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사태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로,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초당적 접근을.

독립적인 연구자와 NGO의 결합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은우



요약(I) – 해외 논의와 정책을 현실적 목표로 하자

해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조사와 연구, 도출된 해법에서 배우자

• 해외의 경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

• 해외의 경우 이미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추진 중

•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 조사, 연구, 해법 도출

유럽연합의 Digital Service Act, Digital Market Act 수준의 입법

거대 플랫폼과 비대칭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



요약(II) – 문제제기 그룹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문제제기 그룹은 절대적 열세
• 해외의 문제제기 그룹은 독립 연구자, 언론, 정부, 의회(초당적)로 정책의 주류적 입장

• 우리는 문제제기 그룹이 절대적 열세

• 독립적 연구자 부족(플랫폼 기업에 포획됨), 정부나 국회도 플랫폼 기업에 포획됨

•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문제제기 그룹(NGO)은 전문성이 매우 부족함

타개하기 위한 방안 필요
• 독립적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NGO가 독립적인 전문 연구자와 결합, 전문성 강화

• 해외 NGO와의 협력

• 초당적인 정책 집단 형성



요약(III) – 초당파적 협력으로 성과를 내자

해외의 초당파적 협력 사례
• 유럽연합 :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등

• 미국 : 민주당과 공화당의 문제의식 공유와 초당파적인 접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당파적 접근을
• 정쟁이 아닌, 초당파적 협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2022년 대한민국의 카카오 사태

조선일보 [팀장칼럼] 예고된 재앙 ‘카카오 사태’, 
재발 막으려면(조귀동 금융1팀장, 2022.10.17.)

한겨레신문 [사설] 일상 멈춘 ‘카카오 사태’가 드러낸 ‘디지털강
국’ 민낯(2022.10.16.)



유럽과 미국 – CA 사태(2018), FB 내부고발(2021)



2018년 FB의 CA Scandal – 더 근본적인 문제 의식



2021년 FB의 내부 고발 - 더 근본적인 문제 의식

더 근본적인 문제 의식더 근본적인 문제 의식



더 근본적 문제의식과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



Stigler Center Digital Platform 위원회(시카고대학)(2017~2019)

• Stigler Center 2017년프로젝트

• 2018년컨퍼런스 - 디지털플랫폼과집증

• Stigler Center는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구성하기로합의함. 플랫폼
에서제기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합의와적절한정책대응에대한
독립적인전문지식을제공하기위함.

• 2019년컨퍼런스, 디지털플랫폼, 시장및민주주의: 앞으로나아갈길

• 위원회의궁극적인목표는디지털플랫폼의경제적, 사회적영향에대
한독립적인백서를작성하여의사결정과정책결정에정보를제공하
는것. 해당부문은

• 경제및시장구조 * (반독점정책에대한변경가능성포함)

• 개인정보및데이터보호 *

• 미디어 *(민주주의사회의핵심기둥으로)

• 정치체제 *(및정치분야와관련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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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icagobooth.edu/research/stigler/events/april-19-20-2018-2018-antitrust-and-competition-conference-digital-platforms-and-concentration
https://research.chicagobooth.edu/stigler/events/single-events/antitrust-competition-conference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arket-structure-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arket-structure---report-as-of-15-may-2019.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data---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edia---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politics---report.pdf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이 심화되는 이유(영국 CMA, 2021) - 상호작용

• 생태계 전체의 상호작용

•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Network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 소비자 선택 과정과 기본설정의 힘(Consumer decision 
making and the power of defaults) 

•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Unequal access to 
user data) 

• 투명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

• 생태계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ecosystems )

• 수직적 통합, 이해상충, 자사우대(Vertical integration, and 
resultant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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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독점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들의 행위는

각국의 비상한 대응으로 이어짐

• 혁신을 저해함

• 소비자 후생을 저해함

• 민주주의를 위협함

• 극단주의를 부추김, 언론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 청소년, 아동에 유해함

• 중소상공인에 위해

•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범위가 넓어짐으로 경제와

산업구조 전범위에 영향을 미침

•2019 – 시카고 대학교 Sti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s, Final Report, 2019

•2020 - 하원 보고서(법사위원회의 반독점, 상업 및 행정법 소위원회) 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

미국

•CMA -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dvertising market study

영국

•ACCC 보고서 시리즈 Digital platforms inquiry

•Digital advertising services inquiry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다양한 보고서와 정책 제안

유럽연합

•다양한 보고서와 정책 제안

독일, 일본, OEC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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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digital-platforms---committee-report---stigler-center.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digital-platforms---committee-report---stigler-center.pdf
https://judiciary.house.gov/uploadedfiles/competition_in_digital_markets.pdf?utm_campaign=4493-519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nC-GXj-NInElDorvbuehifGNnWVHfzF9?usp=sharing


디지털플랫폼, 시장및민주주의(2017~2109 보고서) : 2022 우리에게도유효

경제및시장구조 :

독점, 자기선호, 혁신

저해

개인정보및데이터

보호 *

미디어(민주주의사회

의핵심기둥으로)

정치체제 (정치분야

와관련된문제)

카카오, 네이버의비즈니

스모델 : 자기사업우대,

혁신저해

개인정보및데이

터보호 : 플랫폼의

문어발식확장

플랫폼의미디어잠식 : 포

털의점유율을높이기위

한뉴스활용- 자극적인기

사, 극단, 혐오조장

포털의로비, 아젠다형성

왜곡, 정치(선거)와민주주

의왜곡(중도, 소수정당의

기반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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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search.chicagobooth.edu/stigler/events/single-events/antitrust-competition-conference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arket-structure-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data---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media---report.pdf
https://www.chicagobooth.edu/-/media/research/stigler/pdfs/politics---report.pdf


빅테크(디지털 플랫폼)와 민주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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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ler 최종보고서(2019) 정책 제안 - 우리에게도 유효

• 가능한 해결책

• 상호운용성강화

• 보다적극적인독점금지

• 디지털플랫폼에대한합병지침변경

• 반독점집행강화/ 데이터의힘제한

• 장기—디지털기관의생성 : 네가지보고서에서나온가장강력한징

후는디지털플랫폼의모든측면을감독할수있는단일강력한규제기

관의중요성

• 디지털플랫폼의정치적힘감소

• 공개의무 –비중립성, 정치인과의관계, 연구지원

“요약하자면 Google과 Facebook은 ExxonMobil, New York Times,

JPMorgan Chase, NRA 및 Boein을합한것과같은힘을가지고있습니

다. 게다가이모든결합된힘은세사람의손에달려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은엄청나게불투명합니다. 이것은그자체로문제입니

다.”

“요약 : 경제, 미디어, 데이터및정치권력의이러한집중은우리민주

주의에잠재적으로위험합니다.”

“디지털기관의위험 : George Stigler라면 쉽게지적할것이겠지만, 새

로운디지털기관은경쟁을촉진하기보다는진입에대한새로운장벽

이되는, 업계에포획될위험을감수해야합니다. 이러한위험은제거되

지는않지만신중한제도적설계를통해최소화할수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적어도시작단계에서는포획을피하는데있어평균이상의기

록을보유한산업전반에걸친기관인 FTC의하위부문으로 Digital 

Authority를갖도록구상하는한가지이유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디

지털기관이모든활동에서매우투명해야한다는것입니다. 보고서는

디지털기관이포착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해탐색할수있는다양한

기관설계메커니즘에대해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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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적인 합의

• 빅 테크의 전체주의에 맞서기: 로드맵

• “독점 금지법을 적용 및 현대화하고, Big Tech의 광고 기술
모델을 면밀히 조사하고, 집행 책임을 제도화하고, 사기 및
계약 위반을 처벌하고, 소비자 권리와 보호를 시행하기 위
한 사적 권리를 창출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과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한 계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세
계. 의회 및 집행 기관 외부의 이니셔티브는 동등하게 중요
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에는 주 입법 활동을 통해 연방
주의 원칙을 홍보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시민 사회 내에서 빅 테크의 남용을 폭로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선에 대한 캠페
인이 없으면 Big Tech는 계속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식하고
미국 시민을 분할하며 인간의 번영과 자치를 방해할 것입
니다.”

2022-11-01

"빨리 움직여서 부셔 버려라"라는 주문을 가지고 디지털 기업은 역사적으로 소비자와 경쟁
시장을 보호했던 규칙을 우회.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산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린 대응의 산물. 디지털 기업의 리더들은 신기술
에 의해 부과된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했지만, 연방 정책은 산업 시대의 구조와 가정에 뿌리
를 두고 있음. 

정책 입안자의 무활동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업은 의사 정부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시장
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 그 결과 소비자의 권리와 경쟁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감독하는 것은 기존 연방 규제 구조 내에
서 불가능.

Big Tech를감독하려면집중된연방기관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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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22 우리는 : 양당과 신구정부의 대동소이한 정책

ㅇ 4대 핵심가치 : 혁신, 글로벌, 자율,
사회가치

ㅇ 5대 정책방향 : ①플랫폼 진흥정책 수
립, ②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③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인
공지능‧데이터 활용 , ④사회가치창
출 모델 발굴‧확산, ⑤정책연구 전문기
관 설치

민관합동빅데이터 TF 

통계청(청장황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과기
정통부),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하행안부)는새정부의 4차산
업혁명정책의핵심인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체계적으로지원하
기위해 8월 30일제3차「민관합동빅데이터 TF」회의를개최하였
다.

과기정통부, 데이터경제및인공지능(AI) 활성화에행보가속화

과기정통부의이번행보는지난 8월말문재인대통령의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혁신현장방문의의미를업계에전하고데이터경제및
인공지능(AI) 활성화를혁신성장의기반으로다지기위한민·관합동
TF를본격가동하기위해이루어졌다.

⇒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4대 핵심가치
및 5대 정책방향 발표(’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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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안 추진 성과 –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위험 평가 의무

• 초대형온라인플랫폼과 초대형온라인검색 엔진은온라인거래뿐만아니라 온라인안전, 여론 및담론형성
에큰영향을미치는방식으로사용될수있습니다.

• 서비스를설계하는 방식은일반적으로광고중심 비즈니스모델에도움이되도록 최적화되어있으며사회적
문제를일으킬수 있습니다.

• 발생할수있는 위험과사회적, 경제적피해를효과적으로식별하고 완화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규제와 집
행이필요합니다.

• 이규정에따라 초대형온라인플랫폼 및초대형온라인검색 엔진의제공자는서비스수신자의 잠재적인오
용으로인한체계적인 위험뿐만아니라 서비스의설계, 기능 및사용으로인한체계적인 위험을평가해야하
고, 기본권을 준수하면서적절한완화 조치를취해야합니다.

• 잠재적인부정적인 영향및영향의중요성을 결정할때제공자는잠재적인 영향의심각성과그러한모든 시
스템적위험의가능성을 고려해야합니다.

• 예를들어, 잠재적인부정적인영향이 많은사람에게영향을미칠 수있는지여부, 잠재적인되돌릴수없는지
또는잠재적인영향 이전에지배적인상황을 복구하고복원하는것이얼마나 어려운지평가할수있습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대한 의무

•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개 토론, 경제 거래 및 정보, 의견
및 아이디어의 대중 보급을 촉진하고 수신자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 제공자에게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
용되는 의무 외에도 특정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찾고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업체에 대한 이러한 추가 의
무는 이러한 공공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며,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은 사회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
며, 이는 소규모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것과 범위 및 영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의 제공자는 사회적 영향에 비례
하여 최고 수준의 실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위험평가, 새로운 서비스 출시전 위험평가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의 제공자는

•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설계, 기능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적 위험을 부지런히 식별, 분석 및 평가해야 : 매년 1회, 그리고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배포하기 전에

• 위험 식별과 평가는 심각도와 확률을 고려, 시스템 위험에 비례. 다음과 같은 시스템 위험을 포함해야.

• 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포

• 기본권, 특히 헌장 1조(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 헌장 7조(사생활 및 가족 생활 존중, 개인 데이터

보호), 헌장 8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헌장 11조(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헌장 21조(차별 금지), 헌장

제24조(아동의 권리 존중), 헌장 제38조(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제적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 시민 담론과 선거 과정, 공공 안보에 대한 실제적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 젠더 기반 폭력, 공중 보건 및 미성년자 보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인 결

과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 



위험평가의 주요 요소

•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특히 다음 요소
가 시스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방법을 고려해야.

• 추천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 콘텐츠 중재 시스템;

• 적용 가능한 이용약관 및 그 시행

• 광고를 선택하고 제시하는 시스템;

• 제공자의 데이터 관련 관행.

평가는 또한 1항에 따른 위험들이 이용약관과 양립할 수 없는 정보와 불법 콘텐츠의 증폭 및 급속하고
광범위한 배포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허위 사용 또는 자동화된 악용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의
도적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 평가는 회원국에 특정한 경우를 포함하여 특정한 지역적 또는 언어적 측면을 고려해야

• 위해성 평가 수행 후 최소 3년 동안 위해성 평가 증빙 문서를 보존해야 하며, 요청시 위원회와 디지
털 서비스 코디네이터 위원회(Commission and to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에 전달해야



위험 완화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제34조에 따라 식

별된 특정 시스템 위험에 맞춰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

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고려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디자인, 기능 또는 기능을 조정.

• 약관 및 시행을 조정.

• 특정 유형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통지 처리 속도 및 품질, 특히 불법적인 증오심 표현과 관련

하여 통지된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 또는 액세스 비활성화를 포함한 콘텐츠 조정 프로세스 조

정 사이버 폭력, 콘텐츠 조정을 위한 관련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전용 리소스 조정

•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알고리즘 시스템 테스트 및 조정

• 광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조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적 조치를 채택 합니다.



위험 완화

• 내부 프로세스, 리소스, 테스트, 문서화 또는 특히 시스템 위험 감지와 관련하여 활동의 감독을 강화
합니다.

• 제22조에 따라 신뢰 기반 신고자와 협력을 시작하거나 조정하고, 제21조에 따라 법원 밖 분쟁 해결
기관의 결정을 이행합니다.

• 제45조 및 제48조에 각각 언급된 행동 강령 및 위기 프로토콜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검
색 엔진의 다른 제공자와 협력을 시작하거나 조정합니다.

• 서비스 수신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식 제고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
정합니다 .

• 연령 확인 및 부모 통제 도구, 미성년자가 학대 신호를 보내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합니다.

•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구성하는 정보 항목이 존재하는 사람, 사물, 장소
또는 기타 개체 또는 사건과 눈에 띄게 유사하고 사람이 진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으로 보이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눈에 띄는 표시를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에 표시되며 또한 서비스 수신자가 이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제공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 현행 법제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
• 카카오톡의 성공

• 카카오톡의 시장지배력

•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 네이버 포털과 검색의 성공

• 포털과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카카오톡, 검색, 뉴스 – 집중과 주목을 위한 주요 원천

집중/주목

콘텐츠(뉴스, 

연예)

자극적, 탐

닉형

플랫폼

자기 서비스

우대

불공정거래,

경쟁

생태계

독점 강화

혁신 저해



이를 바탕으로 한 확장 : 카카오의 합병일지

• 2014년 4월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

• 지금의 카카오를 있게 만든 밑거름. 종합 인터넷 플랫폼으로 가
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

• 2016년 1월 국내 1위 음원 서비스 멜론(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
조8700억원에 인수. 음악 플랫폼으로 확장. 

• 멜론은 국내 최고의 스트리밍 뮤직 플랫폼으로 월정액 가입자가
최근 매 분기 10만 명 이상 증가. 이를 통해 카카오의 콘텐츠 기
반을 구축하고 캐시카우를 확보.

• 내비게이션 브랜드 ‘김기사’를 운영하는 어바웃타임, 

• 카풀 업체 ‘럭시’의 씽크리얼스 인수

• 중고 거래 앱 ‘셀잇’ 인수

• 핀테크와 모빌리티 부문

한경BUSINESS, ‘스타트업에서 10조 대기업으로’…카카오톡 10년 결정적 순간들(2020.04.07)

2022-11-01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28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 비즈니스 – 플랫폼 비즈니스 유인책은 개인정보

2022-11-01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29



카카오 로그인 – 사용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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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싱크 – 사용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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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로그인, 카카오 싱크 – 다크패턴, 명확한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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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위한 회원 정보 업로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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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보드에서 간편 회원 가입 – 다크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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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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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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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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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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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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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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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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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픽셀 –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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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계정 운영정책

• 비즈니스계정의 멤버회원

• 마스터회원이 멤버회원으로 초대하여 권한 부여 가능.

• 파트너

• 비즈니스 계정 사이에 파트너 지정 : 위탁 받은 “자산”에 대한 관리 대행 및 지원 권한

• 비즈니스계정 파트너 지정 및 해제

• “비즈니즈계정 마스터회원”이 다른 “비즈니스계정”을 “파트너”로 지정

•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비즈니스계정”의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이 “파트너” 지정을 요청

• “비즈니스계정” “소속 자산”에 대한 권한이 부여됨.

• 회원의 준수사항

• “비즈니스계정”을 “자산”의 관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성 및 사용하는 행위

•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소속 요청”을 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파트너” 관계를 만들거나 요청해 다른 “비즈니스계정” 및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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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스는 포털의 시장지배력의 원천



네이버, 다음은 온라인 뉴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난 일주일 동안 디지털 뉴스 이용에 주로 의존했던 경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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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은 온라인 뉴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경로들 중 1순위
- 뉴스 웹사이트 및 앱을 1순위 경로로 선택한 사람이 많은 국가는 핀란드 (63%), 노르웨이(60%), 스웨덴
(49%), 영국(48%)의 순. 한국은 4%로 40개국 중 가장 낮음. 
- 검색엔진 및 뉴스수집 서비스가 디지털 뉴스를 이용하는 1순위 경로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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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뉴스와 유튜브의 영향력(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용 여부를
“어떤 목적에서든”과 “뉴스를 보기 위해” 로 나누어 측정한 결
과 뉴스를 보기 위한 목적은 유튜브 40%. 

뉴스 관련 이용에 있어서 한국은 유튜브 이용률이 38개국 전체
합산 수치에 비해 13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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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한 뉴스 소비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중개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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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중개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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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번들 해제“
- 인쇄 신문은 여려 섹션(예: 스포츠, 예술 및 문화, 국제 뉴스)이
하나의 제품으로 모임. 

- 독자는 선택적으로만 읽을 수 있지만, 우연히 다양한 대중 및 공
익 저널리즘에 노출되어 신문을 훑어보는 동안 관심이 촉발되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음. 

- 온라인 뉴스는 독자들에게 더 이상 다양한 콘텐츠를 단일 묶음
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보도 싶은 기
사만 선택할 수 있게 함. 

- 독자가 도달하는 각 페이지는 해당 사용자의 "첫 페이지"가 됨. 
- 더 이상 인쇄 세계에서처럼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문화
및 스포츠를 포함한 다른 뉴스 패키지 내에서 전달되지 않음. 대
중은 정기적으로 공익 뉴스를 찾지 않음.

• 사람들은 다르게 읽고, 덜 읽음.
-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뉴스를 접하는 총 시간은
인쇄물로 뉴스를 읽을 때보다 적음. 2000년과 2016년에 8개의
전국 신문을 인쇄 또는 디지털 형태로 읽는 데 소비한 총 시간
을 비교한 결과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UKOM은 스마트폰 세션의 평균 길이가 6.5분이라고 함.
• 뉴스 게시자는 그에 따라 온라인 출력을 조정하여 기사를 단축하고

더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을 작성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중개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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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의 인센티브는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웹사이트에 머물

도록 하는 것이 목표

- 뉴스의 성격과 품질, 뉴스 게시자에 대한 비즈니스 결정의 영향은 부차적인 고려 사항

일 뿐, 공익 뉴스나 고품질 뉴스를 다른 유형의 콘텐츠보다 우선시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동시에 대량의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콘텐츠 사이에서의 이동

- 온라인 뉴스의 세분화된 특성과 사람들의 소셜 피드에 나타나는 준비된 방식 덕분에

사람들은 뉴스와 뉴스가 아닌 콘텐츠 간에 원활하게 이동

- 독자가 한 헤드라인과 다른 헤드라인 사이를 쉽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게시자가 관심

을 빨리 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주목을 끄는 헤드라인 : 온라인 뉴스의 특성은 공익 뉴스를 희생시키면서 선정적인 콘

텐츠를 판매하려는 훨씬 더 큰 유혹을 제공

- Edelman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42%가 관련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소셜 미

디어의 헤드라인을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함.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중개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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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중개로 인한 변화

• 가짜 뉴스에 대한 취약성
-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식별하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
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은 훨씬 낮게 평가

- 28%의 사람들만이 영국의 일반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66%는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

- 이것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그들이 읽은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

-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전파는 온라인 비즈니스 및 중개자가 수집
한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폭

- 뉴스의 온라인 소비로 공익 뉴스가 청중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가짜 뉴스가 대중에게 전달되기가 더 쉬워지는 만큼 이는 분명히 중요한
공공 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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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언론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구글 AMP 사례)

• AMP는 사실상 검색 순위 요소
- Google은 AMP가 Google 검색의 순위 요소가 아니
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속도는 Google 검색의 순
위 요소"라고 밝힘. 

• 언론사를 사용자와 단절
- AMP는 사용자를 Google 도메인 내에 유지하고

Google의 이익을 위해 다른 웹사이트에서 트래픽
을 분산

- 웹에 대한 Google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 Google은 의도적으로 Google이 제어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Google이 자체 인프라에서 제공하고
Google URL에서 Google URL을 통해 Google이 제
어하는 사용자 환경 내에 배치되는 게시자에게만
검색 결과 상단에 프리미엄 위치를 만들도록 선택

• 구글이 독자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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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언론사에게 불공정하게 악용

• AMP는 구독 전환률을 낮춤.
- AMP 기사를 많이 사용하는 Google 제품은 빠르고 무료이
며 깊이 관여하지 않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

- AMP 형식은 효과적인 브랜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더 많은 가치를 검색 엔진이나 애그리게이터로 옮기고 언론
사가 아닌 페이지 디자인을 상품화. 

- 소비자는 언론사를 직접 탐색, 구독 또는 더 긴 체류 시간을
제공하는 고유한 정체성과 품질로 일관되고 몰입도가 높으
며 차별화된 경험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기사 모음을 포함하
는 웹사이트로 보도록 효과적으로 훈련됨.

• 유료 구독에 대한 영향
- AMP 기사의 경우 Google은 페이월 옵션을 제한. 
- 유일한 다른 옵션은 Google을 통한 구독을 사용하는 것. 이
옵션은 Google에 많은 이점이 있고 언론사에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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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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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

• 영국의 여러 주요 소매 및 기술 브랜드를 분
석한 PricewaterhouseCoopers 연구에 따르
면 언론사는 광고주가 프로그래밍 방식 광
고에 지출하는 광고비의 절반(51%)만 받았
음.

• 평균적으로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에 지출된
비용의 15%가 설명조차 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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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의 규제 격차로부터 이익

• 오스트레일리아 ACCC 보고서의 요약

• 미디어 비즈니스와 디지털 플랫폼 모두 기능, 수익원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추구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진화.

•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뉴스 미디어 비즈니스와 동일한 여러 기능을 수행. 이는 디

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공급에 있어 단순한 배포자나 순수한 중개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미디어 사업에 비해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되는 미디어 규제는 거의 없음.

• 뉴스 및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미디어 부문에 대한 규제는 부문별로 다르며 TV, 라디오, 인쇄 및 온라인 게시자에 대해 다

른 규제 모델 및 의무가 적용.

• 디지털화와 뉴스 및 미디어 콘텐츠의 온라인 소스 증가는 미디어 규제에 대한 부문별 접근 방식의 부적절함을 보여줌.

• 미디어 규제 격차는 디지털 플랫폼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때 다른 미디어 비즈니스보다 규제 제약이 적고 규제 준수

비용이 낮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할 수 있음.

• 미디어 규제에 대한 현재의 부문별 접근 방식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제공자를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것

을 포함하여 디지털화 및 미디어 융합에 잘 적응하지 못했음. 이는 현재 미디어 규제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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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온라인 뉴스 시장지배력 남용은 민주주의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