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방향: 플랫폼 공정성 규칙과 DSA 그리고 NCT

1. 플랫폼 공정성 규칙(또는 법률) 도입 및 DSA(Digital Services Act) 제안을 살펴보면, 기존 TFEU의 경쟁조항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칙(regulation)을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플랫폼 규칙은 순위(ranking)와 같은 행위에, DSA는 gatekeeper의 남용행위(데이터 포함) 등과 같은 사업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Google I, II 심결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구글 검색 및 구글 쇼핑)

3. 특히, 디지털경제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및 집행(102조) 관련 실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으로 이해 가능

4. DSA 및 NCT의 목적을 살펴보면, 각각 세 번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버드학파의 SCP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사전규제 혹은 기업분할과 같은 방법을 선호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유럽경쟁법은 미국과는 달리, 다양한 법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소비자후생, 시장통합, 경쟁자보호 등),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경제학적 접근 방법(가격)이 아닌 유럽에서 발전된 독특한 법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

6. 현재, 조약(헌법적 성격)의 경쟁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디지털경제에서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NCT를 통한 새로운 경쟁법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위, ‘디지털 경쟁법’의 도입(a brand new or tomb

of competition law?)

7. 결론적으로 유럽의 규제방향은 디지털경제에서 경쟁관련 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법을 도입하려는
알수없는작성자님의이사진에는 CC BY-SA-NC 라이선스가적용됩니다.

한국외대 최요섭

https://mir.pe/wiki/%ED%95%9C%EA%B5%AD%EC%99%B8%EA%B5%AD%EC%96%B4%EB%8C%80%ED%95%99%EA%B5%9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


NCT 네 개의 Option에 대한 의견

알수없는작성자님의이사진에는 CC BY-NC-ND 라이선스가적용됩니다.

광범위한 규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
Option 1: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기준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

Option 2: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을 기준으로

디지털 분야와 ‘승자독식’ 분야에 집중하여 적용

시장의 구조
Option 3: 시장구조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

Option 4: 시장구조 기준을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와 ‘승자독식’ 분야에 집중하여 적용

범
위

기준

출처: Oxera 및 Duncan

범위에 따른

문제

최근 디지털 시장의 범위가 파이프라인 시장으로까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

시장구조 기준에

따른 문제

- 독점화가 되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장점’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여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종합적 평가
현재 유럽위원회는 Option 3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의견들도 Option 3과 관련된 찬반 및 장단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됨

기준과범위에대한의견

http://leeesann.tistory.com/3934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