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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정책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
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시장의 모습 또한 플랫
폼 구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머
신 러닝의 급속한 발전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스마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에
밀려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위
주의 산업정책이 시장 경쟁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우려와 함께 지속가능
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
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직적 구조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
례가 자주 발생하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플
랫폼 시장에서 기존의 경쟁정책의 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어떻게 모
바일 플랫폼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지를 이론 모형을 통해 검증
하며 이로부터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플
랫폼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생태
계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 박양신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신위뢰 부연구
위원, 강민지 부연구위원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필자들과 좋은 논평을 해주신 연구원 내외의 심의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
므로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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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 약

제1장 서론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
편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 대다수
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
하고, 애플과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지고 플랫
폼 경제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은 오히려 침해받는 일이 쉽게 관
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인식하지 못한 채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 엔
진에서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남용 사례가 다양
하고, 무료 시장에서의 판단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쟁정책적 쟁점들이 드
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법적 규제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
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모바일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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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시장의 어떠한 특성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가져오는지
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향후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를 유형화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기존
의 경쟁정책적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 어렵다면 그
이유는 모바일 플랫폼의 어떠한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정책 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틀을 일부
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제2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및 특성
1.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정의 및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이란 모바일기기(device)의 사용을 위하여 운영체계(OS,
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매개하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최상위의 OS 플랫폼과 하위의 애플리케이
션 플랫폼이 수직적인 2-tier 구조를 이루어 경쟁구조를 이룬다.

2-tier의 수직적인 모바일 플랫폼 구조에서 최상위 플랫폼은 운영체계
(OS) 소프트웨어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은 시장지배력에 직접적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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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면 플랫폼 구조
공급자(Supplier)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
상품

플랫폼(Platform)

간접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

가격(Price)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Consumer)

로 영향을 받으므로 최상위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모바일 플랫폼은 수직적인 양면 플랫폼 구조와 수평적인 양면 플랫
폼 구조가 모두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있다. 우선 수
평적인 양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며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를 이룬
다. 이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여러 개의 플랫폼을 멀티호밍(Multihoming)하며 가격과 중개 수수료를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의 등
장으로 간접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며 양쪽 그룹의 수요와 가
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한쪽 그룹(주로 소비자)
에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제공하여 가입자 수를 늘리는 전략이 플랫폼
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간접적 네트워크 효
과의 내부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소비자를 유인할 전략을
사용함과 동시에 기존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다양한 서비스,
낮은 가격 등을 제공한다. 이에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상당히 큰 경우
혹은 어떠한 양면 플랫폼의 구조하에서 소비자의 쏠림현상(Tipping)이
목격되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벗어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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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갖게 된다.
특히나 모바일 플랫폼은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의 수직적인 구
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수평적인 플랫폼 구조보다는 소비자의 고착효과
(lock-in)가 강화되며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탈하기 쉽지 않다. 이는 기
본적으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한 모바일기기에 의존하여 모바일 앱
(하위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상위 플랫폼
에 대해서는 싱글호밍(Single-homing)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
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 간의 끼워팔기 전략도 용이하게 펼칠 수 있
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
욱 요구된다.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1) 플랫폼의 역할(권한)
플랫폼이 양쪽 그룹 간의 중개단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단순
중개자/중립 플랫폼과 통제/지배적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중
개자/중립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아무 통제
도 가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거래의 장
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중개 시
장을 구성해 주는 대가로 양쪽 혹은 한쪽에 중개 수수료(listing fee)를 부
과하거나 광고 수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한다. 이러한 중립 플
랫폼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의 개입보다는 플랫폼의 자정기능을 신뢰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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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가 설득적이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직접적으
로 설정하는 권한을 갖거나 공급자와의 독점적인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
로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통제(control)할 만큼의 지
배력을 갖는 통제/지배적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최상위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이다.

(2) 플랫폼의 수익구조
플랫폼의 수익은 크게 한쪽 혹은 양쪽 그룹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로부터 창출되거나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네트워크 외부효과
를 이용한 광고료로부터 창출되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플랫폼의 기
본적인 역할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
료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전통적인 기업의 수익구조와 크게 다
르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생산
자에게만 서비스 이용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가입비 등의 형태로 가격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구조는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
게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플랫폼의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중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중립 플랫폼의 경우에 주로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
과 확보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광고 수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운
영하는 경우다. 광고 수익의 크기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효과
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므로 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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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선호도를 높여 플랫폼에 고착화하고자 할 유인방법으로 무료 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수직적 다각화를 시도한다.

제3장 모
 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적 쟁점사항 및
사례연구
1. 서론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급부상은 기존의
시장구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며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
었다.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를 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분배되지
못하고 중간 매개자인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중
된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크 효과에 비례하여 증대되
므로,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
사한다. 일단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taste)를 가지고 고착화
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 이 경우 새로운 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전복하기 어려우며, 시장지배
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에 의해 시장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 최근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
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글, 애플, 네이버 등 플랫
폼 사업자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본적으로 양면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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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확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
쟁당국에서는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장에
서는 4장에 앞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경쟁정책
적 쟁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경쟁당국이 사건을 진단하고 대처해야 할 지
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플
랫폼-생산자 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고착화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 즉 시장지배
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이 시장지
배적 지위(dominant pow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플랫폼 시장에서는
소비자-플랫폼-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가격을 통제할 힘을 가
지거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1) 수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① : APPA(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
APPA는 공급자가 다른 플랫폼, 즉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공급자의
자체 플랫폼(retail platform)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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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계약을 의미한다. 플랫폼 A는 소비자에게 어
떠한 플랫폼보다 높지 않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독점적 계약을 맺게 된
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플랫폼에 소비자의 충성도, 즉 고착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 A에 지불하는 가
격은 플랫폼 B 가격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
위의 남용 행위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 이는 소비자의 무임승차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충분한 유인을 가지며 시장
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로 공급자의 비용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의 효용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경쟁 플랫폼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wide APPA
는 금지하고 있으며, 자체 리테일 플랫폼과의 계약인 narrow APPA는 제
한적으로 허용한다.

(2) 수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② : 끼워팔기(Tying)
끼워팔기에 대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경쟁정책적 입장은 기본적
으로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EU는 좀더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끼워팔기에 대해 당연위법 적용의 기조를 가
지고 있으나, 네 가지 조건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① 주 상품과 부상
품이 별개의 제품이며, ② 끼워팔기를 시행하는 기업이 주 상품 시장에
서 시장지배력이 있고, ③ 끼워팔기를 시행하는 기업이 구매자들로 하
여금 부상품을 자신에게서 구매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④ 끼워팔기로
인해 부상품 시장 거래의 상당 부분이 배제되어야 한다(이상승,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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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 사건에서 미국은 당연위법의 적용보다는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혁신을 고려하였다. 즉, 상품의 단일성
문제(Separate products requirement)에서 끼워파는 두 상품의 결합이 효
율성, 즉 혁신적 이득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Cowen & Dnes, 2016; 홍명수, 2004).
끼워팔기에 대해 EU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로 간주한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지
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와 별개로 차별
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의 진입과 판
매가 저해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2004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EU는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 엔진 등을 끼워팔기하고 단말
기 제조사에 선탑재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이유
로 구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구글의 무혐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도구로 사
용되는 시장점유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어느 범위까지로
획정하느냐에 따라 경쟁관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
문에 시장획정이 경쟁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로 표현되고 있는 관련 시장은 “거래

18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분석

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
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제2조 제8호). 여기서 말하는 거래분야는 거
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단계, 거래 상대
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관련 상품시장에 대한 획정은 수요 대체성과 공
급 대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SSNIP Test인데 가격 탄력성(own price
elasticity)과 교차 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은 단면시장에서의 대체
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렵다. 양면시장의 특성은 가격 인상이 한쪽 면에서 발생하는 수
요자 그룹의 직접적인 수요 감소효과뿐만 아니라 교차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수요자 그룹 간의 연쇄적인 파급효과, 즉 피드백 효과를 과소평가
하며 그 결과 관련 시장의 획정이 좁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다
면 시장의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
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SSNIP test를 그
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최근에 SSNIP의 적용에 있어서 설득력 있
는 논의는, 논리구조는 다면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검정은 수정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 혹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플랫폼 시장의 경우에는 플랫폼의 다양한 서
비스 시장별로 혹은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별 시장의 획정을 판단해
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플랫폼의 C-P-N-D 가치사
슬에 따라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거래단계를 달리하므로 플랫
폼 사업자 대 이용자 측면과 콘텐츠 제공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대 플랫폼 사업자, 광고주 대 플랫폼 사업자 측면별로 구별하여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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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는 Evans(2008)가 지적한 대로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유사한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
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와 서비스 시장별로 경쟁하므로, 개별 서비스
시장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시장의 확장성과 플
랫폼 사업자의 경쟁 판단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는 페이스북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
이션 사업을 하는 왓츠앱의 기업결합 심사는 EU 집행위원회가 양면시
장의 특성을 지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간 시장획정을 어떻게 처리하
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 과정에서 주
목할 만한 내용은 첫째로, 시장획정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을 포함했다
는 점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실제적인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려
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련 재화/서비스와 무관한 사
업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에서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다음으로 무료제품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문제이다.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가격이 아니라 광고의 증가 혹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비용
의 상승으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기업결합으로 인한 빅데이터의 수집이 시장지배력의 판단 기
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매출액 대신에 페이스북 방문자 수, 인터넷 트래픽 등을 사용하
여 산출된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
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처럼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낮고 대체가능한 경쟁 사업자가 많다는 판단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모
바일 플랫폼이 지니는 특성상 일단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을 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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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사업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구사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
과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비자의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비용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이론적 고찰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및 시장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통적 플랫폼 경쟁 게임이론 모형을 발전시
킨다. 이를 위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레벨에
서의 경쟁을 가정하고, 소비자의 효용에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추가
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플랫폼은 공급자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
하여 등록비를 이용한 경쟁을 하게 되고, 공급자 또한 소비자로부터 선
택받기 위해 같은 플랫폼 내에 위치한 기타 공급자와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기본 모형과 더불어, 제4장에서는 소비자의 멀
티호밍,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존재, 그리고 플랫폼의 새로
운 시장 진입(끼워팔기, 광고 시장 진입)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확장 모형
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특정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구축 및 강화하는 쏠림현상 균형이 나타남을 보인다. 이러한 균형들은
다음과 같은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플랫폼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독점적 시장구조로 수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이 허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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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접근하게 되더라도, 결국 특정 플랫폼에서만 최종 구매가 이
루어지는 균형이 존재한다. 이 경우 거래가 발생한 특정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서 일어난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 활동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
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결국 소비자를 실
질적으로 고착(lock-in)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특정 플랫폼은 끼
워팔기 및 사업 확장, 혹은 소비자의 플랫폼 이전비용을 높이는 등의 시
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해당
플랫폼에 또 다시 쏠림 균형을 가져다주며, 플랫폼 시장 및 기타 서비스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의 독점이 고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서 공급자는 (최상위) 플랫폼의 도움 없이는, 시
장 메커니즘하에서 수익을 내기 힘들다. 플랫폼은 시장 내에서 공급자
와 소비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두 플랫폼이 경쟁할 경우, 플랫폼 내의 공
급자 시장구조와 상관 없이 공급자가 획득한 수익은 모두 등록비를 통
하여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는 플랫폼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
도, 결국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그 경쟁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플랫폼의 경제적 후생 독점화는 플랫폼이 직접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셋째,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는 공급자 레벨의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끼워팔기를 통하여 플랫폼이 경쟁 공급자를 차단하는
구도를 형성하거나, 공급자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플랫폼
에 진입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플랫폼 내에 공급자 수준의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이 경우 소비자 효용은 0이 된다. 이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는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균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플랫폼 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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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기업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구조
를 지닌 플랫폼 생태계로 바라보고 진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
가 시장에서 재화를 소비할 때,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효용)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최소한만 분배되고 나머지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
랫폼에 집중되는 내쉬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
는 멀티호밍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플랫폼 시장력이 집중되는 쏠림 균형
이 존재한다. 이는 상당수의 플랫폼이 중개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
로부터 얻게 되는 중개 수수료보다는 온라인 광고 수익에서 창출하는 수
익구조를 갖게 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광고 수익은 생산자-소
비자 간의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비례하여 증대되므로 플랫폼 사업
자는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한다. 대
표적인 전략은 무료로 소비자에게 검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고착화되어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
해 끼워팔기 혹은 생산자의 독점적인 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
를 높이거나 사업의 영역을 다각화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 플랫폼으
로 경제적 효용이 집중되는 환경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는 쉽게 시
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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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모바일
운영체계인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수직적인 구
조를 이루므로 최상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더욱 쉽게 관
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확장 가능
성을 미리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구체적으로 경쟁정책의 규
제 정도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문제, 광고 시장의 경쟁 사업자의 범위 문제와 함께 최근의 빅데이터의
수집이 시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경
쟁당국의 집행과 방향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당
국의 태도가 신흥시장의 성장을 억제 혹은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시
장에 비춰질 가능성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 PC 기반 환경에서 마이
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경쟁법 위반 사건이 있었으나, 시장의
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면서 마이크로소프
트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던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모바일 플랫폼이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다각화 전략 및 소비자 유인책
이 제시되는 현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초기 투입
비용(sunk cost)이 크고 선발 주자의 시장 선점력이 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혹은 경쟁제한적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경쟁당국
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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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드시 독점적 행위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또한 주지해야 한다. 하나
의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에만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나 직접적
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어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당국의 개입을 위한 기본 조건은 플랫폼 사
업자의 시장력 판단에서 출발하므로, 여러 개의 시장이 중첩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플랫폼으로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혹은 하위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한다. 특정 플랫폼으로
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하위 플랫폼 혹은 공급자(생산자) 간의 유
효한 경쟁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효용이 배분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이 공급자와 독
점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
쟁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플랫폼 혁명’의 저자인 상지트 폴 초더리(Sangeet Paul
Choudary)는 “4차 산업혁명은 파이프라인 형태의 비즈니스 중심의 1,
2, 3차 혁명과는 완전히 다르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인공은 플랫폼
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1), 실제로 2017
년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중 대다수가 플랫폼 기업이 차
지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 기
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지고 플랫폼 경제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은
1) 비
 즈조선, 2016.9.22, “스마트클라우드쇼 2016”,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
html_dir/2016/09/ 22/20160922014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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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침해받는 일이 쉽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인식하지 못
한 채 무료로 제공되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남용 사례가 다양하고, 무료서비스 시장에서의 판단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쟁정책적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법적 규
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더구나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수직적 통
합과 그 확장성 면에서 전통적 사업모델들과는 비교하기가 어려우며 최
근에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플
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경쟁정책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
폼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모바일 플
랫폼 시장의 어떠한 특성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가져오는지
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플랫폼 사업자를 유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러 사례를
통해 기존의 경쟁정책적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혹 어
렵다면 그 이유는 모바일 플랫폼의 어떠한 특성과 연관되는지를 검토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정책 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의 틀을 일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두 가지 과정 -시장의 특성과 기존 방법의 한계-을 순차
적으로 검토하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론 모형은 플랫폼 구조의
특성과 쏠림 균형 간의 관계를 경제학적으로 밝힌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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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플랫폼 사업자는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하여 발생하는 경
제적 가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며, 매개가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에 따
라 플랫폼 시장을 명명한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10년만에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51%2)에 이르며 2020년에는 7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
업자도 많고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ICT 플랫폼
등 다양한 용어가 제대로 정의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논
의의 정교함을 위해 본 연구의 범위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한정 짓는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 간의 수직적
구조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한 경쟁정책적 이슈가 발생할 유인이
더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 더욱 적합하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 사업자의 특성과 수익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다각화 전략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애플, 구글, 검색 서비스 플랫폼인 네이버,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 메신
저 플랫폼인 카카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경쟁정책의 논의가 활발한 외국 경쟁당국의 규제 및 정책 동향을
통한 사례연구로 한국 경제 환경에 맞는 정책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
를 통해 파악된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 모형 도출로 플랫
폼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2016년 기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보고서, 연합뉴스,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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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시
장지배력 논의 전개를 위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및 특성을 살펴
본다. 양면시장의 구조를 가지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그 역할과 수익
구조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유형과 플랫폼 시장
에서의 시장지배력 간에는 그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외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애플,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의
사례를 통해 각각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며,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는
지를 검토한다.
제3장은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정책적 쟁점 사
항을 고찰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모바일 플랫
폼 시장의 수직적 구조에서 관찰되는 독점적 계약(APPA)과 끼워팔기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경쟁정책의 적용에 앞서 시장획정 이슈를 검토하
여 기존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혹 기존의 방법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찾아 본다.
제4장은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조를
공급자 가격경쟁 모형을 적용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다양한 경
제 환경에서 플랫폼에서 발생한 후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살피고 쏠
림 균형이 존재하는지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살펴본 모바일 플랫폼 시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경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2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및 특성

1.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정의 및 특성
(1) 모바일 플랫폼의 정의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인터넷)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
으로 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로부
터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매개가 이루어지
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혹은 모바일 플랫폼이라 부르기
도 하며, 통칭하여 ICT 플랫폼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중점이
될 시장의 범위는 모바일 서비스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바일 플
랫폼 시장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이란 모바일기기(device)의 사용을 위하여 운영체계(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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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매개하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최상위의 OS 플랫폼과 하위의 애플리케이
션 플랫폼이 수직적인 2-tier 구조를 이루어 경쟁구조를 이룬다.

<그림 2-1> 모바일 플랫폼의 수직적 구조

Apple

상위 플랫폼
가격(Price)

하위 플랫폼

PA

PB

PA r

PB l

서비스
상품

소비자(Consumer)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은 온라인(인터넷) 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
인상으로 전이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
위 5대 기업3 )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의 과반수를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단
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시장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
니라 이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
증한다.
3) “美 IT기업, 세계 1~5위 휩쓸었다”, Chosun.com, 2017.5.27, 출처 :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7/05/27/20170527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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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 플랫폼은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 간에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어(<그림 2-1> 참조) 경쟁정책적 쟁점이 두드러지게 관
찰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tier의 수직적인 모바일 플랫폼 구
조에서 최상위 플랫폼은 운영체계(OS) 소프트웨어이다. 모바일 운영
체계는 안드로이드(Android), Mac iOS(애플), 윈도우 모바일(Windows
Mobile), 심비안(Symbian), 팜(Palm OS) 등이 존재하나 현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Mac iOS로 양분화되어 있다(<그림 2-2> 참조). 일
단 소비자가 모바일기기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최상위 플랫폼에 자연
스럽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은 시장지배력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최상위 플랫폼은 시장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플랫폼은 쉽게 시
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수직적 구조로 인해 미국, EU, 한국 등
의 국가에서 최상위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에 대한 경
<그림 2-2>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계 시장점유율(판매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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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artner, statista 발췌. http://www.statista.com/chart/4112/smartphone-plat
form-mar ket-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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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위 플랫폼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며,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최상위 플랫폼과
무관하게 온라인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Amazon),
네이버(Naver), 페이스북, 쿠팡, 11번가 등이 있으며, 위치기반 모바일
플랫폼으로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카카오택시(Kakao Taxi),
배달의 민족 등이 있다. 위치기반 모바일 플랫폼은 최상위 플랫폼인 운
영체계(OS)에 의존도가 더 높다. 이와 별도로 운영체계와 결합된 서비
스 플랫폼으로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가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할 수 있다.

(2) 양면(Two-sided) 플랫폼
양면 플랫폼은 서로 이질적인 두 그룹을 매개함으로써 양(+)의 직/간
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을
정의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양면시장의 개념은 Rochet & Tirole(2003)에
서 처음 정의되었다. 양면 플랫폼은 세 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질적인 두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모바일 플랫폼의 경우에
는 소비자-공급자, 앱 개발자-앱 사용자(OS 플랫폼), 소비자-광고판매
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다면(Multi-sided)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
폼을 매개로 소비자, 공급자, 광고 판매자 등 여러 개의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Direct network
externalities)가 존재해야 한다. 같은 서비스 내의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

제2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및 특성

33

록 사용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SNS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으로 간접적 교차 네트워크 외부효과(Indirect cross-network externalities)
가 존재한다. 플랫폼의 반대쪽에 존재하는 그룹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양/음의 네트워크효과가 증가한다. 아마존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판
매자 수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varieties)
수의 증가를 의미하며 더 많은 상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기회를 얻게 되
므로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
자의 네트워크는 모두 양(+)의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양쪽의 네트워
크 효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검색(search engine) 서
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광고 수익자의 네
트워크 효과는 양(+)으로 증가하나, 광고업자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3)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모바일 플랫폼은 수직적인 양면 플랫폼 구
조와 수평적인 양면 플랫폼 구조가 모두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있다.
우선 수평적인 양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기 힘든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며 다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
를 이룬다. 이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여러 개의 플랫폼을 멀티호밍
(Multi-homing)하며 가격과 중개 수수료를 비교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
폼의 등장으로 간접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며 양쪽 그룹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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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양면 플랫폼 구조
공급자(Supplier)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
상품

플랫폼(Platform)

간접적 교차
네트워크 효과

가격(Price)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Consumer)

요와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한쪽 그룹(주로
소비자)에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제공하여 가입자 수를 늘리는 전략이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간접적 네트워
크 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새로운 소비자를 유인
할 전략을 사용함과 동시에 기존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lock-in)시키
는 다양한 서비스, 낮은 가격 등을 제공한다. 이에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가 상당히 큰 경우 혹은 특정한 양면 플랫폼의 구조하에서 소비자의 쏠
림(Tipping)현상이 목격되며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의 역할을 벗어나 시
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 뒤에 제4장에서 싱글호밍에서뿐만
아니라 멀티호밍이 가능하여 충분히 경쟁적인 환경에서도 플랫폼의 네
트워크 외부효과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게임이론 모
형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특히나 모바일 플랫폼은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이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수평적인 플랫폼 구조보다는 소비자의 고착효
과가 강화되며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탈하기 쉽지 않다. 이는 기본적
으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한 모바일기기에 의존하여 모바일 애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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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하위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최상위
플랫폼에 대해서는 싱글호밍(Single-homing)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혹은 애플의 iOS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
야 한다. 이에 따라 하위 서비스 플랫폼도 최상위 플랫폼을 넘어 사용
될 수는 없다. 아이폰 사용자는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앱 개발자(App
developers)들은 여러 운영체계에 대한 개발비용 때문에 특정 운영체계
를 선택하는 등 싱글호밍 행태를 보였으나, 최근 개발자들은 여러 운영
체계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등 멀티호밍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최상위 플랫폼인 운영체계에서는, 앱 개발자와 소비자 두 그
룹 중에 소비자는 싱글호밍하고 앱 개발자는 멀티호밍하는 구조를 형성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플랫폼 간의 끼워팔기 혹
은 번들링 전략도 용이하게 펼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그림 2-4> 멀티호밍(Multi-homing)과 쏠림(Tipping)
Multi-homing

Tipping

공급자

공급자
가격(Price)

PA

PB

PA r

PB l

서비스
상품

소비자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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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하위 서비스 플랫폼 구조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자
유롭게 멀티호밍할 수 있는 체계로 상대적으로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
하다고 하겠다. 특히 모바일 소셜커머스 시장4)은 소비자의 전환비용
(switching cost)이 낮고 가격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네트워크 효
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고착효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만 하위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소비자 고착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소비자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유형
(1) 플랫폼의 역할(권한)
플랫폼이 양쪽 그룹 간의 중개단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단순
중개자/중립 플랫폼과 통제/지배적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중
개자/중립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아무 통제
도 가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때 플랫폼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중개 시장
을 구성해 주는 대가로 양쪽 혹은 한쪽에 중개 수수료(listing fee)를 부과
하거나 광고 수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예가 우
버, 카카오택시와 같이 모바일 플랫폼의 위치기반 서비스에 기초하거나
4) 티몬, 쿠팡, 위메프 등의 소셜커머스 3사의 거래액은 2016년 3조 4,000억원에 달하며 순위 경
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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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에어비앤비 같이 공유숙박(sharing) 콘텐츠를 비즈니스로 모델로
하여 새로운 거래 시장을 창출하는 플랫폼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에
어비앤비의 경우는 재화(숙박)의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고 거래 당사
자 간의 평점(Rating)을 공지함으로써 거래의 질(quality)를 확보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 플랫폼
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의 개입보다는 플랫폼의 자정기능을 신뢰하는 방
법을 사용하여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논
의가 설득적이다.
다음으로 플랫폼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격을 직접적으
로 설정하는 권한을 갖거나 공급자와의 독점적인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
로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통제(control)할 만큼의 지
배력을 갖는 통제/지배적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최상위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공급자와
APPA5) 혹은 최저가 보장(lowest price guaranteed) 등의 독점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아마존, 애플의 Ebook store, 호텔중개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제/지배적 플랫폼의 경우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플랫폼의 통제력에 따른 구분은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단정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한번 결정된 유형이 끝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진입 시의 플랫폼의 최초 특성이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중
립 플랫폼이었으나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

5)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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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갖게 되면 통제/지배적 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항상 주시해
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버와 호텔중개앱 등을 들 수 있다. 호텔중
개앱은 처음에는 호텔 가격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서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중립 플랫폼이었으나, 최근
다른 플랫폼 혹은 호텔 자체 애플리케이션보다 높은 가격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독점적인 계약을 맺게 하는 등 플랫폼이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
을 갖게 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이 경우는 호텔중개앱이 최초의 플
랫폼의 특성보다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통해 역할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 볼 수 있다. 우버도 경우는 다르지만, 최근 AI를 이용한 알고리
즘으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승객이 이용한 실제거리보
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에게는 승객과 다른 기준을 제공하
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6)

(2) 플랫폼의 수익구조
플랫폼의 수익은 크게 한쪽 혹은 양쪽 그룹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로부터 창출되거나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네트워크 외부효과
를 이용한 광고료로부터 창출되는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플랫폼의 기
본적인 역할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중개 수
수료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전통적인 기업의 수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로 생산자(공급자)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
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신 생산자에게만 서비스 이용 수수료, 중개 수수료, 가입비 등의 형태로
6) https://nypost.com/2017/04/07/uber-has-allegedly-been-cheating-both-riders-and-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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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과 같
은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운전자, 음식점 점주)는 가입비를 내
고 소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대가로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
한다. 이베이나 아마존, 티몬과 같은 전자 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 물품 판매자가 본인의 물품을 등록하는 대가로 일정금액 혹은 판
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플랫폼과 수익을 나눈다.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와 같
은 숙박공유앱이나 호텔중개앱이 대표적인데, 숙박을 이용하는 투숙객
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혹은 호텔) 양쪽으로부터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구조는 생산자(공급자)
와 소비자 모두에게 플랫폼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네
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플랫폼의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
라서 단순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중립 플랫폼의 경
우에 주로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
과 확보된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한 광고 수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운
영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검색 서비스 플랫폼 혹은 소셜네트워킹 플랫
폼이 그 대표적인 예로,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구글과 네이버는 소비자로 하여금 무료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함으
로써, 소비자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키워드 광고(sponsored
advertising link) 혹은 파워링크와 같이 광고검색 결과를 제공하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페이스북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지
속적으로 광고에 노출시킨다. 광고 수익의 크기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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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므로 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플랫폼 선호도(taste)를 높여 플랫폼에 고착화하고자 할 유인
방법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각화를 시도한다.

(3) 대표적 플랫폼 기업의 사례
본 절에서는 플랫폼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사례와 함께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플랫
폼 기업이 소비자를 고착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수직적·수평적 통합 전
략을 살펴보고, 각각의 수익모델을 검토한다.
구글
구글은 검색 엔진(search engine)으로 시작하여 현재 소프트웨어, 클
라우드, 콘텐츠, 데이터 관리, 광고 등 인터넷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기
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최계영 외, 2011). 그중에서도 구글의 검
색 서비스는 핵심 경쟁력으로 현재 미국 내 검색광고 시장점유율은
75.8%(2016년 기준)7) 수준이며 구글의 전체 수익 중 약 90%8)가 광고에
의존한다. 구글의 주요 상품은 검색(Search), 모바일 운영체계인 안드로
이드(Android), 구글 지도(Maps), 크롬 O/S 브라우저(Chrome), 음악 스
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YouTube),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메일(Gmail)로 특정지을 수 있는데, 검색 등을 비롯한 무료 서비
7) 자
 료 : emarketer.com, 출처 : https://www.recode.net/2017/3/14/14890122/google-searchad-market-share-growth
8) 2015년 기준 90.4%, 2016년 기준 88.7%이다(<그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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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구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모두 이용자의 인터
넷(모바일) 이용시간 확대와 정보량 확장을 통해 구글의 영향력을 증대
시켜 궁극적으로 광고 수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종의 보완재와 같다
(최계영 외, 2011). 따라서 개별 서비스의 수익 창출은 구글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쏠림현상을 유도하면서 시장에
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전략은 인
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전이됨에 따라 재빨리 모바일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 구글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아이폰
보다 16개월 뒤에 출시되었으나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차용하여 단시간
내에 애플을 추격하였다. 특히 인터넷 시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모바일 시대에서는 윈도우폰의 부진과 함께 모바일 OS와 브라
우저의 열세로 구글에 그 위세를 넘겨주게 되었다.
안드로이드는 그 자체가 모바일 운영체계, 즉 최상위 플랫폼이기 때
문에 다른 플랫폼과 달리 소비자의 멀티호밍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상
위 플랫폼에서 애플과 과점구조를 이루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
단 소비자가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는 순간 하위 플랫폼에서도 구글에 대
한 종속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최상위 플랫폼 경쟁에 대한 소비자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방면의 수직적 다각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하위 애플리케
이션 혹은 공급자와의 독점적 계약 혹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소비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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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구글 전 세계 수익 추이(200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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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혹은 공급자 효용을 감소시키며 플랫폼으로 경제적 후생이 집중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에 대해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
애플은 1984년 맥킨토시 출시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을 주력으로 판
매하며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용자 경험을 일괄 통제하는 수직결합 모
델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최계영 외, 2011). 최근에는 아이폰, 아이
패드, 맥(Mac), 애플워치 등의 모바일 기기와 함께 iOS 운영체계 소프
트웨어를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폐쇄성이 강한 “walled garden”9) 전략을 추구하며 애플 생태계 내의 모
바일기기 간 상호호환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인다. 현재 구글과
함께 모바일 플랫폼의 최상위 플랫폼에서의 과점 경쟁을 이루고 있으
나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과 달리 그 수익구조는 차별화된다. 2015
9) 최계영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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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체 애플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아이폰(66.3%), 아이패드(9.9%),
맥(10.9%), 서비스10)(8.5%) 순으로 차지한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유
료 애플리케이션 판매 시 금액 30%11)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을 통
해 199억 달러12)의 수입을 올렸다. 애플의 강점은 미디어, 애플리케이
션 호스팅과 결재로, 경쟁력 있는 모바일기기 주도 채널(device-hosted
channel)을 통해 상기 세 요소를 활용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최
계영 외, 2011).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구글이나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계 최상위 플랫폼의 하
위 플랫폼을 형성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제공한다. 미국
내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기반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42.1%13)로 2016년 11월 현재 1위 기업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한 재화나
서비스를 매개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형태가 아니라, 페이스
북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친구와 네트워킹하는 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 수
익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한다. 페이스
북의 2016년 기준 광고 수익은 약 268억 달러14)로 광고 수익이 97%에 달
10) 서
 비스 수익은 iTunes store, 앱스토어(App Store), 맥 앱스토어(Mac App Store), iBookstore,
Apple Music, AppleCare, Apple Pay와 라이센싱 등을 포함한다.
11) 2 016년 6월에 애플은 수수료를 최대 15%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구글 안드로
이드도 이에 따라 낮추었다.
12) 2008년 앱스토어가 출시된 이후 급성장하여 회계연도 2015년(2015년 9월 마감) 기준으로 산
정되었다. 출처 : https://revenuesandprofits.com/how-apple-makes-money/
13) 다
 음으로 유튜브(25.2%), 트위터(5.3%), 레딧(Reddit, 5.1%), 인스타그램(1.7%) 순이다. 출
처: Statista.
14) Facebook Financial repor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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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당신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제품이다”.15) 즉, 페
이스북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바로 페이스북의 수익 창출
의 기반이며, 소비자의 정보가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소비
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타깃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의 모
든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인스타그램(소셜 미디어 네
트워크), 왓츠앱(메신저), 모멘츠(포토) 등의 수평적 다각화 전략을 구사
한다. 최근 2014년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 심사 사건에서 보듯
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쟁제한성 여
부를 조사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쟁점을 경쟁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
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독일 연방카르텔청에서 페이스
북의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페이스북과 같이 광고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서
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며 시장력 남용의 측면에
서 소비자들에게 데이터의 종류에 범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성범 외, 2016 재인용).16)
네이버
네이버는 2016년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 중 광고 매출액은 2조 9,670억원을 차지하

15) “If you aren’t paying for it, you’re the product.”, 출처: https://www.feedough.com/facebook-business-model-makes-money/
16) http://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Meldung/EN/Pressemitteilungen/2016/
02_03_2016_Facebook.html;jsessionid=8E5857E7658E09C3C14B2DDA2B9FD57E.1_
cid378?nn=359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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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체 매출 가운데 74%가 광고에서 창출되었다.17) 이를 사업부문별
로 구분했을 때,17)인터넷 광고 매출액 중 검색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18)나 된다.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은 70% 이상이며, 다음 카카오
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 구글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네이버의 점유율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네이버는 우
리나라의 1위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처음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최근 모바일 플랫폼
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구글, 애플과 같은 최상위 운영체계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다. 2013년 거의 최상위 플랫폼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멀티호밍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색 시장에서는 쏠
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다
양한 공급자를 소비자에게 연결시키고 있다. 모바일 광고 시장 및 모바
일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다음 카카오와 경쟁하고 있으나 검색 시장으로
한정 지으면 독점 상태라 보겠다. 네이버의 수익구조는 무료로 검색 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직적 다
각화 방법을 사용한다. 즉, 검색 엔진을 통해 판매자(공급자)를 연결시
키고 네이버페이 등의 결재방법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소비자의 고착
화를 강화한다.
카카오
카카오는 2006년 창업 이후 4년만에 연 매출 2,000억을 돌파했고,

17) 매일경제, 2017.1.26.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3516
18) 연
 합뉴스, 2017.4.27.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7/02000000
00AKR2017042706680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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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월 아이폰앱, 8월 안드로이드앱 출시)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한 메신저 서비스 플랫폼회사이다. 2012년 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오픈, 2014년 카카오페이(Kakao PAY), 2015
년 카카오택시(Kakao Taxi), 2017년 카카오뱅크(Kakao Bank) 등 O2O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 중이다(<그림 2-6> 참조).
소비자는 라인(Line), 위챗(Wechat)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설치할 선택
권을 가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멀티호밍은 가능하지만, 무료 서비스와
게임 등으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사용시간 점유율 95%19)로 모바일 메신
저 시장에서의 카카오톡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카
<그림 2-6> 카카오 사업 영역

비즈니스
미디어

다음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검색

콘텐츠

카카오게임

멜론

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택시

카카오내비 카카오드라이버

pay

미래기술

카카오페이

AI/NLP/음성

인프라
Data 비즈니스

자료 : 카
 카오.

19) 와
 이즈앱이 2016년 10월 3주 전국 2만 938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모바일 메신저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중앙일보 조인스, 2016.10.25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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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 흡수 전략으로 다
각화를 시도 중이며 2016년 연매출 1조 4,642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Daum) 인수, 2015년 로엔(멜론) 인수로 2016년 4월 자산총
액 5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광고 등을 통한 수익모델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
으며 최근 소비자의 고착효과를 이용한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의 처음 사업 형태가 모바일 메신저로 출발한 만큼,
모바일 플랫폼 운영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메신저를 기
반으로 다양한 시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 택시나 카카오 페이, 뱅
킹 등을 통한 다각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택시 시장의 경우 기존의
콜택시, 뱅킹의 경우 기존의 은행 시장, 즉 오프라인 판매자들과 경쟁 구
조가 형성되므로 시장획정의 어려움이 있다.

20) 2 016년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셀트리온, 하림 등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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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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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럽연합(EU)은 2017년 6월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시
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4억 2,000만 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
에 해당한다. 이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통해 구글 쇼핑(프루글)에 유리
하게 광고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10월 기준 전 세계 구글의 데스크톱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은 80%이며 모바일/태블릿 기기로 제한할 경우 95%에
달한다(<그림 3-1> 참조). 그동안 한국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다
르게 토종 기업인 네이버와 다음의 점유율이 구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최근 모바일 검색을 통한 구글의 추격으로 네이버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네
이버는 점유율 1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모바일 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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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
데스크톱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
(2017년 10월)

모바일/태블릿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
(2016년 7~12월)
AOL-Global : 0%
Ask-Global : 0%
Baidu : 0%
Bing : 1%
Yahoo-Global : 3%

AOL-Global : 0%
Ask-Global : 0%
Yahoo-Global : 5%
Baidu : 6%
Bing : 8%
Google - Global : 81%

Search Engine
Google - Global
Bing
Baidu
Yahoo - Global
Ask - Global
AOL - Global
Excite - Global

Total Market Share(%)
80.60
7.51
6.16
4.51
0.15
0.03
0.02

Search Engine
Google - Global
Yahoo - Global
Bing
Baidu
Ask - Global
AOL - Global
Excite - Global

Google - Global : 95%

Total Market Share(%)
94.58
3.18
1.13
0.33
0.04
0.01
0.00

자료 : netmarketshare.

저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가 창업한 지 10년 만에 자산총액 10억
을 넘으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경쟁정책
적 이슈에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급부상은
기존의 시장구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며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
하게 되었다.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시
장에서 소비를 할 때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분
배되지 못하고 중간 매개자인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본 연
구의 제4장에서는 공급자 가격경쟁 모형을 통해 플랫폼 쏠림 내쉬 균형
(Nash equilibrium)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미리 기술하자면, 멀티호
밍의 가정과 가장 극단적인 생산자(공급자) 독점의 경우에도 플랫폼에
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플랫폼 기업에 쏠리는 내쉬 균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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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신흥 글로벌 기업이 전통적인 생산 기업이 아니라 ICT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도 비슷한 논리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집중
된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크 효과에 비례하여 증대되
므로,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킬 다양한 전략을 구
사한다. 일단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taste)를 가지고 고착화
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쏠림현상(Tipping)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새로운 진입 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전복하기 어려우
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에 의해 시장질서가 무너질 가능
성이 높아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구글, 애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본적으로 양면시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확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
쟁당국에서는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장에
서는 제4장에 앞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경쟁정
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경쟁당국이 사건을 진단하고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모
 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Abuse of Dominance)
1절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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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흔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플랫폼 -생산자 간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자를 고착화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할 유인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 경제적 효용이 집중되는 경제
적 환경 상황에서는 쉽게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되므
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최상위 운영체계 플랫폼이 하위 플랫폼과의 수직적 구조를 이루기 때문
에 최상위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목격될 가능성이 높다.
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dominant power)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경쟁자, 고객 및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상당 정도 독립
하여 행동하는 힘이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관련 시장에 있어서의 유효
경쟁(workable competition)의 유지를 저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
제력을 가짐을 뜻한다(손영화, 2012). 다시 말해, 플랫폼 시장에서는 소
비자-플랫폼-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관계에서 가격을 통제할 힘을 가지
거나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력적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지배
적 사업자 여부는 주로 시장점유율 기준을 따른다.

시장점유율(제4조)

가.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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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
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
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을 고시하고 있다.21)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
의하고 시장력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플랫폼의 확장성 때문
에 플랫폼이 여러 개의 서비스 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하나
의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업자가 시장지배력
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
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점유
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
비자의 수 등으로 대체되어 판단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
법 제3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1)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변경행위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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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멀티
호밍이 가능하여 경쟁촉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플랫폼의 구조
상 쏠림현상이 발생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고
착화함과 동시에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쏠림현상은 역전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진입자의 시장 진
입을 저해하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쟁당국이 주시해야 한다. 네이버와 구글의 정
보검색 결과를 키워드 광고(sponsored link)와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
<그림 3-2> 네이버 검색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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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 서비스를 구분 없이 제공한 이유로 제소된 사건 또한 경쟁 사업
자를 배제하는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그
림 3-2> 참조). 이하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수직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남용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수
 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① : APPA(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
APPA는 공급자가 다른 플랫폼, 즉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공급자의 자
체 플랫폼(retail platform)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없다는 플랫폼 사
업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계약을 의미한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
이 플랫폼 A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플랫폼보다 높지 않은 가격을 제공한
다는 독점적 계약을 맺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Search cost)을 들일 필요가 없
으므로 플랫폼에 소비자의 충성도, 즉 고착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 A에 지불하는 가격은 플랫폼 B 가격의 함수
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로 악용될 여
지가 높다. 이는 소비자의 무임승차(free-riding)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충분한 유인이 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적 행위로 공급자의 비용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효용(welfare)
의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22)로 애플의 iBookstore와 Amazon의 e-book 판매 계약에 대

22) OECD(2015); Cleary Goottlie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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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일, 프랑스 등은 경쟁 플랫폼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wide APPA만
제한하고, 자체 리테일 플랫폼과의 계약을 의미하는 narrow APPA는 허
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호텔 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Booking.com)과 호텔
간 계약관계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은 wide APPA는 금지
하되, narrow APPA는 허용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wide APPA뿐만 아니
라 narrow APPA도 금지하고 있다.
APPA와는 다르지만 2010년 애플과 앱 개발자 사이에 다른 API(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적인 계약 조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selective enforcement of App Store’s developer guidelines)23) 또한 애플
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로 지적되었다(Cowen & Dnes, 2016).
이와 관련하여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24)만을 사용하도록 한 계약 조건 또
한 끼워팔기로 판단되어 시정되었다.
<그림 3-3> APPA 관계도
공급자(Supplier)
독점적 계약
(Agreement)

플랫폼 A

플랫폼 B

PA ≤ PB

PB

소비자(Consumer)

23) “Antitrust: Statement on Apple’s iPhone policy changes”, 2010.9.25. 출처 : http://europa.eu/
rapid/press-release_IP-10-1175_en.htm
24) Objective-C, C, C++,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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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적 거래 제한 이슈 ② : 끼워팔기(Tying)
끼워팔기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전통적인 지렛대 이론
(the leverage theory)과 시카고 학파의 하나의 독점이윤 이론(One monopoly
profit theory)이 대립한다. 지렛대 이론에 따르면 끼워팔기를 통해 부상
품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이 저해되고 경쟁 기업들이 부당하게 소비
자에게서 배제(foreclosure)되며 주 상품 시장의 독점 기업이 보완재 시
장으로 자신의 독점력을 전이시킬 수 있다(이상승, 2004). 반면에 하나
의 독점이윤 이론은 끼워팔기를 통한 부상품 시장에서 추가적인 독점이
윤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끼워팔기는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한다(홍명수, 2004).
끼워팔기에 대한 EU와 미국의 경쟁정책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위법
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EU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 있다. 미국은 끼워팔기에 대해 당연위법 적용의 기조를 가지고 있으
나, 네 가지 조건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① 주 상품과 부상품이 별개
의 제품이며, ② 끼워팔기를 시행하는 기업이 주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
배력이 있고, ③ 끼워팔기를 시행하는 기업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부상
품을 자신에게서 구매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④ 끼워팔기로 인해 부상
품 시장의 거래의 상당 부분이 배제되어야 한다(이상승, 2004). 1998년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끼워팔기 사건에서 미국은 당연위법의 적용보다는 급속한 발전
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의 혁신을 고려하였다. 즉, 상품의 단일성 문제
(Separate products requirement)에서 끼워파는 두 상품의 결합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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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혁신적 이득이 존재할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이다(Cowen & Dnes, 2016; 홍명수, 2004).
끼워팔기에 대해 EU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로 간주한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지
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와 별개로 차별
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의 진입과 판
매가 저해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2004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EU는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 엔진 등을 끼워팔기하고 단말
기 제조사에 선탑재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이유
로 구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구글의 무혐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를 넘
으며, 모바일 운영체계 안드로이드의 점유율도 68%에 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끼워
팔기가 경쟁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진입자를 배제시키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지는지의 경쟁제한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
다. 한국에서도 2012년 다음과 네이버가 구글의 이러한 끼워팔기를 공
정위에 신고하였으나 2013년 무혐의 처리되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
의 시장점유율이 낮으며, 검색 서비스의 멀티호밍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멀티호밍이 가능한 상황
에서도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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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
본 장의 1절에서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경쟁정
책적 쟁점은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기술하
였다. 이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도구로 사용되는 시장점유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어느 범
위까지로 획정하느냐에 따라 경쟁관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
정되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경쟁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루어져야 한다. 관련 시장획정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력
(market power)과 반경쟁적 효과의 평가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Baker, 2007; 홍대식·정성무, 2010 재인용). 특히 최근 EU 등에서 양면/
다면 시장의 경우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는 논의가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단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방법
론이 어떠한 면에서 플랫폼 시장에 적용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거래분야’로 표현되고 있는 관련 시장은 “거래
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
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제2조 제8호; 홍대식, 2010 인용). 여기서 말
하는 거래분야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시장), 거래지역(지역시장),
거래단계, 거래 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관련 상품시장에 대한 획정은 “거래되
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
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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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
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SSNIP Test는 한 시장에서 가상적 독점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수준의 가격인
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을 시도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상품의 집합 또는 지리적 영역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
는 방법이다(DOJ & FTC, 1992; 김현종, 2010). 그중에서도 수요 대체성
과 공급 대체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특히나 가격 탄력성(own price
elasticity)과 교차 탄력성(cross-price elasticity)은 단면시장에서의 대체
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그대로 적용
하기 어렵다. 양면시장의 특성은 가격인상이 한쪽 면에서 발생하는 수
요자 그룹의 직접적인 수요 감소효과뿐만 아니라 교차 네트워크 효과
에 의해 수요자 그룹 간의 연쇄적인 파급효과, 즉 피드백 효과를 과소평
가하며 그 결과 관련 시장획정이 좁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Evans &
Noel, 2007; 황창식, 2009 재인용). 특히 다면시장의 플랫폼에서는 네트
워크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
공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SSNIP test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를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최근에 SSNIP의 적용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논의는, 논리
구조는 다면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검정은 수정되어야 한다25)는 것
이다. Evans & Noel(2007)과 Evans(2008)에서도 이미 변경 없이 양면시
장에 적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SSNIP 검증을 실용적인 분석
방법으로 발전시킨 것이 임계손실분석(혹은 임계매출감소분석, Critical
25) “Generally, the logic underlying the traditional test can be extended to a multisided market,
but the test needs to be redesigned”(Filistrucchi, Geradin, Damme & Affeld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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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Analysis)인데 가격 상승이 A시장의 매출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B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뒤 다시 A시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A시장과
B시장 간 상호작용에 따라 A시장에서의 실제 매출감소(Actual Loss)가
다름을 보였다(Evans, 2008; 김현종, 2010 재인용). 따라서 임계매출감소
분석은 실제매출감소가 임계매출감소(Critical Loss)와 같아질 때까지 시
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시장이 확대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실제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 혹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는 플랫폼 시장의 경우에는 플랫폼의 다양한 서
비스 시장별로 혹은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별 시장의 획정을 판단해
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플랫폼의 C-P-N-D 가치사슬
에 따라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와 거래단계를 달리하므로 플랫폼
사업자 대 이용자 측면과 콘텐츠 제공자 또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대
플랫폼 사업자, 광고주 대 플랫폼 사업자 측면별로 구별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하는 것이다(홍대식·정성무, 2010; 이봉의, 2015 재인용). 또는
Evans(2008)가 지적한 대로 다면적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유사한 다
면적 플랫폼 사업자와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와
서비스 시장별로 경쟁하므로, 개별 서비스 시장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황창식, 2009). 이러한 기준은 시장의 확장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판단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2006년 네이버의 NHN
이 동영상 제공업체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계약 과정에서의 광고게재
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1S-4C(Search, Communication, Community, Commers,
Contents) 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
장으로 획정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였다(김현종, 2010;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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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정성무, 2010). 이에 대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시장획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14년 10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는 페이
스북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는 왓츠앱의 기업결합 심
사는 EU 집행위원회가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
간 시장획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
라고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시장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 메신저 서비스 시장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구분하
여 판단하였다. 세 가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효과가 낮다고 인정되
어 두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은 승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
한 내용은 첫째로, 시장획정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을 포함했다는 점이
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실제적인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
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련 재화/서비스와 무관한 사업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시장획정에서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Evans(2008)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무료제품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문제이다. 소셜 네트워킹 서
비스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며,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광고에 노출되게 하
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산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유료시장인 온라인 광고 시
장에 대해서만 SSNIP 테스트 결과를 인용하고, 나머지 두 시장에서는 관
련 제품들 간의 기능적 교체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기종, 2016).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가격이 아니라 광고의
증가 혹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비용의 상승으로 판단되기도 하는데(이기
종, 2016),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기업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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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왓츠앱(Facebook-Whatsapp) 결합 사건 개요26)

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시장
-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
성의 증거가 되지 못함.
- 다른 플랫폼으로의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낮음.
- 소비자의 멀티호밍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효과가 진입장벽으로 작용
하지 않음(왓츠앱 소비자의 70~90%가 페이스북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경쟁제한 효과 낮음).
-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서로 보완관계
② 소셜 네트워킹 시장
- 대체 가능한 경쟁 사업자가 많으므로 경쟁제한성 낮음.
-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대체관계가 아님.
-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멀티호밍으로 이용자 중첩됨.
③ 온라인 광고 시장
- 왓츠앱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이 없어 오직 페이스북
만 광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
- 구글, 애플, 아마존,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자가 많은 광고 시
장에서 이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낮다는 평가
-그
 러나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사용이 시장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인정

인한 빅데이터의 수집이 시장지배력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26)이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이후 중요해진 빅데이터의 처리에 대해 경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집
26) 이기종(2016), 박성범 외(2016)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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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페이스북이 광고 수
익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아닌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비
율로 점유율을 산정하였다(이기종, 2016). 그러나 매출액 대신에 페이스
북 방문자 수, 인터넷 트래픽 등을 사용하여 산출된 시장점유율을 고려
할 때 페이스북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처럼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낮고 대체가능한 경쟁 사업자
가 많다는 판단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 연구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플랫폼이 지니는 특성상 일단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을 때, 플
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구사하게 된다. 이때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단정적으로 소비자의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비용이 낮다
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멀티호밍이 가능하지만, 시장력
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재의 플랫폼
에 대해 높은 선호를 가지며 쉽게 이탈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획기적인 혁신 경쟁 진입자가 시장에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진입 장벽이 높으며 소비자는 네트
워크 효과를 포기하며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4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이론적 고찰

1. 서론
본 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플랫폼 시장의 경쟁 및 시장
구조, 이와 관련한 경쟁정책적 쟁점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플랫
폼 경쟁 게임이론 모형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서
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레벨에서의 경쟁을 설정하고, 소비자의 효용에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추가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플랫폼은 공급자로부터 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등록비를 이
용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공급자 또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같
은 플랫폼 내에 위치한 기타 공급자와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Caillaud & Jullien,
2003; Rochet & Tirole, 2003; Armstrong, 2006) 플랫폼 외 기타 경제 주체
들(economic agents)의 플랫폼 진입 선택에 초점을 맞추며, 플랫폼 레벨
에서의 시장구조(쏠림 균형의 유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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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시장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플랫폼 양면에
존재하는 두 이용자 그룹의 효용에 외생적으로 반영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플랫폼이 이용자 그룹에 부과하는 최적 이용비 전략이 도출되었
다.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플랫폼의 이용 가격 설정 전략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들의 진입 선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각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나누어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 용이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을 이용
하는 양면의 경제 주체가 공급자-소비자일 경우, 플랫폼 내부에서의 공
급자 간의 경쟁을 통한 소비자와의 상품 및 서비스 거래와 플랫폼의 시
장구조를 연결 짓는 분석은 블랙박스로 남아 있었다.
최근 Karle et al(2017)은 기존의 플랫폼 경쟁 모형에 플랫폼 내에서의
공급자 경쟁을 추가하여, 공급자 시장에서 독점과 과점 사이의 이윤 차
이가 작을수록(클수록), 플랫폼 시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공
급자-소비자가 쏠리는 균형(여러 개의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흩어지
는 균형)이 일어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Karle et al(2017)의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여러 가지
플랫폼 시장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의 독점 상황이 어떠한 유인들을 통
해 생겨나고 유지되는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모형에서 소비
자 그룹에서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즉 모바일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
는 소비자의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플랫폼 및 공급자 서
비스의 지속성 및 품질 향상 등)하는 현상을 소비자 효용함수에 반영한
다.27)

27) 간
 접적 네트워크 효과는 본 장의 게임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고려된다 : 공급자의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거래 가격 하락, 공급자 전략에 따른 거래 소비자 크기 유추를 통한
공급자의 이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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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의 멀티호밍을 허용하는 기본 플랫폼 경
쟁 모형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멀티호밍, 소비자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취향, 플랫폼의 서비스 끼워팔기, 특정 플랫폼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
는 환경으로 각각 확장시켜, 각 플랫폼 시장 환경에서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쏠림 균형을 구체화한다. 또한, 이러한 각 환경에서의 쏠림 균형을
통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특정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
전개를 제공한다 : 플랫폼 시장구조의 독점화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는
공급자와 소비자 그룹의 멀티호밍 가정을 모형에서 허용하더라도, 실질
적으로는 거래가 하나의 특정 플랫폼에서만 존재하는 실질적인 쏠림 균
형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가 발달될 수 있다. 이러한 선호는 플랫폼 시장에서 해당 플랫
폼의 독점을 더욱 고착시키며,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플랫폼은 공
급자 레벨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의 끼워팔기를 시도하고, 광고 시장에서
부가적 수익을 획득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한다.
본 장에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절에서는 소비자들이 싱
글호밍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본 모형을 탐구하고, 3절에서는 소비자들
의 멀티호밍이 허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취향이 존
재하는 경우, 특정 플랫폼이 공급자와 결합하여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
특정 플랫폼에 광고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모형들을 분석한다. 4절에
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며, 5절에서는 확
장 모형의 증명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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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모형
(1) 게임 모형의 정의
임의의 양면시장에 세 타입의 경제 주체(economic agent) 그룹이 존
재한다 : 플랫폼 , 공급자 , 소비자 . 플랫폼과 공급자는 각각 두 개씩
존재하며, 소비자의 수는 무한하다고 가정한다.28)
·플랫폼 : l ∈ {A, B} = L
·공급자 : i ∈ {1, 2} = I
·소비자 : θ ∈ [0, 1] = Θ
본 기본 모형에서는 전략과 효용함수 측면에서 각 그룹 내 다른 정체
성을 지닌 경제 주체 사이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룹 내 각 게임 플
레이어들은 동질성(homogeneity)을 지님을 가정한다. 공급자는 멀티호
밍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경우 싱글호밍을 가정한다. 본 게임은 전개형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음 5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1. 각 플랫폼 은 등록비(listing fee) 을 정한다.
2. 공급자 는 어느 플랫폼에 들어갈지 결정한다.
3. 소비자 는 어느 플랫폼에 들어갈지 결정한다.
4. 공급자 는 가격 을 결정한다(price competition).
28) 공
 급자 는 플랫폼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특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플
랫폼 은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 플랫폼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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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는 상품을 구매할 공급자 를 선택한다.
본 전개형 게임은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를 가정하며,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각 단계의 전략을 결정하는 지점(게임나무(game tree) 내
에서의 각 의사결정 마디(decision node))에서 모든 이전 단계에서의 자
신과 기타 플레이어들의 행동(action)에 대해서 알고 있다.
각 단계에서 플레이어들의 전략(strategy)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 플랫폼 의 등록비 설정 :
2. 관찰 후, 공급자 의 플랫폼 선택 :

{A, B, MH}(MH : 멀티호밍)

3. 관찰 후, 소비자 의 플랫폼 선택 :
4. 관찰 후, 플랫폼 을 선택했던 공급자 의 가격 설정 :
5. 플랫폼 을 선택했던 소비자 의 공급자 선택 :
<그림 4-1> 플랫폼 시장 기본 게임 모형
1

2

A

B

공급자

플랫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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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서비스(혹은 재화) 구입 시 얻게 되는 서비스의 가치는 일정
하며, 선택한 플랫폼에 모인 소비자의 크기(수학적 의미의 measure)에
따라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결정된다. 각 플레이어들의 효용과 관
련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 상품의 가치
· : 플랫폼 에 모인 소비자의 크기
· : 소비자 효용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한 가중치
· : 플랫폼 에 속해 있는 공급자 에서 구매한 소비자의 크기
· : 플랫폼 에 속해 있는 공급자의 수
플랫폼의 유지비용과 공급자의 서비스 비용은 0으로 정규화하여 가
정한다. 플랫폼의 효용은 공급자로부터 얻은 등록비의 총 수익에 의해
서 결정된다. 공급자의 효용은 위치한 플랫폼에서의 판매수익과 플랫폼
에 지불한 등록비의 차이로 정의된다. 소비자의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
의 가치와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에 네트워크 효과를 더한 값이 효용이
된다. 상세한 효용함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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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소비자에게는 외부 옵션(outside option)이 존재한다고 가정
한다. 공급자는 플랫폼에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비자도 서비스
구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효용은 0으로 가정한다.

(2) 플랫폼 시장 게임 분석
본 게임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분게임 완전 균형(subgame perfect
equilibrium)을 사용한다. 균형의 도출을 위해서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한다.
본 게임의 공급자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symmetric
agents), 공급자의 정체성(identity)이 아닌, 각 플랫폼에 들어오는 공급자
의 수가 플레이어들의 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표 4-1>은 2단계에
서 공급자들의 플랫폼 선택 이후 각 플랫폼의 시장구조 상황(독점 :
(독점 공급자 ), 과점 : ,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공집합 기호)
을 나타낸다.
<표 4-1>은 공급자 1의 플랫폼 진입 선택 과 공급자 2의 플랫폼 진
<표 4-1> 공급자 선택에 따른 플랫폼 내 공급자 시장구조 9가지 경우의 수
s1 s2

A

B

A

A:
B:

A:
B:

B

A:
B:

(2)
(1)

A:
B:

MH

A:
B:

(1)

A:
B:

MH
(1)
(2)

A:
B:
A:
B:

(1)

A:
B: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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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선택 에 따른 플랫폼 A, B 내의 공급자 레벨 시장구조를 나타낸다.
공급자 1, 2 모두 플랫폼 A를 선택하는 경우, A의 시장구조는 과점이 되
며(A : ), B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공급자 1은 A를 선택하고,
2는 B를 선택하는 경우, A에는 공급자 1에 의한 독점시장이 형성되며
(A : (1)), B에는 공급자 2에 의한 독점시장이 형성된다(B : (2)). 공
급자 1이 멀티호밍을 결정하고, 공급자 2는 A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플
랫폼 A에는 과점시장이 형성되며(A : ), B에는 1에 의한 독점시장이 형
성된다(B : (1)).
이러한 플랫폼 내의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4단계에서 공급자들은 자
신이 위치한 플랫폼에서의 상황에 따라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

는 각각 플랫폼 에서의 독점시장 가격, 플랫폼 에서의 과점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1) 5단계 :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 문제
본 장에서는 게임의 최종 단계인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 문제에 대해
서 살펴보도록 한다. 5단계에서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존재할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의 가격 및 플랫폼 내의 네트워크 효
과를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택하게 된다.
[보조정리 1] 한 소비자가 플랫폼 에 현재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소비
자가 경험하는 경우의 수를 공급자의 수를 기준으로 고려하면 세 가지의 경우
가 존재한다(<표 4-1> 참고) : (1) 독점, (2) 과점, (3)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음. 각
각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공급자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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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 ( ) : 에 의한 독점
에서 서비스 구입

2. Case : 과점
에서 서비스 구입

3. Case :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 형성이 안 됨.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증명) ( )의 경우, 소비자가 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로부터의 구
매 효용이 외부 옵션(outside option인 비구매)의 효용인 0보다 크면 된
다. 의 경우 두 공급자의 가격을 비교하게 되며, 플랫폼에 공급자가 존
재하지 않는 경우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4단계 : 공급자의 가격 결정 문제
<표 4-1>의 시장구조에 따른 공급자의 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진다.
[보조정리 2] 플랫폼 진입 후 각 공급자는 플랫폼의 시장구조 상황에 따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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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 ( ), 플랫폼 : ( ) (공급자 , 가 플랫폼 , 에 각
각 진입하여, 각 플랫폼에서 공급자 독점시장이 형성된 경우)
각 공급자들은 다음 단계에서 소비자의 효용 전체를 가져올 수 있
는 독점가격(monopoly price)을 설정한다.

2. 플랫폼 : , 플랫폼 : ( , 모두, 플랫폼 을 선택하여, 에서는 공
급자 과점시장이 이루어지고, 플랫폼 에서는 공급자 부재로 인하
여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경쟁(bertrand competition)을 한다.

3. 플랫폼 : ( ), 플랫폼 : ( 는 멀티호밍하고 는 플랫폼 에 싱
글호밍함으로써, 플랫폼 에서는 에 의한 공급자 독점시장이 형성
되고, 에서는 과점시장이 형성된 경우)
각 플랫폼의 시장구조 상황에 따라, 독점가격 및 가격경쟁에 의한
과점가격이 설정된다.

4. 플랫폼 : , 플랫폼 : ( , 모두 멀티호밍하여, 두 플랫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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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과점시장이 형성된 경우)
모든 공급자들은 각 플랫폼하에서 가격경쟁을 한다.

증명) (a) 각 플랫폼 내에서 독점시장이 형성될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
가 구입을 통해 얻는 효용

만큼 가격을 설정해도, 소비자는 외

부 옵션으로 얻는 효용이 0이므로 구입할 유인이 있다.
(b) 플랫폼 내 과점시장이 형성되었을 경우,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공
급자가 해당 플랫폼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로부터의 구매 선택을 받
는다. 따라서 두 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하게 되며, 이 값은 하계(lower
bound)인 0으로 수렴한다. 또한, 이미 플랫폼에 지불한 등록비는 고정
비용(fixed cost)으로서 공급자의 가격 선택 문제에 고려되지 않는다.
3) 3단계 :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 문제
2단계에서 공급자들의 플랫폼 진입 선택을 관찰한 후, 소비자는 3단
계에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는 관찰한 플랫폼 내의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공급자의 가격 설정을 유추할 수 있으며(4단계의
결과), 이에 따라 자신의 최종 효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
로 [보조정리 3]은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 최적화 결과를 보여준다. [보조
정리 3]에 따르면, 과점시장이 존재할 경우, 소비자는 과점시장이 존재
하는 플랫폼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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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정리 3] 소비자는 2단계에서 결정된 각 플랫폼 내의 시장구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다.

(1) 모든 플랫폼이 공급자 수준에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모든 소비
자는 하나의 플랫폼 A(혹은 B)를 동일하게 선택하거나, 임의의 확률로 A 혹은
B를 선택한다.

(2) 둘 중 하나의 플랫폼으로 공급자들이 모여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자들이 존재하는 플랫폼을 선택한다.

(3) 하나의 플랫폼은 특정 공급자가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플
랫폼에서는 공급자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
는 플랫폼을 선택한다.

(4) 모든 플랫폼이 공급자 수준에서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모든 소비
자는 하나의 플랫폼 A(혹은 B)를 동일하게 선택하거나, 0.5의 확률로 A 혹은 B
를 선택한다.

증명) [보조정리 1]과 [보조정리 2]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플랫폼 선
택에 따른 최적화된 최종 효용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 ( ), 플랫폼 : ( )

⇒ 소비자는 두 플랫폼에 대하여 무차별한 선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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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 , 플랫폼 :

⇒ 소비자는 과점시장이 존재하는 플랫폼을 선호한다.
3. 플랫폼 : ( ), 플랫폼 :

⇒ 소비자는 과점시장이 존재하는 플랫폼을 선호한다.
4. 플랫폼 : , 플랫폼 :

⇒ 소비자의 밀집 정도가 큰 플랫폼을 선택한다.
4) 2단계: 공급자의 플랫폼 선택 문제
<표 4-1>을 바탕으로 플랫폼 A, B의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벡터(vector)
를 정의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플랫폼 A에 공급자 1에 의한 독점시장
이 형성되어 있고, 플랫폼 B에 공급자 2에 의한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
다면,

로 나타낸다. [보조정리 3]에 따라 각 에 따른

대응(correspondence) ( )( 의 경우 플랫폼 에 존재하는 소비자의 크
기)를 정의할 수 있다.
<표 4-2(a)>와 <표 4-2(b)>는 각 플랫폼의 등록비가 주어진 상황에서,

MH

B

A

s1 s2

MH

B

A

s1 s2
B

MH

A

B

MH

<표 4-2(b)> 공급자 효용(보조정리 3(소비자의 플랫폼 선택에서 공급자 과점시장 선호) 반영)

A

<표 4-2(a)> 공급자 효용(보조정리 1(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과 보조정리 2(시장구조 y에 따른 공급자의 가격 결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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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1, 2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2(a)>는 각 시장구조 에서의 소
비자의 최적 공급자 선택-[보조정리 1]과 공급자의 최적 가격 결정-[보
조정리 2]를 반영한 공급자의 효용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공급자 과점시
장 선호-[보조정리 3]을 반영하면, 플랫폼 등록비에 따른 공급자 1, 2의
효용함수가 <표 4-2(b)>와 같이 나타난다. 참고로, 각 셀에 존재하는
값은 <표 4-1>에 의해 정해진다.

인 경우, 공급자의 효용은

<표 4-2(b)>의 첫 번째 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조정리 4] 플랫폼 A, B의 등록비가 동일하고 0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또한,
2단계 이후의 게임에서 [보조정리 1~3]에 따라 플레이어가 행동한다고 가정하
자. 특히, 모든 플랫폼이 공급자 수준에서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
조정리 3(1)]), 소비자는 0.5의 확률로 A혹은 B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플레이어(공급자 1, 2)가 플랫폼 진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효용이 <표 4-2>와 같이 정의되는 게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에서
혹은

와 같은 순수 전략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 존재한다.

증명) 가정에 따라
,
균형의 정의에 의해
도출된다.

. 또한 [보조정리 3]에 따라
. 이를 <표 4-2>에 대입하면, 순수 전략 내쉬
와

가 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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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단계 : 플랫폼의 등록비 결정 문제
[보조정리 5] 플랫폼 내에 공급자가 진입해 있고, 플랫폼의 등록비가 공급자가
설정한 서비스의 가격보다 클 경우, 이것은 내쉬 균형이 아니다.

증명) 플랫폼 에 공급자 가 위치해 있으며,

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공급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용(플랫폼에 존재한 소비자
모두가 로부터 구매할 경우의 효용)은

- 이며, 이는 가정에 따라

0보다 작다. 이 경우 는 항상 아웃사이드 옵션을 선택하여 효용을 증가
시킬 수 있다.

(3) 플랫폼 시장 경쟁 게임의 결과
[정리 1(eqm I)] 플랫폼 시장 경쟁 기본 모형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존재한다 : 소비자의 절반은 플랫폼 A를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B를 선택하며, 각각의 공급자는 각 플랫폼에서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각 플랫
폼은 공급자의 가격만큼 등록비를 설정한다.

증명) (1) [보조정리 4]에서 가정한

에서 소비자의

무차별 선호 시 플랫폼 A를 선택할 확률 0.5를 가정하면, [보조정리 1~4]
에 의해 모든 이 양수일 경우 2단계에서 각각의 공급자가 흩어져서 독
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공급자에게 최적이다(<표 4-3> 참고).
(2) (1)을 기준으로

가 각 플랫폼에 대한

최선의 전략임을 증명하여 보자.(1)과 [보조정리 5]에 의해 각각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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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eqm I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B

MH

A
B
MH

폼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의 값은
이다.

라고 가정하자. 임의의 플랫폼
는 이러한 등록비 설정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a) [보조정

리 5]에 의하여, 설정비를 이보다 높게 책정할 유인이 없으며, (b)
로 설정할 경우, 과점시장이 형성되어야
만 원래의 효용보다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나, 과점시장이 형성될 경
우

이므로 [보조정리 5]에 어긋난다. (c)

이므로,

인 경우

일 때 플랫폼 이 등록비를 0으로 설정

할 유인이 없다.
[따름정리 1] [정리 1]에서 분석한 eqm I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플랫폼으로 이전된다.

본 기본 모형에서 나타난 eqm I의 경우, 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피하
기 위하여 각 플랫폼에 흩어져서 독점시장을 구축하지만,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최상위 플랫폼인 A, B가 가지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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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eqm I

<표 4-4> eqm I 플레이어의 최종 효용
플랫폼
공급자
소비자

A

B

1
0

2
0

0

주 : 첫 번째 행은 플랫폼 A, B의 효용, 두 번째 행은 공급자 1, 2의 효용, 세 번째 행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냄.

러한 균형을 통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후생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경쟁이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거래를 위해 최상위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와 소비
자는 결국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
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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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장 모형
(1) 멀티호밍(Multi-homing)
본 절에서는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 문제에 대해 멀티호밍이 가능하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2절 (2)에서 정의한 3단계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 집
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정리 2(eqm II, Multi-homing equilibrium)] 소비자의 멀티호밍이 가능한 경우, 다
음과 같은 부분게임 완전 균형(eqm II)이 존재한다 : 공급자가 특정 플랫폼으로
쏠리며, 소비자의 구매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진다. 이 균형하에서, 플
랫폼은 등록비를 0으로 설정하며, 소비자는 과점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한다.
증명) 5절 증명 참고.

소비자의 멀티호밍이 허락되는 환경에서의 균형인 eqm II의 경우, 소
비자는 가격 협상력을 가지기 위하여 두 플랫폼에 멀티호밍하게 된다.
이는 공급자로 하여금, 플랫폼 내 공급자 레벨에서 독점시장을 형성하
고 있어도, 다른 플랫폼에 공급자가 존재할 경우 가격경쟁을 하게 되는
구도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의 서비스 가격은 과점시장의 가격
이 되며, 결국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공급자가 쏠리는 플랫폼의 경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가 해당 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전체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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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eqm Ⅱ
A

<표 4-5> eqm Ⅱ 플레이어의 최종 효용
플랫폼

A
0

B
0

공급자

1
0

2
0

소비자
주 : 첫 번째 행은 플랫폼 A, B의 효용, 두 번째 행은 공급자 1, 2의
효용, 세 번째 행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냄.

을 갖는 효과가 나타난다. 즉, 공급자가 쏠려 있는 플랫폼의 경우, 실질
적인 경제적 거래 활동이 해당 플랫폼에서만 이루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고착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끼워팔기 및 사업 확장, 혹
은 소비자의 플랫폼 이전비용을 높이는 등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
는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멀티호밍 환경에서, 형식
적으로는 소비자의 멀티호밍이 허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쏠림 균형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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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그룹의 취향 존재
서비스의 가치, 가격,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얻는 효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효용적 측면에서 플랫폼 선택에 무차별할 경우), 소비자는 A
에 대한 취향(taste)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즉, 모든 플랫폼이 공급자
수준에서 독점 혹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보조정리 3(1)], [보
조정리 3(4)]), 랜덤화 규칙(randomization rule)은 소비자가 1의 확률로 플
랫폼 A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쏠림 균형이 존재한다.
[정리 3 (eqm III)] 소비자 그룹이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가 존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존재한다 : 소비자의 선호가 있는 플랫폼에서 공급
자 독점시장이 형성되며, 그 플랫폼으로 소비자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증명) 5절 증명 참고.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의 균형인 eqm
III의 경우, 공급자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플랫폼에 흩어
져서 동일하게 서비스에 대한 독점가격을 설정하지만, 취향을 반영한
랜덤화 규칙에 의해 소비자는 특정 플랫폼(플랫폼 A)으로 쏠리게 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모든 이익은 등록비를 통해 최상위 플랫폼인 A가 가지게 된
다. 따라서 eqm III는 소비자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선호가 강한 환경에
서는 쏠림현상으로 인한 특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형성과 더불어, 기
본 모형에서 발생한 플랫폼의 경제적 후생 독점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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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eqm Ⅲ

<표 4-6> eqm Ⅲ 플레이어의 최종 효용
A

플랫폼
(
공급자

)
1
0

B
0
2
0

소비자
0
주 : 첫 번째 행은 플랫폼 A, B의 효용, 두 번째 행은 공급자 1, 2의
효용, 세 번째 행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냄.

(3) 끼워팔기(Tying)
.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 A1이 존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A1은 플랫폼 A와 공급자 1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다. 따라서 A1은 A의 등록비와 1의 가격을 결정하며, 효용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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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4 (eqm IV)] 통합 플랫폼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존재한다 : 소비자의 쏠림현상이 나타남
과 동시에, 통합 플랫폼이 경쟁 공급자를 차단하며, 서비스는 독점가격으로 공
급된다.

증명) 5절 증명 참고.

기존의 경제력 및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최상위 플랫폼이 서비스 공
급자의 기능도 함께하는 환경에서의 균형인 eqm Ⅳ의 경우, 해당 통합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된다. 소비자의 쏠림현상으로 인
해 통합 플랫폼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
라, 공급자 시장에서도 경쟁 공급자가 타 플랫폼으로 밀려나면서 플랫
<그림 4-5> eqm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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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eqm Ⅳ 플레이어의 최종 효용
A1

플랫폼
(
공급자

)
N/A
N/A

B
0
2
0

소비자
0
주 : 첫 번째 행은 플랫폼 A1, B의 효용, 두 번째 행은 공급자 2의
효용, 세 번째 행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냄.

폼 시장과 공급자 시장, 두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유일한 공급자로 기능하면서, 통합 플랫폼은 전체 시장
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을 독점하게 된다.

(4) 광고 시장
플랫폼 A가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만 아니라, 광고의 기능을 한
다고 가정해 보자. 소비자가 충분히 플랫폼에 모일 경우(소비자의 쏠림
현상이 존재할 경우), 플랫폼 A는 광고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
며, 플랫폼 등록비의 설정은 음의 값도 허용한다(광고 수익을 통한 등
록비 레버리지 허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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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가 플랫폼 진입 결정 시 무차별한 선호를 가질 경우, B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소비자가 플랫폼 B에 대한 취향이 존재).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내 광고 시장이 더해질 경우 소비자와 공급
자가 해당 플랫폼으로 쏠리는 균형이 존재한다.
[정리 5 (eqm V)] 플랫폼 A가 광고 기능을 포함한다면 시장을 형성하는 경우, 소
비자와 공급자가 플랫폼 A로 쏠리며, 서비스는 과점가격으로 공급되고, 플랫폼
A는 공급자에게 독점시장에서의 수익만큼 보조비를 지급하는 부분게임 완전
균형이 존재한다.

증명) 5절 증명 참고.

특정 플랫폼의 지배력과 시장 확장성이 광고 시장 등 새로운 시장으
로 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낼 수 있을 정도인 경우, eqm V 균
형이 존재한다. eqm V하에서, 소비자는 공급자들 간의 가격경쟁이 존
<그림 4-6> eqm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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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eqm Ⅴ 플레이어의 최종 효용
플랫폼

A

B
0

공급자

1

2

소비자
주 : 첫 번째 행은 플랫폼 A, B의 효용, 두 번째 행은 공급자 1, 2의
효용, 세 번째 행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냄.

재하는 과점시장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공급자는 상위 플랫폼으로부터
보조금을 얻기 위하여 플랫폼 A로 모이게 된다. 이 경우 A와 같은 지배
력과 시장 확장성이 없는 타 플랫폼 B 내에서는 아무런 거래가 일어나
지 않고 플랫폼 시장에서 배제되며, 쏠림현상이 일어난 플랫폼 A의 시
장지배력은 더욱 높아진다.

4. 이론 모형의 경쟁정책적 시사점
3절에서는 여러 플랫폼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혹은 공급자들이 특정
플랫폼으로 집중하게 되는 쏠림현상 균형이 존재함을 보였다.
소비자들의 멀티호밍이 허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플랫폼에 접근
하게 되더라도, 결국 특정 플랫폼에서만 최종 구매가 이루어지는 균형
이 존재한다. 이 경우 시장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소비자가 과점시
장의 가격을 누리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전이된다. 그러나 거래가 발
생한 특정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서 일어난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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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결국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고착(lock-in)시킬 수 있으
며, 이를 이용하여 특정 플랫폼은 끼워팔기 및 사업 확장, 혹은 소비자의
플랫폼 이전비용을 높이는 등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펼
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3절에서의 다양한 모형 및 균형에서 알
아본 바와 같이, 해당 플랫폼에 또 다른 쏠림 균형을 가져다주며, 플랫
폼 시장 및 기타 서비스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의 독점이 고착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최상위) 플랫폼은 시장 내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플랫폼을 통하
여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
본 모형과 소비자 취향 존재 환경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동일한 플랫폼
이 경쟁할 경우, 플랫폼 내의 공급자 시장구조와 상관 없이, 공급자가 획
득한 수익은 모두 등록비를 통하여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는 플
랫폼 간의 경쟁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그 경쟁이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경제적 후생 독점화는 플
랫폼이 직접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의 경우에
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는 플랫폼 내 공급자의 수가 주
요한 의미를 지닌다. 끼워팔기를 통하여 플랫폼이 경쟁 공급자를 차단
하는 구도를 형성하거나, 공급자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플
랫폼에 진입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 플랫폼 내에 공급자 수준의 독점시
장이 형성되어, 이 경우 소비자 효용은 0이 된다. 이는 소비자 후생을 위
해서는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균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플랫폼 내
에서 공급자 레벨의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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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장 모형 증명
(1) 멀티호밍 : 정리 2 증명
2절 (2)에서 분석한 기본 모형의 단계별 최적화 전략은 소비자의 멀티
호밍 가정에 따라 변화한다. [5단계 :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 문제]에서 소
비자가 멀티호밍을 한 경우, 모든 플랫폼 내 공급자의 가격 비교가 가능
하므로 다음과 같이 최적 전략이 바뀐다.
1. 싱글호밍한 소비자의 경우 [보조정리 1]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
2. 플랫폼 과 에 멀티호밍한 소비자 의 경우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케이스가 있다.
(a) : , :
에 있는 에서 구입
(b) : ( ), : ( )
에 있는 에서 구입
(c) : ( ), :
에 있는 에서 구입
에 있는 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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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에서 구입
(d) : d, : d
에 있는 에서 구입

[4단계 : 공급자의 가격 결정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멀티호밍해 있을
경우 플랫폼 에 속해 있는 공급자는 에 속해 있는 기타 공급자뿐만 아니
라, 플랫폼 에 있는 공급자(들)과도 가격경쟁을 한다. 따라서 [3단계 :
소비자의 플랫폼 선택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멀티호밍하는 것이 약한 우
월 전략(weakly dominating strategy)이다. 이러한 선택을 바탕으로 2단
계에서 공급자가 1단계에서 주어진

,

를 바탕으로 전략 선택을 할

때 <표 4-9>에서 나타난 효용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표 4-9> eqm Ⅱ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B

MH

A

B

-

-

-

-

-

+

)

-(

-

-(

+

)

-(

+

)

)
-(

+

)

-

-(

MH

+

)

-(
-

+

제4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이론적 고찰

소비자의 멀티호밍과 [보조정리 5]를 바탕으로

93

이 되며,

이는 <표 4-9>에서 공급자가 쏠리는 전략 조합을 내쉬 균형으로 뒷받
침한다.

(2) 플랫폼 취향 존재 : 정리 3 증명
본 정리의 가정을 바탕으로 2단계 공급자 효용에 관한 표는 <표 4-10>
과 같이 구성된다.
<표 4-10>을 바탕으로

,

인 경우 순수전략 내

쉬 균형을 형성한다 : (1) A가

로 설정할 시 B는 임의의

를 통해 공급자의 독점 혹은 과점시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소비자의 A선호 가정과 [보조정리 2]의
해,

결과에 의

인 경우보다 높은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2) B가

로 설정할 시 A는

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효용

을 얻으므로, 이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표 4-10> eqm Ⅲ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B

MH

A

B

-

-

-

-

-

+

)

-(

-

-(

+

)

-(

+

)

)
-(

+

)

-

-(

M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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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끼워팔기 : 정리 4 증명
(1) A와 1의 결합으로

로 고정되어 있으며, 1은 등록비를 내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의 과점시장 플랫폼에 대한 선호 [보조정리 3(3)]을
반영하면, 2단계에서의 공급자 효용 <표 4-2>는 <표 4-11(a)>와 같이 바
뀐다.
<표 4-11(a)> eqm Ⅳ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A

B

MH

0

0
-

-(

+

)

(2) [보조정리 3(1)]에서 논의한, 플랫폼이 공급자 수준에서 독점시장
을 형성하고 있을 경우, 모든 소비자는 플랫폼 A를 선택한다고 가정한
다. 이 경우 공급자 효용은 <표 4-11(b)>와 같다.
<표 4-11(b)> eqm Ⅳ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B

MH

A

이를 바탕으로
성한다 :

은 내쉬 균형 전략을 형
인 경우([보조정리 5]에 의한 등록비의 상

제4장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이론적 고찰

95

계), 공급자 2는 플랫폼 B를 선택하는 것이 약한 우월 전략이며, [보조
정리 5]에 의해

이 B에게 최선의 전략이다. 또한

이고

정되어 있을 경우, 2로 하여금 B로 보내는 것이 A1에게 최선이므로,
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다.

(4) 다면시장 : 정리 5 증명
가정

일 때,

을 반영한,

2단계에서의 공급자 효용은 다음과 같다. 역진귀납법에 의해, 이를 기
준으로

이 내쉬 균형임을 보이면 본 정

리의 증명이 완성된다 : (1) A가

로 등록비를 설정

할 경우 <표 4-12>에서 (A, A)는 내쉬 균형이 되며, 이 경우 B에 공급
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는
가

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2) B

으로 등록비를 설정할 경우, A가

로변

이기 때문에 (A, A), (A, MH), (MH, A)의

경한다면

<표 4-12> eqm Ⅴ 플랫폼 선택에 따른 공급자 효용
s1 s2
A

B

MH

A

B

MH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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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조합은 내쉬 균형이 아니다. 따라서 A는 를 획득하지 못하며,
일 때와 비교하여 A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A
가

로 변경할 경우,

낮춤으로써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A는
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로 보조금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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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미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선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바일 플랫폼 개념에 대해
합의되거나 법제화된 정의도 없으며 이 시장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경쟁정책적 쟁점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심지
어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는 EU에서도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 플랫폼
생태계에 기존의 전통적인 경쟁정책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서 여전히 결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최상위 플랫폼에 해당하는 모바일 운
영체계를 지닌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에 대해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발
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국에서도 최근 애플과 구글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주시할 것
이며 네이버의 네이버페이의 경쟁제한적 행동29)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29) 경
 향비즈, 2017.9.18. 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213
500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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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적 쟁점들을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바
일 플랫폼 시장에서 기존의 기업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구조의
특성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재화를 소비할 때, 거래
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효용)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최소한만 분
배되고 나머지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집중되는 내쉬 균형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다
양한 플랫폼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멀티호밍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플랫폼 시장력이 집중되는 쏠림 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상당수의 플랫
폼이 중개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 얻게 되는 중개 수수료보다
는 온라인 광고 수익에서 창출하는 수익구조를 갖게 될 때 더욱 두드러
진다. 이러한 광고 수익은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와 비례하여 증대되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를 플랫폼에 고착화시
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한다. 대표적인 전략은 무료로 소비자에게
검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소비
자가 특정 플랫폼에 고착화되어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끼워팔기 혹은 생산자와의 독점적
인 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이거나 사업의 영역을 다각화
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 플랫폼으로 경제적 효용이 집중되는 환경에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는 쉽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경
쟁당국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모바일 운영체계인 최상위 플랫폼과 하위 애
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므로 최상위 플랫폼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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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지위 남용은 더욱 쉽게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확장 가능
성을 미리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므로 구체적으로 경쟁정책의 규
제 정도를 미리 설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문제, 광고 시장의 경쟁 사업자의 범위 문제와 함께 최근의 빅데이터의
수집이 시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경
쟁당국의 집행과 방향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당
국의 태도가 신흥시장의 성장을 억제 혹은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시
장에 비춰질 가능성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 PC 기반 환경에서 마이
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경쟁법 위반 사건이 있었으나, 시장의
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면서 마이크로소프
트의 영향력은 크게 줄었던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모바일 플랫폼이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다각화 전략 및 소비자 유인책
이 제시되는 현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초기 투입
비용(sunk cost)이 크고 선발 주자의 시장 선점력이 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혹은 경쟁제한적 행위가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경쟁당국
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해
서 반드시 독점적 행위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또한 주지해야 한다. 하나
의 플랫폼이 하나의 시장에만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나 직접적
인 경쟁 사업자가 아니어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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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당국의 개입을 위한 기본 조건은 플랫폼 사
업자의 시장력 판단에서 출발하므로, 여러 개의 시장이 중첩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점유율을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플랫폼으로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혹은 하위 플랫폼 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플랫폼
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하위 플랫폼 혹은 공급자(생산자) 간
의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효용이 배분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플랫폼이 공급자
에게 불리한 독점적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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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Changes in Market Structure when Introducing Mobile Platforms
Yangshin Park(yaspark@kiet.re.kr)
Wiroy Shin(wshin@kiet.re.kr)
Minji Kang(minjikang@kiet.re.k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market structure and the necessity
of related policies when introducing mobile platforms. A mobile platform
has characteristics of a two-sided market, which has been studied for many
years in the microeconomics field. In additi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platform, aside from that of a two-sided market, are also examined.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y in the
mobile platform market. We have studied cases on exercising market
power through exclusive contracts and tying or bundling with suppliers
in the platform market. Furthermore, we review market definition issues
in the platform market, and we emphasize the necessity of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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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isting competition policie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platform market, we conducted a theoretical study on the market structure of the mobile platform
marke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mpetition and market structure of
the platform market in which a network effect exists, we developed a
traditional game theory model about platform competitions in the
two-sided market. For this purpose, the basic model sets the competition
at the provider level that supplies the service, and it adds the network
effect of the consumer’s platform selection to the utility of the consumer.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platform competes with the listing fee to
collect revenue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competes with other
suppliers located within the same platform to be selected by the consumer
based on price.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s, various extension models
such as multi-homing, tastes for platforms, tying, and multi-sided markets
are presented. We also show the existence of a tipping equilibrium in
each model in which a specific platform builds market power. One of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s that the number of suppliers in the platform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consumer’s welfare. Even if there is a tipping
equilibrium to a specific platform, creating a supplier-level competition
within the platform for consumer welfare is important from a competitive
policy standpoi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bile platform market’s
market structure has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existing enterprise ecosystem. Therefore, we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following policy tasks: first, since the mobile platfor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two-sided market, we must adhere to a firm sta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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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This is because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is likely to be abused. Given the nature of the two-sided market
of the mobile platform, in reality, diverse strategies and consumer
incentives are presented in order to utilize the network effect. In addition,
specific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the market definition to determine
the market share in the free platform market, such as search engines
or portal services. Since the basic condition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i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platform
provider’s market pow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market
definition will be used to judge the market share when multiple markets
overlap. Finally, there should be policy considerations within the industry
to create competition between suppliers and sub-platform providers.
This can prevent additional concentration within the platform and increase
consumer welfare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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