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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2월 15일 오후(CE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초안(proposal)을 발표하였다. 이번 DMA는 지난 6월 2일 발표되었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새로운경쟁법툴(New Competition Tool, “NCT”)’이니셔티브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이상윤, 2020a),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다소간수정이있더라도현재초안의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체계 설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DMA 초안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DMA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내의플랫폼규제                 

설계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DMA와 함께 발표된 DSA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당초 집행위원회의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 대상 규제로서 DSA를 도입하고 그와 별개로 NCT라는 이름으로 영국식 시장조사 제도(market            

investigation)를 도입하는 것이었지만, 내·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범위가 조정되어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DMA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현재 DSA에는 주로 불법적 컨텐츠 유통            

관리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 주요 내용 

2.1. DMA 규칙(Regulation)의 도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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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DMA의 공식 명칭은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COM(2020) 842 final)”로 집행위원회는 이번 DMA의 도입 목적이 “경합적(contestable)”이고          

“공정(fair)”한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Art.1(1) and recital 2 et seq.).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은 구체적으로 소수의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상태를 규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contestable) 플랫폼           

이용자(플랫폼 이용업체와 최종이용자)들에게도 플랫폼 산업의 과실이 공정한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fair)는 집행위원회의 정책 목표를 집약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COM(2020) 842 final, pp.2-3).  

집행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유럽 디지털 시장에서는 (i) 극소수의 독과점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거래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ii) 플랫폼 이용자들 간의 교류를 통제하는 “관문(gateway)”으로           

역할하는 한편 (iii) 플랫폼 서비스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OM(2020) 842 final, p.2) 이러한 상황이 경쟁법과 같은 기존 수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cital 5). 이러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법과 달리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한정하여 이들의 행위가 초래하는 구체적 효과와          

상관없이 시장을 경합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수단(recital 10)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보고있다.특히이러한수단은개별회원국(예컨대, 독일과 프랑스)보다는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입될필요가있다고보는데,이는게이트키퍼사업자들이일반적으로초국경적인사업범위를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파편화된 대응은 역내 시장(Internal Market)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규제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COM(2020) 842 final, p.5 and recitals 6-9). 이러한              

배경에서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들에 한정한 새로운 규제 수단으로서 DMA ‘규칙(Regulation)’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COM(2020) 842 final, pp.5-6). 

DMA의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눈여겨볼 점은 현재 DMA 초안은 게이트키퍼들에 대하여 회원국             

차원의 개별적인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Art.1(5) and recital 9). 이러한            

내용은 현재 유사한 입법이 진행 중인 회원국 상황과 긴장 관계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게이트키퍼와           

유사하게 “여러 시장에서 압도적 중요성(eine überragende marktübergreifende Bedeutung für den          

Wettbewerb)”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법 규정(제19a조)의 신설이 검토 중에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DMA 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위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 제19a조와 같은 개별적 입법은 결국 의미를 잃게 될 수도있으므로향후               

이에 대한 논의의 귀추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cf. Geradin, 2020, the 3rd comment).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OM:2020:842:FIN&from=en
https://www.d-kart.de/blog/2020/12/15/gwb10-the-day-before/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garantie_libre_choix_consommateur_cyberespace?fbclid=IwAR3vYIO0kc5-5k3xVj06R6Yv-Hi--0pcoEwV484jgCxanHoiem8SBLzmaQU
https://www.d-kart.de/blog/2020/12/15/gwb10-the-day-before/
https://theplatformlaw.blog/2020/12/16/the-eu-digital-markets-act-in-10-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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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게이트키퍼(Gatekeepers)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초안은 DMA 규칙의 적용 대상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한정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는 현재 DMA 초안에서는 “핵심적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로 정의되고          

있고(Art.2(1)), 여기서 ‘핵심적 플랫폼 서비스’란 현재 DMA 초안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있는 8개           

서비스(온라인 중개 서비스,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크, 영상 플랫폼,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전화번호 등에 기반한 서비스 제외),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를          

말한다(Art.2(2)(a)-(h)). 한정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부킹닷컴(Booking.com)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될 만큼 넓은 범위이며 이러한 범위는 향후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MI”)를 통해 더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Art.17)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종류가 크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MA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이트키퍼’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이트키퍼로 판단되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정(delegate)이 되면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책임 이상으로 DMA 규칙이 부과하는 강력한 법적 의무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는 이번 DMA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집행위원회가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이트키퍼의 판단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Art.3(1)). 첫째,            

역내 시장에서의 상당한 영향력(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l market)이 있을 것(Art.3(1)(a)), 둘째,             

플랫폼 이용업체들이 최종이용자들에게 닿는중요한관문(important gateway for business users to reach            

end users)으로서 기능하는 핵심적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것(Art.3(1)(b)), 그리고 셋째, 그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확고하고 견고한(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를 갖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이러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예견될(foreseeable) 것(Art.3(1)(c)) 등이다.  

사업자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는 집행위원회에의해게이트키퍼로지정된다.그렇다면위세              

가지 기준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충족되는가? 집행위원회는 먼저 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다(Art.3(2)). 

● 최소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활동하면서, 유럽경제권역(EEA)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의          

연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평균 650억 유로 이상인             

경우(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Art.3(1)(a) and Art.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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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내에서 월간 활성최종이용자(monthly active end users)수가 4천 5백만명이상그리고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연간 활성 이용업체(yearly active business users) 수가 10,000개사 이상인           

경우 (Art.3(1)(b) and Art.3(2)(b)), 

● 위 두 번째 요건이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하여 충족되는 경우 (Art.3(1)(c) and Art.3(2)(c)). 

사업자들은 위 세 가지 정량적 기준에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내에 집행위원회에 신고(notify)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Art.3(3)) 이러한 정보를 제출받은 집행위원회는 60일 내에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다(Art.3(4)). 다만 사업자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주장(sufficiently         

substantiated arguments)으로 자신이 (위 정량 지표는 충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제3조 제1항의          

게이트키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Art.3(4). 다만 이때             

(경쟁법과 달리) 효율성 효과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cital 23)).  

추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정이 번복된경우라하더라도사업자가게이트키퍼로지정될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DMA 초안은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15조에 규정된시장조사(MI)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판단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Art.3(6) and Art.3(4), recital             

(23)), 이때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판단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이용자 수, 진입장벽,             

사업자(플랫폼)가 데이터 등으로부터 얻는 이득의 규모와 범위, 이용자들의 고착(lock-in) 정도, 기타           

시장의 구조적 특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3(6)(a)-(f) and recital 25). 다만 현재 DMA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만으로는 포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e.g. GCR,           

2020; Lamadrid, 2020b, point 4) 향후 관련 내용은 좀 더 보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는 지정된 게이트키퍼와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리스트를 공개하고(Art.4(3)) 매 2년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 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 판단 기준(Art.3(1))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Art.4(2)). 

2.3.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사항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이들은 앞으로 DMA 규칙이 부과하는 매우 엄격한법적의무들을부담하게된다.             

특히 게이트키퍼가 사업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주요 의무 사항들은 제5조와제6조에열거되어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용자의 실질적 동의(opt-in) 없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데이터를결합시키는행위             

금지(Art.5(a) and recital 36)(cf. Germany’s Facebook)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digital-markets/eu-reveals-draft-gatekeeper-rules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digital-markets/eu-reveals-draft-gatekeeper-rules
https://chillingcompetition.com/2020/12/17/10-comments-on-the-commissions-dma-proposal/
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379066111127126001020029089118068070033020028081008086064084112091098064030092117093126032033060045039030116123083026106064016111006059059074127028087075066031108093000035015103099006114074073101094071001023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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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이용업체가 게이트키퍼 외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같은상품·서비스를더유리한조건에             

제공하는 행위 허용(Art.5(b) and recital 37)(cf. “wide MFNs”) 

● 플랫폼 이용업체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최종이용자들에게 직접 판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이용자들이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밖에서 구독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Art.5(c) and recital 38)(cf. Apple v. Spotify) 

● 게이트키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용업체가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것 등을 막는 행위            

금지(Art.5(d) and recital 39) 

● 플랫폼 이용업체들에게 게이트키퍼 자신의 ID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Art.5(e)          

and recitals 14, 40)(cf. Stigler Report, 2019, p.31) 

● 게이트키퍼가 자신의 핵심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 플랫폼 이용업체나 최종이용자에게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Art.5(f) and recital 41)(cf. Slack v.             

Microsoft) 

● 광고 서비스를제공하는게이트키퍼는광고주와퍼블리셔들의요청이있는경우가격과보상관련            

정보를 제공(Art.5(g) and recital 42)(cf. CMA report, 2020, pp.297-303) 

● 게이트키퍼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 이용업체들과 경쟁하는 경우(dual          

role) 이용업체들의 거래에서 발생한, 광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업체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게이트키퍼가         

이용하는 행위 금지(Art.6(1)(a) and recitals 43-45)(cf. Amazon) 

● 최종이용자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사전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을삭제할수있도록허용(Art.6(b)            

and recital 46) (cf. Google Android) 

● 최종이용자가 제3자의 응용 프로그램, 스토어 등을 게이트키퍼의 운영체제에 설치·이용하거나         

게이트키퍼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Art.6(c) and recital 47)(cf. Apple –              

App Store Practices) 

● 랭킹 순위를결정함에있어서게이트키퍼자신의서비스·상품을우대하는것을금지하며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적용(Art.6(d) and recitals 48-49)(cf. Google Search (Shopping)) 

● 최종이용자가 (ISP를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운영체제에서 이용하고 구독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전환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금지(Art.6(e) and recitals 50-51)(cf. “Device           

Neutrality” - CERRE Report) 

● 게이트키퍼가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경우(dual role), 제3자도 그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부수 서비스(ancillary service, Art.2(2)(14))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제3자도 접근할수있도록             

보장하고 또한 기술호환성을 보장(Art.6(f) and recital 52)(cf. Apple NFC)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a4d20f2b-4857-4609-8f8b-06879d2bda9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073
https://research.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arket-structure-report.pdf?la=en&hash=E08C7C9AA7367F2D612DE24F814074BA43CAED8C
https://slack.com/intl/en-it/blog/news/slack-files-eu-competition-complaint-against-microsoft
https://slack.com/intl/en-it/blog/news/slack-files-eu-competition-complaint-against-microsof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a557668fa8f5788db46efc/Final_report_Digital_ALT_TEXT.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077
https://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40099
https://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40716
https://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40716
https://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case_details.cfm?proc_code=1_39740
https://www.cerre.eu/sites/cerre/files/CERRE_DeviceNeutrality_IssuePaper_March2019_0.pdf
https://www.facebook.com/koje.competition/posts/4008400079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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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는 광고주와 퍼블리셔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게이트키퍼의 성과산정툴에접근하고광고서비스가제대로제공되고있는지독자적으로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Art.6(g) and recital 53)(cf. CMA report, 2020, pp.297-303) 

● 플랫폼 이용업체와 최종이용자의 데이터 이동을 실효성있게보장하고특히최종이용자의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툴을 제공(Art.6(h) and recital 54)(cf. “European data strategy” –             

이상윤, 2020b, 212면 주80 및 217면) 

● 플랫폼 이용업체에게 게이트키퍼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계속적이고 실시간적인 접근과 이용을 무료로 보장해주고, 개인          

데이터의 경우 이용업체가 개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Art.6(i) and recital 55)(cf.            

Observatory’s Report, 2020) 

● 게이트키퍼가 검색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랭킹(ranking),입력검색어(query),클릭(click)그리고          

뷰(view) 등 최종이용자의검색과관련하여발생한데이터를제3의검색엔진서비스제공업체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FRAND)으로 접근 제공(Art.6(j) and recital 56)(cf. CMA          

report, 2020, pp.92-96) 

● 게이트키퍼가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플랫폼 이용업체가 앱 스토어에 접근을 제공할 때(이            

의무는 접근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아님에 주의) 가격등의조건을공정하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             

적용(Art.6(k) and recital 57)(cf. Epic Games v. Apple) 

현재 초안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포함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Art.3(8)) 위와 같은의무사항들이의도하고있는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효과적인조치를              

취해야만 한다(Art.7(1)). 제5조와 제6조에 열거된 의무 사항들은 모두 블랙리스트(blacklist)로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고, 만약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는경우             

법 위반으로 결정되며(Art.25(1)(a)) 과징금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e.g. Art.26(1)(a), Art.27(1)(g))를 받게           

된다. 다만 제6조는 제5조와 달리 게이트키퍼 사업자가취한조치가법이제시하는기준에부합하지않는              

경우라도 집행위원회가 “규제 협의(regulatory dialogue)”를 거쳐서(Recitals 29, 33, 58 and Art.7(4)-(7))           

사업자가 이행해야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수 있다(Art.7(2)). 하지만 제6조 위반 경우에도 규제            

협의 없이 곧바로 위반 결정과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Art.7(3)).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사항들 모두 원칙적 의무 사항들이지만, DMA 초안은 예외적으로 특정 의무의             

적용을 중지(suspension)하거나 특정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대한의무적용을면제(exemption)할수있는            

상황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게이트키퍼의 통제력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의무를 준수하게되면그의역내사업수행가능성(economic viability of the Union operations)이위협받게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a557668fa8f5788db46efc/Final_report_Digital_ALT_TEXT.pdf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european-data-strategy_en#:~:text=The%20European%20data%20strategy%20aims,businesses%2C%20researchers%20and%20public%20administrations.
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33601706811108211207206806411409411202805300705303303906509208606411510312201309911204811011903505004003003012607710308406506600702104708600201509910106711601812202400808204800601606409406908506707110609907011507
https://platformobservatory.eu/app/uploads/2020/09/Analytical-paper-1-Platform-data-access-and-secondary-data-sources_final.pd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a557668fa8f5788db46efc/Final_report_Digital_ALT_TEXT.pd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fa557668fa8f5788db46efc/Final_report_Digital_ALT_TEXT.pdf
https://cdn2.unrealengine.com/apple-complaint-7345897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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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을 게이트키퍼 사업자가 증명해보인 경우’(Art.8 and recital 59)또는 ‘공중도덕(public morality),             

공중 보건(public health), 공공 안전(public security) 등의 이유로 적용 면제가 정당화 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Art.9 and recital 60)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5조와제6조의               

의무 사항의 범위는 시장조사(MI)를 통해(Art.17) 추가될 수도 있다(Art.10). 

제5조와 제6조의 의무 사항 외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여러 의무들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의무는 바로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다(Art.12 and recital 31).              

게이트키퍼 사업자는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나 디지털 분야의 다른 서비스를 인수하는 경우             

결합 이행 이전에 기업결합규칙(Regulation No 139/2004)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건이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다(“irrespective of”). 즉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인수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notification)는           

인수대상 기업의 연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Art.12(2)).            

제안이유서의 설명에 따르면 신고할 때 포함되는 정보들은 단지 기업결합 심사와 같은 경쟁제한성            

검토만을 위한 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향후 시장조사(MI)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고려될 수 있는 해당             

디지털 섹터의 경합성 동향("contestability trends")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결합 이후 추가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3조 제2항의 이용자 기준정량지표를만족하게              

된다면 결합 이행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Art.12(3)). 

2.4.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시장조사(MI) 제도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경쟁법 수단으로서 영국의 시장조사(MI) 제도에서 착안한           

제도다(류시원, 2020). 다만 그동안 NCT 논의와 달리 현재 DMA 초안상 집행위원회의 시장조사(MI)            

제도는, 영국 제도처럼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법 위반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시장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산업 중에서도 고도로 집중된 시장에 한정하여 게이트키퍼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의무와결부되어운용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하지만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시장조사(MI)             

제도는 DMA 규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시장조사(MI) 제도가 활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게이트키퍼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시장조사(Art.15 and Art.3(6)), 둘째는 체계적·조직적(systematic) 의무 위반 행위를 찾고           

이에 대한 행태적·구조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시장조사(Art.16),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금지 행위를 찾기 위한 시장조사(Art.10 and Art.17)다. 시장조사는 집행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으로 개시되지만(Art.15(1)) 3개 이상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에 특정 사업자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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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장조사(MI)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집행위원회는 4개월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Art.33). 그리고 시장조사(MI) 기간은 길어도 전체 1-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Art.15(1) - 1년,            

Art.16(1) - 1년, Art.16(6) - 6개월 한도 연장, Art.17 – 2년). 

현재 가장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분할(break-up)’ 조치에 관한 내용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기업분할 명령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현재 DMA 초안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업분할 명령은 언제 가능한가? DMA 초안 제16조는 시장조사(MI)를 통해           

게이트키퍼 사업자가 ①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들을 체계적·조직적(systematic)으로         

위반해왔으며(“and”) ② 그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 또는 확장해온 경우가 발견되면           

집행위원회가 필요한 행태적 또는 구조적 조치(behavioural and structural remedies)를 명령할수있도록            

하고 있다(Art.16(1)).  

‘체계적·조직적 위반(systematical non-compliance)’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안이유서에는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본문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제5조와 제6조의 의무 위반 결정(Art.25               

and Art.26)이 내려진 경우 이러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Art.16(3)). ‘체계적·조직적 위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문언상 이에 더하여(“and”) ‘게이트키퍼 지위를 더욱 강화 또는 확장’해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문과 제안이유서 설명을 종합하면 이 요건은 ‘역내 시장에서            

게이트키퍼 사업자의 규모가 더욱 증대되거나,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이용업체 및 최종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의존(economic dependence)이 심화되는 등 게이트키퍼의          

관문(gateway)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증대되거나,또는게이트키퍼가그의더욱견고해진(entrenched and          

durable) 지위로부터 얻는 이득(데이터 등)을 누리는 경우’에 인정된다(Art.16(4) and recital 64).  

DMA 초안은 체계적·조직적 위반과 게이트키퍼지위의강화또는확장이인정되어행태적,구조적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라도 그 조치의 내용은 비례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하며(Art.16(1)),           

특히 구조적 조치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또는 덜 부담되는 행태적 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rt.16(2)). 나아가 제안이유서는 이와 같은 비례성 요건은 "문제된 체계적·조직적 위반           

행위에 사업자의 사업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상당한 리스크(substantial risk that this systematic           

non-compliance results from the very structure of the undertaking concerned)"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ecital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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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MA의 집행: 집행위원회 

DMA의 집행과 관련하여눈여겨보아야할점은오직유럽연합차원에서 ‘집행위원회’만이 DMA의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시장조사(MI)가 필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외            

DMA에 규정된 사항들을 관리, 이행, 집행하기 위한 정보제출명령과조사권한을갖게된다(Arts.19-21).              

제5조와 제6조 등주요한의무사항에대한위반이있으면전년도전체매출액의 10%까지(Art.26(1))정보              

제출 관련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Art.26(2)),             

전년도 일평균 매출액의 5%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Art.27). 그리고 경쟁법을 집행할             

때처럼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시명령(interim measure)을            

내릴 수 있으며(Art.22), 동의의결도 가능하다(Art.23). 이 모든 권한은 오직 집행위원회에게만 부여되고           

있으며 적어도 현재 초안에서는 특별히 회원국의 의미 있는 역할은 찾아볼 수 없다.  

3. 의의 및 전망 

이번 DMA 규칙 초안은 기능조약(TFEU) 제114조를 근거 법률로 하고있기때문에(COM(2020) 842 final,             

p.4) 일반 입법 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수정·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에 이르게 된다. 앞으로             

DMA 규칙안이 최종 채택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입법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DMA 초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 회원국들(예컨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 이상윤, 2020a, 308면 주42, 310-312면; Nordic CAs, 2020))은              

이런 방식의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최종안채택까지그렇게오랜시간이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일반 입법 절차의 경우 대부분의 집행위원회 초안은 제출로부터 약 18개월             

내에 채택되고 있다(EP, 2020, p.50)). 

현재 집행위원회의 DMA 초안은 시장조사(MI)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논의되던 NCT에 비해 대폭 축소된            

내용만 담고 있지만, 고도로 집중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한정해서는 기존의 경쟁법 프레임워크를            

뛰어넘는 매우 강력한 규제 방안들을 담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게이트키퍼” 개념이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예상보다 넓고,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된 게이트키퍼의 의무 사항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규율 대상에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으므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DMA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DMA              

도입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내용들은 플랫폼 규제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12008E1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decision-making/ordinary-legislative-procedure/
https://www.cnbc.com/2020/12/08/frances-macron-lays-out-a-vision-for-european-digital-sovereignty.html?fbclid=IwAR3kFAZ3zkOaUiJnT6I3ga8tmwYjlV33OgVNynu5lSWgJsR6aWIzy-D2ZTw
https://poseidon01.ssrn.com/delivery.php?ID=52306811900102211600110306509009302403101403907406900306800207009800607506411510602402510301204304710211906407909611108810706504400104501904406802202300707809611812009102001201707912101210207500309707112109300112
https://www.kfst.dk/media/ockjqz0b/digital-platforms-and-the-potential-changes-to-competition-law.pdf
https://www.europarl.europa.eu/cmsdata/215107/OLP_2020_EN.pdf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01216-eu-unveils-new-rules-to-curb-tech-g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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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설계에 매우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의 동향을 주의 깊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DMA 규칙안이 담고 있는 강력한 규제 방안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기후환경              

변화 대응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다른 규제들과 달리) 유럽의 디지털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 또는 지원해주기 위한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체계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직접 반영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