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3일 Vol. 4 No. 34

ISSN 1976-0507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6.23.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차 례
1. 배경
2.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
3. 최근 행정처분 사례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해왔으나,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는 크게 △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 소환 면담
△ 위법행위 처벌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
를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함.
- 2021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 전자상거래 △ 지역 공동구매 △ 핀테크 등 분야의 관련 기업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8차례 이상의 기업 면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연이어 공
개됨.
- 특히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중국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

▶ 향후 규제 범위 확대·법 집행력 강화·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중 정부간 협력체제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
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치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간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
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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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1)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 중국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플랫폼 경제 영역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
표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해왔음.
- 특히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2021년 2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2)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한 이후 정부당국의 규제조치가 매우 구체화되고 있음.
- 최근 6개월 사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 소환 면담,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 결정 및 벌금 부과 등의 사례가 연이어 공개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규제가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
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왔음.
- 중국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자원 배치의 최적화, 혁신·융합 촉진, 산
업 업그레이드, 소비시장 확장, 고용 창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함.3)4)
◦ 중국 도시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택시 공급부족 문제와 불법 영업 차량을 합법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해결하기도 함.5)

- △ 정부의 포용적인 육성전략 △ 인터넷·모바일 이용자 수 증가6) △ 대형 IT 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중국 내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해짐.
◦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비롯하여 제조업 각 분야와 융합된 산업 인터넷 플랫폼까지 소비와 생
산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됨.
◦ 그중에서도 각종 생활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융합을 통한 새로운 소비 모델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킴.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셜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음.
◦ 2020년 전체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1조 7,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함.7)

1) 중국에서는 ‘인터넷 플랫폼(互联网平台)’, ‘네트워크 플랫폼(网络平台)’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이를 오프라인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상황에 따라 ‘플랫폼’으로 서술하는 경우 이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함.
2)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3) 21世纪经济报道(2019. 7. 18), 「国务院支持平台经济健康发展 平台主体责任界定需科学合理」.
4)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새로운 업종과 직종을 파생시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음. 2018년 누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된 취업기회는 6,000만 개 이상임. 光明日报(2019. 8. 11), 「互联网平台经济要“量身”监管了」.
5) 플래텀 차이나 리포트(2019), 「중국 승차공유 서비스」.
6)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10억 명에 달하며, 인터넷 보급률은 70%임. 농촌지역의 인터넷 사용자는 약 3억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56%임.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第47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7) 中国新闻网(2021. 1. 18), 「统计局：2020年社会消费品零售总额391981亿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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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플랫폼 업계는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임.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등 대형 IT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경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구조를 형성함(그림 1, 2 참고).
◦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 IT 기업들은 먼저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메신저 서비스와 같
은 주력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한 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자사의 플랫폼과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
로 독점적인 온라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왔음.8)
◦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및 메신저 플랫폼과 자체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송금·지급결제,
소액대출, 신용평가, 자산운용, 보험 등 중국 내 금융 서비스 분야를 장악해왔음.9)

- 이처럼 시장자원이 특정 플랫폼에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의 독과점 구조
형성 및 부당한 관행이 만연해졌음.
◦ 인터넷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사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IT 기업의 경쟁사 플랫폼 배제·데이터 독점·가격
사기·검색결과 조작·소비자 권익 침해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그림 1. 중국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점유율

그림 2. 중국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 시장점유율

(2020년 4/4분기)

(2019년)

주: 톈마오(天猫)는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자료: 易观分析(2021).

자료: 前瞻产业研究院(2020).

■ 이에 중국정부는 대형 IT 기업이 플랫폼 생태계를 독점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규제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중의 소비 수요를 만족시킨 것은 인정하나, 비이성적인
성장으로 야기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및 불공정경쟁 행위 등 각종 부작용을 적극 해결하고자 함.
◦ 정부당국의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전통산업과의 융합 촉진, 혁신 장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과 지재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맞춤형 관리감독 방식’이 필요함을 역설함.10)

- 시진핑 정부는 2020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의 8대 중점임무 중 하나로 ‘반(反)독
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제시함.11)
8) 김영선, 박민숙(2020),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9) IBK경제연구소(2018), 「IT공룡의 금융업 진출, 협력자인가? 경쟁자인가?」.
10) 光明日报(2019. 8. 11), 「互联网平台经济要“量身”监管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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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업계의 혁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분야의 혁신에 대해서도 엄
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자 함.
◦ 시진핑 주석은 2021년 3월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재차 강조함.12)

-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13)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등 관계 부처 및 각 지방정부 차원
에서도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의 대형 IT(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 독과점 구조 완화 △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 소비자 권익 보호
△ 금융 관리감독 강화14)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독점 및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위법행위 처벌사례가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발표됨.
- 시진핑 정부가 ‘법치중국(法治中国) 건설’ 목표하에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위법행위 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경쟁법 범주에 포함되는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등 유관법에 근거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봄.15)

2.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
■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핵심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임.
◦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반독점법」을 비롯하여 기존의 경쟁법 관련 소관 법률로도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 ․ 제도의 정비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출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단계임.
◦ 2019년 8월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별 관리감독
업무를 공개한 바 있음.16)17)
11) 新华社(2020. 12. 18), 「中央经济工作会议举行 习近平李克强作重要讲话」.
12) 央视网新闻(2021. 3. 15),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九次会议强调 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 把碳达峰碳中和纳入生态文明建设整体
布局」.
1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국무원 조직개편에 따라 2018년 4월 국무원 직속기구로 정식 설립되었음. 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관리 ② 종합적인 법 집행 ③ 경쟁정책의 일괄 시행 등을 전담하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해당하는 기관임. 이전에는
반독점 관련 업무가 상무부(반독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 국가공상총국(반독점·반부정당경쟁법 집행국) 3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음. 김영선, 박민숙(2020),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4)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2020년 12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업 재조정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시 받음.
15)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행위를 규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보호함을 기본으로 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경제 헌법’으로
불리기도 함. 중국 학계에서는 경쟁법의 범주에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소관 영역을 모두 포함함. 주요 유형으로는 독점협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지재권 남용행위,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독점행위, 부당한 경쟁행위(불공정 거래행위)로 분류함. 박제현(2020),
「중국경쟁법」,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2권.
16) 「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平台经济规范健康发展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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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관계 부처 및 기관은 「반독점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전자지급결제,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함.
◦ 시장총국은 2020년 1월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11년 만에 현행법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화함.18)
◦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기준과 반독점 조사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민은
행은 2021년 1월 「비은행지급결제회사조례」(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플랫폼 경제의 가장 전형적인 분야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총국은 2021년 3월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SNS, 라이브 생방송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경영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시
함.19)
표 1. 중국의 인터넷·플랫폼 경제 분야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정책
발표 시기

문건명

2020. 1. 2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
(<反垄断法>修订草案公开征求意见稿))

2021. 1. 20

「비은행지급결제회사조례」(의견수렴안)
(非银行支付机构条例征求意见稿))

2021. 1. 31

「높은 표준의 시장체제 건설 행동방안
(建设高标准市场体系行动方案)」

2021. 2. 7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

2021. 3. 15

「온라인거래 감독관리 방법
(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주요 내용
- 인터넷 분야의 사업도 독점행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
확히 함.
- 인터넷 영역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 네
트워크 효과 △ 규모의 경제 △ 자물쇠 효과 △ 관련 데이터 장
악·처리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기준과 반
독점 조사대상 기준을 명시
- 중국 내 전자지급결제 시장에서 하나의 온라인·모바일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인 경우; 두 개의 플랫폼 사
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개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4분의 3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재권 보호 강화 △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법 집행 강화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업태와 관련된 분야의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규제 강화) △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020년 11월, 동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안 발표 이후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 및 즉시 시행
- 독점적 지위에 기반을 둔 플랫폼 업계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규정이 제시
- △ 플랫폼 업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판단기준 세분화 △ ‘양
자택일(二选一)’ 강요 또는 빅데이터·알고리즘에 기반한 경쟁
제한행위 금지 △ 가변이익실체(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을
반독점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 명시
- 2020년 10월, 동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안 발표 이후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경영활동에 적용
- △ SNS, 라이브 생방송 등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
인 거래 경영자(网络交易经营者)의 의무사항 명시 △ 온라인

17) 구체적으로 △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 주체의 등기·등록 편리화 추진 △ 업종에 따라 진입 규정과 허가를 합리적으로 시행 △ 새로운 업태의
발전 장려 △ 제품 및 서비스 품질·소비자 권익 보호·사이버 보안·데이터 보안·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책임 규정 및 법 집행 감독 강화
△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보호(온라인 거래 감독관리의 유관 규정 제정, 인터넷 영역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부당한 경쟁행위·부당한
가격행위 등 위법행위 단속, 플랫폼 경제 관련 시장주체의 공평한 시장경쟁 참여 보장, 시장가격 질서 유지,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 유도) △
정부 부처와 플랫폼 데이터 공유 △ 플랫폼 경제 관련 법률·법규 완비 등의 내용이 포함됨.
18) 「반독점법」 수정초안(의견수렴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선, 박민숙(2020),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참고.
19)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1월에도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활동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网络直播营销活动监管的指导意
见)」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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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기

문건명

2021. 4. 22

「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규획
(人民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规划
（2021-2025年))」

주요 내용
거래 경영자의 시장주체 등록 의무화 △ 정보 공시의무 △ 소
비자 개인정보 보호의무 △ 허위 거래, 사용자 평가 조작, 허위
마케팅, 조회 수 조작 등의 부당한 경쟁행위 금지 △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 금지 등 명시
-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관련 재판 강화, 각종 독점 및 부당한
경쟁행위의 규제 명확화, 공정한 경쟁질서 보호와 관련된 계
획 포함
- 특히 향후 5년간 인터넷 영역의 독점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
는 한편, 플랫폼 경제 관련 반독점 재판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자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中国人民银行, 中央人民政府, 最高人民法院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특히 시장총국은 2021년 2월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반독점법」 수
정초안 발표(’20. 1) 이후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반독점 규제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부록 표 1 참고).
◦ 동 ‘지침’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플랫폼 경제의 개념 정의 △ 관련 시장 획정 기준 △ 독점협
의 유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 △ 기업결합20) 신고 기준 등을 명시함.
◦ 그중에서도 플랫폼 업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판단기준 세분화, ‘양자택일(二选一)’21) 강요 또는 빅데이터·알고
리즘에 기반한 경쟁 제한행위 금지, 가변이익실체(VIE)22)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을 반독점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핵심임.23)

■ [기업 소환 면담] 중국 당국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하여 면담(约谈)24)을 실시하거나
행정지도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
- 주로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소집하여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조사
및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소환 면담의 목적임.
◦ 특히 2021년 4월 13일 시장총국 외 관계 기관은 바이두(百度), 디디(滴滴),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등 34개
플랫폼 기업을 소집하여 향후 ‘양자택일(二选一)’ 강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며,
각 기업에 한 달 이내에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함.
◦ 이에 4월 14~16일까지 시장총국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들이 제출한 ‘준법경영서약서(依法合规经营承诺)’가 공개됨.

- 2021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 전자상거래 △ 지역 공동구매25) △ 핀테크 △ 모빌리티 △ 공유소비 등 분
야의 관련 기업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8차례 이상의 기업 면담이 진행되었음.
20)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은 기업결합(M&A)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기업결합’으로 통일하여 서술함.
21) ‘양자택일(二选一)’은 자사 플랫폼 내 업체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거래 제한행위를 의미하는 용어임.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우 거대 인터넷 기업의 ‘양자택일(二选一)’ 강요행위가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시장 통제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옴. 일례로 2015년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은 업계 1위인 알리바바가 판매상에게 자사의 플랫폼을 제외한 플랫폼에
동시 입점할 수 없도록 강요한 것을 고발한 사례가 있음.
22)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는 회계상의 개념으로, VIE 구조는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또는 해외자금 조달 목적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됨.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의 IT 분야 대기업은 주로 VIE 모델을 통해
역외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해외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자금을 유치해옴. 김종길 변호사, 「“VIE 구조” :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우회투자
방법」; 민성기(2018), 「샤오미의 상장과 시사점」 참고.
23) 김영선(2021), 「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본격 추진」, KIEP 동향세미나 자료.
24) ‘웨탄(约谈, 예약면담)’은 2007년부터 행정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하부 조직(또는 기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정부정책을 학습시키는 중국 특색의 시스템으로, 기업에 대한 사전경고의 성격이 강함.
25) ‘지역 공동구매(社区团购)’는 거주지역 내 주민들의 단체 소비행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상점 방문을 자제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 및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공동구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KOTRA(2021), 「급성장하는
중국 지역 커뮤니티 공동구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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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 주로 대형 IT 기업의 본사가 모여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 기업
들을 대상으로 △ 자체적인 전면 조사 요구 △ 독점협의 시행 금지 △ 개인정보 불법수집 금지 △ 소비자 권
익 보호 등을 강조하며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추세임.
표 2. 중국 당국의 플랫폼 업계 소환 면담 주요 일지
시기

참석 기업

2020. 11. 6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바이두(百度),
바이트댄스(字节跳动), 핀둬둬(拼多多),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등
27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2020. 12. 22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핀둬둬(拼多多), 디디(滴滴)

2020. 12. 26

앤트그룹(蚂蚁集团)

2021. 3. 18

잉커(映客), 샤오미(小米), 콰이쇼우(快手),
바이트댄스(字节跳动),
알리바바(阿里巴巴),
넷이즈뮤직(网易云音乐), 텐센트(腾讯)
등 11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

2021. 4. 13

바이두(百度), 디디(滴滴),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비리비리(哔哩哔哩),
어러머(饿了么), 허마셴셩(盒马鲜生),
핀둬둬(拼多多), 알리바바(阿里),
웨이핀후이(唯品会), 텐센트(腾讯) 등
34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

2021. 4. 29

텐센트(腾讯),
두샤오만파이낸셜(度小满金融),
징둥파이낸셜(京东金融),
쑤닝금융(苏宁金融) 등
13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

2021. 4. 30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징둥(京东), 웨이핀후이(唯品会),
광저우스산항(广州十三行),
알리헬스(阿里健康), 아이잉다오(爱婴岛)
등 42개 온라인 플랫폼 기업

2021. 5. 10

핀둬둬(拼多多), 메이퇀(美团)

주요 내용
- 시장감독관리총국,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판공실(中央
网信办), 국가세무총국은 온라인 경제질서 규범화를 위한
행정지도회 공동 개최
- 27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소집하여 공정하
고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중요성 강조
- 시장감독관리총국·상무부, 지역 공동구매(社区团购) 질서 확립
을 위한 행정지도회 개최
-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준수해야 할 9가지 금지사항 언급
- 인민은행 외 금융당국, 5가지 시정 요구사항 전달
- △ 지급결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거래 투명성 제고 및 부
당한경쟁 금지 △ 합법적인 개인 신용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
호 △ 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 △ 회사 관리체제 정비 △
합법적으로 증권, 펀드 등의 업무 수행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및 관련 신기술의 응용에 대한 안전관
리 강화 필요성 강조하며, 음성 소셜 소프트웨어와 ‘딥페
이크’ 기술 관련 안전평가 강화를 강조
- 11개 기업을 소환하여 「네트워크 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
평가 실시, 리스크 예방조치 완비, 콘텐츠 안전에 대한 책
임 이행을 언급
- 시장감독관리총국·인터넷정보판공실 ․ 세무총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회 개최
- 독점 및 시장경쟁 질서를 헤치는 관행 개선 요구, 향후 ‘양
자택일(二选一)’ 강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경고,
각 기업에 한 달 이내 자체 조사 및 개선 요구
- 이에 따라 4월 14~16일까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
해당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제출한 ‘준법경영서약서(依法
合规经营承诺)’ 공개
- 금융 당국, 금융 비즈니스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소환 면담 실시, 업계의 관행 시정 요구
- △ 모든 금융활동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금
융사업은 운영 허가 취득 필요 △ 지불 본연의 업무로 돌아
가 결제 수단과 기타 금융상품 간의 부적절한 연계를 차단
하고 거래의 투명성 개선 △ 데이터 독점을 타파하고, 허가
받은 신용기관을 통한 개인 신용정보 서비스 업무 추진 등 7
가지 개선사항 제시
-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외,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회 개최
- 광둥성 플랫폼 기업에 대해 내부 관리 강화(전면적인 자체
조사 및 개선)를 요구하며 8가지 금지사항 제시
- △ 플랫폼 내 사업자의 자율 선택권 간섭 금지 △ 독점협의 시행
금지 △ 위법 형태의 기업결합 실시 금지 △ 부당한 가격·경쟁행
위 금지 △ 불법 광고 게재 금지 △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
권 침해 금지 △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및 남용 금지
-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두 플랫폼 업체 소환 면담
- 핀둬둬는 상품 품질·주문 강제 취소·허위 배송 등의 문제가
있으며, 메이퇀은 음식 주문 및 배달 불이행·웹페이지를 통한
소비자 혼란 야기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두 업체에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체 개선방안 마련과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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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참석 기업

2021. 5. 14

디디추싱(滴滴出行), 디다추싱(嘀嗒出行),
쇼우치위에처(首汽约车),
메이퇀추싱(美团出行) 등
10개 교통운수 분야 플랫폼 기업

2021. 6. 1

저장성 내 310개 플랫폼 기업

2021. 6. 3

하루어(哈啰), 칭지에(青桔),
메이퇀(美团), 과이쇼우(怪兽),
샤오뎬(小电) 등 8개 공유소비 브랜드

주요 내용
- 교통운수부 외, 10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소환 면담 실시
- 이들 업체의 불투명한 분배 메커니즘, 가격 책정 규칙의 자
의적 조정, 운송정보 독점, 악의적인 운임 인하, 임의적인
회원비 인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 이행사항
제시
- △ 운전자의 근로보수 보장 △ 담합 및 시장가격 조작 금지
△ 운전자의 경영환경 개선 △ 운전자에 대한 내부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전면
적인 개선 요구
-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 저장성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회 개최
- 전체 성(省) 내의 310개 플랫폼 기업에 관련 법 규정에 따
라 반독점 및 부당한 경쟁, 허위 광고 게재, 지재권 침해, 불합
격 제품 판매 등 14개 방면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요구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유소비’ 영역의 행정지도회 개최
- 해당 업계에 대해 「가격법」과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른 시
장가격 질서 확립과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메커니즘 수립 등 강조

자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中国人民银行, 广东省市场监督管理局, 交通运输部 외 현지 언론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3. 최근 행정처분 사례
■ 플랫폼 업계에 대한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개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제 규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됨.
- 20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에 근거한 11건의 규제 사례를 유
형별로 분석한 결과 △ 기업결합 위법 실시 △ 부당한 가격행위 △ 부당한 경쟁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정리할 수 있음.26)
- 경쟁정책의 일괄 시행 및 종합적인 법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총국은 상기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사례별로 현행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함.
- 전자상거래, 지역 공동구매,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온라인 교육 등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 행정처벌 대상임.
◦ 처벌 대상 기업은 대부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IT 기업의 자회사이거나 투자 관계사임.

- 특히 시장총국은 2021년 4월 10일 알리바바(阿里巴巴)에 반독점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벌금 규모인
182억 2,800억 위안(약 3조 원)을 부과함.
◦ 처벌 사유는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국 내 온라인 소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자사 플랫폼 내 업체가 경쟁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거래 제한행위(양자택일(二选一)) 등을 지
속해왔기 때문임.
26) ① 기업결합 위법 실시: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법상 강행규정이며, 미신고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이 규정한 신고기준에 도달했으나 경영자가
반독점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장총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법하게 실시한 집중’을 의미함 ② 부당한 가격행위: 가격 담합행위, 부당 염매행위(덤핑판
매), 가격 선동행위, 가격 기만행위(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경영자를 기만하여 그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가격 차별행위 등이 해당됨 ③ 부당한 경쟁행위: ‘경영자가 생산 경영활동 중에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④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는 기업이 그 시장지배적 지위를
불합리하게 이용하여 일정한 거래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배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여 응당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는 행위’를 의미함. 박제현(2020), 「중국경쟁법」,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2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6.23.

10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 이에 알리바바는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즉시 밝혔으며, 향후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판매상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함.

표 3. 최근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 사례
규제 유형

기업결합
위법 실시

발표 시기

대상 기업

행정처벌 근거

’20. 12. 14

알리바바인베스트먼트(阿里巴巴投资),
위에원그룹(阅文集团),
펑차오 네트워크(丰巢网络)

- 사전 신고하지 않고 위법한 기업결합을 시행
- 「반독점법」 제48조,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 결정,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1. 3. 12

인타이상예(银泰商业), 텐센트(腾讯),
바이두(百度) 등 12개 기업

- 기업결합을 위법 실시한 10건의 사례와 관련된 12개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제48조,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
결정,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1. 3. 22,
’21. 4. 28

텐센트(腾讯) 외

- 기업결합을 위법 실시한 9건의 사례와 관련된 기업에
「반독점법」 제48조, 제49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결정,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0. 12. 30

징둥(京东), 톈마오(天猫),
웨이핀후이(唯品会)

-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광군절(双十一)’ 전후로 가격을
먼저 인상한 후 할인하는 행위, 허위 판촉, 거래 유도
등을 시행
- 「가격법」 제40조,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처벌 결정,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1. 3. 3

청신요쉔(橙心优选),
둬둬마이차이(多多买菜),
메이퇀요쉔(美团优选),
스후이퇀(十荟团), 스샹후이(食享会)1)

- 지역 공동구매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덤핑 판매행위,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한 가격 기만행위
- 「가격법」 제14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 위반
- 청신요쉔, 둬둬마이차이, 메이퇀요쉔, 스후이퇀에 각각
150만 위안; 스샹후이는 벌금 50만 위안 부과

부당한
가격행위

’21. 4. 30

어러머(饿了么)

’21. 5. 27

스후이퇀(十荟团)

’21. 2. 8

웨이핀후이(唯品会)

- 경쟁우위와 거래기회를 얻기 위해 당사와 타사에서
판매되는 브랜드 경영자의 정보를 취득, 각종 기술수
단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브랜드 운영자의 판매 채
널을 제한하는 등 기타 방해행위
- 「반부정당경쟁법」 제12조 규정 위반, 300만 위안 벌금
부과

’21. 5. 102)

줘예방(作业帮),
위안푸다오(猿辅导)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허
위 또는 오도성 상업 홍보행위,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
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한 가격 기만행위에 대해
각각 250만 위안 벌금 부과

’20. 12. 25

Sherpa’s(食派士)

-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의 시
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 결정, 약
116만 위안의 벌금 부과

부당한
경쟁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상하이시 푸퉈구(普陀区) 시장감독관리국, 배달음식 주문
및 심부름 대행 플랫폼에 대해 벌금 50만 위안 부과
-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한
가격 기만행위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3월 3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저가 덤핑, 가격 사기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 150만 위안의 벌금 부과, 해당 플랫폼의 장쑤(江苏)
지역 3일간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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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형

발표 시기

대상 기업
-

’21. 4. 10

알리바바(阿里巴巴)

-

-

행정처벌 근거
’20년 12월, 알리바바의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
조사 결과 플랫폼 입점 업체에 자사 플랫폼 선택을 강
요하고 경쟁사 플랫폼을 배제한 혐의(‘양자택일’을 강요
하여 거래 제한)
「반독점법」 제47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 △
위법행위 중지 명령 △ 약 3조 원의 과징금 부과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엄격한 책임 이행 등 요구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

주: 1) 해당 5개 업체는 디디, 핀둬둬, 메이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과 연관이 있음(산하기업 또는 투자를 받은 경우).
2) 2021년 5월 10일 발표된 줘예방, 위안푸다오에 대한 행정처벌 사유는 ‘부당한 가격 및 경쟁행위’에 모두 해당됨.
자료: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외 현지 언론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한편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업계와 관련된 재판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대표적인 10대 사례를 공개함.27)
-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부당한 경쟁에 대한 사법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10대 사례에는 국외 서버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개인정보 도용·네트워크 서비스 계약 분쟁·사업적 명예
훼손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 포함되었음.

■ 현재 시장총국이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제공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독점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시장총국은 2021년 4월 우쾅발전(五矿发展, MINMETALS DEVELOPMENT)과 알리바바가 설립한 합자회사인
우쾅전자상거래(五矿电商)와 관련된 기업결합 위반 혐의와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및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인 메이퇀(美团)의 ‘양자택일(二选一)’과 같은 독점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두 건의 조사를 착수했음.
◦ 블룸버그는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타깃이 알리바바에서 메이퇀으로 이동했다”고 해석함.28)
◦ 특히 메이퇀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이므로, 해당 조사결과가 텐센트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수 있음.29)

4.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규제 방향]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 △ 규제 범위 확대 △ 법 집행력 강화
△ 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배경과 관련하여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나,30) 이는 플랫폼 업계 정
비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7)
28)
29)
30)

「互联网十大典型案例」.
Bloomberg(2021. 4. 26), “China Widens Internet Crackdown With Meituan Monopoly Probe.”
爱企查(2021. 4. 27), 「反垄断第二刀，落向腾讯的“小弟”美团」.
2020년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상하이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당국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중단, 금융당국의 앤트그룹 경영진 소환 면담(금융지주회사 설립 요구), 알리바바의 독점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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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미신고 기업결합, 덤핑 판매, 가격 사기, 허위 홍보, 거래 제한행위(‘양자택일’
강요) 등이 중점 처벌 대상이었으며, 향후 △ 핀테크 영역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보안 △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1월 발표된 「비은행지급결제회사조례」(의견수렴안)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에서 기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3월 15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임, 상품 품질 및
식품안전 보장, 고객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강조됨.31)
◦ 5월 26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악의적인 보조금 지급
및 저가 덤핑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치 강화 방침이 논의됨.32)

- 「반독점법」 개정 작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 집행력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범위 및 처벌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음.
◦ 2020년 1월 공개된 「반독점법」(수정초안)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및 형사책임 추궁 조항이 명시
됨에 따라 향후 행정처벌 수위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규제당국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독점 조사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대를 계획한 것
으로 알려졌으며,33) 법 집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함.34)

- 중앙정부의 규제강화 기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있음.
◦ △ 광둥성: 인터넷 분야의 10대 불공정경쟁 및 반독점 사건 발표(’21. 4. 20) △ 베이징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21. 5. 5) △ 저장성: 부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조치 시행 등

- 시장총국이 메이퇀의 독점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최종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규제 수
위와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업계에 대한 영향 및 기업의 대응]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되며, 관련 중국기업들은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플랫폼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전반
의 건전한 경쟁질서 조성,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의 활발한 시장 진입,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
◦ 특히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가능했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합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 제4장 제18조에 근거하여 가변이익실체(VIE) 구조의 기업결합도 반독점
조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대형 IT(플랫폼)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31) 央视网新闻(2021. 3. 15), 「习近平主持召开中央财经委员会第九次会议强调 推动平台经济规范健康持续发展 把碳达峰碳中和纳入生态文明建设整体
布局」.
32) 中国政府网(2021. 5. 26),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部署进一步支持小微企业个体工商户纾困和发展等」.
33) Reuters(2021. 4. 12), “EXCLUSIVE China’s antitrust regulator bulking up as crackdown on behemoths widens.”
34)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 5. 18), 「反垄断局在总局行政学院举办全国市场监管部门反垄断执法人才培训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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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전면적인 사업전략 점검 및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지역 공동구매 플랫폼인 스후이퇀(十荟团) 사례와 같이 경쟁당국의 1차 처벌 결정 이후에도 부당한 가격행위를
지속할 경우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 관련 기업은 자체 점검을 면밀히 시행하고 부
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표 3 참고).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조치와 행정처분 결정 등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일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일례로 지난 4월 텐센트는 ESG 분야에 대한 약 77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35)

■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치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정부
및 개별 기업 차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해외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국의 관련 시장에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 경쟁당
국이 판단할 경우 「반독점법」의 역외적용 조항에 따라 조사 및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36)
◦ 다만 실제 적용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법·제도의 운용 방향을 예의주
시해야 함.

- 이와 같은 역외 관할권의 적용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
이므로, 한·중 양국은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4월 중국 경쟁당국 관계자는 주중한국대사관의 공정거래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양국이 반독점 분야의 실무
협력을 지속하기로 논의한 바 있음.37)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한국기업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를 대비하여 중국 내 규제 강
화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35) Reuters(2021. 4. 19), “Tencent pledges $7.7 bln to support China poverty, environment initiatives.”
36) ‘역외적용’은 ‘역외효력’이라고도 하며, 자국의 경쟁법을 국외에서 발생하는 독점행위 또는 경쟁 제한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독점행위 등이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중국의 경우 현행 「반독점법」
제2조에 “중국 역외의 독점행위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영향을 초래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함. 박제현(2020),
「중국경쟁법」,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2권.
37)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1. 4. 20), 「反垄断局会见韩国驻华大使馆公平交易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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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 플랫폼(平台): 본 ‘지침’에서 플랫폼은 인터넷 플랫폼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정보기술을 통해

제2조
상관 개념
제1장
총칙

제4조
관련시장
획정

제2장
독점협의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
(기업결합)

상호 의존적인 양자 또는 다자 주체가 특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함으로써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조직의 형태
- 플랫폼 사업자(平台经营者):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시장주체에게 경영 장소(사업장), 거래 알
선(매칭), 정보 교환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 플랫폼 내 사업자(平台内经营者): 인터넷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상품’으로 통칭)를
제공하는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함과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직접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음.
-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平台经济领域经营者):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내 사업자 및 기타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포함
- 플랫폼 경제는 업무 유형이 복잡하고 경쟁의 동태가 다변화된 분야이므로 플랫폼 경제 영역
의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리적시장’ 획정 시 「반독점법」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관련
시장 획정에 관한 지침」의 일반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해 사안별
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수평적 독점협의(제6조): 경쟁적 관계에 있는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한 가격 고정, 시장 분할, 생산(판매)량 제한, 신기술(제품)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을
금지; ①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판매량·원가·고객 등 민감한 정보의 수집·교환 ② 기술수단
을 이용하여 의사 연락 진행 ③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일치된 행위를
실현하는 경우 ④ 협동행위 실현을 돕는 기타 방식
- 수직적 독점협의(제7조): 플랫폼 경제 분야의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
한 재판매가격 고정, 최저 재판매가격 제한 등을 금지; ① 기술 수단을 이용한 가격 자동 설정
② 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가격 통일 ③ 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제한 ④ 기술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타 거래 조건을 제
한하고 시장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요소(제11조):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기술 조건 △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타
경영자의 거래 의존도 △ 기타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 난이도 △ 기타 요소
◦ 플랫폼 경제 분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정 요소: 거래액, 거래량, 매출액, 액티브 이용자
수, 조회 수, 이용 시간 또는 기타 지표가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시장점유율
의 지속시간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경제 분야의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 불공정 가격행위(제12조) △ 원가 이하 판매(제13조) △ 거래 거절(제14조) △ 거래
제한(제15조) △ 끼워팔기 또는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제16조) △ 차별 대우(제17조)하여
시장경쟁을 배제·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 플랫폼 내 사업자가 경쟁 플랫폼 중에서 ‘양자택일(二选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사와 독점 거래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기타 행위(제15조)
◦ 서식 조항, 팝업창, 필수 단계 조작 등 거래 상대방이 선택·수정·거절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묶어서 판매(제16조)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불 능력, 소비 선호, 이용 습관 등에 따
라 차별적인 거래 가격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적용(제17조)
- 신고 기준(제18조): 가변이익실체(协议控制, VIE) 구조를 가진 기업결합은 반독점 조사 범위
에 포함
- 고려 요소(제20조):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 사업자
의 시장 지배력 △ 시장 진입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영향 △ 소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기업결합의 경쟁 영향을 평가
◦ 기업결합 이후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인상·품질 저하·다양성 축소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능력과 범위를 훼손하고, 소비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이
익을 해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자료: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