등 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다양한
정성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그에 관한 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나) 유관 부처별 규제의 분업
유관 부처별 전문성을 기준으로 규제 관할권을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
기된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전문성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
위의 존부 및 그 지위의 남용에 따른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것
1077) 일반적으로 ‘거래공정화 법제’란 유통3법(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및 하도급법 등 4개 법률을
말한다. 거래공정화 법제는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 규율조항인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
정(동법 제23조 1항 4호)의 내용을 해당 거래분야별로 구체화한 것으로써,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명시, 서면
발급 등 사전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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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의 시스템
안정성 보장, 정보 전송 효율화, 호스팅 책임 등 기술적 규제를, 산업통상자원
부가 유통산업으로서의 디지털플랫폼산업 진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상 지위 격차에 따른 불공정관행의 규율을 담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1078) 이러한 견해는 OECD의 입장과도 맥
락을 같이한다. 그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기술적 규제는 해당 산업의 전문 규제당국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
하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공통의 정책목표인 공정한 경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 집행은 경쟁당국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
다.1079)

나.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 조율을 위한 고려사항
1) 개관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기조가 반독점 규제로부터 점차 반경쟁 규제로
이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소수 선발사업자 중심의 초기 시장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적인 반경쟁 규제만으로도 충분하
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 선발사업자 중심의 시장구도가 나타나는 신종 산업의
출현 양상이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산업별 규제기조가 현실적으로 동조
화되기는 어렵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초기 위험을 과감하게 감수하고 비
즈니스를 시작해 성공한 소수의 기업들이 전통적 산업을 주도해 온 대형 기업
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시장 형성 초기부터 반독점 규제에 좀
더 많은 무게가 실려야 마땅했던 산업이다. 문제는 규제자의 미래 예측 능력이
1078) 김윤정(2020), p. 27.
1079) OECD(2005),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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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보편화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
규제기조를 선택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독과점 구조화를 방치한 측면
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운 나라
는 없다. 인터넷 보편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시점까지도 규제당국의 일차적
관심사는 전화서비스 또는 지상파방송의 반독점 규제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당국이 인터넷을 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활용되는 전송수단 정도로 간주한 셈이다.
시대는 변화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디지털 전
환은 양자 간 융합을 한층 더 빠르게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서비스를 위한 전송수단이 아닌, 전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 중
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의 기술적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디지
털플랫폼을 논하지 않고서는 디지털경제를 규정할 수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그 어떤 산업도 유통 과정의 관문(gateway)에 자리한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디지털경제를 플랫폼경제로 대표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고민거리도 부각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동 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경쟁규제 구
도의 설정이다. 시대 구분을 편의상 플랫폼경제 이전 시대(과거)와 이후 시대
(현재)로 구분할 경우, 과거에는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 간 경쟁규
제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디지털플랫폼이 문제될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조화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양자 간 나름의 양보와 타협이 가능했
다. 하지만 현재는 양자 간 절충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디지털플랫폼이 국가경
제에 던지는 현안의 포괄성 및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부처이든 규제 관
할권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관할권의 바람직한 체계에 관한 논의가 단순히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기관 간 경쟁이나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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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한 것에 매몰되는 것은 위험하다.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혼
재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는 사실상 국경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관할권 논의가 외국의 이해당사자에게도 중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잠재적·간접적으로 통상법적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경쟁규제 관할권 조율에 관한 일반적 관점
가) 특수성과 중복성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 간 관할권 조정에 관한 관점 중 하나는
산업별 특수성이다. 이는 해당 분야 규제당국의 배타적 권한 행사를 뒷받침하
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가령 통신산업 규제당국이 주파수 할당, 표준 설정, 식
별번호 배정 등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문제 삼기 어렵다. 기업결합 규제
는 주로 일반 경쟁당국이 배타적 판단 권한을 보유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존
재한다.1080) 물론 산업별 특수성은 산업별 생태계의 궁극적 지향점 또는 산업
별 규제당국의 정책적 가치관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전통적인 방송 규제
는 경제적 관점의 공정경쟁 보호보다 사회문화적 관점의 공익성 보호를 우선함
으로써 특히 전송 매체 및 전송 내용물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생태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가
변적일 수 있다. 개별산업 규제당국의 가치 지향점도 상수에 머물기 어렵다. 전
통적 비경제적 가치 보호에 머물러 온 개별산업 규제당국조차 해당 산업 생태
계 변화 양상에 따라 경제적 가치 보호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는 개별산업 내 이해당사자 간 공정경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경
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이 그에 관한 권한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도 확대됨
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업결합 규제와 관련해 그러한 모습이 구체화되기도 한
다.1081) 이에 따라 크고 작게 발생하는 문제가 중복규제이다. 유사한 규제가
1080) OECD(2000), p. 22.
1081)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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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 문제는 피규제자인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이다. 같은 장애물을 반복해 넘어야 하거
나, 또는 어느 장애물을 넘어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82)

나) 효율성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 간 관할권 조정은 규제의 효율성 관점
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피규제자인 민간기업들이 부담하
는 비용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효율성은 후생경제학적 가치와 정치경
제학적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된다. 물론 해당국의 국내법 체계나 전통에
따라 양자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획일적·보편적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의 효율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
나는 피규제자인 민간기업의 거래비용이다. 규제 권한이 서로 다른 기관에 분
산되어 있는 경우, 경쟁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의 거래비용
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호 대체재 관계인 재화들에 대한 규제 권한이
상이한 기관에 각기 소속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다른 기관과의 조율
없이 내려진 모종의 결정이 민간기업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이다. 이러한 상황
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규제의 법적 안정성에도
치명적이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는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개별산업 규제당
국의 관할권 행사가 규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규제
기관의 포획(capture) 가능성이다. 개별산업 규제당국은 일반 경제당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피규제자인 민간기업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함으로써 사실상의
동일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규제현안에 대한 전략적 선점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6항).
1082)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예외가 아니다. OECD(1998), pp. 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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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능성이다. 개별산업 규제당국은 과도기적 권한이 부여된 규제현안에 대
해서까지 확고한 이슈 선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예정된 일반 규제당국으로의
업무 이양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시장경쟁이 무리 없이 작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 재량권을 확장하려는 경
향도 없지 않다. 셋째는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개별산업 규제당국의 관할권 행사
로 인해 결국 일반 경쟁당국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083)

다.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 관할권 현황 및 조율 방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경쟁규제 관할권은 행정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개별산업 규제당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일반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 개 중앙행정기관이 각각의 규제목적에 따라 분담하는 구
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
로서 경쟁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질서의 기본법이
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11개 주요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1084)
이러한 공정거래법 등이 수평적 규제의 일환으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 유
지·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가 됨은 물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전파, 방송 및 우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전기통신기본법 제3
조).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한
진입규제 및 소유규제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통신요금 및 기타 이용요건, 공정

1083) Möschel(2002), p. 688. Möschel 교수는 이밖에도 개별 산업 규제당국은 일반 경쟁당국보다 정치적 영향
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84)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
업법, 대리점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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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보호, 통신자원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회의제 기구로서1085)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장조사,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담당한다.1086)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
관 업무를 분담 또는 공조한다.1087)
이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 유지·촉진 차원에서 상기 세 개 중앙
행정기관 간 권한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기
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001년 3월 2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중
단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고(시행령 제5조 3
항 3호), 그 후속조치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1088)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망, 통신망 등 네트워크와 기간설비(사회간접자본)
와 같은 필수요소에의1089)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
108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08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
108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유
통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32조(이용자 보호), 제32
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08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1089) ｢필수적인 요소(이하, 필수요소)｣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유무형의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열위상태가
지속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요소를 사용하
거나 이에 접근하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 법률상 또는 경제
적으로 불가능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IV-3-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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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동 고시가 양면시장(다면시장)의 맥락에서 디지털플랫폼의 필수요소
또는 그와 연계하에 시장지배적지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2020년 9월 28일 입법 예고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디지털플
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1090) 디지털
플랫폼의 필수요소와의 연계하에 시장지배적지위를 개념적으로 구체화한 것
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에는 필수요소를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일
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필수설비 제공, 상호접속, 공동사용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1091) 하지만 동 규정들은 통신설비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바,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1092)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
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
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는1093)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가 아닌 서비
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자면, 국내적으로 양면시장을 전제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수성
반영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법제
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1090) 시장구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양태 및 집중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사업
능력 격차, 입점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거래의존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재화 등의 특성 등
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1091)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9조(상호접속),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42조(정
보의 제공) 등.
1092)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제정 시도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109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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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함에 있어 필수요소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최근 논의 중인 법률안 또는 법률 개정안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
하고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도 필수요소 개념에 기초해 디지털플랫폼
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권
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내법상의 실효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내에는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규
제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기준(필수요소)이나 경제적 기준이 아직 제시되어 있
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국제적으로 유지되어온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탈규제 관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는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 한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일종의 경로 의존
적 관행인 셈이다.1094)
공정거래법은 최소한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는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법적 계
위를 달리하는 공정거래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사전적으로 시장지배
적 디지털플랫폼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이 비록 디지
털플랫폼의 필수요소 개념 구체화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
요하다면 최소한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라도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을 규정
하고 그에 따른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은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를 위해 적용 가능한 일차적 국내법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물적 기준에 의
한 법 적용은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의 필수요소(필수설비)에 관한 국
제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94) WTO 기본통신협상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기본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s)의 지위 남용 규제에 있다. 우리나라도 참조문서 양허를 통해 기본통신사업자 중
주요사업자를 물적 기준(필수설비) 또는 경제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WTO(199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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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결합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1095)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역시 이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한편 기간통신사업
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
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096)
따라서 기간통신사업을 기업결합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에 관한 심사 및 규제 권한을 공유한다. 이는 적
절한 법적 근거 없이는 경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양 기
관의 규제 관할권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
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적절하다.1097)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인 디지털플랫폼사업자 간 기업결
합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향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 시도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공정거래법이 디지털플
랫폼사업자 간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기업결합 규제를 위한 유일한 법
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3)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기 공정거래
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민간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

1095)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1096)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1항.
1097)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6항.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한 청문권 또는 예외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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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98) 이와 같이 양대 법률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하는 이유
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체화를 통해 법 집행의 명확
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디지털플랫폼에 바로 적용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구체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에는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인
터넷 보편화 이전의 전기통신사업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디지
털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의 명확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물론 양자 공히 법률 제정 당시 양면시장(다면시장) 등 디지털플
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
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새로운 온라인 시대 상황에의 적응이라는 측면에
서,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구체화를 시도한다는 점에
서 시도 자체만으로 고무적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간에는
중첩 가능성이 내재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1099) 기타 불공정거래 행위는1100)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
이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1101) 다
만 전기통신사업법은 그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전기통신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방

1098)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099)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의 7호.
1100)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8호.
공정거래법 제23조가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7개(1~7호)로 열거하면서도 8호의 내용을 과도하게 포괄적으
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피규제자의 위법행위 유형을 한정해 주는 열거주의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1101) 예전에는 이러한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
에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의3 제3항),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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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
유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102)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온
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간에도 크든 작든 중복규
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복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관련해 상대적
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나 기업결합 규제와는 다른
부분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 또는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유지
되어 온 탈규제 관행에 대한 전향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도 중복규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VLOP, 게이트키퍼 등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강화
된 사전규제 의무 도입을 법제화 중인 EU 입장이 향후 어떤 국제적 반향을 불
러올지 눈여겨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소결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기 규제
목적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
래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한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관할권 행사
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에의 법 적
용이란 관점에서는 양자 공히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온라인 거래를 오프라
인 시대의 법률로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현재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법제화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대

1102)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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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한 규제 공백을 불식시킴으로써 제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시차(policy lag)가 길어지기에는 특히 디지털
플랫폼시장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 조율의 해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부처도 디지털플랫폼시장
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만 각 기관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신이 현재 보유한 규제 권한에 기
초한 신규 법률의 제정안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 조율을 위해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국내 관련법의 통합·단일화 또는 조화로운 병존 구도로 모아질 수 있
다. 국가경제에서 디지털플랫폼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중요도를 감안할 때,
가능하기만 하다면 전자가 최선이다. 이는 통합·단일법의 부처 소속을 결정해
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도 맞물리는 중대 사안이다. 물론 최악
은 현행 규제 관할권 구도를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중복규제에 대한 부
분적 조율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관할권의 단순 병존 구도는 시장보
다 각 부처의 이익을 앞세우는 현상유지(status quo)에 진배없다는 점에서 최
대한 피해야 할 선택이다.
차선은 조화로운 병존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건전성 및 역동성, 그
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기회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가용한 현실적 절충안이다. 하
지만 절충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의 규칙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본고의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지위 남용 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공
정거래법의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설령 필요해 보이더라도 국제적 공감대의 변
화 추이를 감안하여 해당 규제의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 도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에 즈음하
여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에는 재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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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다툼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유념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에 관해 현재 적용 가능한 국내법은 공정거
래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동 사안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
진된다면, 이는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 관할권 다툼의 전선이 기간통신사업에서
디지털플랫폼(부가통신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으로서 국가적인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진화 양상 및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새
로운 중복규제 양산은 자제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는 적극적 규제 관할권 조정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다. 국내적으로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새로운 중복규제가 양
산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비록 현행법이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조
치나 과징금의 중복부과 방지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피규제자인 시장참여
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이중부담에 그치지 않는
다. 규제기관의 제재에 이르는 중간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지불하는 유무형
의 비용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관련부처 간 관할권 조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동 분야에서 지혜로운
상호 공조 또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
국 간의 공조 형태는 크게 일방의 거부권 행사, 일방의 청문권 행사 또는 합의
에 의한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1103) 이 가운데 거부권이나 청문권 행사는 이미
국내법이 반영하는 부분이다. 앞서 거론한 기업결합 인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
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의가 비근한 사례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도 원용해

1103) Möschel(2002), p. 685. 공조 형태 중에는 일방에 의한 결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상호 공조 또는 협치와
거리감이 있어 제외한다. 참고로 이는 한 기관의 개별적 결정이 다른 기관을 구속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예외
적인 경우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카르텔청이 금지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연방경제부 장관이 공익(공공복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42조). 이 경우 연방카르텔청은 연방경제부 장관의 결
정에 사실상, 법률상 구속된다. 여기에서 공익은 지역정책, 산업구조정책 등을 포함하며, 경쟁법적 고려와는
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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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한 부처의 결정에 대해 타 부처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견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현안이 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규제에 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합의에 의한
결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상기와 같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를 위해서는 규제 영역별로 각각
거부권, 청문권, 합의 등의 형식으로, 또는 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일반 경쟁
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 간 상호 공조가 절실하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
인 이유는 디지털플랫폼이 다양한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집결됨으로써 그 진실
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경쟁법적, 산업정책적,
기술적, 그리고 통상법적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디지털플랫폼의 행위 양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히 경쟁규제의 정답을 찾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 집단지성의 발휘가 전제되어야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경쟁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 경쟁당국과 개별산업 규제당국 간에
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자 간 협치는 법제화 과정에서 각 기관의
규제 권한을 배분하기 위한 일회성 협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제화 이후 규제
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협치이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내에 존재하는 중복규제 요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조율됨이 마땅하지만, 이를 모두 걷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상
호 공조 메커니즘을 통해 중복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라.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제의 현안 및 과제
1) 규제공백
순수한 의미의 디지털플랫폼은 인터넷을 활용해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집단
상호 간 경제적으로 유익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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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 또는 하부구조이다. 즉 순수한 의미의 디지털플랫폼은 중개자로서 소
비자(이용자)와 판매자(이용사업자)로 대표되는 양 집단의 주된 관심사를 찾고
그에 부응하는 유인을 동원함으로써 키워 낸 파이(pie)를 먹고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학은 그 주된 관심사를 상대 집단의 크기로 본다. 한 집단이 예상하는 연
계(matching) 가능성은 상대 집단이 커질수록 높아진다. 판매자는 수요자가
많아질수록 자기 재화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예
컨대 디지털플랫폼의 무료서비스 전략은 소비자 집단의 크기를 늘려 잠재적 판
매자의 중개서비스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
한 상호작용의 양태는 일방향의 일회적 흐름이기보다 양방향의 반복적 흐름으
로 나타난다. 판매자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잠재적 소비자의 중개서비스 참여
유인도 높아진다. 각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가 제공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
다. 재차 소비자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유사한 이치로 판매자 집단의 크기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양면시장(다면시장)이 수반하는 가장 중요한 특이성으로서 동태적 피
드백(feedback) 효과 또는 양방향의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로 지칭된다. 이러한 양면시장의 특이성을 전
제하지 않고서는 디지털플랫폼을 이해하거나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시장 집중화 경향,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 등 일부 디지
털플랫폼의 다양한 반경쟁적 행위의1104) 출발점에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기본 작동원리로 하는 양면시장(다면시장)이라는 디지털플랫폼의 특이성이 자
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보편화 이전의 시대를 일방향의 일회적 흐름을 중심으로 상거래가
1104) 예컨대 OECD는 약탈적 가격차별, 공급 거절, 결합판매, 이윤압착, 무임승차, 차별에 의한 지배력 전이 및
착취 행위 등을 거론한다. OECD(2019), pp.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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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소위 ‘파이프라인경제(pipeline economy)’라고 말한다. 파이프
라인경제하에서 일반적으로 공급자(판매자)는 생산된 재화를 소비자에 도달하
게 하는 유통경로를 자기 책임하에 직접 또는 외주를 통해 관리했다. 이러한 상
거래 양태는 디지털플랫폼이 유통경로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경제
(platform economy)’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통적 의미의 재화 공
급자(판매자)는 디지털플랫폼이 지배하는 유통경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시장
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더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급자(판매자)에
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105) 이는 수요자(소비자)의 경우에
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요자는 디지털플랫폼 이용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
의 소비 선택권이 높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콘텐츠 노출 기준 조정,
자사우대행위 등 디지털플랫폼의 독특한 전략적 행위로 인해 부지불식 중 소비
선택권의 왜곡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 집단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지상명제인 디지털플랫폼의 농간에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를 박탈
당한 것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국내법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이성을 전제하고 있을까? 공정거
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거의 대부분은 파이프라인경제의 유산이다. 기본
적으로 양면시장이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법제가 시장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공백(regulatory vacuum)에 직면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유
통3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상당수 법률들도 각기 규제대
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또는 소비자로 한정하고 있
다.1106) 양면시장 관점에서는 그 일면 이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국
110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a), p. 2.
1106) 유통3법과 하도급법은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
거래법 등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한다. 이정식, 김동영, 최자연(2020), p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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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그 출발점부터가 맞지 않는
것이다.1107) 예컨대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중개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1108)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적
용하기도 어렵다.1109) 이는 마치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전기통신사업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법이 의도한 전기통신사업의 역사적
모태는 전화서비스이다. 전통적인 전화서비스는 특정 이용자(one point)와 다
른 이용자(one point or limited multi-points) 상호 간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양방향(two way) 서비스이다. ‘양방향’이라는 점에서 일견 디지털플랫폼과 일
부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반복적인 동태적 피드백에
의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독립적 이해관
계를 갖는 집단도 아니며, 이용자 간 상호작용은 음성신호에 국한될 뿐이다. 물
론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전송 대상물의 성격 및 형식(format)이 데
이터 중심으로 모아지는 “모든 것이 데이터(all data)”인 추세하에서 적어도 거
래 대상물의 관점에서는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플랫폼서비스 간 동조화가 심
화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가령 디지털플랫폼이 중개하는 다양한 디지털재화
(digital products)는 주로 부가통신서비스에 의한 전송 대상물이다.
정리하자면,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국내법은 양면시장,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플랫폼의 특이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이를 그대로 디지털플랫폼에 적용할 만한 준비 자체가 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각종 신규 법률(안), 기
존 법률 개정(안), 신규 시행령 등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시도이다. 디지털플랫
폼에 특화된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가능한 한
1107) 약관법은 사업자 간 거래 관계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에 공히 적용될 수 있지만, 양면시장을 전제로 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08)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 주체가 아
니기 때문에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즉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109) 이정식, 김동영, 최자연(202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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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에서 디지털플랫폼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신규 법제화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
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특화된 규제를 추구한다면, 규제
기관의 관리 가능한 목표는 대체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합성 및 공정성 보장
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소비자후생 또는 거래 효율성은 그러
한 관리를 통해 결과적으로 얻는 성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기관은 이용자
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양 집단을 중개하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절
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시장 내의 거래 당사자 간 관계는 디지
털플랫폼-이용자, 디지털플랫폼-이용사업자 및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형성된다. 디지털플랫폼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간과한다면, 디지털플랫폼시
장의 경합성 및 공정성 보장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은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입점업체)를 보호함을 주된 입법 의도로 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달리하는 우리나라 법제의 일
부 전통적 관행이 양대 디지털플랫폼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
님을 의미한다.1110) 신규 법제화 시도조차도 파이프라인경제 시대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동 시장 내에 디지털플랫폼별 복수의 양면시장들이 상호 경쟁함을 전제로 이용
자와 이용사업자가 멀티호밍(multi-homing)할 수 있는 경쟁적 환경 구축에
요구되는 규제의 체계 및 수단 모색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 모색은 퍼즐의 일부 완성 정도로 그
칠 가능성이 높다.

1110) 예컨대 한 사업자와 다른 경쟁 사업자 간 관계는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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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규제 및 과잉규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
을 추진 중이다.1111) 이들은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
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마련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플랫폼과 입
점업체(이용사업자) 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플랫폼과 입점업
체(이용사업자) 또는 소비자(이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거래
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실효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특별법적 성격 이외에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선발자 우위, 빈번한 시장쏠림, 자기강화적 시장지배력 등이 지배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해 전통적 사후규제 중심의 기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사
후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으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사
전규제기조로 전환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다.1112)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수평적 적용 기조를 지양하고 이른바 거래공
정화법1113) 형식의 분야별 적용 기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온
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행위(금지행위)
에 대한 사전규제를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
다.1114)
그런데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에 비해 시장친화성이 떨어짐을 부인하기 어렵

1111) 어느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두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 정부안 채택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지, 어느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법안 내용에 반영될지 등은 아직 미정이다.
1112)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전통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113) 거래공정화법이란 각 분야에서의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공정을 위한 제정된 법률들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114)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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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쉽게 말해, 사전규제로의 전환은 규제기관이 피규제자 행위의 옳고(do’s)
그름(don’ts)을 구분해 피규제자로 하여금 전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라는 것
에 진배없다. 피규제자가 피부로 실감하는 행위 제약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규제의 강화에 해당된다. 비록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이성 및
현황에 비추어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와
속도 조절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한 옳
고 그름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그다음 문제이다.
만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할 경우, 자칫 민간기
업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역동성 및 혁신성이라는 시장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규제는 그 수단이 합리적이어
야 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전규제는 직
업선택의 자유라는 국민(기업)의 기본권 보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
시하고 있다. 이는 직업 선택권의 보호만을 의도한 것이기보다 국민(기업)의 직
업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가 포함된 개념인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115) 정리하
자면,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기조는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시장의 생태계 진화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해 논의 중인 온라
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는 과잉금지 원칙과의 양
립성이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내재한다. 특히 이는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 또
는 이용사업자 간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계약서와 관련된다. 온라
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동 계약서를 중개거래계약서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
호법은 이용약관으로 지칭하는바, 이하에서는 논의 편의상 공히 ‘이용약관’으
1115) 헌재결 1997. 10. 30, 96헌마109, 10-2, 283(307면 이하),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 10-2, 6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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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칭하기로 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미 이용약관의 필
수기재사항이 디지털플랫폼의 영업 비밀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우려가 지적
됨으로써 내용 상당 부분을 걷어낸 상태이다. 하지만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
다.1116) 이는 필수기재사항 전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
용자보호법의 경우에도 유사하다.1117) 물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는
필수기재사항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동 법률안 제7조
(거래기준 권고)로서 이용약관의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만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규정한 이용약관의 필수
기재사항과 중첩된다.
그런데 동 법률안 제7조(거래기준 권고)는 법문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만일 동 조 2항이 제시한 거래기준이1118) 이용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유사하게 이용약관 근거조항(제14
조)과 병합했어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 이를 굳이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규
정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7조 1항은 이를 “온라인

1116)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7호.
111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중략],”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14조(이
용약관의 신고 등) 3항.
1118) “1.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내용 변경 사유 및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2. 수수료, 광고비(광
고대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
적 이익) 산정의 기준 및 절차. 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기준 및 절차. 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6. 온라
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직접 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
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콘텐츠 등의 가격, 거래조건, 다양성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8.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기준, 절차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9. 판
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에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시 주요 고려요소 및 상대적 중요도 등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 11.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12.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1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14.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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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라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을 거래 당사자 “각자의 거래상 의무”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1119) 거래기준은 이용약관의
필수기재사항과는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
폼 비즈니스 모델 지침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제7조 2항이 열거한 거래기준을
제14조에 따른 이용약관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정해 신고와 보완의 대상으로 정
할 경우에는1120) 과잉금지 원칙 저촉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
지털플랫폼에게 정부가 정한 비즈니스 모델 지침의 이행 의무화에 상응하는 법
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
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공히 일부 과잉규제 요소를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후자는 별다른 조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잠재적으로 좀 더
심각한 과잉규제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중복규제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적 성격
의 갖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각각 공정거
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모법으로 한다. 그리고 수평적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사전적으로 디지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의 동일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한 중복규제를 가정할 경우, 이는 모법 간에 또는 특별법 간에 공히 발생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은 최소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

1119)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1120)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14조(이용약관의 신고 등)는 그 1항 내지 3항에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이용
약관 신고 의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완 요청권, 보완 완료 후 신고확인증 발급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391

로”1121)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도 후속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동일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민간기업이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상 중복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해 먼저 모종의 불공정거래 행위
로 인한 제재를 받은 상황이나,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동일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른 사유로 처벌받는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인지는 의문이
다. 하지만 모법 간 중복규제로 인한 민간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셈이다.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간 중복규
제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각각이 모법과의 관계에서 보일 수 있는 중복규제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간 중복규제
가능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양 법률안이 그러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플랫폼의 중개거래에 대해 공
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를1122) 대신해 동법을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1123)
유사하게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도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금지행위 유형)에 우선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
다.1124)
남은 중복규제 문제는 두 번째 가능성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
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굳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각각이 의도하
는 주된 보호 대상 주체의 범위 관점에서 중첩된다. 비록 양 법률안이 그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125) 전자는 이용사업자(입점
1121)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1122)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1123)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4)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
1125) “이 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매출액,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

392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업체)를 중심으로, 후자는 이용자와 이용사업자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면시장의 일면인 이용사업자 집단과 중개사업자인 디
지털플랫폼 간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제 내용은 사전적으로
중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양 법률안은 애초 상호 공조나
협치를 전제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양자 간 중복
규제를 정리할 만한 근거규정도 부재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문의 내용상
양 법률안의 중복규제는 이용약관,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분쟁해결, 자사우
대행위(self-preferencing) 등과 관련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첫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각각 제6조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와 제14조(이용약관의 신고 등)가 이용
약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후자는 법문상으로 디지털플랫
폼과 이용자 간 계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여기에
서의 이용자는 이용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합리적이다. 그에 따르
면, 디지털플랫폼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먼저 신고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기
초해 특정 이용사업자와 서비스 거래조건에 합의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 조
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시행령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재
차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조치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소한 디지
털플랫폼이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
랫폼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약관 계약을 중복으로 맺어야 하는 상황은 피해
야 한다.

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3조(적용범위)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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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용자보호법의 사전통지 의무
구분

공정화법

이용자보호법

계약 해지

해지예정일 30일 전 이유 고지

최소 30일 이전 내용·구체적 사유 통지

계약 변경

이유 및 내용 사전 고지(기한 무)

최소 15일 이전 내용·구체적 사유 통지

서비스 제한·중지

제한·중지 예정일 7일 전 까지 이유
및 내용 고지

최소 3일 전 내용·구체적 사유 통지

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디지털플랫폼이 계약을 변경, 해지, 또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8조(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를 공히 준수해
야 한다. 전자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계약의 변경, 서비스의 제한·중지(제한·중지 예정
일 7일 전까지 이용사업자에게 고지)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후자는 디지털플랫
폼으로 하여금 이용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한·중단하려는 경우 3일 이전에,
계약 변경 시 15일 이전에, 해지 시 30일 이전에 이용사업자에게 내용 및 사유
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는 디
지털플랫폼과 그 이용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이
용자보호법은 제19조(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를 통해 디지털플
랫폼과 그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분쟁은 물론이고 디지털플랫폼 간, 그 이용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
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 사안에 대해 디지털플랫폼과 그 이용사업
자 간 분쟁 발생 시,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포럼선택(forum shopping)이 발
생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동일 사안을 놓고 이중으로 분
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두 개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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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중 최소한 한 곳에서 조정이 종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7.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이용자보호법의 분쟁조정
구분

공정화법

이용자보호법
디지털플랫폼 vs. 디지털플랫폼

당사자

디지털플랫폼 vs. 이용사업자

디지털플랫폼 vs. 이용자(이용사업자)
이용사업자 vs. 이용자

분쟁조정기구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
정협의회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자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넷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자사우대 행
위(self-preferencing)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 법률안이 자사우대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금지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닌바, 전자의 경우 제9조 1항 4호에서,1126) 후자의 경우 제13조 1항 10호에
서1127) 암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
법이 제7조(거래기준 권고) 2항 11호에서1128) 자사우대 행위를 거래기준의 하
나로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증을 지지한다. 요컨대 디지털플랫폼이
행하는 동일한 자사우대 행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
자보호법에 공히 불공정거래 행위(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중복 제재·처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126) 동 규정은 디지털플랫폼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1127) 동 규정은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도
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28)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또
는 콘텐츠 등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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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
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
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

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
가.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시장개방: 논란, 판단 기준 및 방향
디지털플랫폼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계
(matching)하는 중개사업자로서 GATS가 주목하는 ‘서비스 공급(supply of
services)’1129) 과정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GATS의 적용대상임이 분명하다.1130) 이는 디지털플랫
폼에 관한 한 GATS 회원국이 최소한 그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에
구속됨을 의미한다. 다만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등 구체적 양허(specific
commitments)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는 양허표에 의해 확정된다.
그런데 인터넷 보편화 이전인 UR 협상 당시 디지털플랫폼의 중개서비스(디
지털플랫폼서비스)를 UR 양허표를 통해 명시적으로 양허한 국가가 존재할 것
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작금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엄밀한 의
미에서 신규 서비스이며, 회원국이 UR 협상 당시 양허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좀 더 견고한
논리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서비스의 경제적 특성에 주목해보
자. 현재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과거 기본통신서비스(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에 필적하는 정도의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의 독
립된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비스 공급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먼저 서비스 공급수단으로서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양허 여부를 논해 보자.
일반적으로 WTO는 회원국 서비스 양허 여부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
1129) “‘supply of services’ include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keting, sale and delivery of
services,” GATS 제28조(정의)(b).
1130) “This Agreement applies measures by Members affecting trade in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rade in services is defined as the supply of services ~,” 각각
GATS 제1조(범위 및 정의)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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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특정 서비스 양허 여부는 서비스의 본질(nature) 또는 핵심 특성
(essential character)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1131) 소위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도 빈번히 인정되어 왔다.1132) 그 본질(nature) 또는 핵심 특
성(essential character)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서비스에 대해 단지 공급수단
을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가 신규 서비스라거나 또는 미양허되었
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수단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서비스 중 기대 이상의 상당한 정
도가 양허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오프라인 유통에 의
존하던 대부분의 산업이 이제는 디지털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UR 협상을 통해 개방된 산업은 디지털플랫폼 적용을 이유로 개방 사실을 번복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경제활동의 독립된 한 분야로 인식한다면, 양허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GATS 양허표와 관련하여 양허
대상 서비스는 포지티브 열거방식(positive listing)에 의한다. 양허표에 기재
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 양허 의무 부담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회원국이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의 본질 또는 핵심 특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이미 UR 협상을 통
해 양허했을 가능성을 일축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시대상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감안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이미 회원국의 UR 양
허표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구체적으로 UR 양허표 내에 어떤 서비스

1131) AB Report,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para. 396.
1132)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285, “The Panel concludes that mode 1 under the GATS
encompasses all possible means of supplying services from the territory of one WTO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other WTO Member. Therefore, a market access commitment
for mode 1 implies the right for other Members' suppliers to supply a service through all
means of delivery, whether by mail, telephone, Internet etc.,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Member's Schedule. We note that this i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technological
neutrality", which seems to be largely shared among WTO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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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소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안타깝게도 GATS 맥락에서 디지털플랫
폼서비스의 분류소속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다. 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물리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활용, 컴퓨터 작동 및 연산(computing), 디지털 데이터
및 정보의 송·수신 등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이 결합된 서비스 묶음(package)
과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림기준(rule of thumb)으로 볼 수 있
는 회원국 간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가 부가통신서비
스, 컴퓨터·관련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및 시청각서
비스 중 어딘가에 독립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소속된다는 견해이다.1133)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GATS 양허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독립된 경제
활동의 한 분야로서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양허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재
단해내기 쉽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CRS)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 UR 양허표에 기초해 진실에 근접할 수 있을 뿐이
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UR 협상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에 대해 사실상 전면개방을 양허한 바 있으며,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
서는 지상파방송으로 대표되는 선형방송(linear broadcasting)1134)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실상 전면개방한 상태이다.1135) 기술중립성 원칙하에서 본
다면, 이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소속되는 OTT 등 비선형방송(non-linear
broadcasting)을1136) 전면개방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다면, GATS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양허된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와 관련된 통상법

1133) WTO(2002), para. 1(ii), “Computer services become more and more varied and complex.
Evolved services such as web-hosting and application service providers (ASPs), are a
combination of various sub-sectors of Chapter CPC 84: it is therefore increasingl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fferent sub-headings of CPC 84, and sometimes between services
covered under CPC 84 and neighbouring services such as telecommunications.”
1134) 시청자가 편성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방향 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편성권은 방송사가 보유한다.
1135) 이한영(2018), pp. 114~117.
1136) 시청자가 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양방향 방송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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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란 사실상 한·미 관계에 한정된다.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가 통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GAFA로 지칭되는 미국 글로벌 디
지털플랫폼의 국내시장 존재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EU의 디지털시장
법(DMA) 분석 과정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이는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실질적 제약조건은 한·미 FTA의 시장개
방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미 FTA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시사점
한·미 FTA 양허는 GATS와 달리 네거티브 열거방식(negative listing)을 취
한다. 즉 한·미 FTA에서 양국은 현재유보(부속서 I) 또는 미래유보(부속서 II)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제12.2조), 최혜국대우(제
12.3조), 시장접근 제한조치 도입 금지(제12.5조), 현지주재 의무 부과금지(제
12.5조) 등 네 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137) 특히 현재유보에 대해서는 역진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1138) 다만 양국 공히 시장접근 의무에 관해 포괄적 미래
유보를 명기함으로써1139) 현재유보나 미래유보를 기재하지 않은 분야라도 시
장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한을 용인하고 있는바, 한·미 FTA
발효 이후 출현하는 신규 서비스에는 시장접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플랫폼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현재유
보나 미래유보를 기재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
서비스(CRS)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유의미한 유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양허 여부 및 제한조치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
다. 비록 한·미 FTA 발효 이후 출현하는 신규 서비스에는 시장접근 의무가 적
용되지 않지만,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적용배
1137) 외교통상부(2012), p. 104.
1138) 한미 FTA 제12.6.1조(c).
1139) 한미 FTA 부속서 II, p. II-KOR-8 및 Appendix II-A, 한미 FTA 부속서 II, p. II-US-5 및 Appendix II-A.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 • 401

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양허 여부 및 제한조치의 내용
확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내국
민대우, 현지주재와 관련한 현재유보를 1개 기재하고 있다.1140)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현지주재,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
사회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유보가 1개 기재되어 있다.1141) 컴퓨터관련서비스
에 대한 현재유보는 부재하다.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CRS)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미래유보를 기재한 분야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이다. 이로부터 한 가지 잠정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미디어
콘텐츠를 거래대상으로 하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 적어도 한·미 간에는
전면개방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이외 모든 유형의 디
지털플랫폼 및 그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 의무에 구속됨으로써
미국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을 형식적으로나 사실상 차별하는 조치를 취하면 아
니 된다.
미디어콘텐츠 플랫폼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준수 의무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미래유보에 의해 확정된다. 한·미 FTA는 동 분야에 대한 미래유보가 총 4개 기
재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2개는 최혜국대우 또는 선형방송(linear broadcasting)
에 관한 유보로서 논의 목적과의 관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첫째, 디지털오디
오서비스(digital audio services)에 대한 최혜국대우 포괄유보는 ‘비디오’ 서
비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문면상으로 OTT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비디오서비스는 동 유보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렵다. 둘째, VoD 사업자에 대한
국산 프로그램 쿼터 요건 유보도 선형방송(단순 OTT 사업자 포함)에1142) 국한
되므로 일반적인 OTT 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1140) 그 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제한, KT와 SK텔레콤에 대한 투자제한 및 국경간 서비스 공급(mode
1)에 대한 제한이다. 디지털플랫폼서비스와 관련되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현재유보는 부재하다.
1141) 그 내용은 선형방송(linear broadcasting) 분야의 세부사업별 외국인투자 제한, 국산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적요건, 간접투자 제한 완화, 1개국 쿼터 관련 제한 완화 등이다.
1142) 시청자가 편성권을 보유하지 않는 Live-streaming OTT 사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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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남은 미래유보는 2개이다. 첫 번째는 ‘가입자기반 비
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유
보이다. 우선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는 “해당 서비스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
제(임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전유전송설비(dedicated transmission
capacity)를 통해 최종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를 말하
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고 정
의된다.1143) 여기에서 ‘양방향’이란 시청자가 편성권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즉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는 비선형방송이다.
통상적으로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는 서비스공급자가 정해진 요금제에
기초해 가입자에게 비디오서비스를 제공되는 케이블TV, 위성TV, IPTV,
SVoD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한·미 FTA상의 가입
자기반 비디오서비스 정의는 그러한 통상적 이해에 반한다. 서비스공급자의
‘전유전송설비(dedicated transmission capacity)’를 통해 양방향 비디오서
비스를 제공하는 IPTV는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이다. 반면 인터넷망을 활용해 SVoD, AVoD, TVoD 등 VoD 서비스를
공급하는 OTT는 양방향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동 유보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케이블TV나 위성TV는 전유전송설비를 활용하는 비디오서비스임에도 불구하
고, 양방향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동 유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상의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는 반드시 IPTV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지만, OTT가 그로부터 배제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편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에 관한 미래유보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
지만,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및 국산 콘텐츠 쿼터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이 붙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

1143) 한미 FTA 부속서 II, p. II-KOR-27. “For purposes of this entry,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means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that are supplied to end-users over
dedicated transmission capacity that the supplier owns or controls (including by leasing) and
includes Internet Protocol-based Television (“IPTV”) and Interactive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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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1144) 적용되는 조치보다1145)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국산 콘텐츠 쿼터
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비율보다1146) 높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이다. 즉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및 국산 콘텐츠 쿼터에 관한 유보 조치는 실질
적으로는 현재유보와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림 5-1. 비선형방송(non-linear broadcasting)에 대한 한·미 FTA 미래유보
이용자 편성권 행사 有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한미 FTA유보, II-KOR-27)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한미 FTA유보, II-KOR-32)

Video-on-demand
(non-linear broadcasting)

SVoD
IPTV

IPTV
TVoD
None-OTT

사업자 전유망 활용

AVoD

OTT

인터넷망 활용

(케이블망, 위성망 등)

케이블
TV

TV서비스

전통적 방송서비스
(linear broadcasting)

단순 OTT

(Live-streaming)

위성
TV
이용자 편성권 행사 無

자료: 저자 작성.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두 번째 미래유보는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포괄적 조치권을 유보했
다.1147)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 유
1144) 실무적으로는 케이블TV사업자라고 부른다.
1145)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은 49%이다. 방송법 제14조제3항.
1146) 방송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1항은 “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147) 한미 FTA 부속서 II, p. II-KOR-32.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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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관계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films)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
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방송서비스
(선형방송)와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1148)
즉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는 일방향이든 양방향이든 전송 유형과 무관하
게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모든 시청각서비스를 포괄하지만, 선형방송과 IPTV
는 제외된다. 정리하자면, 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관한 미래유보는
OTT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유보 조치는 지극히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OTT 서비스 이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는바, 국산 콘텐츠 쿼터 요건 부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적시해 현재유보나 미래유보를 기재한 바 없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소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 분야 중
부가통신서비스 또는 컴퓨터·관련서비스(CRS) 분야에서도 현재유보나 미래유
보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OTT 등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이 관련될 수 있는 시
청각서비스 분야에는 미래유보가 존재한다. 다만 비선형방송 가운데 사업자 전
유망에 의하는 IPTV 등에는 비교적 포괄적인 규제 권한이 유보된 반면, 인터
넷망에 의하는 OTT 등 미디어콘텐츠 플랫폼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
는 사실상 국산 콘텐츠 쿼터 요건 부과 등에 한정되어 있다. 종합하자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시장접근 제한조치나 내
국민대우 제한조치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의 사업 유형과 무관
upon a finding by the Government of Korea that Korean digital audio or video content or
genres thereof is not readily available to Korean consumers, access to such programming on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 is not unreasonably denied to Korean consumers. With respect
to services targeted at Korean consumers,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measures to
promote the availability of such content.”
1148) 한미 FTA 부속서 II, p. II-KOR-32. “For purposes of this entry, 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provides streaming audio content, films or other video downloads or
streaming video cont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ransmission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does not include broadcasting services as defined by the Broadcasting Act as of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 as defined in the
Communications Services –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entry in Annex II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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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결국 한·미 양자 간 통상법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내외
국인 비차별적인 정성적 조치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에 국한된다.

다. 디지털플랫폼서비스에 관한 글로벌 규제 관행: 현황 및 한계
본고는 적어도 GATS 차원에서는 디지털플랫폼서비스 분류 소속에 대한 회
원국 간 공감대가 부재함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주요국들이 현재 국내적
으로 유지하는 분류 관행과는 상반된다. 주요국들은 자국 국내법 하에서 디지
털플랫폼을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해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미국,
EU 등은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각각 부가통신역무, 고도서비스(enhanced
services) 및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로 달리 지칭할
뿐 공히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한다.1149)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대표적인 탈규제(deregulation) 분야라
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의 철폐, 즉 전면적 시장개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국내규제의 관점에서 규제당국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
(forbear)’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GATS 차원
의 통신서비스 협상 역사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자통상체제하의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은 GATT하의 마지막 포괄협
상(Round)인 UR 협상에서 추진되었다. 상품무역 분야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
한 미국의 선택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이다.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이 특히 중점
을 둔 분야별 협상 중 하나가 통신서비스 협상이다. 그 성과물이 GATS 협정문
(text)이며, 이는 법적으로 서비스 분야별 시장개방 협상의 결과물인 회원국 양
허표를 포함한다. 안타깝게도 UR 통신서비스 협상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협

1149) 이는 주요국들이 다양한 서비스 요소들의 결합물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가
중치를 가장 높게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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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타결에 만족해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상참여국들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전면개방했다.1150) 기본통신서비스 분야 협상은 1990
년 10월 미국이 기본통신서비스 분야 양허 부족을 이유로 돌연 동 분야에 대한
최혜국대우 면제를 신청해 협상참여국들을 압박함에 따라 순연되어 UR 후속
협상 형식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에나 타결될 수 있었다.
부가통신서비스 탈규제의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
은 논의를 요한다.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GATS 협정문 내의 통신부
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와1151) 기본통신협상 참조문서
(Reference Paper)이다. 이 가운데 통신부속서는 공중통신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분야 서비스공급자, 특히 기본통신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신부속서는 각 회원국이
양허한 각종 서비스시장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순조롭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의존하게 되는 전화서비스 등 공중통신서비스에의1152) 접근 및 이
용에 대한 의무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중통신서비스는 “회원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신서비스”로서, 그에는 음성전화 등 고
객정보의 변경 없는 실시간 전송인 기본통신서비스가 포함된다.1153) 이는 일
반적·전통적으로 기본통신서비스와 공중통신서비스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이
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통신부속서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 경제활동을 위한 전

1150) 이한영(2007), p. 125.
1151) GATS는 협정 본문만으로는 조문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협정 본문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규범
을 부속서(Annex)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부속서는 GATS와 일체(integral parts)를 이룬다.
통신부속서 이외에도 최혜국대우 면제, 항공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상운송서비스 등에 관한 부속서가
GATS에 포함되어 있다.
1152) 공중통신망(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을 포함한다.
1153)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means any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required, explicitly or in effect, by a Member to be offered to the public generally. Such
services may include, inter alia, telegraph, telephone, telex, and data transmission typically
involving the real-time transmission of customer-supplied information between two or more
points without any end-to-end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customer's information,” GATS
통신부속서, 제3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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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단인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의 서비스공급자(기본통신사업자)에 대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전통적 공익재(public utilities)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담당하
도록 해야 한다는 UR 협상 당시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반영한다.
참조문서는 통신부속서의 기본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통신사업자
중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
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참고로 참조문서는 주요사업자
(major suppliers)로 지칭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1154) 또는 시장 내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155) 우리나라를 포함
한 대다수 WTO 회원국들은 참조문서상의 규정들을 수정 없이 양허표의 추가
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 란에 기재하였다. 이는 해당국의 기본통
신서비스 분야 경쟁규제가 참조문서상의 모범규약에 구속됨을 의미한다.
한편 통신서비스 분야 UR 협상 및 그 후속협상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대
한 여하한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바가 없거니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
규제 원칙도 거론한 바가 없다. 이는 당시 회원국 간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모
종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
되도록 요구되는 공중통신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다.1156) 현재 상황을 기준으
로는 다분히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이지만, 기본통신서비스에 비해 절대적으
로 왜소했던 당시 부가통신서비스 시장현황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식이
다. 결국 기본통신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라는 UR 협상 당시의 이분법적 인식
하에서 회원국들은 공중서비스인 전자에는 공적 책임을, 비공중서비스(사설서

1154) “Essential facilities mean facilities ~ that (a) are exclusively or predominantly provided by a
single or limited number of suppliers; and (b) cannot feasibly be economically or technically
substituted in order to provide a service,” WTO(1997), p. 5.
1155) “A major supplier is a supplier which has the ability to materially affect the terms of
participation (having regard to price and supply) in the relevant market for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s a result of: (a) control over essential facilities; or (b) use of
its position in the market,” WTO(1997), p. 5.
1156) 예컨대 과거에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전형적 사례로 자주 사내통신(intra-corporate communications)을 거
론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일반인이나 기업으로 구성된 폐쇄이용자그룹(closed user group) 내의 통신을 부
가통신서비스로 이해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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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인 후자에는 전면적인 탈규제를 합의한 셈이다.
UR 협상이 타결된 지도 근 25년이 흘렀고, 글로벌 생태계의 양태는 오프라
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모했고, 디지털플랫폼이 일반 대중에게 막강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디지털경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의 존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단언컨대 디지털플랫폼은 과거 유선전화사업자에 버금가는 다수의 소비
자와 공급자들을 상대하는 공중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디지털플랫폼에 대
해 UR 협상 당시 합의된 부가통신서비스 탈규제 관행을 적용해 왔다. 결과적
으로 디지털플랫폼, 특히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은 그에 따른 최대 수혜자임
에도 상응하는 공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운 좋은 경제주체가 되었다.
그런데 GATS 하의 통신서비스 분류 관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
적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누락된 통신서비스
영역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국제적 공감대는 통신서비스 전체집합이
공중기본통신서비스(zone 1), 비공중기본통신서비스(zone 2) 및 비공중부가
통신서비스(zone 3)로만 구성됨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부
가통신서비스는 공중서비스가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
데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는 zone 2와 zone 3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공
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통신서비스의 전체집합은 논리적으로
공중기본통신서비스와 부가통신서비스의 교차 영역인 공중부가통신서비스
(zone 4)를 포함해야 완결되며, zone 4(공중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zone 1(공중기본통신서비스)과 동일하게 공적 책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
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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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부가통신서비스의 탈규제 관행과 디지털플랫폼 규제 공백
Public(공중)

Legacy 관행
(Opt-out)

Gatekeeper

Major Supplier

Zone 4
(Grey Area)

Zone 1

정보의 전송

정보의 전송

(컴퓨터 처리 변환)

Legacy 관행
(탈규제)

부가통신서비스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

(변환 없음)

Zone 3

Zone 2

Private(사설)

Legacy 관행
(탈규제)

기본통신서비스

자료: 저자 작성.

그렇다면 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중부가통신서
비스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에 대해 여전히 공적 책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까? 저자는 이를 인터넷 보편화 이전 탈규제 시대정신에 매몰된 일종의 ‘경로
의존성(path-dependency)’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EU의 DSA 및 DMA 제안
서는 그러한 경로의존성으로부터의 과감한 탈피를 보여주는 최초의 법제화 시
도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설령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일반 대
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공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히
DMA는 제4의 통신서비스 영역(공중부가통신서비스) 내에서 시장지배력을 이
미 보유하거나 보유가 임박한 디지털플랫폼인 게이트키퍼에 대해서는 기본통
신서비스시장의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s)에 필적하는 한층 더 강화된 경
쟁규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EU의 전향적 법제화 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통상법적 관점에서 이는 상당히 모험적(risk-taking)이다. GAFA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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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시장 현황하에서 자칫 내국민대우 저촉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거니와, 여전히 부가통신서비스 탈규제 관행이 지배적인 국제적 공
감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EU가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는 관문
핵심플랫폼서비스(gateway CPS)는 국제적 공감대와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사실상의 필수설비(quasi-essential facilities)’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GDPR)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많은 제3국들이 적극
적으로 DSA 및 DMA 제안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그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 소결
우리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규제제도 개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넓게는 온전한 디지털경제 구현이며, 좁게는 디지털플랫폼시장
(양면시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함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법제화는 그러한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으로서의 의미
를 갖는다. 규제당국이 법제화를 통해 관리 가능한 중간 목표는 양면시장 참여
자들이 기대하는 합당한 상거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명·안전하고 경쟁
지향적인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있다.
사전적(ex ante)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러한 중간목표를 위해 동원 가능
한 조치는 다양하다. 크게 정량적 조치(quantitative measures) 또는 정성적
조치(qualitative measure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러한
조치에 관해 대외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다. 한·미 FTA는 특히
중요하다. 바람직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크든 작든 관련 조
치가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GAFA)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
문이다. 혹자는 이들을 시장 포식자인 황소개구리라고 규정하는 반면, 일부에
서는 시장경쟁의 건전한 긴장도를 높이는 메기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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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진실에 더 근접하는지를 단언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조치를 구사
함에 있어 국내정책만을 고려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규제당국이 감안해야 하는 중대한 제약조건이다. 한·미 FTA에 따른 제
약조건은 비교적 간단하다. 디지털플랫폼시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게 가용
한 조치는 사실상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에 한정된다. 정량적 조치
(시장접근 제한조치)나,1157) 내외국인 차별에 기초한 정성적 조치(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한·미 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내규제와 내국민대우 제한
조치 간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특히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에의 저촉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국내규제의 형식인 조치가 결과적으로 황
소개구리 위주로 적용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에 못지않은 국내규제 제약조건이 하나 더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 책임 부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물론 최근 주요국들 내에서 논의가 가열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규제 관행상 디지털플랫폼서비스를 부가통신
서비스로 취급하며,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통적 공익재(public
utilities)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묻지 않아왔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한다거나, 그에 대해 강화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 수 있는 국제적 공감대 영역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우
리 정부가 직면하는 일종의 외생변수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 관한 시장지배
력 개념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형식
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황소개구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EU가 취하는 전향적 자세는 국
제적 논의의 이정표이기보다 출발점으로 해석하고, 여타 주요국들의 동향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1157)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정량적 성격으로 족하며, 내외국인 차별 여부와 무관하다. 물론 GATS나 FTA상의 시장
접근 제한조치 유형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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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
가. 과도한 사전규제 전환 지양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산업 전반의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기본법(일반법)으
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
용되며, 이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한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법상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사후규제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후규제 중심의 공
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이미 획득한 시장지배력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원칙적 입장은 사업자가 보유하는 시장지배적 또는 거래
상 우월적 지위 자체를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
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분야별 국내법상의 경쟁규제 내용도 대체로 이러한 공
정거래법의 현행 규제기조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산업별 특수성에 따라서는 사후규제가 반드시 불변의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사업자의 지배적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자체
에 주목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양면시장
(다면시장)이라는 공통적 특수성하에서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는 선발자 지위
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시장쏠림, 멀티호밍 애로 등을 통해 빠르
고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양태를 보여주는 시장이다. 선발자의 지위 남용 행위
만을 규율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공정성 및 경합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시장이 디지털플랫폼시장인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
유이기도 하다. 규제당국이 전통적인 사안별 사후규제 접근법에만 의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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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시장 선발사업자의 역동적 진화로 인한 반경쟁적 행위의 확장효
과(magnification effect)에 대해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가별로 그에 관한 관점 및 인식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전규제 유혹에
서 자유롭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특히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이 국가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대체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적 차
원에서 선택 가능한 규제기조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통적 사후규제 보완과 적극적·전향적 사전규제 도입으로 설정할 때,
주요국들의 잠재적 선택이 양자를 병행하는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별 최적 선택의 관건은 양극단 대안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EU는 게이트웨이 개별법(특별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사전규제에 상당한 가중치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
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EU 디지털시장법(DMA) 제안서 내에도 주
요 규정에 대한 사후규제기조의 병행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1158) EU 조차도
사전규제 일변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주요국들과 유사한 관점에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정
거래법하의 사후규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라는 디지털플랫폼 특별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시장에
서 우려되는 일부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도입
하고 있다. 동법들은 공통적으로 일부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

1158) DMA는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핵심플랫폼서비스공급자)인 게이트키퍼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
다.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일련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이다. 그런데 게이
트키퍼 지정은 집행위원회의 정성적 심사절차(시장조사)에 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동 법안에 제시된
정량적 추정(presumption) 기준 충족을 확인한 디지털플랫폼의 자발적 사실 통보에 의하기도 한다. 즉
DM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를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추정제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법제적 수단으로서 그 자체를 사전규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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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제의 가중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본고의 권고는 사전규
제로의 전환이 필요해도 가급적 최소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자생력, 역
동성 등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월
적 지위 남용 행위(불공정 행위)는 가용한 정보에 기초한 확률적 가능성이기보
다 그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의해 선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종의 ‘오류비용(error cost)’ 분석인 셈이다.
특히 사전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통상법적 위험과 별개
로 사후규제의 장점을 살릴 만한 여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부개입이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에 미
칠 수 있는 악영향에 유념하여 소형과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구분 기준은 물론
이고 지정절차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규제당국의 재량적 판단으로 인해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불공정 행위)를 행할 개연성이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으로 지정됨으로써 법이 정한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가령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
등으로서 일정 정도 규제당국의 재량적 판단 여지를 용인하되, EU DMA 제안
서에서와 같이 추정기준(presumption criteria)에 의한 자율적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유익해 보인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플랫
폼의 기업결합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에 기초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필요 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특히 문제되는 사안은 선
발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인 후발사업자를 선제적으로 인수‧합병해 버리는 경
우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사안을 위해서는 두 가지 수단을 연계하
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
합에 대한 사전신고제 운용이고,1159) 다른 하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일반
1159)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디지털플랫폼이 국민경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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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행과 달리, 규제당국의 경쟁제한성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을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게 전환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결
합에 관한 한, 규제당국이 우선 경쟁제한성을 추정하고, 해당 디지털플랫폼은
경쟁제한성의 부재를 입증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규제당국과 디지털플
랫폼 간 기업결합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160)

나. 신중한 해외 선례 벤치마킹
DMA는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인 게이트키퍼의 지위 남용 행위
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그 핵심 주안점이 멀티호밍 환경 조성이다.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가 게이트키퍼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지배되는 그
무언가로 인해 경쟁 디지털플랫폼의 제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불공정거래 환경의 근본적 걸림돌(bottleneck)이라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애로요인을 특정하고, 그에 기초해 시장지배력을 규정해야 한다. 그
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가통신서비스의 일환인 디지털플랫폼서비스에
대해 시장지배력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제적 공감대를 전제하지 않는다. 통
상법적 위험을 감수하는 시도이다.
이와 관련한 EU의 복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DMA는 EU기능조
약 제102조가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라는 표현 대신 ‘견고하고 지속적 지위’
라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며, 관문 핵심플랫폼서비스(gateway CPS)라는 대
안적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부가통신서
비스에 대한 공익재 지위 부여인 동시에, 더 나아가 관문 핵심플랫폼서비스를
보유하는 디지털플랫폼을 ‘사실상의 주요사업자(quasi-major supplier)’로
치는 영향에 비추어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제 적용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160) 경쟁제한성의 입증책임 전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전통적 역할인 경쟁제한성 부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
임을 사업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경쟁법적 측면뿐 아니라 행정법·소송법적 쟁점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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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에 진배없다. 국제적으로 탈규제 관행이 지배하던 부가통신서비스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를 신설
하려는 다분히 전략적·선도적 시도인 셈이다.
DMA의 주안점이 멀티호밍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합성 제고
에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해석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양면시장에 관한 한,
고착효과의 근원적 애로요인을 특정하지 않고서는 멀티호밍 활성화 제약을 쉽
게 해소하기 어렵다. EU는 그러한 고착효과의 원천을 관문 핵심플랫폼서비스
(gateway CPS)라고 지칭한 것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멀티호밍에 대한
DMA의 기본 취지는 단순히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의 상거래 권익 보호 차원
이 아니라, 이용자(이용사업자)의 게이트키퍼에의 고착효과 근원에 개입함으
로써 후발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유지 가능성을 담보하는 경합적 시장환경 조성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적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
용자보호법도 멀티호밍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법안은 규제의 목
적 측면에서 DMA와 일정 정도 거리감이 존재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서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1항의 금지 행위(불
공정행위)를 각각 디지털플랫폼에 맞춰 구체화·세분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규정한다. 즉 두 법안의 일차적 관심대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한 조치
는 DMA의 조치와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목적과 수단 간 부정
교합으로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부정교합이 발생했을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
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플랫폼 이전 시대에 제정된 공정거래법과 전
기통신사업법에 각각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일차적 관심대상(보호주체)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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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이용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다분히 경로의존적이다. 지배적 지위 또는 거
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선발 디지털플랫폼 대비 경쟁열위인 후발 디지털플
랫폼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 관계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과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관계에 주목한다. 멀티호밍 활성화를 위해 의당 선발 디지털플랫폼과 후발
(경쟁) 디지털플랫폼 관계에도 주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교훈을 주기에 부
족함이 없다. 마당에서 잘 자라던 소나무를 분재해 실내에서 키워내기는 쉽지
않다. 혹여 해외의 규제제도 선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 세부조치를 원용하기
에 앞서 규제의 목적 및 설계 배경 등 법제의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형과 대형을 구분하는 기준점 선택과도 관
련된다. 게이트키퍼 지정을 위한 EU의 기준은 그 역내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
한 다면적 분석의 결과로 선택되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객관적·실증적 분석
을 통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최적 기준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디
지털플랫폼 혁신방해법이라는 비판 또는 DMA와 유사한 내국민대우 위반 등
통상법 저촉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다. 신규 국내 법제의 내용 및 체계의 통상친화성 제고
DSA 및 DMA의 GATS 양립성 부족 문제는 각각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VLOP)과 게이트키퍼에 대해 가장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규제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GAFA와 같은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서 총매출액 100억 원 이상,1161) 총판매금액 1,000억 원
116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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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1162) 사업자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면서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을, 대
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이용집중도 및 거래의존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1163)
시행령 미비 상태에서 두 법안의 적용기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하지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 사업자를 20개 내지 30개
로 잠정 추산한 바 있다.1164) 반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적용대상 사
업자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1165) 이와 관련하여 비록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한 가지 일반적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두 법안의 시행령 기준을 EU
수준에 근접시키게 되면, 두 법안의 적용대상은 미국의 GAFA로 한정될 가능
성이 높다. 만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기준을 온라인플랫폼 공
정화법 수준으로 동조화한다면, 두 법안은 다수의 국내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적용기준이 높아질수록 통상규범 저촉 논
란이, 낮아질수록 국내 역차별 논란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법안이 적용기준을 추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이러한 가설과 무관하
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번복 불가한 외생변수인 통상법적 제약조건은 상수(常
數)이다. 적용기준 유예는 제약조건(통상)이 빠진 상태에서 정답(최적 규제수단)을
찾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약조건이 빠진 목표함수의 최적해(optimal

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1162)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
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1163) 이는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을 온라인 몰의 경우에 일본
국내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사업자,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경우에 일본 국내 매출액이 2,000억 엔
이상인 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1164) 「온라인플랫폼법 국회로...적용 대상 축소에도 볼멘소리 확산」(2021. 1. 26).
1165) 「온라인플랫폼법 면밀한 분석 통한 규제 필요」(2021. 2. 29).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발의 초기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등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하고, 이용자 수
500만 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은 이용자 선택권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해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논의가 있
었으나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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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가 규제당국에게 가용한 답을 줄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의원입법 형식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고려 중인 대규모 온라인플
랫폼사업자 구분 기준은 특히 통상법적으로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정치적 고
려가 통상법적 현실을 외면할 경우, 가용하지 않은 답을 최적해로 결정하는 우
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통상친화성
판단은 시행령 미비 상황이므로 가설적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한
다. 양대 신규 법안 적용기준이 결과적으로 GAFA를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결
정되고, 국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공포·발효되는 경우이다. 최선(最善)을 희망
하지만, 최악(最惡)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최소한 차악(次惡)은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분석의 출발점은 미국(제소국)이 우리나라의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이며,1166) 편의상 온라인플
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 조치’
로 통칭한다. 통상법적 분석을 위한 논리 흐름은 [그림 5-3]에 기초한다.

1166) 신규 법안의 성격이 국내규제라는 점에서 내국민대우 위반은 가장 첨예한 현안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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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특정 조치의 GATS 적합성 검증을 위한 논리 흐름도

특정 조치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 여부 검토

① 서비스 양허여부

WTO 양허표상 문제되는 서비스가 소속되는 분야 및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내국민대우가 양허되었는지 여부 판단

② 서비스 공급에 영향

피소조치가 관련된 분야 및 서비스 공급방식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단

③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불리
하지 않은 대우 부여

피소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지 여부 판단

내국민대 위반 결정

GATS 제14조 예외 항변

(1) 합법적 조치

(2) 두문 요건

동종성

불리하지 않은 대우

(a)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laws or regulations)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i)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ii) 개인데이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기록·계정의 비밀보호
(iii) 안전(safety)

입증책임

피소국이 일견추정(prima facie case)을 만들어야 함

필요성심사

(i) 해당 조치가 보호하려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ii) 해당 조치가 관련 정책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
(iii) 해당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선의(good faith)의 원칙에서 파생 / 권리 남용(abuse of rights) 금지

(i) 유사한 상황 하의 국가 간의 자의적 차별

(ii) 유사한 상황 하의 국가 간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iii)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차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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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서비스
의 양허여부, 피소 조치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문제되는 서비
스의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부여 여부를 단계적으로 각각 판
단해야 한다. 미국(제소국)은 우선 우리나라 조치가 GATS 제17조를 위반했다
는 일견추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플랫폼시장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 대해 사실상 전면개방 상태임을 앞서 거론한 바 있
다. 우리나라 조치가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플랫폼(GAFA)을 직접적인 적용대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이 서비스 공급(supply of services)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영향에 관해
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음 문제는 동종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종성과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대한 판단이 각각 필요하다. 서
비스의 본질, 특성, 품질, 성질, 분류, 최종용도, 소비자 선호 등 서비스 간 경쟁
관계를 구성하는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지털플
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럴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상기의 경쟁관계를 구성하는 기준들
이 각각 또는 연계됨으로써 이용자나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미국 서비스(공급
자)와 우리나라 서비스(공급자)가 다르다고 인식해 소비 행태를 바꾸게 될 개연
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1167)
이제 동종서비스(공급자)를 전제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논해
보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조치가 국내규제 형식이므로 적어도 형식적으로
는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치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이더라도 결과적으로 GAFA에게만 준수의무가 적용되는 구분기준
에 의한다면, 이는 서비스(공급자) 간 경쟁조건을 사실상(de facto) 미국 서비
스(공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로 WTO 법
1167) 자세한 내용은 본고 제3장 4. 다. 1) 나) ① 동종성을 참고할 것.

422 •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최근 EU의 규제개편 및 우리나라의 통상친화적 제도 개선 방향

리는 이러한 판단을 위해 국내법의 규제 목적이나 배경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1168) 관건은 우리나라 조치에 따른 시행령에 구체화될 적
용대상 구분기준이다. 결과적으로 미국 GAFA 중심으로 적용대상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불리하게 대우로 간주됨으로써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위반에 관한 미국의 일견추정
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통상법적 근
거는 예외적 항변권이다. 이는 GATS 불합치 조치를 GATS가 이례적으로 용인
하는 피난처(safe haven)로 가져가는 것과 같다. 문제되는 조치에 대한 GATS
의 자격심사는 당연히 엄격할 수밖에 없다. 회원국의 무분별한 규제주권
(regulatory sovereignty) 주장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따
라서 예외적 항변권의 GATS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치의 설계
도(규제체계) 전반을 그러한 자격심사 요건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려내
야 한다.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가 규정하는 자격심사 요건은 양면적이다.
그에 따르면, 문제되는 조치는 그 내용(contents) 및 적용(application) 방식
이 공히 GATS 제14조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조치가 GATS 제14조의 한정적 열거 조치에1169) 해당되어야 하며, 그 적용 방
식이 GATS 제14조의 두문(chapeau) 요건에도 합치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해당 조치의 실체적 내용이 예외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
라, 절차적으로도 무역상대국을 선의(good faith)로 대하는 시행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치의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판단이 독립적이지는 않
1168)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 차성민(2018), pp. 83~84. 이는 국내법의 규제 목적이나 배경이 선의의 조치임을
뒷받침할 만한 경우에 그러하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만일 선의의 조치가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이 국내
법 취지에 담겨져 있다면, 동종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부여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
다. 예컨대 국내법 개정 취지에 종종 언급되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는 경우에 따라 정황증거로 활용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1169) (a)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b)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에 필
요한 조치 (c)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laws or regulations)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d)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내국민대우에 불합치하는 조치 (e) 이중과
세방지협정 등의 결과로 최혜국대우에 불합치하는 조치 등 총 다섯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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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치의 내용이 문제될 경우에는 적용 방식에 대한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1170) 이는 예외적 항변권 주장에 있어 특히 GATS 제14조의 두문
이하 요건인 조치의 실체적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우선 GATS 제14조의 한정적 열거 조치 중 우리나라가 원용하기에 적합한
조치는 (a)호의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와 (c)호의
“GATS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laws or regulations)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조치가 전자에 해당될 여지는 그리 높지 않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공히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우려되는 불
공정행위(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법안이 언급
하는 이용자 권익은 상거래상의 이용자 권익에 가깝다. 이는 불법콘텐츠, 소비
자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표방하는 EU DSA와
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GATS 제14조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위해 원용 가능한 조치는 후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조치가 GATS 제14조(c)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치가 ‘이행조치(compliance measures)’
이어야 한다. 둘째, 조치가 피규제자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모법(법률이나 규
정)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모법이 GATS 양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조치가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조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 충족에는 무리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각각 공정거래법과 전기통
신사업법의 이행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171)
1170) 자세한 내용은 본고 제3장 4. 다. 2) 다) 두문 요건을 참고할 것.
117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1항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
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4조(다른 법률과
의 관계) 1항은 이 법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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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GATS 제14조(c)는 GATS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예시로 다음의 목적에 ‘관련된(relating to)’ 법률이나 규정을 들고 있
다. 기만행위·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 불이행 효과의 처리, 개인데이
터의 처리·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기록·계정의 비밀보
호 및 안전(safety)이다. 물론 GATS 제14조(c)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이나
규정의 목적이 동 조가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예시 목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하지만 예시되지 않은 목적의 법률이나 규정에 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GATS 양립성 심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GATS에 불합치한다고 판단되는 모
법의 이행조치는 GATS 제14조(c)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치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
법이 GATS 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나라 조치 중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모법인 공정거래법과 달리 GATS 양립성의 관점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경쟁법은 아직까지 WTO의 실효적 관할권(jurisdiction)이 확보되지
않은 영역이다. 오히려 국제경쟁정책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이 국제적 공감대하에서 사실상의 국제규
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결과 경쟁법의 글로벌 동질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
되어 있어 국가 간 GATS 불합치가 쟁점화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는 것이
다. 이는 한·미 간에도 유사하다.
반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정이 다르
다. 그 주된 이유는 동법이 GATS 양립성에 취약한 역외적용 조항을 포함한다
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국제적으로 통신서비스 분야의 법률에서 역외적용을 규
정한 사례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1172) 역외적용의 법적 효력

(금지행위) 1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1172) 법률의 주된 목적이 개인정보보호, 국민의 안전 등 긴급하고도 중대한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을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인 상거래 영역에 대해 GATS가 서비스 공급방식별로 규정한 서비스무역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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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률 전체에 대해 규정하는 국가는 부재할 것으로 판단된다.1173)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에 내재한 무역제한성이 역외적용을 통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174) 즉 동법의 역외적용 조항은 동법 전체에 대한 무
역제한성의 오염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1175) 결론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GATS 양립성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상대적·절대적으
로 제한적이며, 경우에 따라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로부터 중요한 정책 시사점
하나를 도출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경쟁규제 도입 시에는 공정거래
법상의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조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GATS 양
립성의 관점에서 우월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GATS 제14조(c)를 충족하기 위해 남은 요건은 필요성심사이다. 필요성심
사는 문제되는 조치가 보호하려는 이익 또는 가치의 중요성, 관련 정책목표 실
현에 기여하는 정도(정책기여도), 무역에 미치는 영향(무역제한성) 등 세 가지
요소의 정성적 무게를 달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
다. 특히 정책기여도와 무역제한성 간 비교형량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조
치가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
극적으로 디지털플랫폼 이용자(이용사업자)의 정당한 상거래 이익을 보호하려
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 이익이나 가치의 중요성이 문제될 가능
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조치의 정책기여도와 무역제한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본고가
논의 출발점에서 상정한 최악의 상황은1176) 굳이 우리나라 조치의 정책기여도
1173)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전기
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필요하더라도, 역외적용은 법적 효력은 불요불급한 동법의 일
부 조항에 한정됨이 마땅하다.
1174)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조치 각각에 대한 GATS 합치성을 따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거니와 WTO
법제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일부라도 GATS에 저촉될 경우에는 유리할 것이 없다.
또한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에는 GATS 합치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 참고로 최근 앱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
의 중인바, 이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175) AB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s. 6.201.
1176) 양대 신규 법안 적용기준이 결과적으로 GAFA를 적용대상으로 하도록 결정되고, 국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공
포·발효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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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게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무역제한성의 무게가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
다. 물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사후규제에서 사전규제로의 전환은 그 자체로 강화된 규제이므로 무역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디지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문제 해
결을 위한 긴급 처방전인 우리나라 조치의 정책기여도가 무역제한성 대비 평가
절하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다만 탈규제 관행하의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공적 책임 부과는 물론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공적 책임 부과
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부재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조치의 무역제한성을 높
이는 요소이다. 특히 소규모와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구분에 기초하는 접근은
비록 불공정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칫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강화된 공적 책임 부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비해 정책기여
도와 무역제한성의 비교형량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위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한 예외적 항변권의 수용도는 그 적용 방
식이 GATS 제14조의 두문(chapeau) 요건 충족 여부에도 의존한다. 두문 요
건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이기보다 절차적 요건에 가깝다. 쉽게 말해, 선의
(good faith)로 볼만한 방식으로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치
를 무역상대국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 특별히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이 아
님에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선의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
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 관해 통상법적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는 잠재적 무역상대국이 사실상 미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
치의 시행 방식이나 절차의 맥락에서 국가 간 차별이 이유가 될 여지는 높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유예된 두 법률안 시행령에 담
겨질 내용에 의존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대목에
서 재차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나라 조치의 내용과 적용 방식에 대한 판단
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치의 내용이 두문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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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에는 두문 요건 충족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예외
적 항변권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건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을 GATS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에 있다.
이상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신규법제(우리나라 조치)의 GATS 내국민대우 의무
(GATS 제17조) 위반 가능성과 예외적 항변권 행사(GATS 제14조) 가능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로부터의 주요 통상법적 정책 시사점을 크게 다음 네 가지
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조치가 잠정 유예한 시행령상의 적용대상 구분기준이 결과
적으로 미국 GAFA 이외의 국내 사업자를 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면 할수
록 사실상의 GATS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내국민대우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내 사
업자를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내시장
왜곡이 커지게 된다. 규제의 본질적 기대효과와 GATS 저촉 위험 간 상충관계
(trade-off)임에 유념해 지혜로운 비교형량의 자세가 요구되지만, 특히 정치적
고려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불가피하다면, 내국민대우 위
반을 감수하면서 GATS상의 예외적 항변권 활용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는
글자 그대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서 그 논리흐름 구조상 어느 한 지점에서 논
리의 견고성이 결여되면 항변권 주장이 불가하다.1177)
넷째, 상기 세 번째 정책 시사점의 맥락에서 이행조치 성격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모법인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
법 중 후자는 역외적용이라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를 내재함으로써 GATS 양립
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공정거래법을 모법
으로 하는 두 법안의 단일화(통합법 제정) ②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외적용 효
1177) 참고로 WTO 분쟁해결 사안에서는 사법경제(judicial economy) 차원에서 논리의 완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판단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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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범위 제한 또는 ③ 공정거래법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모법으로
변경해 설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일 현 상황에 대한 별
다른 대응이 부재할 경우에는 혹여 내국민대우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온라인플
랫폼 이용자보호법은 GATS하의 예외적 항변권을 활용하기 어렵다.

라. 규제 관할권 및 중복규제 조율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
송통신위원회는 각자의 규제목적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 행위,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이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관할권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환경을 전제해 제정된 두 법률은 양면시장이라는 특
수성에 의하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 동시에 현행 관련법률 간 규제 공백 및 중복규제 등 문제들로 인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디지털플랫폼 관련 법제화에 있어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시장과
법제 간 괴리를 줄이는 것이다. 시장과 기술발전 현실에 맞는 법제를 갖춤으로
써 최소한 법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둘째는 디지털플랫
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 조율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을 둘러싼 현안들은 매우 다면적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부처도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문제를 독
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없다. 각 기관이
자신이 현재 보유한 규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규 법률의 제정안 또는 기존 법
률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 조율을 위해 가장 이상적 방안은 국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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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플랫폼 관련 법률 통합·단일화이다. 향후 국가 경제에서 디지털플랫폼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가능하기만 하다면 관련 법률 통합·
단일화가 최선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디지털플랫폼 통합법을 주관할 부처를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에 봉착한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전담 규제기관 창설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맞
물리는 중대 사안이다. 최악은 현행과 같이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규제 관할권
중첩 구도를 용인하면서 부분적으로 중복규제를 조정하는 미봉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보다 부처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선책은 조화로운 병존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건전성 및 역동성,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기회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가용한 현실적 절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일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판별해야 한다. 이
에 관해서는 이미 제4장에서 다음과 같이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① 시장지
배적 디지털플랫폼의 지위 남용 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바람
직하다. ②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다. ③ 불공정거
래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관할권 조정이 시급한 현안이다.
이는 작금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논의 과정
에서도 가시화된 현안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 현실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
송통신위원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이 제공하
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는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디지털플랫
폼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주장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규제 관할권에 대한 교통정리 부재는 시장보다 각 부처 이익을 앞
세우는 것으로서 상호공조와 협치를 통해 그러한 상황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담
당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EU에서 회원국별로 자국 내 관련 기관 중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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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하여금 DSA를 실행하게 하는 것처럼 현행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를 지
정해 디지털플랫폼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해
당 기관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규제 관할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관
할권 조정자 역할 및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표자 역할을 담당하
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제 관할권의 병존 구도로부터 전담 규제기관
으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1178)

마. 국민 기본권을 위한 온라인 환경의 건전성 규제 개선
EU는 역내 시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의 시급성을 인식함으로써 DSA 제안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에게 일련의 의무
를 부과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통지된 특정 불법콘텐츠에 대한 조치 의
무, 명백한 불법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사전경고 및 중단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의 투명성 및 보고 의무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DSA는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EU의 기존 관련법의 통합 현행화라는 의의를 가진다. 물론
이는 온라인 환경하에서 EU 역내 시민에게 의당 귀속되어야 할 상거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DMA와는 법 제정의 근본취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그렇다면 EU의 DSA 제안 배경이 우리나라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까? 딱히 그렇지는 않다. 국내적으로도 가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여
론 조작 또는 COVID-19 백신 예약순위 조작, 스미싱(smishing), 피싱
(phishing) 등으로 인해 건전한 온라인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 공정한 여론 형성, 개인의 안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디지털플랫폼은 이러한 다양
1178) 일본과 같이 관련 부처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
무성(정보통신 전담부처)이 공동으로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기본원칙 정립과 규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경제산
업성이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2019년에는 총리 직속의 디지
털시장경쟁본부를 설치해 디지털플랫폼 경쟁규제를 관할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부처 간 긴
밀한 협치를 총괄할 수 있는 규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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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악 확산의 한가운데에 자리하는 합당한 책임이 기대되는 경제주체이다.
몸집이 큰 디지털플랫폼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는 DSA가 VLOP에게 알고리즘
기법 남용 등 고의적 서비스 조작자에 대한 감시·관리 의무 등 비례적으로 강화
된 책임을 묻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에 요구되
는 역할을 통합 현행화한 법률이 부재하다. 관련된 분야별 법률들이 산재해 있
다.1179) 비록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온라
인 환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국민
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은 아니다. 두 법안의 주된 취지와 관심사는 디지털플
랫폼 대비 약자 지위에 있는 이용자와 이용사업자의 상거래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제시하는 콘텐츠 배열 기준 공
개(동법 제11조), 동종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동법 제13조 1항 6호), 자사
콘텐츠 우대행위 금지(동법 제13조 1항 7호) 등은 정당한 소비 선택권을 위한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추후 법제 개선 작업에는 국민의 기
본권 보장을 위한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디지털플랫폼에게 요구되
는 공적 책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관련된 복수의 법률이 산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플랫
폼이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서 디지털플랫폼 업계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법 제
정 과정에서 적용대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별로 적용대상과 배
제대상을 달리하거나, 소규모와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준

1179) 예컨대 현행 국내 법제는 불법콘텐츠 또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
통신사업법의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32조의7, 제84조의2 등, 정보통신망법의 제42조의3, 제44조의2,
제44조의9, 제49조의2, 제50조의6 등, 청소년보호법의 제11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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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무가 최소한 그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비례적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이
든 결과적으로 외국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가중된 준수 의무 부과로 인한 통상
법적 합치성 논란 가능성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바. 과징금 및 공표 명령에 관한 유념사항
우리나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과징금
산정기준의 명확화 관점에서 보완이 바람직하다. EU의 경우 DSA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연 매출액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정확·불완전·오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부정확·불완전·오인 정보의 시정·
대응에 실패한 경우, 그리고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과징금은 해당 중
개서비스공급자 연 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결정에
특정된 날짜로부터 계산된 직전 회계연도 해당 중개서비스공급자의 일평균 매
출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DMA는 벌금과 이행강제금 규
모를 각각 게이트키퍼의 직전 회계연도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일 평균 매출액의 5% 이하 등으로 그 산정기준을 명확
히 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금액의 2배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26조).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 이하
금액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 금
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33조). 비록 두 법률안 공히 위반금액 산정 방법을 시행령에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플랫폼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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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벌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과징금은 그 적용대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용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된다면, 그 과징금 규모가 과다할 수
있을 것이다.
공표 명령 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상 공표란 행정청이 스스
로 확보한 정보를 직접 또는 인터넷,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상 공표는 그 기능에 따
라 크게 제재적 기능의 공표,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공표 및 두 기
능을 결합한 형태의 공표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수령 사실의 공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제재적 기능을 가진 공표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상호) 및 위반사
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해 그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
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그러므로 위반사실의 공표는 형법에서 말
하는 형벌에는1180) 해당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벌금형보다 실질적인 사회
적 제재 정도가 더 큰 명예형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수 법률은 행정적 제재로서
시정명령 수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
폼 공정화법 제22조 3호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29조 1항에서도 법
을 위반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수령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공표 명령의 실효성이 국내외 사업자 간
비대칭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은 국내 디지
털플랫폼뿐만 아니라 외국 디지털플랫폼도 포함한다. 오히려 해외 디지털플랫
폼이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은바, 이들이 규제기관의 공표 명령을 따를지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비
록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 디지털플랫
1180)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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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 국내 행정청이 통보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명령에 따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러하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명령 수령 사실의 공표 명령’보다는 소관 행정청에 의한 ‘시정명
령 통보 사실의 공표’가 보다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DSA와
DMA는 각각 제64조(결정의 공표)와 제34조(결정의 공표)에서 사업자가 아닌
집행위원회가 직접 채택한 벌금,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 시 비밀정보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사. 정보 비대칭 규제를 위한 유념사항
디지털플랫폼의 중개서비스는 일부 물리적 배송에 의하는 재화를 거래대상
으로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검색, 계약, 지불은 물론이고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절차가 온라인으로 완결되는 디지털재화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디
지털플랫폼-소비자-공급자 간 엄청난 데이터(정보)가 오고가며, 디지털플랫폼
이 이를 주도한다. 디지털플랫폼의 네트워크가 혈관이라면, 데이터는 혈액이
며 그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축적과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이다. 디지털플랫
폼의 반경쟁적 행위도 상당 정도 데이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오
프라인 시대에 규제당국이 축적해 온 데이터 독립적인 규제기법 노하우만으로
는 디지털플랫폼의 실효적 규제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시장은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빈번한 시
장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시장은 상품시장에 비해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
간 고객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반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으나, 시장
쏠림으로 인해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
치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경쟁 제고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설픈 조치
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데이터 이동성(data portability) 규율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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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사가 아니다. 실제로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특히 기술적·법적 뒷받침이 수
반될 수 있어야 한다. 상이한 디지털플랫폼 간 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적 상호호
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바, 데이터 형식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
웨어의 표준화도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각 디지털플랫폼이 수집·처
리해 보유하는 데이터(정보)에 대한 소유권 소재도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멀티호밍 환경 조성 목적으로 디지털플랫폼 간 정보 공유를 성급하게 의무
화는 조치에도 신중해야 한다. 선발사업자의 보유 데이터 자체를 시장지배력의
레버리지로 해석함으로써 섣불리 그에 대한 개방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 별개로 또 다른 일장일단이 있다. 한편으로는 멀티호밍 환경 조성에 유
익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알고리즘
프로세싱(algorithmic processing) 등 후발사업자의 기술혁신 자생력을 떨
어뜨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 간 정보 공유 의무는 선발사업자가
시장경쟁에 반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정보의 비대칭적 우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시장 내의 정보 비대칭은 비단 디지털플랫폼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면시장의 이해당사자인 이용자와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디지
털플랫폼과 이용자(이용사업자) 간에도 작용할 수 있는 포괄적 문제이다. 심지
어 디지털플랫폼과 규제당국 간에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양면시장의 일방 이용자는 타방 이용자(이용사업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중개거래 활성화를 원하는 양면시장의 그 어
떤 주체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이용자와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정보의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디지털플랫폼시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제고 차원에
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바라보는 관점도 신
중해야 한다. 관건은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이용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여
부, 그리고 공개의 정도에 있다. 거래정보가 풍부하지 않은 디지털플랫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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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이용사업자)의 선택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혼상대를 찾는 남녀가
가입회원이 한줌인 중매쟁이를 찾지 않는 이치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의 근간
경쟁력은 정보(데이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규제당국에 의한 이
들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조치가 과하게 되면,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존
립 자체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즉 디지털플랫폼과 이용자(이용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규제는 경쟁상
황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과 규제당국 간 정보 비대칭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피규제자의 행태를 잘 파악해야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플랫폼의 행태가 그 특성
상 오프라인에서는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알고
리즘 프로세싱에 의하는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의 협조 없이는 규제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알고리즘 간 상호작용에 의한 담합 행위의 경쟁제한
성을 규제기관이 독자적 조사에 의해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입
증책임의 전환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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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 K-pop 청취, 문진표 작성, QR 체크인, 주가 확인, 먹거리 주문
그리고 영화 감상.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이다. 대부
분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니, 정말 편리한 세상이다. 명
암이 늘 공존하는 것이 세상 이치이던가? 아(我)와 비아(非我)의 연계 기회가 빈
번해짐에 따라 연계로 인한 부작용도 피하기 어려운 세상이 디지털경제이다.
디지털 일상의 편리함 가운데 과거 아날로그 일상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회
경제적 위험지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은 현재 우리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 무대 한가운데에 거의
빠짐없이 자리하고 있다. 그 본업이 온라인 연계(online matching)이기 때문
이다. 디지털플랫폼은 온라인 연계를 원하는 주체와 연계되기를 원하는 또 다
른 주체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들의 행태적 성향을 전략적으로 분석·활용해
존립하는 중매쟁이와 같다. 이는 데이터(정보) 없는 디지털플랫폼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예컨대 디지털플랫폼의 무료서비스는 데이터 획득 및 축적을
위해 고객에게 던지는 미끼에 진배없다.
온라인 연계는 디지털경제하의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최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적 선택 문제이다. 디지털플랫폼의 사적 선택 문제는 연계전략(비즈니
스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의 효율성 및 역동성은 시장자율에 따른 사
적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다. 하지만 사적 선택이 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에 맞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적 선택의
오작동 해결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몫이다. 이는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디지털
경제 진전에 편승해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양태의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기민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인터넷이 우리 삶의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그 존
재감이 미미했다. 디지털플랫폼을 논하면서 굳이 사회경제적 안전지대를 논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온라인 연계를 그 업
의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을 제외하고 디지털경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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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설이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이 디지털경제하의 시장실패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디지털플랫폼이 스스로의 사적 선택은 물론이고 자
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적 선택으로부터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위험
에 대한 건전한 관리자 역할에도 충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에게도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할 당위성이다. 안타깝게도
그 책임의 부과 주체인 정부(규제당국)는 자세 전환이 쉽지 않다. 정부가 경로
의존성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한, 이는 글로벌 특이
성이다. 우선 공적 책임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부재하다. 부가통신서비
스에 대한 탈규제 관행하에서 디지털플랫폼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익재
(public utilities)를 공급하는 주체로 다뤄지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공룡’ 디
지털플랫폼을 규정을 위해 요구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감대는 더더
욱 생각할 수 없었다. 규제공백도 심각하다.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이제 막 아
날로그 법제 개정 논의를 시작한 정도이다. 전통적 규제수단의 실효성도 제한
적이다. 가상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플랫폼의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
고, 그 복잡다기한 양태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현재 동일한 난제(conundrum)를 앞에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GAFA) 때문이다. 미국 스스로도 예외가 아니다. 혹자는 황소개
구리와도 같은 이들로 인해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혹자는 이들이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상생을 위한 건전
한 긴장감을 제공하는 메기라고 항변한다. 딱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
다. 진실 규명에 앞선 가치판단과 당위성 논란에 가깝기 때문이다. 충분한 객관
적 검증 없이 생태계 교란의 귀책사유를 GAFA에만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님은 비교적 분명하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안전지대 조성의 책임을 모든 디
지털플랫폼 공동의 또는 GAFA를 포함한 일부 대형 디지털플랫폼 공동의 문제
로 인식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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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고민거리를 더 안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생
태계 교란의 귀책사유는 논리적으로 디지털플랫폼 덩치에 비례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디지털플랫폼 간 귀책의 무게를 달리하기 위한 구분기준이
요구된다. 세분화된 다수의 구분기준 도입은 이론적으로야 바람직하지만 규제
의 실효적 집행 차원에서 가용한 선택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손쉬운 접근법은
단일 구분기준에 의해 선별된 대형 디지털플랫폼에게 상대적·비례적으로 가중
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론 선별된 대형 디지털플랫폼 집단에서
GAFA가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규제당국의 고민은 이 대목에서 출발한
다. 만일 선별된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주로 GAFA에 한정되는 경우라면, 구분
기준이 마치 국적(nationality)을 따지는 설정된 것으로 비춰지게 된다.
통상법적으로 국적 중립적인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와 국적 의존
적인 내국민대우 제한조치(national treatment limitation) 간 경계는 흐릿
하다. 그리고 국적을 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국내 규제도 사실상의
(de facto)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분기준
도입 의도의 순수성이 개입될 여지도 거의 없다. 물론 디지털플랫폼시장이 폐
쇄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주요국들의 경우 그 반대가 일반적이다. 특
히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GAFA의 모국인 미국에 대해 디지털플랫폼
시장 전면개방을 양허한 상태이다. 양국 간 명백한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물론
이고 사실상의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도 금지된다. 이는 구분기준 도입이 그 의
도와 무관하게 통상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에 하나 통상법
적 위험 회피 차원에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최선의 구분기준하에서 의
당 책임이 면제되었어야 마땅한 일부 국내 대형 디지털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부
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시장왜곡을 조장하는 최악
의 대안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U가 2020년 12월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
털시장법(DMA) 제안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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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위험에 대한 디지털플랫폼의 공적 책임 부과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
린 것이다. 각각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보호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사전
규제이며, 양자는 공히 구분기준을 도입한다. 그에 기초해 전자는 초대형 디지
털플랫폼(VLOP)에 건전·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며, 후자는 선별된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게이트키퍼)만을
적용대상으로 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경쟁규제 성격을 가진다. 그
간의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충분히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이다. 혹자는
지난 개인정보보호법(GDPR) 사례에서와 유사하게 이번에도 EU가 우리의 고
민거리를 풀 수 있는 유의미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과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우리에게 개인
정보 해외이전 규제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
지만, 국내의 단편적·선택적 벤치마킹 흔적이 여전히 우리 법제에 잔존하기 때
문이다. 남귤북지(南橘北枳). 귤나무를 옮겨 심을 때, 그 뿌리를 충분히 간수하
거나 토양의 차이를 제대로 살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EU 간 유사한 상황임을 이유로 동병상련을 떠올리는 것도 착각일 수 있다. EU
디지털플랫폼시장의 GAFA 집중도는 우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는 DSA와
DMA를 산업육성전략 차원의 시도로 의심하는 이유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규
제제도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기를 망치로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
다. 제3의 시장왜곡을 유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 책임 부과
를 위한 규제기조를 사전규제 일변도로 전환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시장자
율의 순기능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와 EU 간 이론의 여지없이 상이한 환경(통상법적 제약조건)
에 특히 유념하여 디지털플랫폼의 공적 책임 규제와 관련한 법제 개선의 바람
직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상당히 포괄적인 시각에서 주요 현안을 다루어보았
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안서는 물론이고, 우
리나라의 기존 법제와 논의 중인 신규 법제에 관한 상세한 분석결과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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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법제의 근간 취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디지털플랫폼의 특
성 및 행태적 인과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해석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법적 제약조건은 한편으로는 디지털플랫폼시장의 대미 전면개방이며, 다
른 한편으로는 대미 협상력이다. 유사한 속도위반이라도 상대적으로 만만한 대
상부터 먼저 딱지를 떼는 것이 엄연한 세상 모습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인앱결제 방지법’1181)에 관한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사는 우리나라가 조만간 법규 위반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
을 예고한다.1182)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구글, 애
플 등 일부 미국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조치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로펌인 Sheppard Mullin은 뉴욕타임스 보도 며칠
후에 매우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요지는 간단하다. 내외국인 구
분에 의하지 않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GATS나 한·미 FTA상의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의무에 저촉될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1183) 법문상
국내외 모든 디지털플랫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을 일부 미국
글로벌 디지털플랫폼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
는 견해이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인가? 왜 유사한 시점에서 국내 로펌도 아닌
미국 로펌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지
만, 적어도 동법 제정을 추진한 국내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
1181) ‘구글(Google)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회자된다.
1182) https://www.nytimes.com/2021/08/23/technology/apple-google-south-korea-app-store.html
(검색일: 2021. 8. 25).
1183) The Korean legislation manifestly does not violate GATS Article XVII because it treats all app
market operators, Korean and non-Korean, in an identical manner. ~ all “like” app market
operators are treated in precisely the same manner. ~ The bill makes absolutely no
distinction between Korean and non-Korean app developers and purchasing systems,”
https://www.globaltradelawblog.com/2021/08/31/legislatures-free-app-developers-from-platfo
rm-providers-mandates/#page=1(검색일: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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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 간 동일 노동에 대한 시간당 임금에 차등을 두는 조치를 시행했
다고 하자. 즉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높은 상
황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이를 남녀 차별 조치라고 문제
를 제기한다. 차등임금 조치가 그 자체로는 남녀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견 해당 여성 노동자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무엇이 진실일
까?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에 대해 저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타적으로
또는 주로(exclusively or predominantly)” 여성으로 구성된다면 간접적인
여성 차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1184)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여성
이라면 차등임금 조치가 결과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
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외국인을 직접적·형식적으로 구분
하지 않는 조치(국내규제)로 인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주체가 사실상 일부
미국 디지털플랫폼으로 한정되더라도, Sheppard Mullin은 여전히 내국민대
우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포함하여, 본고가
한·미 간 통상법 위반 논쟁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84) Case 96/80, J. P. Jenkins and Kingsgate(Clothing Productions) Ltd, Judgement of 31 March
1981, ECR 911, p.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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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Keynote of Korea’s Trade-friendly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t the Outset of EU’s New Legislation
Han-Young Lie, Byung-Kyu Kwon, and Seong-Min Cha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Korea’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EU’s recent drafts of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nd Digital Market Act (DMA). The former
is a social regulation to promote a transparent and safe onlin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is an economic regulation to prevent
potential anticompetitive conducts by so-called “gatekeepers.”
Chapter II of the study examin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s from an economic standpoint. Chapter III analyzes the
details of the DSA and DMA, including their compatibility with GATS.
Chapter IV looks over the main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Korea’s laws and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including those
under parliamentary discussion. Chapter V and VI seek to put forward
takeaways for Korea’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evaluating its policy
space vis-a-vis trade obligations.
Key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taken of the pros, cons, and probable consequences involved
when switching from ex-post regulation to an ex-ante regime. Seldom
advisable

is

to

rely

heavily

on

ex-ante

regulation.

Second,

benchmarking foreign law or legislation drafts should answer the
respective regulatory purpose. For instance, it is not appropriate to

refer to the DSA instead of the DMA when dealing with anticompetitive
conducts of digital platform. Third, the definition of “gatekeeper”
within the DMA is conceptually no better than a market-dominant
digital platform equipped with quasi-essential facilities. This kind of
approach could entail quite a trade risk, since it lacks international
consensus building at the moment. Finally, Korea should be ready for
potential trade conflicts in the near future over its digital platform
regulation. A highly possible case would be de facto breach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n urgent need to address
how to harness exceptional rights of defense embedded in trade
agreements such as G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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