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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함.

▶ 6월 25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해당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이는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정부의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쟁정책 변화는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
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
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전적·
시장친화적 접근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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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독과점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1)을 발표하였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동안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
업(tech giants)이 초래하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온 3인방을 경쟁정책 담당 핵심
직위에 차례로 임명하였음.
◦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화를 비판하고 기업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팀 우(Tim Wu)’ 법대 교수를 2021년
3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소속 기술·경쟁 정책 특보(special assistant to
President for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로 임명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2) 논문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해온 ‘리나 칸(Lina Khan)’ 법대 교수를 2021년 6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 위원장에 임명
◦ 2021년 7월에는 또 다른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of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 수장에 빅테크 기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조나단 캔터(Jonathan Kanter)’ 변호사를 지명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
자·기업가·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을 위해 노동·보건의료·교통·농업·인터넷서비스 등 미국산업
전반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음.

■ 한편 행정명령 서명 한 달 전인 2021년 6월 11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가 민주당과
공화당 공동으로 GAFA 규제를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을 발의하였고,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구성하는 총 5개 개별 법안 중 4개는 테크 대기업의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① 플랫폼의 자사제품 우대, 차별적 취급 등 금지법 ②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 규제법 ③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제품 판매 제한법 ④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법으로 구성됨.
◦ 나머지 1개는 경쟁당국 예산 확충을 위한 합병심사 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⑤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
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법안임.

1)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2021. 7. 9),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7/09/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
he-american-economy/(검색일: 2021. 8. 3).
2) 리나 칸은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을 통해 “미국 경쟁법 집행 역사상 1970년대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의 영향력을
확대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로버트 보크(Robert Bork) 판사의 저서 The Antitrust Paradox(1978)를 통해 정립된 가격이론(price theory)과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s)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https://www.yalelawjournal.org/note/amazons-antitrust-paradox(검색일: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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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1년 미국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진행 경과

자료: 언론보도 및 미 백악관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미국 하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반독점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토대로 국내 경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
가. 배경: 미국산업 독과점화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증가
■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EO 14036, 이하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GAFA 규제를 위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추진배경에는
미국산업의 독과점화 심화와 이로 인한 경쟁제한 폐해 우려가 있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그림
2, 그림 3 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시장집중에 따른 경쟁의 제한은 상품·서비스 가격 상승과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초래하여 미국 중위층 가
계(median American household)에 매년 5,000달러의 추가적 비용을 초래함.3)
- 미국경제 내 시장집중도의 심화가 경제성장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산업 전반에서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4)
◦ 시장집중은 중소독립 사업자들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약하고, 경쟁의 감소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및 혁신 의지를 봉쇄하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를 심화시킬 수 있음.
3) The White House, Statements and Releases (2021. 7. 9), “FACT SHEET: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7/09/fact-sheet-executive-orderon-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검색일: 2021. 8. 3).
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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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산업의 시장집중도(HHI) 변화

자료: Gustavo Grullon et al.(2018), “Are U.S. Industries Becoming
More Concentrated?”

그림 3. 미국산업의 평균 마크업 변화

자료: Jan De Loecker et al.(2019), “The Rise of Market
Power and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s.”

■ 한편 GAFA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4대 빅테크 기업(Google, Apple, Facebook, Amazon)이 완료한 인수합병
건수는 총 470건, 거래액은 934억 달러에 이르며(표 1 참고), 이들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은 특정 산업군
에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총 189개 사(40.2%)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92개 사, 19.6%), IT 컨설팅 및 서비스 기업(43개 사,
9.1%), 전자상거래 및 B2B 기업(23개 사, 4.9%)이 잇고 있음(그림 4 참고).

- 또한 빅테크 기업의 중소규모 스타트업 인수합병 행위는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통해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을 보면 가장 많은 거래건수(189건)를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평균거래액이 58억 1천만 달러로 다른 업종 대비 작은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음(그림 5 참고).
◦ 이는 빅테크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거래규모가 대부분 0(189건 중 148건)으로 보고되며,
해당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이 중소형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5)
◦ 또한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중소형 스타트업 인수합병 시도가 자사의 초기 경쟁자(nascent competitor)
제거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6)

5) Bloomberg M&A deals DB(검색일: 2021. 8. 10).
6)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2020),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 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s,”
p. 387.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8.19.

6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표 1.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 현황(2000년~현재)
구분

인수합병
거래건수

인수합병 거래액
(십억 달러)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224건

40.6

애플

90건

7.8

페이스북

73건

24.7

아마존

83건

20.3

계

470건

93.4

주요 인수합병 대상 기업(거래일/거래액)

-

유튜브(’06. 10. 9 / 16.5억 달러)
더블클릭(’07. 4. 13 / 31억 달러)
모토로라 모빌리티(’11. 8. 15 / 94억 달러)
네스트랩(’14. 1. 13 / 32억 달러)
지오 플랫폼(’20. 7. 15 / 39.9억 달러)

-

비츠 일렉트로닉스(’14. 5. 28 / 32억 달러)
인텔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문(’19. 7. 25 / 10억 달러)
인스타그램(’12. 4. 9 / 10억 달러)
왓츠앱(’14. 2. 19 / 194.7억 달러)
오큘러스 VR(’14. 3. 25 / 21.8억 달러)
CTRL 랩스(’19. 9. 23 / 10억 달러)
트위치 인터랙티브(’14. 8. 25 / 10억 달러)
홀푸즈(’17. 6. 16 / 136억 달러)

자료: Bloomberg M&A deals DB(검색일: 2021.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GAFA의 인수합병 대상 업종 분포

그림 5. GAFA의 업종별 인수합병 평균거래액

(단위: %)

(단위: 억 달러)

자료: Bloomberg M&A deals DB(검색일: 2021.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료: Bloomberg M&A deals DB(검색일: 2021. 8. 1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촉진 행정명령 주요 내용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쟁촉진
행정명령을 통한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함.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의무적 조치(calls on and directs)와 권고적 조치
(encourages and urges)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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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은 총 6개의 조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명령 적용에 관한 일반적 규정(Section
6. General Provisions)을 제외한 실체적 규정은 5개로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①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행정명령의 정책적 방향성(Section 1. Policy)
② 범정부적 차원 경쟁정책 법적근거(Section 2. The Statutory Basis of a Whole-of-Government
Competition Policy)
③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Section 3. Agency Cooperation in Oversight,
Investigation, and Remedies)
④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의 설치와 역할(Section 4. The 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
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 업무(Section 5. Further Agency Responsibilities)

표 2.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개요
구분

주요 내용

[1조]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정책적 방향성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함께 노동시장과 농업, ICT,
보건, 금융, 해운 산업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2조] 범정부적 차원의 경쟁정
책의 법적 근거

▪과도한 시장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 개선을 위해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과 산업별
법률을 운용하는 개별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필요성을 강조함.

[3조]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경쟁당국과 산업별 부처 간 법적권한의 일부 중복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4조] 백안관 내 경쟁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미국경제에서 또는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화, 불공정 경쟁을
다루기 위하여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설치를 지시함.

[5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 업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자료: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내용을 저자 요약 정리.

■ [1조: 주요 산업별 독과점 이슈와 정책적 방향성] 미국경제 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중산층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과 함께 산업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최근의 미국산업 내 과도한 시장집중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자유, 정치적 책임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소비자의 후생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선도자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동시장] 노동시장 내 경쟁 약화로 인한 수요독점적 상황은 고용주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시키는 한편, 고용계
약에 있어서의 사업주간 비경쟁 조항(non-compete agreements)과 불합리한 직업면허 요건은 노동자의 임금과
이직(mobility)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농업 분야] 비료, 농기구 등의 제조·유통·수리 분야에서 과도한 시장집중으로 인해 초래되는 대기업-소규모 영
농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격차는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의 소득분배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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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분야] 정보통신시장과 광고시장 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강화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독과점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와 지역 언론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보건 분야] 의약품과 의료시장 내 시장집중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은 복제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기타 통신·금융·해운 분야] 브로드밴드, 케이블 TV 등 통신시장과 금융시장 내 독과점 심화, 소수 외국 사업
자로 구성된 해운동맹의 지배력 강화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와 중소 수출업자들은 경쟁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 또한 미국 내 주요 산업 분야 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미국경제의 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역동성, 혁신과 성장을 제약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 정부가 부당하게 지원하는 해외
독과점 공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경제의 세계적 지위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은 미국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과도한 산업집중과 시장지배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동, 농업,
ICT, 보건, 금융, 해운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법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함.
◦ 신산업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제거하는 인수합병(killer acquisitions), 데이터 집중 폐해, 인터넷 광고
시장 부당 경쟁, 소비자·중소 사업자에 대한 부당행위 등에 대한 감시 필요
◦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과도한 시장집중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소급하여 재검토할 필요
◦ 미국 내 외국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 기업의 독과점화를 방치하는 방식 대신 중소기
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 의약품 가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개혁과 행정적 조치들을 추진할 필요

■ [2조: 범정부적 차원 경쟁정책의 법적 근거] 미국경제 내 과도한 시장집중, 독과점,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운용하는 경쟁당국7)과 산업별 법률을 운용하는 개별 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접근(whole
–of-government approach)이 필요함을 강조함.
- 경쟁당국(FTC와 DOJ)과 개별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들은 미국경제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경쟁을 제약하는 진입장벽을 초래하는 경쟁제
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운용하는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튼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이 미국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다루는 기본법임.8)
◦ 경쟁에 대한 일반법인 경쟁법과 함께 농업, 주류업, 금융, 보건, 해운, 철도, 전기통신 등 특정 산업에 특화된
법률들9)도 경쟁의 보호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7)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8) 미국 대법원은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이 경쟁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을
보장하고 경제적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사회 제도의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판시하였음. Northern Pac. Ry.
Co. v. United States, 356 U.S. 1,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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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행정명령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경쟁당국과 산업 별
부처 간 법적 권한이 일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독과점화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조사,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의 심사, 시정조치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관련 부처간 산업 정보와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함.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래에 있어서는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FTC와 DOJ)의 견
해를 고려해야 하고, 이들 경쟁당국의 감독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력이 확보되어야 함.
◦ 다만 개별 산업 부처에 의한 법적 판단이 경쟁당국의 판단으로 반드시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당국은 개별
부처의 협조 요청에 법적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 [4조: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미국경제 내에서 또는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화, 불공정 경쟁을 다루기 위하여 백악관 내에 경쟁당국과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를 설치하고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함.
- 경쟁위원회는 경쟁촉진 행정명령에 포함된 행정적 조치의 실행과 입법의 추진, 중복 관할권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협력 절차와 모범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다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처리 예정인 개별 사건을 논의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경쟁위원회는 경제정책 대통령 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Economic Policy and Director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10)이 의장을 맡고, 10여 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 위원회가 참여함.11)

■ [5조: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각 부처별 책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들도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모든 부처 공통] 경쟁위원회에 소속된 부처들은 경쟁촉진 행정명령 제1조에서 명시한 산업별 독과점 문
제를 개선할 책임이 있고, 특히 노동시장과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역량을 집
중해야 함.
◦ 각 산업의 노동시장에서 직업면허(occupational licensing) 규제가 시장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개별 부처별 조달, 정부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9) 「Packers and Stockyards Act」(농업),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주류 제조·유통업), 「Bank Merger Act」(금융업),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의약품 분야), 「Shipping Act」(해운업), 「ICC Termination Act」(철도업), 「Telecomm
unication Act」(전기통신업) 등.
10) 2021년 8월 19일 현재 브라이언 디이즈(Brian Deese)가 NEC 위원장을 맡고 있음.
11) 재무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국방부(the Secretary of Defense), 법무부(the Attorney General), 농무부(the Secretary of
Agriculture), 상무부(the Secretary of Commerce), 노동부(the Secretary of Labor), 보건복지부(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교통부(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정보규제관리부(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연방거래위원회(the Chair of the FTC), 연방통신위원회(the Chair of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해양위원회(t
he Chair of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소비자금융보호국(the Director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지상교통국(the Chair of the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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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 [경쟁당국] 경쟁정책 주무부처인 FTC와 DOJ에 대해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 기업결합심사지침 개정 검토,
지식재산권 남용 완화방안 마련, 은행 분야 기업결합심사 활성화, 노동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주요 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권 활용 등을 지시함.
◦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배제적 행위(exclusive dealings), 끼워팔기(tying),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s) 등을 규정한 「클레이튼법」 집행 강화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평적·수직적 기업결합심사지침(horizontal and
vertical merger guidelines) 개정 검토
◦ 자발적인 FRAND12) 확약에 부합하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된 정책 개선을 포함하여 지식재
산권 보호와 남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상무부와 협의
◦ 은행의 독과점화 심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은행합병법, 은행지주회사
법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노동시장 수요자 담합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내 인사담당자를 위한 반독점지침
개정을 검토
◦ 동종업종 기업들이 고용시장에서 비경쟁조항(non-compete clauses)을 악용하여 노동자의 이직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입법권한 활용을 권고
◦ FTC로 하여금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한하는 불공정관행13)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위원장 재량으로 타 부처와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적합성과 일관성 제고

- [산업별] 백악관 내 경쟁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요 부처들에 대해서도 소관 산업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와 기업들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함.
◦ [농무부] 농산물 시장의 경쟁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농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 소매유통 시
장의 독과점화 및 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이 연방거래위원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FTC와 협의하여 경쟁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재무부] 주류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 요소를 포함하여 시장구조와 경쟁조건
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DOJ, FTC와 협의하여 경쟁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정책국으로 하여금 경쟁의 부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효과, 비은행 금융사의 소매금융시장 진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연방통신위원회]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 시절 폐기된 망중립성
(Net Neutrality)14) 원칙에 대한 새로운 규범 마련, 무선통신·광대역 통신 등 주파수 시장 내 경쟁조건 개선,
5G 시장 내 혁신과 경쟁촉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교통부] 코로나19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수하물 지연 시 요금 환급 기준 마련 등
12) 표준으로 설정된 지식재산권, 예를 들어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Essential Patent) 소유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허 사용조건을
부과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함.
13) 경쟁과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이터 수집·감시, 농기구 자가수리 제한, 의약품 제조 역지불 합의,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행위, 부당한
직업면허 제한, 부동산 중개에서의 끼워팔기, 배제적 남용행위 등.
14)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학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한 연성규범(Soft Law)의 형태로
망중립성 규범을 수용하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그 세부기준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라성현 외(2021),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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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시장 내 경쟁 촉진 및 신규 사업자 진입 보장을 위한 방안을
DOJ와 협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처방전 없이 보청기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 의료비 투명성 제고방안, 과도한 처방약 가격 책정
개선 및 정부 지불비용 감축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FTC와 협조하여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제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감시를 강화하도록 함.
◦ [상무부] 경쟁당국인 FTC, DOJ와 협조하여 모바일앱 생태계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사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부처의 조달 관련 정보를 국가
표준기술원에 매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기타 교통, 해양, 국방, 금융 부처] 지상교통국에는 철도 산업 경쟁촉진 방안 마련, 연방해양위원회에는 화물
선적, 하역 과정에서의 부당한 보관료, 체선료 부과관행 개선방안 마련, 국방부에는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상황
보고서 작성 및 경쟁위원회 보고, 소비자금융보호국에는 소비자 금융거래 데이터 이동성 촉진을 보장하는 규칙
마련을 지시함.

다. 미국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반독점 법안
1) 법안 추진경위
■ 미국 하원의회는 2021년 6월 11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으로 불리는 초당적(bipartisan)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였고, 동 법안은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15)
- 동 법안은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의 데이빗 시실리니(David Cicilline) 위원장과 공
화당의 켄 벅(Ken Buck)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되었음.
- 해당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
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 법안은 ①「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②「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③「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④「서
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임.
◦ 나머지 1개 법안은 미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의 업무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
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임.

15) Congressman David Cicilline 웹사이트, “House Lawmakers Release Anti-Monopoly Agenda for “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https://cicilline.house.gov/press-release/house-lawmakers-release-anti-monopoly-agenda
-stronger-online-economy-opportunity(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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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 하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발의는 2020년 발표한 반독점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독점 입법이 될 전망임.
- 미 하원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기업행위를 통한 지배력 행사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16개월 이상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10월 6일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
표함.16)
◦ ‘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상황 조사: 보고서 및 권고사항(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 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s)’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는 총 400페이
지를 넘는 분량으로, 7번의 의회 청문회, 약 130만 건의 내부문서, 38명의 반독점 전문가와 240명 이상의
개인(시장참여자, 조사 대상 플랫폼의 전임 직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한 방대한 보고서임.
◦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제럴드 내들러(Jerrold Nadler) 위원장과 데이빗 시실리니 반독점 소위원장은 보고서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쟁을 저하시
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와 경쟁당국이 경쟁을 회복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강
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17)
◦ 동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 회복 △반
독점법 강화 △반독점 집행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아홉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18)
① 플랫폼에 의존적이거나 플랫폼과 상호 운용되는 사업부문에서 플랫폼 운영 금지(구조적 분리)
② 플랫폼의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우대 금지
③ 플랫폼간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플랫폼에 경쟁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호환이 가
능하도록 요구
④ 플랫폼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⑤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적 인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
⑥ 디지털경제 내 도전요인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클레이튼법(Clayton Act)」, 「셔먼법(Sherman Act)」, 「연
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개정
⑦ 반경쟁적인 강제중재 조항 제거
⑧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의 권한 강화
⑨ 미국 경쟁당국의 투명성과 민주화 촉진

2) 법안의 주요 내용
■ [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covered platform operator)에 의한 차별적 행위가 불법임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특히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음.19)
16)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2020. 10. 6), “Judiciary Antitrust Subcommittee Investigation Reveals Digital Economy
Highly Concentrated, Impacted By Monopoly Power,” https://judiciary.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429
(검색일: 2021. 8. 10).
17) Ibid.
18) Ibid.
19) CONGRESS.GOV, “H.R.3816 -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
-bill/3816/text?q=%7B%22search%22%3A%5B%22American+Choice+and+5+Innovation+Online+Act%22%5D%7D&r=2&s=1(검
색일: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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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비해 자사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우대하거나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을 배제 또는 타 사업자의 제품, 서비
스 또는 사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유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업자간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 동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covered platform operator)의 기준은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MAU:
Monthly Active Users) 수가 5천만 명 이상인 플랫폼 △미국 내 월간 활성 비즈니스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플랫폼으로 규정
◦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각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앱스토어(App Store)’, ‘아마존닷컴(Amazon.com)’이라
는 온라인 상점(online marketplace)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의 타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 해당 플랫폼
에 제재금(civil penalty)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플랫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계약 취소 및
변경, 환불, 재산반환, 부당이익 취소 등을 지시할 수 있음.
◦ 민사제재금은 ①전년도 미국 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액수를 청구

- 또한 동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에 디지털시장국(Bureau of Digital Markets)을 설립할 것을 규정함.
◦ 동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디지털시장국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국은 매년 하원 및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동안의 집행실적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동 법안은 시장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20)
-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상업 또는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주식, 자본금,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 건이 꼽히고 있음.21)
◦ 다만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 대상 기업과 경쟁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거나 대상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수합병 거래를 허용
※ 미 하원이 발표한 반독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인수합병 거래에 따른 경쟁제한성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경쟁당국이 아닌 합병 당사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경쟁적인 인수합병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22)

■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에까지 전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23)
20) CONGRESS.GOV, “H.R.3826 -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
/house-bill/3826/text?q=%7B%22search%22%3A%5B%22Platform+Competition+and+Opportunity+Act%22%5D%7D&r=1&s=1
(검색일: 2021. 8. 11).
21)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2020),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 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s,”
pp. 150-151.
22)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2020),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Marketplace: Majority Staff Report and Recommendations,”
p. 393.
23) CONGRESS.GOV, “H.R.3825 -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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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운영 이외에 △자사 플랫폼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
매하거나 △자사 플랫폼에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비즈니스 사용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 동 법안에서 규정하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민사제재금은 ①전년도 미국 내 일평균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일평균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액수를
청구

- 동법이 시행되면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이 자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동 법안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서비스 전환비용 및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와 플랫폼간 서비스 상호운용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24)
- 동 법안은 대상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사용자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
나 데이터 보안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 행위 △경쟁사업자 또는 제3자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호환
을 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 동 법안의 발의 배경은 소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
문에 기존 플랫폼에 고착화(lock-in)됨으로써 플랫폼간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임.

- 동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해 민사제재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플랫폼에 대해 손해배상, 계약 취소 및 변경, 환불, 재산반환, 부당
이익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민사제재금은 ①전년도 미국 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불법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액수를 청구

- 또한 동 법안은 FTC 내부에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기술위원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플랫폼간 데이터 이전 및 상호
운용성에 관한 자문 역할 외에 실제 집행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음.

■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동 법안은 반독점 집행을 활성화하고 경쟁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미국 경쟁당국(FTC, DOJ)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 거래액
규모에 따라 신청 수수료는 현행 대비 인하 또는 인상될 전망임.
text?q=%7B%22search%22%3A%5B%22Ending+Platform+Monopolies+Act%22%5D%7D&r=1&s=2(검색일: 2021. 8. 11).
24) CONGRESS.GOV, “H.R.3849 - ACCESS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849/text?q=%7B%
22search%22%3A%5B%22Augmenting+Compatibility+and+Competition+by+Enabling+Service+Switching+Act%22%5D%7D&r=
1&s=1(검색일: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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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병 신청 수수료 인상안이 양원 의회를 통과하게 된 경우 2001년 이후 첫 번째 수수료 변동 건으
로 기록되며, 미국 경쟁당국의 수입은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에만 1억 3,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25)
- 동 법안의 특징은 중소규모 합병 건에 대한 수수료는 낮추면서 빅테크 기업 등에 의한 대형 합병 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하는 것임.
◦ 기존 「클레이튼법」 기준으로 합병 신청에 따른 최대수수료는 28만 달러였으나, 동 법안에서는 10억 달러 이
상의 합병 건에 대한 수수료 구간이 3개 추가되었고, 5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합병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225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표 3 참고).
◦ 변경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194억 7천만 달러)이나 아마존의 홀푸즈
인수 건(136억 달러)의 합병 신청 수수료는 28만 달러가 아닌 225만 달러로 크게 증가

표 3. 거래규모별 합병 신청 수수료 현황 및 개정입법안
합병 거래규모(현행)

수수료(현행)

합병 거래규모(개정안)

수수료(개정안)

5천만 달러 이상 ~ 1억 달러 미만

4만 5천 달러

5천만 달러 이상 ~ 1.615억 달러 미만

3만 달러

1억 달러 이상 ~ 5억 달러 미만

12만 5천 달러

1.615억 달러 이상 ~ 5억 달러 미만

10만 달러

5억 달러 이상

28만 달러

5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미만

25만 달러

10억 달러 이상~ 20억 달러 미만

40만 달러

20억 달러 이상~ 50억 달러 미만

80만 달러

50억 달러 이상

225만 달러

해당사항 없음.

자료: FTC(2009), “What is the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 An Overview”, p. 10; 미 하원 의회의 ‘합병 신청 수수료 현대화법’ 발의안(H.R.
3843 -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of 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반독점 규제 강화정책’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제
강화의 범위는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그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10월 미 의회의 디지털시장 경쟁상황 조사보고서, 빅테크 비판론자들을 경쟁정책 담당 직위에 임
명한 점 등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내용들이 구체화되었으며, 「플랫폼 독점
종식법」과 같이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되었음.

25) Vox(2021. 6. 11),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House’s opening bid to rein in Big Tech,” https://www.vox.com/recode/2252977
9/antitrust-bills-house-big-tech(검색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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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신산업 분야 이외에도 미국산업 전반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미국 소
비자와 중산층(노동자, 중소기업, 농민)의 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범정부적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 경쟁정책 집행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1970년대 시카고학파에 의해 정립된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s)’만 고려하던 미
국의 경쟁법 집행방식이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의 편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가진 브리핑에서 40여 년 전 로버트 보크 판사에 의해 정립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쟁법 철학(misguided philosophy on antitrust)”으로 설명하
면서, 이로 인해 경쟁법 집행이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비판함.26)
◦ 다만 경쟁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이 유지되는 한 경쟁법 집행의
패러다임이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경쟁정책 강화 방향성 설정은 활용 가능한 행정적·입법적 조
치를 통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간 융복합 심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업정책에서 경쟁의 촉진이 중요해지면서 범정부
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더욱 필요해질 전망임.
◦ 특히 미국 경쟁촉진 행정명령이 산업별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의 개선을 통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이나 하원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함께 하원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패키지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 대중의 86%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47%) 또는 현행 수준 유지(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침(그림 6 참고).
◦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0~12%에 불과함(그림 7 참고).

26) The White House(2021. 7. 9),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Signing of An Executive Order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7/09/remarks-by-president-biden
-at-signing-of-an-executive-order-promoting-competition-in-the-american-economy/(검색일: 2021. 8. 16).
2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Facebook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기업결합의 반독점법 위반소송의 1심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Facebook의
입장을 수용하였음. CNBC(2021. 6. 28), “Judge dismisses FTC and state antitrust complaints against Facebook,” https://www.cnbc.com
/2021/06/28/judge-dismisses-ftc-antitrust-complaint-against-faceb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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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빅테크 기업 규제 수준에 관한
일반대중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림 7. 정당별/정치성향별 빅테크 기업 규제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 “Most Americans say social media
companies have too much power, influence in politic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7/22/most-a
mericans-say-social-media-companies-have-too-much-po
wer-influence-in-politics/(검색일: 2021. 8. 12).

자료: Pew Research Center, “Most Americans say social media
companies have too much power, influence in politics,”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7/22/mo
st-americans-say-social-media-companies-have-too-m
uch-power-influence-in-politics/(검색일: 2021. 8. 12).

나. 시사점
■ 경쟁정책을 최초로 시작한 국가이자 경쟁법 집행의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과 반독점
패키지 법안 추진은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 미국의 기존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중시하면서 범정부적 노력과 대응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 주창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모색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에서의 관할권 중복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신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상품시장에 비해 기존에 적극적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동시장과 관련된 경쟁이슈(기
업결합의 노동시장 영향, 고용주의 수요독점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쟁법 집행이 필요함.
-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
른 기업결합심사 수수료(merger filing fees)28)를 징수하여 이를 경쟁촉진 재원(기업결합에 따른 해고 노
동자, 피해업체 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음.
28) OECD(2021)에 따르면 ComStats database에서 조사된 56개 경쟁당국 중 34개 국가에서 거래규모 등에 비례하여 기업결합심사 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이를 경쟁당국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Global Merger Control OECD Competition Trends, Volume II 2021,” p.
12, https://www.oecd.org/daf/competition/oecd-competition-trends-2021-vol2.pdf(검색일: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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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국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향후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중소형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수합병의 혁신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을 규율하기 위하여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입증책임 전환은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29)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
으로, 경쟁당국과 기업 모두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 일정 요건(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래규모가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초집중된 시장, 진
입장벽이 견고하거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의 자율조정이 쉽지 않은 분야)이 충족되는 경우, 사업
자에게 친경쟁적 효과를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제한성 입증에 대한 법집행 행정비용을 줄이면서도 기
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 건의 경우 인수합병 당시 미국 경쟁당국의 결정 오류로 인해 현재 재심
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경쟁당국과 기업 모두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

■ 아울러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전적·시장친화적
접근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는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권익 구제를 위하여 주로 불공정행태 개선을 위한 법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원리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는 이미 경쟁제한적 사전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30)31)가 마련되어 공정
거래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쟁당국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경쟁원리 확산’과 ‘포용적 혁신성
장’에 방점을 두고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2001~05년 기간 동안 경쟁정책 집행을 개별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적·시장적 접근방식
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중심으로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MP: 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29)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2019), p. 51.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1)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략)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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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되, 경쟁법의 일반원리가 전 산업에 적합하고 일관
되게 적용됨으로써 피규제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산업별 주무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집행이 산업별 집중도, 미시적·거시적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및 그 파급경
로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경쟁정책과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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