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NCT, DSA 추진 배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2015) à GDPR, New Copyright Dir., AI guidelines, P2B Reg. 

플랫폼 규칙(P2B Reg. 2019/1150) cf. 2016(consultation), 2017년(mid-term), 2018(SWD) …

(i) 플랫폼 거래의 비중 확대;  (ii) 전례 없이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  (iii) 데이터 보유량과 품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강화

메커니즘;  (iv) 플랫폼 이용 업체들의 개별화·파편화 된 지위로 인한 협상력 불균형 상태의 심화 및 경쟁 병목 현상으로

인한 플랫폼 의존도 증가;  (v) 플랫폼의 부당 조치에 대한 불만 제기 시 보복 두려움

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플랫폼들도 문지기Gatekeeper 지위를 갖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들(UTPs)을 할 수 있게 된다’ - SWD(2018), p.3, p.11, pp.21-26.

플랫폼 규칙 à DSA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강화 목표

유럽연합 경쟁법 집행 강화 “Self-preferencing”, 구글 결정들, 아마존 조사, 연구 보고서(Special Advisers’ Report) 

회원국 움직임

독일의 ‘남용 금지 현대화 보고서(Schweitzer, et al., 2018)’; 영국 ‘퍼만 보고서(Furman Report, 2019)’

독일 10차 개정 경쟁법(안) “paramount importance”; 프랑스(Arcep) “Systemic Platform”; 독일·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경제장관 서한(2019. 2. 4); 베네룩스 메모랜덤(2019. 10), etc.

경쟁법 à +NCT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경쟁법 규율 수단 추가 … 전 산업 분야 적용 목표 … 궁극적으로는 현대화(?)



II. 주요 내용
DSA 규제개시영향평가서(IIA)의 정책 제안들

Option 1. 기존의 플랫폼 규칙을 개정하여 특정 이슈들에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

Option 2.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연합 차원의 규제 당국에 정보 수집 권한 부여

Option 3.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Option 3a. 블랙리스트(Blacklist) – 예) 특정 유형의 자기편애 행위 금지, 관련 없는 거래조건의 일방적 추가 등

Option 3b. 사례별 접근(Case-by-case) - 예) 이슈별 맞춤형 조치: 데이터 접근 의무, 데이터 이동권 보장 등

NCT 규제개시영향평가서(IIA)의 정책 제안들

영국의 시장 조사(market investigation) 제도 참고 – 구조적 경쟁 문제(structural competition problems)에 대응

Option 1.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상 + 전 산업 분야

Option 2.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상 + 디지털 분야 한정

Option 3. 비 시장지배적 사업자 포함 + 전 산업 분야

Option 4. 비 시장지배적 사업자 포함 + 디지털 분야 한정

[공통] 경쟁법 위반 확인 X, 과징금 X, 손해배상 문제 X, 행태적 · 구조적 조치들(remedies) 가능

[Option 3에 대한 반응] 구글 · 마이크로소프트 · 애플 🙄 / 딜리버루 · 부킹닷컴 · 전기통신사업자 🤔 / 페이스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