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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化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
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임. 특히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임.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rule)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regime)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이에, 본 리포트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하였음.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
(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
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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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
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
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
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
가 있음
⑥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
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⑧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구축
⑨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⑩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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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Regulation in
the age of Metaverse
Summary
This report suggests 10 principles of regulation on digital
platforms, based on the two grand trends of digital platform
development. Digital platforms are extending their reach on
almost every industry, including finance and mobility services.
Moreover, the transition toward ‘metaverse’ drives the innovation of whole computing stack, including hardware, divice, network, cloud infrastructure and service platforms. Such
a paradigm shift usually involves the change of competition
environment, business model and major players. One example
of recent paradigm shift is the ‘commoditization of digital
content delivery’, which implies the weakening of OS/device
gatekeer’s dominance.
With this perspective, this report reviews the major documents on platform regulation, including EU’s ‘Digital Service
Act’, U.S. Senate’s ‘Open App Market Act’ and KCC’s regulatory
plan on digital platform.
In conclusion, this report suggests the following 10 principles
of regulation on digital platforms :
① Case-by-case approach : to focus on the posibility of
multihoming
② Strong regulation such as restriction on M&A and break-up
is not desirable in Korea, given the fact that M&A is not
common, and there is no global platform gia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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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hen multihoming is not possible, utilize measures to
promote disintermediation to restrict the market power
of dominant platform.
④ Consider data portability in order to reduce the switching
cost of users when data is regarded as main source of
market power
⑤ Since multihoming is practically impossible in the OS market, OS/devise gatekeepers need to permit alternative
payment methods, bypassing gatekeeper’s IAP. Such a
regulation will promote future metaverse platforms as
well as current digital contents platforms.
⑥ Transparency requirements on the contractual terms of
platforms between business/end users and platform
providers.
⑦ Promote market entry by platform providers on the offline
market in order to enhance innov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⑧ Bulid 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including all stakeholders
⑨ Investigate new regulation issues in the age of metaverse
such as cryptocurrency governance in the metaverse platforms
⑩ Join the global regulatory harmonization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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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규제
◆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의는 현재는 물론 미래 플랫폼의 발전

경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게 됨
l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소수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일차적인 촉발 요인
- EU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2019)’, 영국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2019)’, 미국 스티글러 센터 ‘Sin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 Final Report(2019)’ 등 3가지 리포트가 논의의

본격화를 촉발
∙ 미국의 경우 경쟁법 역할 강화를 지지하는 뉴브랜디안(neoBrandeisians) 운동 활성화 (리나 칸 FTC 의장이 대표적인

뉴브랜디안)
- EU의 ‘Digital Market Act’, 미 의회 ‘플랫폼 법안 패키지’ 및 ‘개방

앱 시장 법안’(Open App Market Act) 등으로 입법화 추진 중

l 국내에서도 플랫폼 3법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 심화
-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2020. 12) 등

l 이러한 국내외 ‘techlash’는 미래 플랫폼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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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 시대의 플랫폼 규제
l 최근 플랫폼 규제 본격화의 동기는 과거에 대표적인 거대 ICT 기업에
대한 규제인 MS 사례가 PC시대 거대 기업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과 유사
- MS 사례는 PC에서 모바일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전반적 변화의

시기에 이루어짐
- MS라는 PC시대 주도 플레이어에 대한 규제와 모바일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새로운 주도 기업, 새로운 게임의
룰을 초래
∙ 정보처리의 주요 수단이던 PC가 모바일 인터넷에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로운 게이트키퍼가 등장하고
앱마켓, 데이터 기반 온라인 광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을
주도

l 이에, 최근 규제 체제(regime)의 변화 움직임이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 규제 체제의 변화가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
- 개별 플랫폼 시장의 특성은 물론, 플랫폼의 전개‧발전방향에 대한

조망(perspective)을 바탕으로 규제의 순기능/역기능, 각 규제의
상대적 중요성 등을 점검할 시점
∙ 플랫폼의 존재 의의에서부터, 개별 플랫폼의 시장 특성, 이해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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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미래 발전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l 무엇보다도, 규제 체제의 변화가 미래 플랫폼의 발전과 순기능
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이여야 함
- 과잉/과소 규제를 회피하고, 플랫폼의 전반적 진화,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여야 함
∙ 모바일 시대 특정 플랫폼에 의한 지배력의 핵심적인 원천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
∙ 성공적인 규제 체제는 이미 진행중인 플랫폼간 경쟁이나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영역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등 전체 컴퓨팅 플랫폼 패러다임의 변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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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가지 측면에서의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플랫폼 규제
◆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
l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
- 디바이스, 생산 현장, 사물을 막론한 사람간, 기계간, 사람과 기계간

연결의 확대가 플랫폼化의 영역 확대의 기반을 제공
- 핀테크의 확대를 통한 플랫폼 중개 영역의 확대, 원격의료, 원격교육,
IoT,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의 본격화에 주목할 필요

l 유동성이 낮은 자산, 부(wealth)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율성 제고
- 결제에서 보험, 대출, 자산관리에서 더 나나가 채권, 부동산, 예술품과

같이 유동성(liquidity)가 낮은 자산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커미션 없는 주식거래 플랫폼(로빈후드, 키움), 부동산 중개(직방) 및 빅데이터 기반
가격설정/거래/중개 플랫폼(Zillow), 원격의료(Teladoc), 예술품 포함하는 각종 자산
투자 플랫폼(Yieldstreet) 등

⇒ 주식, 채권에서 예술품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유동성(liquidity)이
제고되고 산업 변화를 유도 : 일종의 경제 민주화로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장 기능 강화,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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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빌리티 플랫폼
- 기존의 우버,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서비스 계층(layer) 플랫폼을

넘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동체 중심의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산업 지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
- 테슬라 등 혁신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모빌리티 생태계(OTA 기반의 전기차 생태계)가 대표적
∙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 과정에서 인공지능, 컴퓨터 칩, 에지 컴퓨팅
등 부품/클라우드/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하는 전반적 혁신이 동시에
진행 중

l 수직적 변화 :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
-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컴퓨팅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인간과 기계간의 협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 : 증강된 현실/가상세계에서의 몰입적
(immersive)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l 메타버스 개념 및 등장 배경
- (개념)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증강된

현실세계와 상상이 실현된 가상세계, 인터넷과 연결되어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 공간들의 조합이며, 현실세계로부터 접속한 다중 사용자
중심의 무한 세계”1)로 이해할 수 있음

1) 최형욱(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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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클라우드, 5G, HW(AR/VR 디바이스 등)/부품(GPU등), AI

등 지능정보기술의 각 계층(layer)에서의 상호의존적 혁신으로
메타버스가 tipping point를 지나 본격화될 전망
∙ 이용자 수의 제한이 없이 메타버스 참여자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려면 부품에서 네트워킹,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컴퓨팅
stack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이 필요
- 게임 분야의 발전에서 시작되어,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반, 상거래, 산업/근로 현장 등 기존 플랫폼이 진화‧융합되고 일하는
방식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메타버스 컴퓨팅 스텍(stack)

[

응용 : 엔터, 게임, 미디어, SNS, 커머스, 금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몰입적
경험(immersive experience) 측면에서의 고도화 및 융합, 진화

↑↓
플랫폼 : 기존 거대 user base 플랫폼의 진화, 융합,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대두

↑↓
디바이스 : VR 기기, AR 글라스 , 웨어러블 등이 혁신으로 시장성 확보

↑↓
인프라 : 클라우드, 5G, 컴퓨터 칩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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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이후의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l 전체 컴퓨팅 플랫폼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은 메타버스
- 이용자들의 관심(attention), 참여(engagement) 차원에서의 수요 변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구에 따르는 다양한 기술 혁신이
메타버스 대두의 근본 요인
∙ 로블록스의 이용자 수, 이용시간 증대가 웅변하듯이, 참여 ‧ 창조
‧ 놀이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차원 높은 경험에 따르는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의 증대 등으로 메타버스의 상업적
전망도 가시화
- 이는 디바이스/OS, 부품,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전체 컴퓨팅 stack의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새로운 시장/플레이어 대두, 참여자간
역학관계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망됨
∙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적은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이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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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플랫폼 제공자, 사업/최종이용자들의 참여도(직접 디지털 아이템
생성 등), 거래 수단, 보상, 데이터/콘텐츠 규칙, 비즈니스 모델 등
각 메타버스 플랫폼 디자인간 차별화,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임
- 콘텐츠/엔터, 커머스, 미디어, 의료, 교육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자 경험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융합되어 제공 가능
- 메타버스는 이용자의 attention market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차원의

경험치라는 강점을 살려 광고 외에도 구독, 지불, 가상화폐 판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동기도 큼
∙ 오늘날의 안드로이드 vs 애플 생태계간 경쟁과 같이, 스마트폰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 vs AR/VR/MR 디바이스 중심의 컴퓨팅 플랫폼간
경쟁도 가능
※ 각 디바이스의 스토어를 통해 AR/VR/MR을 통해 진일보한 커머스/콘텐츠/
금융결제/SNS 등이 제공되는 융합 매타버스 플랫폼 제공이 가능하고 써드파티가
이런 거대 플랫폼에 참여하여 대규모 유저를 포괄하는 게임,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

l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대두는 현재 지배적인 컴퓨팅
플랫폼인 모바일 플랫폼의 위상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
- 현재의 지배적 플랫폼 가운데 모바일 시대를 웅변하는 것은 모바일

디바이스/OS 지배 플랫폼
-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등 서비스 계층의 지배적 플랫폼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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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배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이들과 차별화됨
- 메타버스의 대두 과정에서 모바일 디바이스/OS 지배 플랫폼의 위상

변화, 서비스 계층 플랫폼의 도전, 거대 플랫폼간 상대방 영역 진출과
새로운 플랫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디지털 콘텐츠 IP 및 (디즈니와
같이) 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업의 위상 강화 및 플랫폼 시장 진입
가능성도 증대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및 사업이용자)에 대한
거버넌스(인센티브/보상 시스템 등)도 변화될 전망
∙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도
i) 이용자가 정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따르는 블록체인 기반의

교환/계약수단(이더리움이 대표적) 및 프로토콜, ii) 웹브라우저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가능 (예: Decentraland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에 해당)

◆ 메타버스와 규제
l 이러한 거대 변화 추세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플랫폼 규제가 중요한 시점
- VR 헤드셋과 같은 모바일 이외 디바이스/OS 대두,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상대적 강화 또는 지배적
플랫폼을 우회(disintermediation)할 수 있는 대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주목할 필요
- 이들 조치들이 현재의 모바일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최소화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향한 혁신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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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U, 미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규제 논의들은 모두 현재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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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시장 경쟁과 메타버스의 현 주소
◆ 플랫폼간 경쟁 심화
l 이용자/데이터를 계속 추구해야하는 플랫폼의 속성상 빅테크간의
시장內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 他영역 침범 시도는
항시적으로 존재
- (시장內 경쟁) 적어도 빅테크 플랫폼간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장내 경쟁 압력이 존재하므로 끊임없이 자체 변화 및 他영역 진입
시도로 기존 시장의 성숙에 따르는 이익 하락에 대응하고 새로이
이용자/데이터 기반 확충을 시도
∙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을 들 수 있음 : 틱톡과 같은 차별화된
SNS에 대응하고 광고 이외의 수익원을 추구. 쇼피파이 스타일의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커머스에 이용하고, Diem과
같은 지불 인프라도 추구

l 시장을 향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 : 메타버스
- 글로벌 플랫폼들의 메타버스를 향한 경쟁 과정에서 이미 OS

게이트키퍼의 위상 약화, 충돌이 시작됨
- MS : LinkedIn 등 이용자 기반, 클라우드, 기업업무 지원 관련 서비스,
Xbox, MineCraft, HoloLens 등 메타버스 주요 기업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고 모바일 시대에 잃은 OS/HW 주도권도 일정 부분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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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 이용자간 소통‧연결이 중요한 메타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메타버스에 미래 전략을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확보한 거대
이용자 기반 및 이용자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큘러스 퀘스트2와 같은
전용 HW에 Horizon 등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 및 스테이블
코인(디엠)을 통합하여 차세대 참여 플랫폼(engagement platform)
으로 진화 가능
- 아마존 : 커머스 및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 기반에 최근 게임 분야를

강화하고 자사 클라우드에 적합한 게임 엔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메타버스가 활성화될수록 클라우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방적 메타버스 생태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전망
- 구글 : 거대 이용자 기반에 디지털 및 물리적 세계 정보의

축적‧통합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지도, virtual assistant,
의료 등 구글의 각종 비즈니스 통합의 기회로 메타버스를 추진할
전망
- 애플 : 기존 생태계에 AR 글라스나 애플 워치 등 웨어러블, 자체

게임 서비스 등 컴퓨팅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메타버스에서도 Walled
Gargen 생태계를 추구할 전망
- 텐센트 : 중국의 경우 분야별로 대표적 기업이 나뉘어져 있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거대
플랫폼이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게임 분야에서 독보적인
텐센트가 상대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유리할 전망
※ 단, 미‧중 디커플링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도 중국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분리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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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 Epic과 같은 자체 게임title/스토어 메타버스

플랫폼은 물론, Decentraland와 같은 De-Fi(즉, 블록체인) 경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대두하고 있음
- 국내 :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기업은 물론, 하이브 등 엔터

부문 및 게임 부문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중요 자산인 콘텐츠
IP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협력/경쟁 관계 형성 중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 (commoditization of

digital content delivery)
l Facebook Games, Google Stadia, Amazon Luna, MS xCloud 등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비디오 제공 OTT,
스포티파이 등 거대 이용자 기반을 보유한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우회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 가능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
- 빅테크가 디지털 콘텐츠를 자신의 플랫폼은 물론, 다른 빅테크의

플랫폼 또는 웹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고(cross-platform
delivery), 거대 규모의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협상력도 강화되고

있음
- 대규모 이용자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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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oss-Platform Delivery Matrix

[

출처 : Eric Benjamin Seufert(2020. 11. 16)

l 모바일 시대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의 상대적 위상 약화
- 이용자 접점(access point)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요

독점(monopsony) 위상을 갖춘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는 지금까지
자신의 플랫폼 위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협상력 강화, 디지털 서비스 기반 메타버스의

대두로 인해 지금까지의 ‘자기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던 OS
게이트키퍼는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일정 수준 양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Ÿ 거대 이용자 기반의 서비스는 일종의 ‘killer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어,

cross-platform

delivery를

통하여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가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손해이게 할 수 있음. 즉,
빅테크간 콘텐츠/서비스의 cross-platform 제공이 심화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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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의 입지 약화

l 애플은 이미 이용자 규모가 큰 로블록스같은 게임 플랫폼을 reader
app 카테고리를 포함시킴으로써 로블록스上의 콘텐츠 규제나 디지털

아이템 거래 커미션을 적용하지 않으며, 초기에 금지하던 빅테크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제한적이나마 허용
- reader app은 기존에 구입된 디지털 매거진, 신문, 서적, 오디오,

음악, 비디오 제공 및 이들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Netflix와 Spotify가 대표적
- 최근(‘21. 9. 8) 애플은 앱스토어의 reader app이 앱스토어 결제를

우회해 웹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는데, Netflix와
Spotify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직접 앱스토어를 통해 구독하는 것을

제한해 애플 정책에 대항해 왔음
- 한편,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Netflix와 같은 OTT가 아니어서 reader app에 포함시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reader app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앱 정책을
적용받지 않음. 반면 MS, 구글 등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앱스토어에서 개별 게임별로 일반적인 앱 정책을 적용해 인앱결제를
통한 커미션을 부과해 빅테크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음
※ 로블록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게임이 생성, 거래되고 있지만 애플의 앱 심사에서
제외되고, 로블록스 플랫폼상의 개별 콘텐츠/게임에 추가적 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이용자는 웹에서 구매한 Robux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는 거대 이용자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 대하여는 OS/디바이스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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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앱스토어 정책은 점증하는 ‘플랫폼위의
플랫폼’의 영향력을 둘러싼 OS/디바이스 게이트키퍼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제공
플랫폼, 즉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

l 애플 vs 페이스북 : 메타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플랫폼
경쟁
- 이미 모바일 시대의 대표 주자인 애플과 대표적인 ‘플랫폼위의

플랫폼’인 페이스북간의 전쟁이 진행 중
Ÿ 이용자 추적을 제한하는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정보/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격
※ 애플은 타겟 광고 제공의 토대가 되는 광고 식별자인 IDFA에 대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앱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정책 발표. 이에 따라 모든 앱은 1)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출,
2) 이용자들에게 ATT 프레임워크를 통한 이용자 정보 추적에 대해 명시된 허가를
받아야 함

Ÿ 페이스북 게임 플랫폼의 안드로이드 탑재,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디바이스인 오큘러스 퀘스트2로 디바이스/OS 종속 탈피 노력 등
페이스북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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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 EU
l DMA (Digital Market Act)
- 대상 및 게이트키퍼 정의 : 온라인 중개, 검색, OS, SNS, 비디오

공유, 클라우드 컴퓨팅, 번호 미부여 개인간 통신서비스(메시징
서비스 등이 해당), 이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핵심(core)
플랫폼 서비스에서 게이트웨이를 형성하는 사업자에 적용
Ÿ 특정 양적 한도(quantitative threshold)2)를 넘어서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추정(presume)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기반 이점 등에서 초래되는
진입장벽, 규모/범위의 경제, (플랫폼 참여 기업 및 이용자)
잠금효과, 기타 구조적인(structural)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경합성을 판단

l DMA의 행위 규제와 예상되는 해당 게이트키퍼는 아래 표와 같음
- DMA 5조는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를 열거
- DMA 6조는 추후 개선이 가능한(susceptible of being further specified)

2) DMA에서 규정된 양적 한도(thresholds)는 다음과 같음
(a)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경제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액 65억 유로 이상 또는 지난 1년간 평균 시
가총액(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정 시장 가치)이 650억 유로 이상으로, 적어도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

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b) 또는 지난 회계연도에 역내 월 4천5백만 활성(active) 이용자 및 1만 이상 사업 이용자
(C) 지난 3개 회계연도 각각에서 (b) 기준을 충족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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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들로, 게이트키퍼와의 협의 가능

표 1] DMA 5조 (게이트키퍼가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

[

주요 내용
(a) 게이트키퍼의 다른 서비스나 써드파티로부터의 개인 데
이터를 결합(combine)하는 행위 금지하고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 다른 서비스에 s가입하도록 하는 요구 금지
(b) 사업이용자의 써드파티 중개(intermediation) 이용을
허용
(c) 사업이용자가 게이트키퍼 통하지 않고 판매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최종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access
& use)이 가능해야 함
(d) 공공 기관(public authority)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

예상되는 해당
게이트키퍼
Facebook, Google
Amazon
Apple

모든 게이트키퍼

(e) 사업이용자에 게이트키퍼의 식별(identification) 서비스
이용 요구를 금지

Facebook, Google

(f) 사업 & 최종 이용자에 게이트키퍼의 다른 핵심(core)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Facebook, Google

(g) 광고주 및 광고 퍼블리셔에 가격 등 요구 정보를 제공할
의무

Facebook, Google

출처 : EC(2020. 12. 15)에서 재구성

표 2] DMA 6조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해당
게이트키퍼

(a) 사업 이용자와의 경쟁을 위해 사업 이용자(및 그 최종
이용자)로부터 산출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삼가(refrain)

Amazon, Google

(b) 사전 탑재 애플리케이션의 제거(un-install) 허용

Google, Apple

(c) 게이트키퍼 OS 통해서 써드파티 앱이나 앱스토어 허용
(또는 게이트키퍼 OS와 상호운용 가능)하고, 게이트키퍼
코어서비스 통하지 않고도 이를 가능하도록 할 것. 단,
게이트키퍼는 HW/OS 통합을 위한 조치는 가능

Apple, Google

(d) 랭킹에 있어서 자기(및 관련 기업) 우대 삼가
(e) 게이트키퍼 OS를 이용해 他서비스/앱으로 전환/구독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삼가할 것

Google, Amazon,
Apple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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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이트키퍼

주요 내용
(f) 사업 이용자와 보조서비스 제공자가 게이트키퍼 보조
서비스에 사용되는 OS, HW, SW 기능에 접근하고
상호운용할 수 있어야 함
(g) 광고주 및 퍼블리셔 요청시 성과 측정 도구 접근 및
인벤토리 독립적 검증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h) 사업 및 최종 이용자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지속적
실시간 접근을 포함하여 데이터 이동성 및 이를 원활하게
하는 tool 제공
(i) 사업 이용자(및 그가 승인한 제3자)에게 최종 이용자가
써드파티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생성된
집계/비집계 데이터 접근을 허용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공유 허용이 전제)
(j) 검색엔진에서 이용자가 생성한 랭킹, 쿼리, 클릭 및
보기(view) 데이터에 대한 (경쟁) 검색 사업자의 접근
요구에 따를 것(익명화 전제)
(k) 게이트키퍼 앱스토어에 대한 사업 이용자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접근 허용

Google, Facebook,
Apple
Google, Facebook

모든 게이트키퍼

모든 게이트키퍼
(상호운용성 의미 내포)

Google
Apple, Google

출처 : EC(2020. 12. 15)에서 재구성

◆ 미국
l 미 하원 보고서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2020)3)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의 핵심 문제로 이해관계의 충돌에 주목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거대 플랫폼의 구조 조정(기업 분할 등) 및 인접
시장 진출 제한을 건의
- 비차별 원칙의 실행을 위해 검색 등에서 자기 우대 제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계약 조건, 결합 판매 금지 등을 제안
3) U.S. Congress(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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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이동성 등 개방적

서비스 접근을 촉구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M&A를 반경쟁적이라 추정(Presumptions)하고

지배력 남용 적용 기준도 판매자의 지배력은 시장 점유 30%, 수요자의
지배력은 25%로 지배력 양적 기준을 명확히 함
- 반독점법 시행 강화를 위해 시장 집중 등에 대한 정기적 자료 수집,

사례 공개, 규제 기관 예산 증대, 민간 중재절차 요구 관련 조항
폐지 등을 촉구

l 하원 보고서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11일 미 하원이 플랫폼
규제 5개 법안(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을 발의
- 플랫폼 규제 대상 기준은 ① 미국 기반의 활성 이용자 월 5천만명/활성

사업이용자 월 10만명, ②시가총액 6000억 달러 이상, ③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화·용역 판매를 위한 중요한 거래상대방으로, 사실상
GAFA를 규제
- 플랫폼 제공자의 자사 재화‧용역 판매 중단, 인수합병의 경쟁제한성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자사제품 우대, 소셜 미디어 데이터
이동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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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 하원 플랫폼 패키지 법안 주요내용

[

법안명

주요 내용

플랫폼 독점종식법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o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 이외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적 이해상충으로
규정하고(Section 2)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의 재화·용역
판매를 중단하도록 함
- 해당 사업부문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지분 25% 미만을 보유하도록 규정(Section 5(4))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 o 지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적이지
(Platform Competition
않다는 입증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
and Opportunity Act)
인수를 제한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o 지정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 금지행위로는 플랫폼 기능에의 액세스 및 상호운용성
제한, 사업이용자/고객 데이터의 접근 방해나 남용, 자사
재화/용역 우대 등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o 이용자가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
- 데이터 이동성, 상호호환성 보장 및 관련 기술표준 제정
권한의 FTC 부여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o FTC와 DOJ의 예산확충을 위한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
(Merger Filing Fee
인상 법안
Modernization Act)
출처 : 김현수, 강인규(2021. 6)에서 재구성

l 메타버스와 Open App Market Act
- 플랫폼 규제는 모두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히 ‘플랫폼 위의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OS/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Open App Market Act 시행 여부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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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디바이스/앱스토어가 결합된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사실상의 인허가, 제공되는 기술/기능적 feature, 커미션 수준 등을
좌우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제공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최종적 권한(ultimate authority)를 보유
Ÿ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간 전환비용이 높고, UI/편의성 등의 차이로
인해 웹 또는 제3의 앱스토어를 통한 우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발자들이 OS 게이트키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l ‘개방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 Act)4)의 주요 내용
- 앱 경제에서의 게이트키퍼를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미국내 5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 EXCLUSIVITY AND TYING에 관한 조항 : 개발자가 게이트키퍼의

앱스토어를 통하여 자신의 앱을 소비자에 배포하려고 할 때
게이트키퍼 인앱결제시스템 강제를 금지하고, MFN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게이트키퍼가 가격/서비스 조건 등 개발자와 이용자간 비즈니스

관련 정당한 comunication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경쟁 써드파티 앱에서 생성되는 비공개 사업 관련 정보의 게이트키퍼

이용을 금지
- INTEROPERABILITY (경쟁 대안 제공 의무) : 이용자가 제3자 앱

4) U.S. Senate(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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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앱스토어를 default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게이트키퍼
앱스토어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 앱이나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sideloading 및 제3의 앱스토어 허용). 또한 사전탑재,
또는 사후 제공된 게이트키퍼 앱이나 앱스토어를 삭제(delete)할 수
있도록 함.
- 검색 자기우대 제한 : 앱스토어에서 비합리적(unreasonably) 자기우대

등 불공평한 대우(unequal treatment) 또는 랭킹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
- OPEN APP DEVELOPMENT : 개발자는 OS 인터페이스, 개발 정보.
HW/SW feature 등에 관하여 게이트키퍼 앱과 동등한 조건으로

접근가능해야 함
- security, privacy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는 달리 더 나은, 덜 차별적인

기술적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l 메타버스와 ‘개방 앱마켓 법안’(Open App Market Act)의 의의
- 동 법안은 게이트키퍼의 앱스토어에 대한 대안들이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게이트키퍼의 앱 분배(delivery)
장악을 제한하고 게이트키퍼의 플랫폼위에 제3자 플랫폼이 활성화될
기반을 제공
- 이는 사실상 모바일을 장악한 게이트키퍼로서의 애플 vs 메타버스의

선봉장인 에픽간의 소송 이슈에서 에픽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서비스 플랫폼이 게이트키퍼의 높은 커미션을 회피
하거나 자체 스토어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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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같은 혁신 플랫폼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갖음
⇒ 이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더욱 촉진시키고 OS 플랫폼의 위상 약화, 플랫폼간 경쟁과 시장
진입을 촉진

l 애플 vs. 에픽
- 에픽의 애플 인앱결제 우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주도권 장악 경쟁을 상징
- 법원 판결(‘21. 9. 10) : 해당 사안의 관련(relevant) 시장을 ‘디지털

게임 결제 시장’으로 획정하고, 동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였지만 애플이 별도의
지불방법이 가능함을 이용자에 알리고 (써드파티의 웹페이지 등으로)
external link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써드파티가 애플 커미션을

우회하여 (OTT와 같은 구독 서비스 등의) 결제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결5)

◆ 우리나라
l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정위, 방통위의 법안 : 진입규제보다는
사업/최종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거래 중개

5)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의 수많은 디지털 게임이나 아이템들의 거래시 애플의 커미션 부과를 우회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어, 동 판결의 경제적 효과를 지켜볼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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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대상으로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손해 떠넘기기,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불이익 초래 행위, 경영활동 간섭 등 5가지
유형을 금지행위로 규정
Ÿ 단, 금지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월적 지위의 판단은 플랫폼 시장
구조나 중개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중개 및

소셜네트워크 등 정보교환 매개 플랫폼이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노출 기준 공개, 서비스 제공 거부 사유 통지,
이용사업자에 대한 11개 유형의 금지행위 등이,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 신고, 데이터 전송요구 부응,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11개 금지행위, 과징금 등의 조항을 적용

표 4]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주요 법안 비교

[

적용대상
사전통지
검색‧배열
기준
맞춤광고
약관 신고
개인정보
이동권
금지행위
연대책임

공정위 법안
중개, 광고, 결제 등
해지: 30일, 변경:TBD,
서비스 제한/중지: 7일

방통위 법안
거래중개, 정보교환
해지; 30일,
변경; 15일
서비스제한/중지: 3일

약관 기재

공개

N/A
N/A

선택권 부여(수신 여부, 내용, 범위)
방통위 신고

N/A

있음

부당한 손해 전가(나머지는 (입점업체) 계약 불이행, 차별취급
현행 공정거래법과 실질적으로 (이용자) 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차이 없음)
서비스 중단시 즉시 미고지
금지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N/A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위반

출처: 황정현(2021. 7. 14).

l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 8. 31 국회 통과)과 인앱결제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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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를 통하여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심사 부당 지연행위, 모바일콘텐츠 부당 삭제행위 등이 금지됨 :
미국의 개방 앱마켓 법안과 유사
- 모바일 게이트키퍼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플랫폼위의 플랫폼’

통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및 국내
디지털콘텐츠의 수익성 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l 플랫폼 시장진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 로톡 vs. 변호사협회, 강남언니 vs. 의사협회, 딥아이 vs. 안경협회,

자비스앤빌런즈 vs. 세무사협회, 빈집 공유 플랫폼 다자요 vs. 농어촌
민박 등 기존업계,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vs 택시업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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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랫폼 규제의 주요 고려 사항들
◆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규제
l 플랫폼이 언제나 독점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시장구조
결정요인들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됨
- 네트워크 효과, 규모/범위의 경제, 데이터 우위 등이 시장 집중을

초래하는 반면 수용용량 제약, 他플랫폼과의 차별성, 멀티호밍은
시장집중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각 요인들의 중요성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상이해,

시장구조의 형성에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5] 플랫폼 시장구조 결정 요인

[

플랫폼 시장구조 결정 요인

시장 집중에의 효과

네트워크 효과

+

규모/범위의 경제

+

데이터 우위

+

수용용량 제약(Capacity Constraints)

-

他플랫폼과의 차별성(Differentiation of Platform)

-

멀티호밍 (Multi-homing)

-

출처: 최계영, 김민식, 김성옥(2020)

l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시장구조에 영향을 끼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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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유형(데이터 규모,
R&D 비용 등), 네트워크 효과의 유형(직접 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 멀티호밍이나 탈중개(disintermediation)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따라서 경쟁적인 플랫폼 시장과 독과점적인
플랫폼 시장이 모두 가능

l 현시점에서 플랫폼은 크게 i) 광고 수익 기반 플랫폼(Google, Facebook,
Bing, Pinterest, Twitter, Snapchat, 네이버 등), ii) 거래/매치메이킹

플랫폼(Uber, Airbnb 등 공유 플랫폼 및 Amazon, 네이버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 iii) OS/앱스토어 플랫폼(iOS/Appstore, Android/PlayStore
등)으로 구분이 가능

l 이 가운데 이용자 접점으로서의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있는 OS/
앱스토어 플랫폼은 높은 전환비용으로 인해 멀티호밍 가능성이 낮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갖음
- ‘플랫폼 위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협상력을

갖출수록 OS기반 플랫폼의 통제력이 약화되므로, 자신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외한 他메타버스를 억제할 동기가 충분

l 반면, 온라인 상거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핀테크 등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들은 멀티호밍(낮은 전환비용)을 통한 시장 경쟁이
충분히 가능
- 개발자/판매자간 양면(다면) 시장으로 간접네트워크 효과에 의존

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은 물류서비스와의 수직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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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독점력 남용 금지나 플랫폼 기업의 써드파티 데이터 활용
금지 등으로 경쟁 촉진 가능
- 단면시장으로 직접 네트워크 효과에 주로 의존하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소셜 그래프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경쟁 촉진이 가능

l 플랫폼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도 경쟁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자체가 중요한 경쟁력
- 대표적인 예로, 사업이용자를 자신의 플랫폼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마존/쿠팡 모델 vs 개별 판매자가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쇼피파이/네이버 모델을 들
수 있음

l Robux 판매가 주 수익원인 로블록스처럼, 메타버스 시대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전망
-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콘텐츠 IP

기업의 전략, (MS나 아마존 등) B2C에 기반하지 않은 빅테크가
메타버스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개방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진할지
여부, 에픽(Epic) 등 새로운 플랫폼의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시도될 것이고, 그 핵심은 개발자/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및 플랫폼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특정 매타버스 플랫폼內에서만 고유한 교환수단이나
IP가 활용되면 전환비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멀티호밍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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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편, 메타버스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는, 블록체인/De-Fi 기반의 메타버스(예:

대부분의 De-Fi application들이 기반하는 이더리움 플랫폼)가 기존의
빅테크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와 병존 가능

◆ 시사점
l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 가변성,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 규제(rule)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규제가 바람직
- 다양한 행위규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높음
- 자기 서비스 우대나 사업 이용자 차별,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우위를 통한 인접 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인앱결제 요구, 불공정한
약관 등 플랫폼 규제 관련 세부 이슈들은 세부 플랫폼 분야별
(case-by-case)로 접근할 필요

Ÿ 예를 들어,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데이터 결합으로부터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Ÿ 알고리즘 규제도 차별대우 등이 입증가능한가하는 feasibility의
문제도 있음

l 즉, 논의되는 다양한 잠재적 금지행위들의 경쟁 제한성 입증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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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강한 사전적 (행위)규제보다는 시장 모니터링에 기반하는
신중한 접근으로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
- 他플랫폼으로의 이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의 규제 등 사업/최종이용자 보호 및 기존 시장
방어행위를 제한함에 중점을 두되, 플랫폼의 기존/신규시장에의
지나친 진입규제는 혁신과 경쟁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止揚하는
것이 바람직
Ÿ 아마존, 쿠팡이 월마트, 롯데, 이마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즈니 플러스의 OTT 진출이 전체 콘텐츠 제작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켰듯이,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시장 진입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
- 또한 우리나라는 OS 기반 지배적 플랫폼은 없고 온라인상거래(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지도 & 내비게이션(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
- 단, 멀티호밍이 어려운 OS 플랫폼의 경우에는 인앱결제강제, 앱스토어

입점관련 약관의 불투명성 등을 규제함으로써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l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후생 증가, 사업이용자의 고객 획득
비용 감소 등 기본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지나치게 플랫폼의 혜택을 보수적으로 보고 폐해를 과장해 과잉

규제하면 소비자 후생은 물론 미래 해외진출 플랫폼 기업의 등장이나
디지털 전환, 무형자산(데이터 등)의 축적 및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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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오고 기술패권의 시대에서 낙오될 수도 있음

l OS 게이트키퍼에 대한 규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i)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도 게이트키퍼가 될
수도 있고, ii) DeFi/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진화에 관한 가능성도
미래 규제 이슈에서 배제할 수는 없음
- i)의 경우에는 현재 게이트키퍼에 적용 가능한 규제를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음
- ii)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 즉

이용되는 코인 가치의 안전/신뢰성이나 조세, 유해 콘텐츠 등이
미래의 규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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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타버스와 플랫폼 규제 원칙
◆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는 10대 규제 원칙
①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멀티호밍,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고, 네트워크 효과에 따르는 플랫폼

가치 증대 등 플랫폼의 긍정적 요소도 감안할 필요
- 자기 제품/서비스 우대, 알고리즘 조작, 경쟁자 데이터 이용 및 감시,

써드파티 부당 대우 등에 대한 규제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자체적
정화가 가능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잠재적 가능성에 의거하여 무조건적 행위금지, (알고리즘과 같이

비즈니스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과도한 조사/규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간 다양성이나 효율성, 서비스 질, 혁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②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
(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
- (인접 시장 진입 금지) 진입 자체의 금지보다는 빅테크의 데이터를

빅테크의 다른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 제한적인

38

6. 메타버스와 플랫폼 규제 원칙

규제(데이터 분리)를 통하여 2nd tier의 활성화가 가능
- (M&A 심사 강화) 국내의 경우 M&A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killer
acquisition보다는 오히려 M&A 부진에 따르는 혁신 지체가 우려됨

Ÿ ‘19년 국내 벤처투자시장 투자금 회수에서 인수합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6)
- (구조 분리) 광고와 서비스를 분리하면 무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듯이, 인위적인 구조분리는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이
있음
③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 촉진
- 사업분리 등 강한 규제보다는, 멀티호밍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배타적 계약 강요 금지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치 가능
④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
⑤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OS 기반 모바일 플랫폼은 소비자에의 접점이고, 자신의 플랫폼위의

플랫폼에 일정 수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 (커미션 등 이익의 분배,
6)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양용현, 이화령(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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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여부, 기술적 지원 여부, 기타 사업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조건 설정 등)
-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큼
⇒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이 필요 :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化를
촉진시키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
⑥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 명료화
-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 가능

⑦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모든 (전문 서비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
-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임
Ÿ 의료, 교육 등 전문 서비스는 모두 가상공간에서의 소셜/자문
서비스로 메타버스적 경험치 제고가 가능하고 모빌리티 플랫폼도
AR과 결합한 내비게이션 등 혁신 가능
- 플랫폼 운영 자격 요건 명확화, 지배력 남용 보완 조치 등으로 잠재적

폐해 요인 최소화
⑧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 : 이용자 보호와
시장경쟁 활성화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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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가 특정 앱 진입의 기술적 방해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문제 발생시 최적의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간 협력‧소통이 중요
⑨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 :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DeFi/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신뢰성(accountability) 문제 등
- 예를 들어,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관련 거버넌스(스테이블 코인이
메타버스의 주요 거래수단이라면 해당 코인의 reserve 관리 등)를
점검할 필요
⑩ 글로벌 규제 조화(harmonization) 측면도 고려해서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
- 예를 들어,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국내에서만 유효하다면 한류 콘텐츠
IP에 기반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여전히 제약
-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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