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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디지털 서비스법 과 새로운 경쟁법규(Digital Services Act) (New Competition Tool) 

도입 추진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이 상 윤(Sangyun Lee)**

개요1.

년 월 일 유럽 집행위원회 는 디지털 서비2020 6 2 , (European Commission) ‘
스법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Digital Services Act, “DSA”)’ ‘ (New Competition 

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Tool, “NCT”)’
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Inception Impact Assessment, “IIA”) (public 

개시를 발표하였다consultation) .1) 현재 집행위원회는 지난 월 일까지 경쟁 당 6 30
국 학계 실무계 등으로부터 각각의 평가서 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결과를 공개해 , , (IIA)
놓은 상황이며2) 앞으로 월 일까지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9 8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3)

디지털 플랫폼4)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과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

이 글은 센터 플랫폼 규제 동향과 전망 과 * 2020. 7. 30. ICR ‘EU : New Competition Tool Digital
세미나 관련 배경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논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Services Act’ 

었습니다 이 글의 작성 시점은 이며 계속 보완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인 초고라는 점 참. 2020. 7. 27. , ·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과정에서 소중한 조언을 주신 고려대학교 이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This paper has been prepared to provide a brief overview of the European Commission's
recent initiatives regarding digital platforms for the ICR Center’s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 Online 
Platform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on 30th July 2020. I am deeply
grateful to Professor Hwang Lee (Korea University) for his invaluable comments and
advice on this paper.
고려대학교 센터 연구원** ICR . PhD Candidate, Research Fellow at Korea University ICR Center. 

1)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Commission launches consultation to seek views on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IP/20/962 (Jun 2, 2020)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962>;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Commission consults stakeholders on a possible new 
competition tool’  IP/20/977 (Jun 2, 2020)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977>. 

2) DSA: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18-Digital-S
ervices-Act-package-ex-ante-regulatory-instrument-of-very-large-online-platforms-acting
-as-gatekeepers>; NCT: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16-New-comp
etition-tool>. 

3) DSA: <https://ec.europa.eu/eusurvey/runner/Digital_Services_Act?surveylanguage=EN>;
NCT: <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16-New-comp
etition-tool/public-consultation>.

4)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글에서 플랫폼 은 디지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한다, ‘ ’ .

※ 이 글은 2020. 8. 30. 일부 내용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최신 내용 보완을 거쳐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아래 논문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68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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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강화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주요 공약 사(Ursula von der Leyen) 
항 가운데 하나로서5)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으로 도입 예고가 되어 왔고 6) 이러한  
움직임은 의회 등 유럽에서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받아 왔(European Parliament) 
다는 점에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7) 또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뤄지 
고 있는 제안들은 모두 기존의 규제 수단들8)보다 광범위하면서도 빠르고 강력한 개입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에서도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가 TF
출범하였으며9) 이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 ’ 
추진되기 시작한 상황으로10)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참고하게 될 유럽연합 

의 관련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은 반(European Union, “EU”)
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디지털 서비스법 과 새로운 경쟁법 툴 의 (DSA) (NCT)
도입 추진 배경과 규제개시영향평가서 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IIA)
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플랫폼 규제 마련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 
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두 법안은 그 규. 
율 범위와 목적이 반드시 플랫폼 시장 규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11) 이 글은 분석 

5) Ursula von der Leyen’s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19-2024 
(Jul 16, 2019), p.13 et seq. 
<https://www.europarl.europa.eu/resources/library/media/20190716RES57231/20190716RES
57231.pdf>. 

6) Ursula von der Leyen’s Mission Letter to Margrethe Vestager, Executive 
Vice-President-designate for 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 (Sep 10, 2019)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mission-letter-margrethe-vesta
ger_2019_en.pdf>, pp.4-6;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Communication) COM(2020) 67 final, pp7-10; , ‘ : 
유럽의 디지털 미래 유럽 데이터 전략 인공지능 백서 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제“ ” · “ ” · “ ” ”’, 97
호 면, 2020 < https://ssrn.com/abstract=3603712>, 202-204 .

7) Samuel Stolton, ‘‘New competition tool’ to feature in digital services act, Vestager says‘ 
Euractiv (May 5, 2020)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new-competition-tool-to-feature-in-digital-
services-act-vestager-says/>.

8) 예컨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 체제에서 이 , (Margrethe Vestager) (2014-2019, 2019-present) 
뤄지고 있는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법 집행과 사업자 플랫폼 관계에,   -
서의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플랫폼 규칙 등을 (transparency) (Regulation 2019/1150) 
말한다.

9) 나윤석 공정위 네이버 배민 겨냥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서울경제 , ‘ ' · ' ’, , 2020. 5. 2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W06FNW2>.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 ‘ , - 「 」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2020. 6. 25.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2160&topic=&pp=20&datecount=&recom
mend=&pg=>.

11) 디지털 서비스법 은 불법적 컨텐츠의 유통 방지 등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DSA) · , 
새로운 경쟁법 툴 은 앞으로 논의 방향에 따라 플랫폼 산업 이외 다른 영역까지 규율 범위가 확(NCT)
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규제로서의 성격보다는 경쟁법의 현대화 조치로서. 
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Margrethe Vestager, ‘Competition in a Digital Age; 
Changing Enforcement for Changing Times’ (15th ASCOLA Conference, Jun 26, 2020) 
<https://ec.europa.eu/commission/commissioners/2019-2024/vestager/announcement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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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를 위하여 두 제안들의 플랫폼 에 대한 시장 규제 로서의 성격에만 초점을 ‘ ’ ‘ ’
맞추고 있음을 밝혀둔다. 

배경2. 

플랫폼 규칙의 도입과 경쟁법 상의 논의들2.1. (2014. 11. - 2019. 11.)

유럽연합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년 월 2015 5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회 가 디지털 단일시장 전(Jean-Claude Juncker) (2014-2019)
략 을 발표하고(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12)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때로 볼 수 있다.13) 

당시 집행위원회는 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플랫폼들과 이용자2016
들 간에 거래조건 의 불투명성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평판 (terms and conditions) ,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부족 고객 데이터의 부당한 수집과 이용 플랫폼과 이용 사업, , 
자들의 협상력 간 불균형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의 제한과 데이터 접근권에 대한 제, 
약 등 여러 갈등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4) 이후 년 월 발표한 중간검토에서는  2017 5
플랫폼들이 정보 컨텐츠 온라인 거래 등에 대한 접근을 중개하면서 인터넷의 핵심 “ , , 
문지기들 이 되어 가고 있다 고 설명하는 한편(key gatekeepers) ” 15) 이러한 플랫폼들  
중 일부가 이용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들(unfair trading practices, 
“UTPs”)16)에 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17)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mpetition-digital-age-changing-enforcement-changing-times_en>; Vicent Power, et al., 
‘The New Competition Tool: A tool for the modern economy not just the digital economy’ 
(LEXOLOGY, July 21, 2020)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d76cf68d-03e0-44c5-941b-22225ab1a7e6&u
tm_source=lexology+daily+newsfeed&utm_medium=html+email+-+body+-+general+section&ut
m_campaign=lexology+subscriber+daily+feed&utm_content=lexology+daily+newsfeed+2020-07
-23&utm_term=>.

12)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13) 면 이하 플랫이상윤 이황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경쟁법연구 제 권 · ' ' 40 , 2019. 12. 281-282 . 
폼 규칙 의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 문헌에 나오는 관련 부분을 보충하여 (Regulation 2019/1150)
작성되었다.

14) European Commission, ‘Synopsis Report on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Online Intermediaries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2016), 
p.1, pp.6-14.

15)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n the Mid-Term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for All' COM(2017) 
228 final, p.7.

16) 유럽연합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라는 표현은 우리 “ (unfair trading parctices)”
나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와 유사하지만 과연 완전히 같은 범위를 포섭하는 개념인지에 ‘ ’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 글에서는 유럽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 구별을 위해 괄호에 , 
영어 표현을 병기하고 있다.

17) Ibid 적절한 사전 공지나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플랫폼의 물품 서비스 목록에서 삭제., p.8. ·
하는 행위 플랫폼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또는 다른 공급자들 판매자들을 (delisting) , , , 

차별하는 행위 개인 비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울러 랭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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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집행 강화와 그밖에 필요한 입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다.18) 이러한 집 
행위원회의 움직임은 유럽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며,19)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집행 
위원회는 년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검색엔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성 의무를 2018
부과하는 내용의 플랫폼 규칙 입법 제안 을 발표하였다(legislative proposal) .20) 이후  
동 제안은 의회와 이사회 의 수정을 거친 뒤 년 최종 (the Council of the EU) 2019
승인되어 지난 년 월 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Reg. 2019/1150) 2020 7 12 .21) 

플랫폼 규칙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행위들 차별적 취급 정렬순서 결정 거래 데이터 활용 등 을 사전적으로 규율하( , , )
고 있다 다만 대상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22) 주로 플랫폼 사업자들에 
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약법적
인 틀 내에서 정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 
한 특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규칙은 투명성 규칙 으로 불리기도 한다 투명성 “ ” . 
의무는 역내에 위치하거나 역내에서 활동하는 중개 검색 서비스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
적용되는데 제 조 호 참고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검색 엔진 전( 2 (2), (3), (5), (6) ), , 
자상거래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소셜 미디어 가격비교 도구 호텔 예약 등 , , , , 
거의 모든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직접적인 거래를 .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온라인 광고 툴 온라인 광고 교환 플랫폼 등이 규정의 적용 범, , 
위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이다 제 조 제 항( 1 3 , Recital 11).23)

플랫폼 규칙이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
력과 같은 기준을 두지 않게 되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24) 집행위원회의 플랫폼 비 
즈니스 모델에 대한 입장 즉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 , ‘

이나 검색 결과의 불투명성 적용 법률의 모호성 등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
18) Ibid., p.9.
19)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유럽 의회 역시 접근 매개인 문 으로서 P8_TA(2017)0272 (Jun 15, 2017). paras 68-71. (gateway)
역할을 해야 하는 플랫폼들이 문지기 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법적 조(gatekeeper)
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ara 70). 

20)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COM(2018) 238 final.

21) Art. 19(2), Regulation (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22) 예외적으로 제 조 호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이로운 경 8 (a)
우를 제외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소급적으로 약관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23) 이 단락의 설명은 이상윤 이황 검색 중립성과 경쟁법 집행원리 경쟁법연구 제 권 · ' ' 40 , 2019. 12., 283
면 주, 84.

24)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은 특별히 사업자의 시장 지위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자와 사업자의 관계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쪽 사업
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거나 제약하는 규제는 그만큼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되어야 한다. 
경쟁법의 경우 행위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와 문제된 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를 요구(dominance)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 5 -

위에 있으며 플랫폼은 이러한 지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 
하여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플랫폼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는 사업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
도 증가와 불균형한 협상력에서 초래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우려에 대해 지(UTPs) 
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먼저 년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에서 플랫폼들이 . 2015
주로 중소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부
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5) 년 커뮤니케이션 에서는 중소업 2016 (Communication) ‘
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수 플랫폼들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거나 플랫폼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는 경우 새로운 불균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플랫폼에게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어도 플랫폼 이’ , ‘
용 사업자들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들 에 노출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UTPs) ’ . 
쟁 정책 외에 플랫폼 사업자 거래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분-
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6) 그리고 년 규칙 제안 당시 2018 27) 작성된 보고서 

에서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거래의 비중 확대 전례 (staff working document) (i) , (ii) 
없이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보유량과 품질에서부터 비롯되는 강화 메커, (iii) 
니즘 플랫폼 이용 업체들의 개별화 파편화 된 지위로 인한 협상력 불균형 상태, (iv) ·
의 심화 및 경쟁 병목 현상 으로 인한 플랫폼 의존도 증(competitive bottlenecks)
가,28) 플랫폼의 부당 조치에 대한 불만 제기시 보복 두려움 등을 근거로 시장지 (v) , 
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플랫폼들도 단독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 ) 

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였다(UTPs) .29) 즉 위 요인들이 결합하여 플랫폼들이 점 , 
차 문지기 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지기로서의 지위로 인해 시장‘ (gatekeeper)’ , 

25)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 
COM(2015) 192 final, p.11.

2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nline Platforms and the Digital Single Marke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Europe’ COM(2016) 288 final, p.13.

27) 년 월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경쟁총국장은 사업자들의 플랫폼 의존 2018 3 (Johannes Laitenberger) 
도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쟁법 영역 밖에서 협상력 불균형과 증가되는 
의존도 불공정한 거래행위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UTPs) , 
이어 월 플랫폼 투명성 규칙 제안이 발표되었다4 . Johannes Laitenberger, 'Vertical restraints, 
digital marketplace, and enforcement tools' (ICN Annual Conference 2018, New Delhi, Mar 
22, 2018),

28) 경쟁 병목 현상이란 간략하게 설명하면 중개 소비스 모델의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 , , (
든 상관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주로 한 곳만 이용하는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 (single-home) 
극심하게 경쟁하지만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따로 경쟁하지 않, 
는 현상을 말한다 플랫폼들이 공급 측면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해도 . , 
되는 소비자들과 달리 물품 제공 사업자들은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
하여 유력한 플랫폼들은 전부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쟁 병목 상황에서 (multi-home). 
플랫폼들은 소비자 유치를 위해 극심하게 경쟁한 결과 부담하게 된 비용을 오히려 플랫폼을 이용하는 
공급업체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유인을 갖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드시 시장지배. 
적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경쟁 병목 현상을 이용해 공급업체들을 착취할 수도 있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infra note 29.

29)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Annexes, 
Accompanying the document,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2018) SWD(2018) 138 
final, part 1/2. pp.21-26. Also, ibid., p.3 and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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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들이 기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 
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플랫폼 산업 관련 경쟁법 등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사전 규제로서 플랫폼 규칙의 도입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 
사후 규제로서 경쟁 정책의 변화 논의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당시 경쟁 담당 위원 하의 경쟁총국(Margrethe Vestager) (2014-2019) (DG 
은 구글 아마존 등 수직적으로 통합한 플랫폼 사업Competition) (Google), (Amazon) 

자들의 자사 제품 서비스 편애 행위 를 새로운 남용 유형으· (self-preferencing) (abuse) 
로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과감한 법 집행을 시도하였으며,30)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년 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2019 31) 특별 자문단을 위촉하여 디 
지털 시대 경쟁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를 발간하기도 (Special Advisers’ Report)
하였다.32) 이 보고서는 특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디지털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 “
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그 플랫폼이 특히 중개 설비(intermediation 

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플랫폼이 시장 경쟁의 규칙infrastructure) , 
을 정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자기(regulatory function) , 
편애 행위가 장기적으로 배제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보여야 한
다 고 하면서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정당화해주었다” .33) 아울러 기술 산업의 빠른 변화 
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미치는 막강한 파급 효과에 대응하
기 위하여 가처분 조치 의 활용 등 기존 수단들의 적극적인 활용 (interim measure)
방안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34) 

30) e.g. European Commission, Decisions of Jun 27, 2017, Google Search (Shopping), Case 
AT.39740; European Commission, Decisions of July 18, 2018, Google Android, Case 
AT.40099;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Commission fines Google 1.49 billion for €
abusive practices in online advertising’ IP/19/1770 (Mar 20, 20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9_1770>;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Commission opens investigation into possible anti-competitive 
conduct of Amazon’ IP/19/4291 (Jul 17, 20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9_4291>

31) 년 월 일 집행위원회는 베스타게르 위원의 주도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 정책 개편 2019 1 17 , ‘ (Shaping 
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대체로 플랫폼 규competition policy in the era of digitisation)’ . 

제에 친화적인 인사들로 패널이 구성되었으며 컨퍼런스의 방향도 이러한 구성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 
<https://ec.europa.eu/competition/scp19/>; Rupprecht Podszun, 'Conference Debriefing 
(6): Shaping the Future of Competition Policy' (D'Kart, Jan 22, 2019) 
<https://www.d-kart.de/en/blog/2019/01/22/conference-debriefing-6-shaping-the-future-o
f-competition-policy/>.

32) Jacques Cremer, Yves-Alexandre de Montjoye, and Heike Schweitzer, ‘Competition Policy ́
for the Digital Era’ - Special Advisers'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Apr 4, 

해당 보고서가 뒤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경쟁법 툴 의 도입 추진의 배경 중 하나라는 사2019). (NCT)
실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 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IIA) .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New Competition Tool’ (Jun 4, 2020), p.2.

33) Cremer, ́ et al., ibid., pp.66-67.
34) 집행위원회는 년 월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 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하여  2019 10 (Broadcom)
경쟁법 위반 확인 전 해당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가처분 조치 를 내렸다 비(interim measure) . 
록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법 집행은 아니었지만 경쟁법의 신속하지 않은 법 집행 속도가 비판 , 
받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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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움직임들은 독일과 영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경쟁 정책 동향에 
발맞춘 것으로 회원국 차원에서의 논의는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집행위원회 특별 자문단 보고서와 유사하게 독일에서는 . , 
연방경제에너지부 의 의(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뢰로 하이케 슈바이쳐 교수 등이 작성한 마켓파워 남용행위 금지(Heike Schweitzer) 
의 현대화에 관한 보고서(Modernisierung der Missbrauchsaufsicht für 

가 발간되었으며marktmächtige Unternehmen) ,35)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제이슨 퍼만 교수 주도로 작성된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보(Jason Furman) 
고서 가 발간되었다(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Fruman Report”) .36) 이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막대한 네트워크 효과 급격한 쏠림 현상, 

플랫폼의 중개력 문지기 로서의 지위(tipping), (intermediation power), (gatekeeper) , 
불균형한 협상력 결정적인 경쟁 요소로서 데이터의 역할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문, 
제 등에 주목하면서 일부 플랫폼들의 지위는 더이상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도
전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남용 행위(incontestable) . 
에 대한 대응과 경쟁 회복을 위한 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경쟁법제를 수정
할 것을 촉구하였다.37)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들은 실제 각 회원국의 경쟁법제 개편  
논리를 뒷받침해왔음은 물론이고 지금도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새로운 경쟁법 툴, 

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NCT) .38) 

디지털 서비스 법 과 새로운 경쟁법 툴 의 도입 배경 현2.2. (DSA) (NCT) (2019. 12. – 
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년 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2019 12
엔 의 집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층 더 강경해진 모습을 보(Ursula von der Leyen)
이게 되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년 월 후보 당시 그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 2019 7
통하여 임기 내 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6 ‘ (A Europe 

을 제시하였고 그 일환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을 타깃으fit for the digital age)’ , 

‘Commission imposes interim measures on Broadcom in TV and modem chipset markets’ 
IP/19/6109 (Oct 16, 20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9_6109>;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3.

35) Heike Schweitzer, et al., ‘Modernisierung der Missbrauchsaufsicht für marktmächtige 
Unternehmen’ Projekt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Projekt Nr. 66;17 (Aug 29, 2018). 

36) Jason Furman, et al.,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Report of the Digital Competition 
Expert Panel' (Mar 2019)

37) Wolfgang Kerber, ‘Updating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conomy? An Analysis of 
Recent Reports in Germany, UK, EU, and Australia’ (SSRN, Sep 14, 2019)  p.21 et seq.

38)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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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새로운 규제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법 의 도입을 약속하였다, ‘ (DSA)’ .39) 그리고  
년 월 일 유럽의 디지털 미래 커뮤니2020 2 19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케이션 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법 과 관련 경쟁법제의 개(Communication) (DSA)
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40) 

한편 경쟁 담당 집행 위원이었던 베스타게르가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쟁과 디
지털 정책 모두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에 오르게 되었는데 유럽 내외에서 이러한 인사, 
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41) 이는 앞서 언급했듯 베스타게르 위원이 지난 집행위원회에서 경쟁총 
국을 이끌며 과감한 경쟁법 집행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조응하듯 베. 
스타게르 부위원장은 년 월 일 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에 더2020 4 24 ( (DSA)
하여 영국의 시장 조사 권한 과 같은 새로운 경쟁법 ) (market investigation power)
툴 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NCT) .42) 그는 급격한 쏠림 경향 이  ‘ (tipping)
있는 시장들에서 아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경쟁적 행위에 개입하고 이로써 이들이 문지기 로서의 지위를 형성하는 (gatekeeper)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규제 수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43) 또  
경쟁총국 인터넷 소비재 담당 부서 의 부서장인 니콜라스 바나셰비치(Unit C3)

는 같은 컨퍼런스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Nicholas Banasevic) ‘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경쟁법 수단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기존의 행위 중지 명령’ ‘

외에 회복적 예방적 조치들을 부과하(cease and desist) (restorative)· (prescriptive) 
는 방법을 도입 검토 중 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44) 당시 이러한 발표는 45) 시의적 

39) Ursula von der Leyen’s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2019-2024 
(Jul 16, 2019) <https://www.europarl.europa.eu/ 
resources/library/media/20190716RES57231/20190716RES57231.pdf>, p.13 et seq.

40)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mmunication) COM(2020) 67 
final.

41) 유럽의 디지털 미래 유럽 데이터 전략 인공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 ‘ : “ ” · “ ” · “
지능 백서 의 주요 내용과 의의 면고려법학 호” ’, 97 , 2020. 6, 193-199 .

42) 영국이 대표적이지만 집행위원회는 그 외 그리스 아이슬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 , , , 
국들의 유사 제도와 남아프리카 멕시코 등 다른 관할권들의 제도도 함께 참고하고 있다, .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p.9-11.

43) Charley Connor, ‘Vestager: EU may introduce competition rules for “digital gatekeepers”’ 
Global Competition Review (Apr 24,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6098/vestager-eu-may-introduce-competiti
on-rules-for-%E2%80%9Cdigital-gatekeepers%E2%80%9D>.

44) Charley Connor, ‘DG Comp official: EU is considering “restorative or prescriptive” 
antitrust remedies’ Global Competition Review (Apr 24,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6094/dg-comp-official-eu-is-considering-
%E2%80%9Crestorative-or-prescriptive%E2%80%9D-antitrust-remedies>.

45) 한편 이러한 발표 직후 집행위원회의 관련 연구 용역 계획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당시 공개된 자료 . 
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개월 간 수행되는 연구 과제로서 강력한 데이터 주도의 네트워크 효과5 , 
를 누리는 디지털 플랫폼들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의 규제 체계, 
예컨대 경쟁법과 플랫폼 규칙 하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 ( ) ,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집행위원회에 필요한 정책 제안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제안서에는 문지기 라는 표현이 강조되는 것은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한 집행. ‘ (gate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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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다는 긍정적 반응과 동시에 규제 당국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 강력한 편향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상반된 반응도 함께 불러일으켰다.46) 

물론 앞서도 언급했듯 연합 차원의 정책 추진은 회원국들 차원에서의 움직임
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회원국들 역시 기존의 규제 체계를 통한 플랫폼 규율의 .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국 경쟁법의 개편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 ( ) 
왔고 이러한 움직임은 연합 차원의 경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 . 
독일의 경우 제 차 경쟁법 개정안에 플랫폼에 대한 단독행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10
내용들 개정안 제 조 제 항 제 호 동조 제 항 제 조 제 항과 제 항 등 을 담는 ( 18 3 2 , 3b , 20 1 3a )
한편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유력한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들 이른바 , ( ) (

을 별도로 지정해서 이들undertakings of paramount cross-market significance)
에 대해서는 남용 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개정안 제 조 등을 포( 19a ) 
함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47) 프랑스도 이와 유사하게 특정 플랫폼들을 시스템적  ‘
플랫폼 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systemic platform)’
내용의 경쟁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48) 한편 프랑스 경쟁 당국은  

위원회의 문제 의식 규제 실패 상황이라는 데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집행위원회가 원하는 규제 , , 
방향 등에 대한 서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
던 것으로 보인다. European Commission, ‘Platforms with Significant Network Effects Acting 
as Gatekeeper Impact Assessment Support Study’ VIGIE 2020/0630, accessible at 
<https://res.cloudinary.com/gcr-usa/image/upload/v1589205016/VIGIE_2020-0630_Annex_A
_Terms_of_reference_z1aqym.pdf>.

46) Ciaran Willis, ‘Market investigations would give EU a “powerful tool”, lawyers say’ Global 
Competition Review (May 28,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7289/market-investigations-would-give-eu
-a-%E2%80%9Cpowerful-tool%E2%80%9D-lawyers-say>; Charley Connor, ‘EU set to 
examine digital gatekeepers’ Global Competition Review (May 11,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6646/eu-set-to-examine-digital-gatekeeper
s>.

47) 년 월 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는 제 차 독일 경쟁법 개정안 최종안을 발표하였 2020 1 24 , (BMWi) 10
다
<https://www.bmwi.de/Redaktion/DE/Downloads/G/gwb-digitalisierungsgesetz-referentenent 

제 차 독일 경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하라wurf.html>. 10 . Rupprecht 
Podszun and Fabian Brauckmann, ‘Germany's Pressing Ahead: The Proposal for a 
Reformed Competition Act’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Nov 6, 2019) 
<https://www.competitionpolicyinternational.com/germanys-pressing-ahead-the-proposal-fo 
r-a-reformed-competition-act/>; Thomas Weck, ‘The New Abuse Rules in the German 
Competition Act What’s in it for the EU?’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Apr 14, 2 0 – 
2 0 ) 
<https://www.competitionpolicyinternational.com/the-new-abuse-rules-in-the-german-com 
petition-act-whats-in-it-for-the-eu/>; Rupprecht Podszun, ‘Draft Bill: The Translation’ 
(D'Kart, Feb 21, 2020) 

마지막으로 인용된 <https://www.d-kart.de/en/blog/2020/02/21/draft-bill-the-translation/> (
곳에서는 독일 경쟁법 학자들이 번역 해놓은 영어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다).

48) Emily Craig, ‘France’s enforcer calls for stricter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s’ Global 
Competition Review (Feb 24,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14883/france%E2%80%99s-enforcer-calls-fo

이런 류의 시도는 영국 퍼만 보고서r-stricter-regulation-of-digital-platforms>. (Furman report)
의 전략적 시장 지위 개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 (strategic market stuatus)” . 
보고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들로 전략적 시장 지위에 있는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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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접근을 유럽연합의 경쟁법제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도 하였다.49) 즉 특정한 유력 플랫폼들을 구조적 사업자들 , ‘ (structural operators)’
로 지정하여서 일부 행위들 예컨대 경쟁 사업자 차별 인접 시장에 대한 경쟁 사업자( , 
의 접근 방해 데이터 접근권의 제약 멀티호밍 방해 등 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 , )
등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을 유럽연합의 경쟁법제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촉
구한 것이다 비록 입증 책임 전환과 같은 내용은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의 개정 문제와 결부될 수 있으므로 당장 현실화되of the European Union, TFEU)
는 데에는 한계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감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유럽의 입장이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참고. 
로 비슷한 시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폴란드는 경제부 장관 서명으로 , , , 
경쟁에 있어서 압도적인 중요성을 지닌 디지털 플랫폼“ (digital paltform with 

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도입을 paramount importance for competition)”
촉구하는 서한을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데,50) 직접적으로든 간접 
적으로든 이 역시 집행위원회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집행위원회는 년 월 일 디지털 서비스법 과 2020 6 2 , (DSA)
새로운 경쟁법 툴 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 를 발표하(NCT) (IIA)
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를 개시하게 되었다 현재 공개된 두 (public consultation) . 
평가서 에는 과거 플랫폼 규칙 제정과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IIA)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존의 문제 의식과 대응들의 연장 선상에, 
서 이번 이니셔티브가 이뤄지고 있음이 잘 드러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서비스. , 
법 과 새로운 경쟁법 툴 의 목표는 기존의 플랫폼 규칙 에(DSA) (NCT) (Reg. 2019/1150)

털 플랫폼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직인 디지털 마켓 유닛 의 신설 기업결‘ (digital market unit)’ , 
합 법규의 정비 경쟁법 집행의 강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권고하였다 전, , . “
략적 시장 지위 는 검색엔진을 포함한 소수 독과점적 플랫폼들의 시장 지(strategic market status)”
위를 개념화한 것으로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 또는 플랫폼 이용업체들의 시장 접근을 관리 통“ , 
제할 수 있는 입구 또는 병목 에서 마켓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로 정의하(gateway) (bottleneck) ”
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위가 검색 결과 순위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paras 2.10 and 2.25). , 
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또는 플랫폼에 의존한 소규모 사업체들의 배제 또는 착취로 이어질 (harm)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의 남용 우려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필요(paras 2.25 and 2.36)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Jason Furman, et al.,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Report of the 
Digital Competition Expert Panel’ (Mar 13, 2019).

49) Autorité de la concurrence, ‘Contribution de l’Autorité de la concurrence au débat sur 
la politique de concurrence et les enjeux numériques’ (Feb 19, 2020)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sites/default/files/2020-02/2020.02.19._contributio
n_adlc_enjeux_numeriques_vf.pdf>.

50) 유력 플랫폼 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독일 경쟁법 제 차 개정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10
보인다. Elisa Braun, Thibault Larger and Simon van Porpe, 'EU big four press Vestager to 
clear path for champions' POLITICO (Feb 6, 2020) 
<https://www.politico.eu/article/eu-big-four-france-germany-italy-poland-press-executive-
vice-president-margrethe-vestager-to-clear-path-for-champions/?fbclid=IwAR31xAEa2Ydgk
D4b2UndjFocux4IIH6z2BmycheDnLfJmZ9g5QDy8yZcuRI>; the letter is accessible at 
<https://g8fip1kplyr33r3krz5b97d1-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0/02/L
etter-to-Vestager.pdf?fbclid=IwAR3J0iGKKVxFcJDkrSxYOLap_5KewaCd-fkmng9mifadUVHLsH
WED-g6r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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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통하여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 (significant network 
를 누리며 문지기 로서 활동하는 대규모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effects)’ ‘ (gatekeeper)’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51) 아직 새로운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 
았지만 플랫폼 규제 강화 대한 유럽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 
이전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 새로운 법제가 년 내에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1-2
상된다.

그렇다면 이번 이니셔티브가 담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규제 경쟁법이나 플랫, 
폼 규칙 등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아래에서는 집행위원회가 각 평가서 를 통해 ? (IIA)
제시하고 있는 제안들 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 (policy options)
살펴보도록 한다.

주요 내용3. 

디지털 서비스법3.1. (DSA)

디지털 서비스법이 상정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기존의 플랫폼 규칙 제정 과
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디지털 서비스법 역시 소수의 대형 . ‘
플랫폼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가치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고 있으며 이들, 
이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 를 누리면서 플랫폼 이용 사업(significant network effects)
자들 대부분 중소업체들 과 시민들 사이에서 문지기 로서 역할을 하고 있( ) (gatekeeper)
고 나아가 이들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을 통제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또는 미, (control)
래의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지 상관 없이 도전받( , )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에 대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52)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량의 데이터
에 대한 접근권 등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던 경쟁 우위를 이용하여 인접 (leverage)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개선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 , 
스들을 데이터에 의해 개선된 더욱 직관적이고 매끄러운 심리스 한 형태로 , (seamless)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 집적 능력 여. (i) , (ii) 
러 다른 기기들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새로운 시장으로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 (iii) 
하고 자신들의 기존 서비스로부터 나오는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경쟁 사, (iv) 
업자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이용하여 대형 플랫폼 사(v) , 
업자들은 다른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도전받기 어려운 경제적 힘( ) (economic power)
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53) 

집행위원회는 만약 이들의 힘이 제한 없이 행사되면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정

51)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Digital Services Act pakage’ (Jun 
4, 2020), pp.1-2.

52) Ibid., pp.1-2.
53) Ibid., p.2.



- 12 -

상적인 작동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평가서 에서 제시되고 있는 위협은 크, (IIA)
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전통 사업자들의 소수 플랫폼 의존도 증대해가고 이에 따라 . ,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및 경쟁자들 간 협상력 불균형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점 둘째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를 구축해가면, , (ecosystem)
서 다른 혁신적 사업자들이 혁신적 대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쟁과 동태성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와 이용 , , ( ) 
사업자들의 선택지 감소 리스크가 증대해가고 있다는 점 셋째는 소수의 대형 플랫폼, , 
들의 경우 기존 사업활동으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 개선·
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접 시장들에 진출한 뒤 이러한 인접 시장들에서도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혁신과 소비자 선택 저해의 리스크를 증대(tipping) 
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소수 대형 플랫폼들의 위협받지 않. , 
는 지위로 인하여 유럽의 많은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 확장과 (incontestable)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기술 주권 에(technological sovereignty) 54) 기여할 수 있는 기 
회를 방해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일련의 전개들은 결국 . , 
광범위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와 혁신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후생(UTPs) (social gains)
의 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들의 불투명성 복잡성, , , 
그리고 규제 당국들에 대한 상당한 정보 우위 등으로 인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 
최근 코로나 사태와 기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들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COVID-19) 
인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55)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집행위원회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fair) (contestable) 
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의무와 금지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
전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현 단계에서 집행위원회가 제. 
시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존의 플랫폼 투명성 규칙. (Reg. 

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둘째는 문지기 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2019/1150) , ‘ ’
대 플랫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들에 부여하는 방안 셋, 
째는 문지기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유연한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
는 방안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 
복수의 방안들이 보완적 도구들로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집행위원회는 밝히고 있
다.56)

먼저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플랫폼 투명성 규칙을 개정하여 특정 이슈들에 , 
관한 추가적인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Option 1). 18 2

54) 유럽의 기술 주권 회복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정책에서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이상윤 유럽연합 디지털 정책의 동향과 전망 유럽의 디지털 미래 유럽 데이. , ‘ : “ ” · “
터 전략 인공지능 백서 의 주요 내용과 의의 고려법학 제 호” · “ ” ”’, 97 , 2020 < 

면 이하https://ssrn.com/abstract=3603712>, 199 .
55)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Digital Services Act pakage’ (Jun 

참고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의 초국가적 성격과 회원국 단위의 개별적 대4, 2020), pp.2-3. 
응이 초래할 수 있는 규제 파편화 상황을 근거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번 , 
이니셔티브의 법적 근거 를 기능조약 제 조로 밝히고 있다(legal basis) (TFEU) 114 . 

56) Ibid.,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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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 규범들의 영향과 효과성 평가‘ ’ 
등을 포함하여 현 규칙의 운영 효과를 년 주기로 평가하고 이를 의회와 이사회 등에 3
보고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문, 
제 되고 있는 행위들 예컨대 특정 형식의 자기편애 행위 데이터 접근 정책 불공정한 ( , , 
계약 조항들 에 대한 예방적 규범들 을 규칙에 추가하겠다는 것이) (prescriptive rules)
다 여기에 더하여 감독 집행 그리고 투명성 의무들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집행위원. , , 
회는 언급한다.

두 번째 방안은 문지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로부터 ,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 당국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프(Option 2). 
레임워크에는 첫 번째 안처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연
합 차원의 규제 기관에 목표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를 포함한다 정보 . 
수집 권한에는 실체적인 행태적 그리고 또는 구조적 시정조치들을 부과할 수 있는 권/
한 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한은 세 번째 방안에서 다뤄진다 집행위원회는 ( ). 
다만 정보 수집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현재의 플랫폼 규칙을 보충하는 규범으로서 문지기 , , 
역할을 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새롭고 유연한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형 문지기 플랫폼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 수에 기초한 규모 서로 다른 시장에서 데이터를 활용, ,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기준은 앞으로 규제영향평가(impact 
assessment)57)를 진행하면서 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 
차원에서 감독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한다.

세 번째 방안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데 하나는 특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들 에 관한 금지 목록 을 만들어, (UTPs) (blacklist)
서 규율하는 방안 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별로 접근하여(Option 3a) , (case-by-case)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한해 맞춤형 조치 를 부과하는 방안(tailor-made remedies)
이다 집행위원회는 전자의 경우 시장을 왜곡하거나(Option 3b). (Option 3a)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력을 강화(market-distorting) (entrenching economic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예로 특정 유형의 power) , ‘

자기편애 행위 와 당해 계약 관계와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추가적인 상거래 조항들을 ’ ‘
편입시키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분야를 따지지 ’ . ‘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 방안(principles-based prohibitions)’
과 운영체제 알고리듬 투명성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특정 분야 이슈에 집중하는 ‘ , , , 
실체적 규범으로 접근하는 방안 모두를 검(more issue-specific substantive rules)’ 
토하겠다고 밝힌다 후자의 경우 는 일정한 평가를 거친 뒤 개별 플랫폼 . (Option 3b)

57) 집행위원회는 규제개시영향평가 에 대한 피드백과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를  (IIA) (public consultation)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영향평가 를 진행하며 이후 규제영향평가 결과(impact assessment)
에 기초하여 입법 제안 을 한다(pro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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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문제된 이슈에 관한 맞춤형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권한 있는 규제 , 
당국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활동 이 플랫폼에 한정한 데이터 접근 의무 를 ( ) ‘ ’
부과하거나 개인 데이터 이동권 관련 구체적인 의무 또는 호환성‘ ’ ‘ (interoperability) 
보장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58) 

새로운 경쟁법 툴3.2. (NCT)

새롭게 도입될 경쟁법 툴 은 디지털 서비스법 과 상호 보완적(NCT) (DSA)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제다(complementary) .59) 평가서 는 막대한 규모 (IIA) ‘ ·

범위의 경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무료 서비스 제공 데이터 의존성 그리고 급격, , , , 
한 쏠림 과 승자독식 등의 특징을 보이는 시장에서 소(tipping) (winner-takes-most)’ ‘
수의 대형 플랫폼들이 문지기 가 되어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하면(gatekeepers) ’ 
서 새로운 경쟁법 툴 과 디지털 서비스법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기초하고 , (NCT) (DSA)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의 관심과 초점을 비디지털 시장 에까지 확장시키고 , (non-digital markets)
있다는 점이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화에 따라 위와 같은 특징들이 점점 더 많은 시. ‘
장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과 비디지털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고 ’
분석하면서 새로운 경쟁법 툴 의 규율 범위는 디지털 시장과 비디지털 시장 모(NCT)
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구조적 경쟁 문제들. , “ (structural 

이라는 용어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의 급격한 쏠림competition problems)” . 
과 같은 문제들이 기존 경쟁법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tipping)

위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주의할 점은 구조적 경쟁 문제 란 디지털 서비스법 처, ‘ ’ (DSA)
럼 반드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균형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 를 (UTPs)
하는 상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조적 경쟁 문제 는 불공정한 거래행위. ‘ ’

에 더하여 집중된 시장에서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진 상황 또는 집중되지 않은 (UTPs) , 
시장이라도 알고리듬 등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조정 행위 없이도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상황까지 포함한다 집행위원회는 후자의 부분에서도 추가. 
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60) 물론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쟁 
법 툴 의 규율 범위에서도 문지기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들 이 차지하는 중요(NCT) ‘ ’
성과 비중이 가장 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58)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법적 확실성 조화로운 규제 체계 그리고 공정한 무대를 제공함 , , 
으로써 중소사업자들에게 성장과 제품 개발 및 혁신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아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선택 보장 공정성 유럽연합 경제의 경쟁력 협상력 문제 해결 장(choice) , , , , 
기적 관점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진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 증진 등도 ) , 
이번 입법에 따른 기대 효과로 제시한다. Ibid., pp.4-5

59)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New Competition Tool’ (Jun 4, 
2020), p.2.

60) Ibid.,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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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구조적 경쟁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이니셔티‘ ’
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평가서 에 따르면 예컨대 마켓 파워를 지녔, (IIA) ‘
지만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들의 독점화 전략 과 같이 (monopolisation)’
기존의 경쟁법으로는 다루어지 못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기존 지위를 지렛대 , ‘
삼아 여러 인접 시장들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들 처럼 현재 경쟁법’ 
으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 경쟁 문제에 해당한다. 

구조적 경쟁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발생한다 첫째는 경쟁에 대한 . ‘
구조적 리스크 다 쉽게 말해 급격한 쏠림이 발생(structural risks for competition)’ . 
하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 사업자가 경쟁에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tipping) 
경우에 구조적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 
면 곧 강력한 시장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확고한 시장 지위(entrenched 

또는 문지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전개를 market position) 
막기 위해 경쟁 당국의 신속한 시장 개입 이 필요하다고 설명한(early intervention)
다 이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단독행위로서 반경쟁적 수단들을 통한 시장 독점. ‘
화 행위 도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연한다 집행위원회 경쟁총’ . 
국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쥬자 체르하미 의 (Zsuzsa Cserhalmi)
설명에 따르면 구조적 경쟁 리스크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 경우들은 예컨대 소비, 
자들을 고착화 하기 위하여 멀티호밍을 방해하거나 최근 아마존 사건처럼 (lock-in) ,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이중적 역할 또는 수직 통합된 상황을 이용하여 상류 서비( ) 
스 시장에서 얻은 이점들 예컨대 데이터 을 그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시장들에서 사용( )
하는 경우 모바일 생태계 안의 애프터 마켓 예컨대 컨텐츠나 결제 서비스 관련하여, ( )
에서 문지기 사업자들 이 경쟁을 약화시키(not-necessarily dominant gatekeepers)
거나 착취로 이어지게 만드는 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구글 사건에서처럼 사, 
업자가 한 핵심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인접 
시장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등이다(leveraging) .61)

둘째는 구조적인 경쟁 부재 다 급격한 쏠‘ (structural lack of competition)’ . 
림이 이미 발생해버린 시장 등 구조적 문제가 리스크 수준을 넘어서 경쟁 부(tipped) 
재로 이어지게 된 시장을 의미하는데 집행위원회는 이를 구조적 시장 실패 로 언급하‘ ’
면서 크게 두 종류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마켓 파워를 지닌 특정 사업자의 . ‘
행위가 문제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도의 집중과 진입 장벽 소비자 고착 현상,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이나 집적에 대한 제약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하여 (lock-in), 
시스템적인 실패들 이 나타나는 시장 이고 둘째는 산업 전반에‘ (systemic failures)’ ’ , ‘
서 점점 더 확장 이용되고 있는 알고리듬 기반의 기술적 수단들로 인하여 높은 투명
성과 함께 묵시적 담합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는 과점적 구조의 시장(tacit collusion) 

이다(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s)’ .62) 쥬자 체르하미 의 설 (Zsuzsa Cserhalmi)

61)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7.

62)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New Competition Tool’ (J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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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따르면 구조적 경쟁 부재 상황에는 예컨대 과점적 시장 구조 또는 알고리듬 ‘ ’ 
기반 기술 등으로 사업자들 간에 직접적인 담합이 없어도 경쟁 유인이 감소하게 되( ) 
는 경우 집중되어 있는 시장 예컨대 제약 시장이나 금융 시장 결제 시장 등 이지만 , ( , )
비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취하는 사업 전략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동행위 없이도 시장 
진입을 막거나 혁신적 대안의 출현이 방해를 받는 경우 온라인 광고 시장처럼 시장, 
의 일정한 특징들로 인하여 급격한 쏠림이 이미 발생해버리고 경쟁이 부재하게 되어
버린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서로의 주식을 상당 지분 보, 
유 하게 됨으로써 경쟁 유인이 감소하고 공동행위나 반경쟁(common shareholding)
적 단독행위 위험이 증가하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63)

위와 같은 배경에서 평가서 는 소수의 시장 참여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IIA) ‘
적 경쟁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혁신을 돌리고 기존
의 유력 사업자들에 대항한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 를 갖고 이’
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힌다.64) 현재의 경쟁법제 즉 기능조약 , , (TFEU) 
제 조와 제 조 그리고 시장 조사 와 같은 수단들은 단지 정보101 102 , (sector inquiries)
를 요청할 권한에 불과하거나 개개의 법 위반 절차에서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면서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네 종류의 방안들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경쟁 당국(Option 1). 
들과 협력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단독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경쟁 상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비용을 올리기 전에 기(identify), 
능조약 제 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확인 없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TFEU) 102
이다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게 행태적 또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경. , 
쟁법 위반을 확정하지 않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따라서 손해 배상 소송도 허, , 
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위 배. , (
경에서 설명된 특징들이 나타나는 디지털화 되었거나 될 수 있는 분야에만 한정하여 ) 
적용하는 방안이다 내용은 같지만 적용 범위가 디지털 분야로 한정된다는 (Option 2). 
차이만 있을 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유럽 경쟁법 상 특별 책임. (special 

을 부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단독 행위 문제만 다룬다는 점에서 responsibility)

2020), p.2.
63)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8.
64) European Commission, ‘Inception Impact Assessment on New Competition Tool’ (Jun 4, 

참고로 집행위원회는 많은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2020), p.2. 
다는 점 디지털 서비스는 초국경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역내 시장에서의 집중이 심화, , 

되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며 회원국 간 서로 다른 규율 (consolidation) , 
방식으로부터 오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번 이니셔티브의 법, 
적 근거 는 기능조약 제 조와 제 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의 사(legal basis) (TFEU) 103 114 . 
견으로 만약 경쟁법 이니셔티브 가 더 급진적인 내용을 담게 될수록 법적 근거의 타당성과 유, (NCT)
럽연합 법 체계에서의 정합성 문제가 더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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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제와 이질성이 적어 비교적 안전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집행위원회. 
는 여전히 시장지배력 판단을 해야 하고 이는 조사와 집행의 신속성 측‘ (dominance) 
면에서 한계로 작용 한다고 보면서 이들을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으로는 여기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5)

셋 번째 방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구조 중심적, 
인 접근을 하되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위에(Option 3). 
서 배경으로 설명한 내용들에 가장 어울리는 방안으로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으로 
경쟁에 대한 구조적 리스크 또는 구조적인 경쟁 부재 가 있는 경우를 평가하여 행‘ ’ ‘ ’
태적 또는 구조적 조치들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remedies) . 
대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문제 된 시장의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들을 권고할 수도 있다 앞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법 위반을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 
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 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시장 구. . 
조 중심적인 접근을 하되 두 번째 대안처럼 디지털화 된 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 
여 적용하는 방안이다(Option 4).66) 이 두 선택지들 은 시장지배적 지 (Options 3, 4)
위 를 판단하지 않고도 급격한 쏠림 시장 이나 독과점(dominance) (tipping markets)
적 시장 구조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경쟁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67)

네 가지 방안들은 모두 법 위반 사실 확인 없이 부과 가능한 조치들‘
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remedies)’

가 없다 다만 평가서 는 모든 선택지들은 집행위원회에게 사업자들에 대하여 특. (IIA) ‘
정한 준수 의무들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것 이며 이러한 의무 부과는 대상 사업자’ ‘
들의 비용을 높일 수 있 고 따라서 새로운 규제를 통한 의무 부담은 문제 된 시장의 ’ ‘
정상적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비례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만 한다 고 ’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비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조치로 인한 소비. ( ) 
자 편익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보다 커야 할 것이다.68) 한편 베스타게르 부 
위원장은 최근 연설에서 위 조치들의 내용으로 데이터 공유 의무를 포함하여 최후 수
단으로서 기업 분할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적이 있다.69) 

65) Ibid., p.3. 
66) 집행위원회는 두 번째 선택지 와 네 번째 선택지 에서 적용 범위를 디지털화 된  (Option 3) (Option 4) ‘
또는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시장들 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결코 적용 범위를 좁게 제한하고자 하는 게 ’
아님을 강조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들 방안들에 따를 경우 경제 전체가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 가. (i) 
고 있으며 에너지 방송 제약 농업 제조업 운수 등 전 분야가 곧 디지털화 될 것과 어떤 솔루, , , , , (ii) 
션이 채택되든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장들에서 적용 (future-proof) 
범위에 관한 불확실성에 부딪히지 않고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들을 집행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bid., p.4. 

67) Ibid., p.3. 
68) Ibid., p.4. 
69) Margrethe Vestager, ‘Competition in a Digital Age: Changing Enforcement for Changing 

Times’ (15th ASCOLA Conference, Jun 26, 2020) (“... And if we did find problems, we 
could intervene. Not by fining companies, or finding them guilty of breaking the rules – 
but by imposing obligations that would protect competition. That could involve duties to 
behave in a certain way to make data available to others, for instance. As a l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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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세 번째 방안 에 대한 집행위원회(Option 3)
의 선호다 집행위원회는 유독 세 번째 방안 에 대해서만 구조적 경쟁 상. (Option 3) ‘
황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비자 이익과 후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은 다른 선택지들의 경우 비록 같은 , ‘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제한된 범위와 시장지배력 기준의 한계 때문에 그 영향력 정도는 
작을 것으로 본다 고 언급한 것과 매우 대비된다 네 가지 방안 중 구체적으로 어떠’ . 
한 대안이 선택될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지만 위와 같은 서술에 비, 
추어 보면 특히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두 규제개시영향평가서 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의 입법 절차4. (IIA)

지난 월 일까지 두 평가서 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피드백이 제출되었6 30 (IIA)
다.70) 디지털 서비스법 의 경우 총 건의 피드백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응답 (DSA) 85 , 
자들 사업자들 무역 협회들 소비자 단체들 관련 부처들 등 은 모든 플랫폼이 아닌( , , , )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을 지지하는 (Option 1) (Options 2-3)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규율 방식에 있어서 블랙리스트 방식 과 . (Option 3a)
사례별 접근 방식 에 대한 선호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글(Option 3b) , 

페이스북 애플 과 같은 사업자들은 사례별 접근을 선호(Google), (Facebook), (Apple)
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옐프 같은 사업자들은 자기편애, (Yelp) (self-preferencing)
와 같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접근을 지지하였다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 
글처럼 직접적 타깃이 된 사업자들은 문지기 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 ’
을 보였으며 플랫폼 규칙이나 새롭게 도입될 경쟁법 툴 등과 같이 기존 규제와 (NCT) 
중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흥미롭게도 개발자 협회. 

역시 집행위원회가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갖고 (Developers Alliance) “ (very biased)”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주는 이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킹닷컴 이나 (Booking.com)

resort, it could even mean breaking up companies, to protect competition.”).
70) 아래 내용은 다음 두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Charley Connor, ‘EU 

receives mixed reviews on gatekeeper regulation’ Global Competition Review (Jul 8,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8690/eu-receives-mixed-reviews-on-gatek
eeper-regulation>; Charley Connor, ‘EU’s proposed market investigations tool attracts 
hesitant support’ Global Competition Review (Jul 6, 202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1228565/eu%E2%80%99s-proposed-market-inv
estigations-tool-attracts-hesitant-support>.

각 피드백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DSA: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18-Digital-S
ervices-Act-package-ex-ante-regulatory-instrument-of-very-large-online-platforms-acting
-as-gatekeepers/feedback?p_id=7937460>; NCT: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16-New-com
petition-tool/feedback?p_id=79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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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루 같은 사업자들은 대형 플랫폼들을 타깃으로 한 규제 방식을 지(Deliveroo) 
지하면서도 예컨대 음식 배달 분야와 같이 초경쟁적 인 시장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 ”
않도록 대상 범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좁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핀란. 
드 기업 연합 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 (Federation of Finnish Enterprises)
우려를 언급하고 나아가 지금과 같은 입법이 의도와 다르게 유럽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규제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경쟁법 툴 에 대해서는 총 건의 피드백이 제출되었는데 페이(NCT) 73 , 
스북과 무역협회 소매업 협회 측에서는 새로운 경쟁법 툴 을 불필요하다고 본 , (NCT)
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포함한 다수는 이번 제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 , , 
보면서 다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법적 확실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의 피드백에서 사전 규제로서 디지털 서비스법 과 규제 범위가 중복된다는 점이 (DSA)
지적되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 전반적으로 가장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페이스
북은 집행위원회가 말하는 집행 공백 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문제, (enforcement gap)
시 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이미 유럽연합의 경쟁법 집행으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
다고 강조하였다 페이스북은 급격한 쏠림 이 나타나는 시장은 현실에서 거. ‘ (tipping)’
의 찾아볼 수 없으며 사업자의 단독행위 규제는 그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때만 , 
이뤄져야 함을 밝히는 수많은 문헌들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 
양하고도 상호 이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문지기 라는 개념‘ (gatekeeper)’
도 일률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자들에게 무
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용자들의 서비스 전환이 어렵다는 점만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를 문지기 로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복수의 디지털 경제 관련 ‘ ’ . 
사업자 단체들은 페이스북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추정을 갖고 있고 경쟁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치들을 부과하, 
는 현재 방안들은 모두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였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는 구조. (CCIA)
적 조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
다. 

물론 집행위원회의 접근을 지지하는 사업자 단체도 있었다 예컨대 영화 제작. 
자 협회는 현재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 플랫폼들은 영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개입해 수직적 생태계를 구축해가면서 프로젝트의 데이터 저작권 수익 모두를 보유, ,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현재 경쟁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플랫폼 , . 
사업자들 역시 페이스북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 
세 번째 방안 을 지지하면서 다만 집행위원회가 앞으로 개입을 위한 법적 (Option 3)
기준 필요한 증거 수준 정보 수집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정해주기를 , ,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세 번째 방안을 지지하면서 다만 .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엄격한 절차적 방어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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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애플도 법적 확실성 보장과 임의적인 권한 행사의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전반적으, 
로는 이번 이니셔티브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 
딜리버루와 부킹닷컴은 전반적으로는 집행위원회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면서도 특정
한 문지기 플랫폼들에 집중된 규제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기통신사업자인 , 
오렌지 는 새로운 규제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보면서 (Orange)
이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쟁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정부에서도 집행위원회의 이번 이니셔티브를 대체로 지지하는 의
견을 제출하였는데 다만 당국 개입을 촉발하는 시장 특징들과 행위들 그리고 기존 , 
규율 체계들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번 이니셔티브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법적 확실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 
또 규제 중복 우려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법안 마련 초기 단계로서 불확. 
실하고 모호한 부분들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자연스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행위원회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절차. (evidence gathering)
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법 과 새로운 경쟁법 툴 각각에 대한 의견 수렴 (DSA) (NCT)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절차는 앞으로 월 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 9 8
시영향평가서 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수집 결과에 기초하여 올해 분기까지 구(IIA) 4/4
체적인 입법 제안 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legislative proposal) .71) 비록  
우리나라의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일 것으로 보기는 어려
울 수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법 의 경우 우리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제도 설계에 , (DSA)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쟁법 툴 의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NCT)
를 불문하고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이 전개되어 간다면 궁
극적으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유럽연합에서의 상황 전개와 구체적인 규제 개편 향방에 ,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1) European Commission,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Communication) COM(2020) 67 
final, p.10; Zsuzsa Cserhalmi, ‘Impact Assessment for a New Competition Tool’ (ICR 
Center Conference on Competition Policy in Platform Markets I, July 30, 2020), p.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