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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경쟁정책 방향: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 담합을 중심으로
박양신·신위뢰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요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라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반경쟁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디지털경제의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알고리즘 담합에서의 경쟁정책적 이슈는 기존 경쟁정책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됨
- 경쟁정책은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분배적 역할을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고착(Lock-in)시키기 위한 다각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쏠림균형(Tipping)발생 가능성이 높음
- 서로 이질적인 두 그룹 혹은 여러개의 그룹간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수익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갖는 양면시장의 특성
- 거대 플랫폼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사례에 대해 경쟁당국의 적극적이면서 단호한 입장 고수 필요
- 우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필요 :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문제, 무료시장의 시장획정 문제, 진입장벽 판단 문제,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한 알고리즘 담합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해 기존 경쟁법 상 규제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자가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요구됨
- 알고리즘 가격 설정 환경에서는 비교적 상대 기업의 가격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특정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외부의 개입이 최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담합 균형의 ‘개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깊음
- 정보교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시그널링 강화, 유효한 범위 내 리니언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정책우선순위 설정등의 정책방안들이 우선 추진될 필요

1. 서론
■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달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라 촉발된 디지털경제가 전자상거래(E-

commerce)의 확대를 넘어 아마존(Amazon), 구글(Alphabet)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탄생 등
규모가 급성장
●

●


년 9월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해당01
2019
-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미국, 1위), 애플(미국, 2위), 아마존(미국, 3위),
알파벳(미국, 4위), 페이스북(미국, 6위), 알리바바(중국, 7위), 텐센트(중국, 8위) 순

년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34조 원이며, 이 가운데에서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약 86조
2019
원에 달함

■ 디지털경제는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기도 하고 데이터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새로운 반경쟁적인 이슈를 발생시키고 있음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과 같은 공유경제 시장의 활성화, 소비자 맞춤형 온디맨드(On-

demand)서비스,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효용 증대 가능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강력해짐에 따라 소비자를 고착화하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발생
- EU
 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구글에 대해 2017년 온라인 검색시장,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시장, 2019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검색엔진시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 온라인
여행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진행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쟁기업과의 직접적인 의사교환 없이도 동조적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은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경쟁정책은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분배적 효과를 통해 포용적 성장에 기여
●

경쟁정책은

독점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을 차단하고, 진입장벽을 높여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유인 제고의 동태적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포용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도구02

01	삼정KPMG(2019),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02	World Bank & OECD(2017), “A Step Ahead : Competition Policy for Shared Prosperity and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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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이슈는 기존 경쟁정책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제안하고자 함

2.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정책의 방향 03
2-1.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학적 정의와 특성
■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은 온라인(인터넷) 혹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로 이질적인 두 그룹,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의미
●

온라인 플랫폼은 매개하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uber, Airbnb 등), 제품(Amazon, eBay 등),
지불수단(Paypal 등),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로 구분 가능

●

모바일 플랫폼은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최상위 플랫폼으로 두고, 하위에 서비스 플랫폼간 수평적
경쟁을 하는 2-tier의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소비자와 공급자간 중개시장을 구성하는 댓가로 양쪽 혹은 한쪽에 중개수수료(Listing fee)를
부과하거나, 광고수익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

■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 이질적인 두 그룹 혹은 여러개의 그룹간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에
따라 플랫폼의 수익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갖는 양면시장의 특성
●

플랫폼 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증가될수록 플랫폼 사용자의 가치가 상승하는
직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Direct network externalities)와 공급자 - 소비자, 소비자 광고판매자와 같이 플랫폼의 반대쪽에 존재하는 그룹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사용
가치가 증가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Indirect cross-network externalities)로 구분
-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가입수 수가 증가할수록 양(+)의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 증대 → 플랫폼
사용자의 이용가치가 상승 → 플랫폼 수익 증대
- 아마존 판매자 수가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의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광고판매자 수익 증대는 모두 양(+)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서 기인

03

박양신·신위뢰·강민지(2017), “모바일 플랫폼 도입으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분석 : 양면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03

2020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알고리즘 담합의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경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방향을

May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됨. 이에 본 글에서는 기존 시장구조의 특성과 상이한

■ 온라인

플랫폼은 수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고착(Lock-in)시키기
위한 무료 서비스 확대 등 다각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점차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통제적 성격이 강해지는 쏠림현상(Tipping)발생 가능성이 높음
●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낮으며, 여러 개의 플랫폼에 가입·등록할 수 있는 멀티호밍(multi-

hom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한 쪽 그룹(주로 소비자)에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제공하여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부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loyalty)를 높여 소비자를
고착화하는 전략이 필수적
-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확보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광고수입
으로부터 플랫폼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화 한 뒤, 광고
검색결과(sponsored advertising link)를 상단에 제공하는 등의 광고 수익을 극대화
*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전략
●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생기고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용자를
유인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발생 →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되면 가격설정 권한을 갖는
등 통제적 행위 가능성 높아짐
-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공급자(판매자)와 플랫폼 간의 독점적
거래관계나 끼워팔기(Typing) 등이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사례에 해당
* 중기중앙회의 2019년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약 14%로
광고비 과다(37%), 끼워팔기(29%), 배타조건부 거래행위(2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2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모바일 플랫폼은 최상위 플랫폼과의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소비자의 고착효과가 강화되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탈하기 어려움

2-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론적 분석
■ 플랫폼의

양면구조에 공급자 간 가격경쟁 모형과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는 이론모델의 분석 결과,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후생이 플랫폼에 집중되는 쏠림균형(equilibrium)이 존재 : 승자독식
●

소비자가 시장에서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효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최소한만 분배되고 나머지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집중되는 내쉬균형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기존 생태계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구조 특성을 나타냄

●

공급자가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각각 독점시장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중개료의 형태로 경제적 후생은 플랫폼기업으로 집중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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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비자의 멀티호밍이 가능한 이론모델의 경우에도 플랫폼 쏠림 균형 존재
May

- 단, 소비자가 여러개의 플랫폼에 멀티호밍하기 때문에,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플랫폼은 소비자의
있음을 시사
■ 특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취향, 끼워팔기 등 이질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간 경쟁모델의 경우, 공급자
간의 경쟁구조와 관계없이 쏠림균형과 함께 플랫폼이 경제적 후생을 독점 → 시장지배력 강화
●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수익 창출 구조를 가진 모델의 경우에도,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광고수익으로 수수료 레버리지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쏠림균형이 존재

2-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 디지털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규모는 물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 전략 및 다각화전략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는 거대 플랫폼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사례에 대해 경쟁당국의
단호한 입장 고수 필요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초기 투입비용이 크고 선발주자의 시장 선점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관찰될 경우 적극적인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

■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필요
●

양면시장에서의 관련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문제의 해결
- EU
 등에서 전통적인 단면시장의 시장획정 방법(SSNIP Test) 적용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
- 이는 양면시장에서의 가격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단면시장에서의 대체성만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
* 플랫폼의 한 쪽 그룹에서의 가격 상승에 의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과소추정할 가능성

- 플랫폼 서비스 시장별 혹은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별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이 여러 사례에서
시도되고 있음
●

무료시장에서의 관련시장 획정(market definition)문제의 해결
-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광고에
노출시키는 수익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시장에서의 가격탄력성 산출의 어려움
- 경쟁법 적용 제외라는 견해와 무료 서비스가 광고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비용의 증가로 판단될
수 있어서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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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호밍을 제한하고 플랫폼 전환 비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착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진입장벽 판단 문제 : 멀티호밍
- 소비자의 멀티호밍은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이것이 플랫폼 간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
- 공급자간 유효한 경쟁이 존재할 경우 쏠림균형이 존재할지라도 소비자 후생이 개선되는
이론모델의 분석결과를 통해, 플랫폼내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멀티호밍 환경 조성의
필요성 시사

●

시장지배력의 판단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사례에서 빅데이터 수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

■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확장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음.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에는 엄격한 정책집행 원칙과 함께 급진적
혁신에 기초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포용적성장을
위한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설정

3.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정책의 방향 04
3-1. 알고리즘 담합의 경제학적 정의와 특성
■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새로운 경쟁 문제 : 알고리즘 담합
●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이 무수히 세분화되고, 자동화된 가격 설정 알고리즘에 의해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남
- 그러한 가격은 실시간으로 플랫폼 시장에 전달되고 전시됨. 어떠한 능력과 설정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가 시장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각 경제 주체의 효용을 결정

●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설정 알고리즘은 반경쟁적 공동행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담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를 생산
- 2015

년 United States v. Topkins 사건05, 2017년에 마무리된 Meyer v. Uber Technologies, Inc.
사건06

신위뢰·성열용·박양신·양훈식·강민지·박진(2018) “알고리즘 담합과 경쟁정책”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04
05	David Topkins (Amazon marketplace에서 포스터를 판매한 회사의 임원)는 합의된 높은 가격을 경쟁 사업자와 공동으로 책정하기 위해 동일한
알고리즘 사용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

06	Uber의 운전자들(차량 서비스 제공자)은 Uber가 설계한 가격 알고리즘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Uber의 알고리즘은 급상승 가격
설정(surge pricing, 서비스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서비스 가격이 급상승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어, Uber의 가격 알고리즘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경쟁이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에 반경쟁적 가격이 설정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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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의 가격 설정 알고리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특정 판매자가 주장하는

행위(monopolistic or anti-competitive price setting coordination between firms where pricing

algorithms are employed)
●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collusion) 혹은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가격 설정 알고리즘이 개입되는 담합을 의미

●

경제학 이론과 수치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경제 현상 자체’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통한 거래 환경 하에서, 경제학적 의미의 담합, 즉, ‘경제 균형으로
나타나는 반경쟁적 공동 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
- 이는 경쟁법에서 중요시하는 ‘합의’보다는 담합적 결과(collusive outcome)를 이끄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개념

■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

알고리즘 담합에 이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알고리즘의 설계 및 기계 학습 정도에 따라 ①
모니터링 알고리즘(monitoring algorithms), ② 평행 알고리즘(parallel algorithms), ③ 시그널링
알고리즘(signalling algorithms), ④ 자가 학습 알고리즘(self-learning algorithms)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모니터링 알고리즘
기업 사이에 합의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 낮은 시장
가격으로 보복하는 알고리즘 담합. Green and Porter(1984)가 도출한 불완전 모니터링 메커니즘(imperfect
monitoring mechanism)과 동일한 성격의 알고리즘
② 평행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의해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담합. 알고리즘이 상대의 가격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경우, 혹은 같은 설계업체(third party)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음
③ 시그널링 알고리즘
담합을 유도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어떠한 신호를 시장에 내보내어 상대방 알고리즘이 담합 의사를 알아채게 함.
예를 들어, 소비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늦은 밤에 갑자기 기존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내어보이며 상대
알고리즘에 담합의 의사를 전달
④ 자가학습 알고리즘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시장 내 경쟁자들의 행동을 학습하면서 타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익 최대화의 결과로 타 알고리즘과 담합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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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담합의 경제학적 정의 : 가격 설정 알고리즘을 통한 기업의 반경쟁적 가격 설정 공동

May

최저가가 과연 경쟁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알고리즘

담합과 커뮤니케이션
●

알고리즘 담합에서 어떠한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지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 알고리즘 담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인간과 알고리즘,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알고리즘 가격 설정 환경에서는 비교적 상대 기업의 가격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특정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외부의 개입이 최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담합의 논의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담합의 유지에 비해, 특정 담합 균형의 ‘개시’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깊음
- 커뮤니케이션의 예 :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다수의 담합
균형 중 특정 유형의 알고리즘 담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를 인지시키는
커뮤니케이션

■ 자가학습

알고리즘의 경우, 커뮤니케이션(합의 과정)의 부재로 인해 기존 경쟁법 상 규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자가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관한 다양한 분석이
요구됨
●

자가학습 알고리즘의 경우, 상대 알고리즘에 대해 해독(decoding)하거나 담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학습한 결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담합적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기업 간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음

3-2. 자가학습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자가학습

알고리즘(Q-Learning 알고리즘07)이 가격 설정 메커니즘으로 책정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높은 확률로 알고리즘 담합이 나타남
●

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목표로 설정된 자가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사전적인 합의 없이도 다기간의 가격 책정을 통한 상호 작용과 학습을 통해 경쟁을 줄이고 일정
수준의 담합을 달성할 수 있음

07	기계학습 중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며 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설명은 신위뢰 외(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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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
May
2020

주 : y축의 값이 0 이상인 경우, 두 경쟁기업은 98%의 확률로 담합 가격 유지

■ 자가학습

알고리즘의 책정으로 인한 담합은 기존의 담합 이론에서 밝혀진 것과는 달리, 기업 간
대칭성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음
●

두 기업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학습 속도, 기억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서도 담합 달성
- 담합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차이가 없는 경우보다 오래 소요되나 결국 담합적 결과로 수렴

●

한 기업이 타 기업의 가격 선택을 모방하는 팃포탯(Tit for Ta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빠르게
담합 상태로 수렴

3-3.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 정책의

구분과 논의의 시작점
●

경쟁정책의 주요 기능인 경쟁제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각 세부 정책에 의해
구현됨. 알고리즘 담합과 관계된 정책의 경우 담합 행위 전에 이루어지는 입법(법적 정의와
책임(liability)), 스크리닝, 그리고 행위 후에 행해지는 적발과 입증, 처벌로 정책을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세부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근거와 범위, 절차가 정해지고, 스크리닝(담합이 입증되기 이전 단계에서
실행되는 사전적 적발)의 성과에 따라 적발과 입증의 효율성이 결정됨
●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제학적 최적 정책(optimal

policy) 설정의 관점, 즉, 위에서 언급한 세부 정책들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격의 논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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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개입에 대한 시그널링 강화
●

시그널링을 통해 담합 행위에 대한 리스크(risk)를 부과하여, 담합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주체(기업)로 하여금 담합이 아닌 경쟁을 선택하도록 유도
- 담합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은, 적발 시 부과되는 제재나 처벌로 인해 기업은 담합
행위에 대한 기대 효용(expected utility)을 낮춤
- 기업에 정책적 개입의 존재를 인지시킴으로써, 각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 사업자가 공동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subjective belief)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도록 만듬
* 이 의심은 기업으로 하여금 담합 가격이 아닌 경쟁 가격을 선택하도록 기업의 기대 효용을 조정. 즉, 협조가 아닌
경쟁 행위가 시장에서 리스크 측면에서 우월한 균형이 되도록 유도

■ 유효한

범위 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제도의 적극 활용
●

현실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기까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
- 이 경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예 :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커뮤니케이션,
특정 알고리즘 담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를 인지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이
개입되는 종류의 알고리즘 담합을 먼저 규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책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

●

가격 설정 알고리즘의 기술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환경(예 : 자가학습 알고리즘의 발달)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담합 규제에 있어 리니언시의 의존도를 줄이고, 리니언시 외에 어떠한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알고리즘 가격 설정 환경에서의 담합을 적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규제

및 정책 우선 순위 설정
●

현 제도 하에서 규제 가능한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예 : 아마존 사건과 같은 인간의 커뮤니
케이션이 관여하는 기초적인 평행 알고리즘 담합)부터 규제해 나가는 것을 권장
- 낮은 물질적, 시간적 비용 및 시그널링 효과 획득

●

가격 설정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활용이 많은 시장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 및 가격 동조적 패턴에
대한 행태적 연구를 통한 앞으로의 적발 시스템 설계
-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담합 의심적 행태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정보

교환 금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

현재 입법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 교환 금지가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 알고리즘 가격 설정 환경은 전통적 거래 환경에 비해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원할
- 알고리즘의 발달로 인해 시장에서 관찰된 정보로 경쟁 기업의 가격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유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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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명시적인 정보 교환에 대한 유인이 전통적 시장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존재하지
May

않음

●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은 빅데이터나 플랫폼 시장의 발달로 더욱 촉진
- 데이터의 소유 및 플랫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 지배력 사업자의 탄생 및 유지가
더욱 용이
- 독점적인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가 더욱 높은 수준의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다른 사업자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팃포탯 전략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담합 발생

●

따라서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모니터링할 시,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담합의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

●

즉, 디지털 경제 내에서는 서로 다른 경쟁제한적 이슈 사이에 새로운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세부 경쟁정책 집행 시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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