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황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ICR센터교수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의
공정거래법상 문제

2021. 5. 6.



I. 구글의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

2



I. 구글의 새로운 정책

 구글은 2011년경 구글 플레이(앱마켓) 선탑재 정책과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개방형 인앱결제(IAP) 정책을 시행

• 디지털 콘텐츠 판매 앱 사업자/CP는 구글 IAP와 PG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중 선택적으로 결제시스템 이용

 애플이 모든 앱/콘텐츠에 30% IAP를 강제하는 것과 비교되어
앱 사업자/CP와 이용자들에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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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글의 새로운 정책

 최근 구글 플레이에 싣는 유료 디지털 상품판매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Google Play’s Billing System)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앱/다운로드 항목에 요금 청구 시)

• 게임 외 모든 앱에 적용 – 게임 외의 앱에 대해 외부결제가
가능했던 종래 예외를 불허하는 내용의 약관 개정

• 모든 기존 앱은 대체 결제 시스템을 모두 삭제해야 함
(2021.9.30.까지)

• 애플의 자사 IAP 강제정책과 동일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외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하
는 것도 금지

 구글 플레이 관련 정책 위반시 앱 삭제, 계정해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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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P 수수료 : 30%(PG사 지급결제 수수료 포함)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앱 사업자 : 15%로 인하
(2021.7.1. 시행)

• 15% 적용 앱 사업자 수는 많으나 실제 감소액은 미미
한 수준

* 246개 업체 조사결과 406억원 감소 vs. 5,107억원 증가(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조사결과, 2021)

 PG업계의 지급결제 수수료 수준은 보통 1~7% 수준
• 신용카드 : 3% 내외
• 계좌이체 : 2% 내외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 3% 내외
• 상품권 11% 내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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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0281818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934569?hl=ko&ref_topic=9877065#zippy=%2C%EB%85%84-
%EC%9B%94-%EC%9D%BC%2C%EB%B3%80%EA%B2%BD%EC%82%AC%ED%95%AD-%EC%9A%94%EC%95%BD
(이하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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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의 종류 : (등록)거부, 삭제, 계정정지, 제한된 공개상태, 계정 해지



I. 구글의 새로운 정책

 구글 30% 수수료율의 구성(추정)

• 앱마켓 이용대가? = 23%(Google billing system)

• 지급결제 수수료 = 7% 수준(토스페이먼츠)

 30% 수수료율은 업계의 통상 지급결제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비싼 수준

• 차액 23% 정도가 앱마켓 이용대가 명목인지도 불분명
* 미국 하원 보고서는 애플의 경우 위 30%는 앱마켓 이용대가가 아닌 지급결제

수수료율이라는 증언도 제시

 구글은 정책변경을 통해 애플에 뒤진 앱마켓 수익을 크게 증
대시킬 전망

 앱 사업자 매출액 중 앱 판매액 30.1%, 인앱판매 50.1%, 
기타(광고수익 등) 19.8%로 인앱판매 비중이 가장 큼
* 과기부 2021년 실태조사 결과

 Freemium앱, 구독(subscription)모델 확대경향 고려한 듯11



I. 구글의 새로운 정책

 수수료율 비교 : 원스토어

• 인앱 구매 시 외부결제 허용

• IAP 수수료 : 20%

 원스토어 앱마켓 이용대가

 청약철회, 환불 등 고객상대업무까지 처리

• 외부결제 시 수수료 : 5%

• 청약철회, 환불 등 고객상대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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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1. 포스코 판결 도그마(dogma) : 모든 시지남용 사건에 대하여
“엄밀한” 경쟁제한효과 입증이 필요하다?

“거래거절이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할 것”

“거래거절의경위 및 동기, 거래거절행위의태양, 관련시장의특성, 거래거
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입은 불이익의정도, 관련시장에서의가격 및
산출량의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거래거절행위가위에서 본 경쟁제한의효과가 생길 만한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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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포스코 판결은 경쟁제한효과의 구체적 입증수준이나 방법 등
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음

⇒ 행위유형과 사건 특성 등 구체성·개별성을 전제로
후속판결들이 구체적 법리를 형성하도록 맡김

⇒ 대법원 2009년 농협중앙회 판결(2007두22078)

대법원 2019년 퀄컴 판결(2013두14726)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그 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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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미국 독점금지법 상 Sliding Scale 기준을 사실상 수용한 것

• 셔먼법 제1조 적용 시 입증수준으로 per se – quick look 
– rule of reaso의 3분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sliding scale
continuu의 일환일 뿐
(미국 대법원 2013년 Actavis 판결, 1999년 CDA 판결 등)

 특히 수직적 제한의 경우 sliding scale 기준적용 사례 다수
* H. Hovenkamp, “The Rule of Reason”(2018)

• 끼워팔기는 사안에 따라 당연위법-합리원칙 사이 다양한
기준 적용

• 배타적 거래는 대체로 합리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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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우리나라 시지남용행위에는 미국 셔먼법 제1조 적용대상인
수직제한 유형들이 다수 포함

⇒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등 해당 범위 내에서는 미국

sliding scale 법리 참고할 필요

 순수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유사

•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 당연위법 원칙 법리가 인정되지
않고 전문가인 법관의 심증과 판단이 중요

• 배타적 거래에 대해서는 행위유형 자체에서 경쟁제한적
특성을 의심

 우리나라 판례상 일반적 태도는 이러한 원리를 반영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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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2. 부당성(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서 직접증거의 중요성

 가격인상 등 소비자후생 저해의 결과/우려가 분명하거나 행
위유형 자체에 경쟁제한적 특성이 내재된 경우, 경쟁제한효
과 입증수준은 낮아질 수 있음

• 미국 quick look 기준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이런
의미(NCAA, IFD 참조)
* Andrew Gavil, Burden of Proof in U.S. Antitrust Law Chapt. 5(2008)

** FTC, The Past and Future of Direct Effects Evidence(2011)

 우리나라 농협중앙회/퀄컴 판결도 유사한 취지

• 퀄컴 판결을 비롯한 다수 판례는 실제 시장에 발현된 효
과를 중시해온 경향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
것을 조건으로그 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
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목적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 많다” 18



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포스코 판결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 범위 내에서 경제적 효율
성과 경제력 남용 우려 간 균형을 요구

• 경제발전에 필요한 부당성 판단기준은 법적 안정성을 해
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환경과 구체적 사정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 당연

 최근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경쟁법 적용을 확대하고 전례없는 불공정거래행위적 요소를
도입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

• 국내에서는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

• 인터넷 관련 freemium/구독모델(subscription business 
model)이 발전하는데 대응한 “착취를 위한 배제”로 위법
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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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포스코 판결의 이해

3. 구글 IAP 정책의 경쟁제한효과 인정기준

 구글 IAP의 경우 변경된 정책에 따라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에
대한 후생저하 내지 경쟁상이익 침해가 가격(비용)인상 형태
로 비교적 분명하게 예견

• 부당성 직접증거의 하나로 판단

 이는 경쟁제한효과 관련 입증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소

• 정당화사유가 없을 것은 당연한 전제(Cf. 정상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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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공정거래법 시험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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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정거래법 시험적용

1. 개요

 IAP 수수료의 성격(2가지 요소 결합으로 추정)
= 앱마켓(플랫폼) 이용서비스에 대한 대가(?)

+ 지급수단 수수료

 공정거래법상 주요 문제 소지

• 끼워팔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 구입강제/불이익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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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2. 끼워팔기의 문제

 구글 플레이 앱마켓(주상품) 이용 시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부상품)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강제

•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Google Play’s Billing System) 
= 과금모듈(billing module) + 지급수단(payment method)

 끼워팔기의 구성요건(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 민사판결)

① 시장지배적 지위

② 별개제품성

③ 강제성

④ 경쟁제한효과

⑤ 사업활동방해

⑥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23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① 구글은 주상품인 국내(외)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

• 앱마켓 시장에서 앱 사업자들에게 구글과 애플은 수요 대체
성 부재(공급 면도 비슷)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개발·자금·서비스 등 역량 부
족으로 구글에 의존(앱마켓에서 구글 94.3%, 애플 67.6%, 
원스토어 28.1%)*
*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모바일산업연합

회 조사결과(2021) - 246개 기업 대상

 구글은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도 독점 사업자

•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앱에서는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
템 이용이 절대 다수

 기기-OS-앱-콘텐츠-소비자로 이어지는 구글 (앱)생태계가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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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② 별개제품성

 판단기준 : 두 요소(제품)의 본질, 용도, 기능, 공급자, 각각의
시장수요,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

 구글 플레이(주)와 구글 결제시스템(부)은 별개의 상품

• 인앱결제 시 구글과 동등하게 작동하는 인앱결제시스템
사업자가 다수 존재(E.g. Epic Games 사례)

• 마이크로소프트 끼워팔기 사건 때 거론되었던 효율적인
기술적 통합(technological integration)와는 다름

(참고)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과금모듈(billing 
module)과 지급수단(payment method)도 서로 별개 상품

• 양자는 기능적으로 별개, 통합효율성 낮음

• 사업자들도 독립적 공급 및 수요 - 기술적 통합 주장 곤란
25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③ 강제성

 인앱 상태에서 다른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는지 여부

• 구글 플레이 정책은 앱 외부에서 PG사를 통한 대체결제옵
션 안내를 허용

• 그러나 이는 웹 결제에 한정되므로 IAP의 대체재가 아님
(수요자는 seamless payment를 요구)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의 다양한 효율성도 존재

• 그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앱 사업자/CP도 존재

• 문제는 원하지 않는 앱 사업자/CP들에게 다른 선택을 허
용하지 않는다는 점

26
과금모듈(billing module) 지급수단(payment method)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인앱결제시스템
선택권이 문제

+

이 부분 확대만으로는
의미 작음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구글이 가이드라인(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거부, 
앱 삭제를 포함한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

• 효과적 절차통제가 없으므로 부당한 자의적 판단이라도
앱 사업자들은 효과적 이의제기가 어려움

 구글의 자의적 판단이 앱 사업자의 사업명운을 좌우하게 되므
로, 끼워팔기 설계는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

27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④ 경쟁제한효과

 경쟁사업자 배제/독점화 우려 : IAP 관련 결제시스템 시장
and/or 지급수단 시장

1) 가격인상 우려 및 소비자 선택 방해

• 30%(15%)로 인상은 앱 사업자/CP에 새로운 부담,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전망

•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런 인상이 아니라, 끼워팔기에 따
른 경쟁자 배제의 결과로 나타난 착취효과

• 다양한 결제/지급수단을 원하는 소비자 선택권 방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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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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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인앱판매시 거래구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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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2)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 앱마켓 시장의 독점력 전이(shift)

 인앱결제 관련 결제시스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시장 독점화

• 다른 지급수단 사업자(외부 PG사)들은 2021년 10월부터
는 인앱결제 접근기회 봉쇄(약관은 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
단 소개·유도 금지)
* 미국의 경우 인앱결제 가능한 PG사는 PayPal, Square, Stripe 등 다수(미국 하원 보고서)

• 인앱결제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웹결제를
포함한 앱결제 전체시장에서 배제를 의미

• 앱 사업자와 소비자들은 다른 결제시스템 선택권과 혁신
혜택의 기회를 박탈

 보완재인 인앱결제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운영체제/앱마켓
시장독점도 강화하는 효과 파생 30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3) 결제/과금 전 과정에서 구글이 주체로 나섬에 따라 결제관련
이용자/행태 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취·집적(애플 Sherlocking
에 비견)

 구글 IAP는 앱 이용자의 청약접수, 결제대행, 결제대금 정산
등 모든 과정에 구글 결제시스템을 의무화한 것

• 경쟁사업자/거래상대방 판매량·수익 등 극히 민감한 사업
정보 및 이용자 정보 광범위하게 수집

• 인앱판매의 원 당사자는 앱 사업자/CP임에도 구글이 중간
에 쌍방대리하는 형식

• 구매내역과 달리 결제내역은 앱 사업자/CP가 아닌 구글만
취득하는 결과(결제정보는 구매관련 정보까지 포함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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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수익모델

• 1차 수익 : 개발자 등록비용(구글은 첫 등록시 25$), 유료
앱 판매수수료, IAP 수수료 등

• 2차 수익

 앱 검색광고 수수료(앱 사업자/CP로부터 수취)

 영화, 도서 등 디지털 콘텐츠 판매

 축적된 데이터는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콘텐츠 판매 등
2차시장과 관련하여 수익증대, 경쟁제한, 하류 기업들 대상의
거래상 지위 형성·강화에 활용 우려

• 거래상대방은 구글 플레이에 더욱 고착

• 구글은 앱마켓 경쟁사업자 대비 우월한 수직적 지위 확보

• 구글은 PG사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이면서 앱과 디지털 콘
텐츠 판매 등 하류시장에도 직접 참여하므로 self-
preferencing 등 독점력 전이 우려 32



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미국 끼워팔기 : quasi per se illegal 기준 적용(Jefferson 
Parish 판결)

• Microsoft 항소법원(2001) : Technological tying 
arrangement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효율성 효과가 크므
로 합리원칙 적용

 구글 앱마켓과 IAP 결합은 Technological tying으로 보기 어
려움

• Microsoft사 경우와 달리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integration에 따른 효율성 효과가 크지 않음

• 오히려 소비자후생 저해와 배제효과가 크게 우려

 이 사건의 경우 : 앞서 본 포스코 판결 법리의 사안별 구체화
적용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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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⑤ 사업활동방해

 구글의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에 규
정된 다양한 시정조치 부과

• (등록)거부, 삭제, 계정정지, 제한된 공개상태, 계정 해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로 앱 사업자/CP들은 결제시스
템 선택권 박탈, 데이터 착취 등 사업활동방해

•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독점사업자인 구글의 새
로운 정책 불응 시 앱 관련 사업기회가 원천봉쇄되는 결과
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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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 앱 사업자/CP의 영업활동방해와 RPM 규제배경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배경 : 상품매매로 소유권 이전 후
에 이전 소유자가 정당한 현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적법한 소유권 제약으로 허용되지 않음(영국 1964년
Resale Prices Act는 공서양속(public interest) 위반으로 간주)

 IAP에서 구글과 앱 사업자들은 앱마켓 이용계약을 체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앱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
식으로 앱마켓을 이용할 권리 보유

•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 거래에 해당

• 앱마켓 관련 거래 종료 후 영역 외 거래에까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RPM 원리에 비추어도 부당

• IAP 정책이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단순한 상대방
이익침해가 아닌 경쟁저해/공정거래질서 저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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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⑥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여부

 IAP 강제정책이 앱마켓 이용대가 수취를 위해 불가피한가?

• 소비자 abusing 방지를 위해 필수적 장치인가?

≒ 과금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을 위한 대안이 없는가? 

그 대안은 덜 경쟁제한적인가?

※ Sideloading 등 단말기에 선탑재되지 않은 앱마켓을 통해
받는 APK에 보안경고를 제시하는 것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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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끼워팔기

 Cf. 원스토어 : IAP 없이도 판매액 모니터링 가능

• 앱 배포 전 판매 모니터 목적의 SDK 설치 등 API를 통하여
앱 개발사의 관련정보 제공

• 구글 IAP에 비해 제공하는 데이터 범위가 좁을 듯 – 수수
료 수취 목적 모니터링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예: 결제
신용카드의 종류 등)를 제공할 필요 없을 것

• 그 외에도 외부결제 관련 회피방지 설계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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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배타적 거래

3. 배타조건부 거래의 문제

 농협중앙회 판결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통상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목적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은 자신 외 다른 결제시스템(과금모듈
+ 지급수단의 결합체)을 배제한 것

• 다른 경쟁 결제시스템 제공이 불가능

• 구글에 허용되는 것은 수수료 수취 – 수수료 수취에 꼭 필
요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한 것은 부당
한 배타적 거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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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배타적 거래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내부적으로도 배타적 거래 가능성

• 구글이 지정한 특정 지급수단으로 한정 – 합리성 여부

• 독점사업자의 배타적 거래로 구글 인앱결제 시장에서 다
른 PG사들이 배제되는 결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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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구글의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4. 거래상 지위 남용

 구글이 앱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은 판
례, 공정위 심사지침, 학설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명백

 판례 : 기업의 규모 등 일반적 사업능력이나 상대적 교섭능력
등 모든 면에서 구글과 앱 사업자들은 비교 불가

 앱 사업자들의 대체거래선도 거의 없음

 공정위 심사지침 : 안드로이드 앱들은 앱 배포를 포함한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구글 앱마켓에 절대의존(locked-in)

•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애플 아이폰으로 대체하는 경
우가 많지 않으므로 대체경로가 거의 없는 상태

 공정거래저해성 : 거래상대방에 미치는 불이익, 거래규모의
크기·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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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C의 애플뮤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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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C의 애플뮤직 심사

 EC는 애플이 “자신의 앱스토어 내 음악스트리밍앱 배포시장”
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앱 사업자들을 상대로 2가지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SO) 송달(2021.4.30.)

• 유료 디지털 콘텐츠 배포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애플
IAP 이용을 강제

 대부분 스트리밍 CP들은 소비자에 가격인상으로 전가

• 앱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앱 외의 저렴한 대체구매경
로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Anti-steering provisions)

 소비자들은 현저히 비싼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특정 구
독서비스를 앱에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게 됨

 그 결과 신고인 Spotify 등 경쟁 음악 스트리밍앱 사업자들의
비용을 상승시켜(raising rival’s cost)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다고 판단

• 모든 IAP 거래 중개자가 되어 경쟁사업자의 과금업무와 관
련 정보(related communications)를 차지했다고도 결론 42



IV. EC의 애플뮤직 심사

 구글 인앱결제 정책 사례와 비교

• 구글 정책은 2012년 이래 제한적 개방형이었으나 2021년
변경으로 애플과 동일한 폐쇄형으로 전환하여, 대체로 동
일한 BM 채택

• 구글의 새로운 IAP 정책에 대해서는 EC의 애플뮤직 심사
보고서와 대체로 같은 판단이 가능

 수수료 30%의 IAP 강제 및 Anti-steering provisions 
등 소비자 선택방해는 애플과 구글에 공통된 행위사실

 앱 배포시장에서 지배적 지위(gateway), 폐쇄적인 앱
생태계, 대부분 앱 사업자들의 비용인상분 소비자 전
가, 경쟁사업자의 과금업무와 관련정보 차지 등에 대
한 판단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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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C의 애플뮤직 심사

 구글(및 애플) 관련 다음 사항은 EC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공
정위 조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

• IAP의 구조적 문제점(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등)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IAP) 외 판매액 모니터링 내
지 외부결제 회피설계 가능성 등

• 다양한 경쟁제한효과 여부

 인앱결제 관련 결제시스템 시장에서 배제효과 여부

 결제관련 이용자/행태 데이터 과도한 수취 여부

 원스토어에 대한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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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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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구글의 새로운 IAP 정책은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행위 유형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거래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 구속조건부 거래
중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불이익제공 등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 이용자 대상 이익착취에 중점

• 30% 가격인상 외에 명시적 동의없이 광범위한 거래상대방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집적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

• 경쟁 결제시스템 배제를 통한 가격인상·데이터 독점 등 반
경쟁효과를 고착시키는 것이 이번 정책변경

46



V. 결론

 앱마켓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를 막론하고 경쟁병목
(competition bottleneck)에 해당

• 앱 배포 활성화와 인앱결제 문제는 긴밀히 연결된 이슈

•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EC 시각 : 애플 기기와 소프트웨어
는 폐쇄적 생태계(closed ecosystem)를 구성하고 앱스토
어는 소비자들에게 앱 관련 유일한 게이트웨이(gateway)

 수수료 문제 외에 앱과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시장경쟁 촉
진을 위해 앱 배포시장(app distribution market)에 대한 시장
과 경쟁당국의 감시가 긴요

• 구글 플레이 단독출시? 리베이트 여부?

 우리나라 원스토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존재

• 앱마켓 등 앱배포시장과 인앱결제 등 관련 건전한 경쟁사
업자로 육성할 필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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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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