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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erring (붉은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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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인앱결제?



Red He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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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목표

주의분산

추격



1.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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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디지털상품
앱(Apps) 판매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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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판매자

(개발자)

직판

플랫폼이용
(Google스토어, 
Apple스토어, 
One스토어, 

Galaxy스토어, 
MS스토어등다수)



3. 앱스토어/마켓이 없다면?

유료판매자(앱사업자)

- 직판비용매우높음취미로앱만들수있어도수익은
극히어려움

- 실제로앱스토어등장이전에는수익을얻는앱스타트
업거의없었음

개인소비자

- 앱검색비용, 악성앱에대한불안구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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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스토어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소비자/판매자 거래비용 절감

플랫폼사업자: 수수료 > 앱스토어유지비용앱스토어사업계속
유료판매자: 수수료 < 판매이익증가분 앱스토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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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마켓>
악성앱차단 etc
신뢰제고

판매비용감소/판매확대

판
매
자

소
비
자



4. 가격 결정

유료판매자

- 이익극대화가격부과 (* 수수료전부/일부전가가능)

개인구매자

- 효용을충족시킬수있다면가격지불

플랫폼사업자 (양면시장가격정책)

- 무료(및유료 Offline상품) 판매자에게는무료, 유료콘텐
츠판매자에게는수수료(이익극대화가격)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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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oogle 인앱결제논란

- 배경: Freemium 앱 확산  무임승차 방지 위해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 수수료 징수 필요
(* 유료판매자가무임승차하면, 앱스토어존립불가

능앱마켓생태계붕괴)

- “유료게임” 판매자는 이미 약관 의무 이행

- Google은 2020년 非게임 유료콘텐츠 판매자에게도 약
관상 의무 명확화  (한국) 100여개사 반발  정부 개
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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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 v. non-인앱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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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자

유
료
판
매
자

각종
결제
수단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사업자

Payment 
Gateways

인앱결제-
수수료

공제하고지급

판매자가정직하게스스로
수수료를지불한다는보장있는가?

(* 무임승차문제)



5. Google 인앱결제논란

- 앱스토어생태계유지위해유료판매자무임승차방지문제를 어떻
게해결할지는각사업자의재량판단 (구체적전략은 Apple, Google, 
OneStore, Samsung Galaxy 다를수있음)

- 인앱결제시스템은무임승차를방지하기위한정상적수단 (과연경
쟁법문제인지?)

Point: 非게임유료콘텐츠판매자의가격전가능력문제(* Case by case)
수수료의전부/일부를전가하더라도소비자가지갑을여는매력적
인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면문제없음 (But 앱개발자가이미높은가
격을부과한경우에는추가인상이어려워불만일수있음그래도
무임승차는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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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법상가능한쟁점

<시장지배력남용>

1. 앱관련시장의경쟁을제한하는지?

- 다른앱스토어사업자가배제됨으로써경쟁제한위험성
증명앱스토어자체의효율성증진과비교형량

- (유의점: 인위적시장쪼개기불가)

2. 과도한독과점이익인지?

- 무료판매자에게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대신,유료판매
자에게높은수수료를부과하는양면시장특징을고려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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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쟁점

<불공정거래행위>

1 공정거래질서를저해하는지?

- 무임승차방지(인앱결제요구)가공정거래질서저해인지?

2. 거래상지위남용(이른바 ‘갑질’)인지?

- Apple, One, Galaxy 등여러스토어가있더라도 Google스
토어가아니면판매가사실상불가능하다는점부터증명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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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1. 플랫폼 무임승차는 혜택이며,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에
게 혜택을 주고 누구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을지는
자유재량

2. 수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용 X (다른 비즈니
스에서도 마찬가지)

3. 디지털거래의 속성상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인앱결제
요구를부당한강제라고하기는어려움

4. 수수료상한을법으로제한할정당한근거도찾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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