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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광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2021.2.17)
• 2020.6.12
• 디지털 광고에 관한 중간 보고서(2020.4.28)
• 핀테크 활용 금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경쟁 정책과 관련된 이슈(2020.4.21)
• 교환가능지점에 관한 보고서(kyotsu point service)2020.3.18.
•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 행위에 관한 보고서(온라인 소매 플랫폼 및 앱스토어에서의 B-2-
B거래) (2019.10.31)

•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 행위에 관한 중간 보고서(2019.4.17)
• 전자상거래 소비자에 관한 보고서(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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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인공지능과 경쟁 정책에 관한 보고서(2021.3.31)

• 경쟁 정책 연구 센터(CPRC)의 기업연합(Business Alliances)에 관한 연구반 보고서
(2019.7.10)

[- 연구활동, 정책 수립]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반
(Study Group)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장관과 일본 총무성(MIC) 장관과 함께 논의

• CPRC의 데이터와 경쟁 정책 연구반 보고서(20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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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독점법

Antimonopoly Act (AMA)

•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FDPA)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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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거래 제한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정지 명령, 행정 과징금, 형벌

• 사적 독점 Private monopolisation

: 정지 명령, 행정 과징금

• 불공정 거래 Unfair trade practices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ASBS)도 포함)

: 정지 명령, (일부) 행정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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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다른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배제 또는 통제
• 경쟁에의 본질적 제한

(= 시장력의 형성, 유지 또는 증대) (ΔMP)

참고:
- 미국 독점화를 모델로(Sherman Act Section 2)
- 이는 지배적지위/시장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아님
- 착취적 남용행위는 본 조항으로 규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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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기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

• 넓게는 사적 독점을 방지

• 대부분의 사안에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배제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의미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별개의 독립된 규제

• 사적 독점≠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심화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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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적 지위” 는 지배적지위 또는 시장력임을 요하지 않음
• 보통 B-2-B 거래이나, B-2-C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
•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남용행위” 
• - 일반적으로 거래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흔히, 지급을 요구하고 고용인을 파견
-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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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동의의결 2020.9.10 [ASBP]

• Rakuten (배송료) 긴급 임시 명령 2020.2.28. (2020.3.10.철회) [ASBP]

• Rakuten Travel 동의의결 2019.4.11. [동등성 조항]

• Airbnb 사안은 자발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 2018.10.10 [배타조건부 거래]

• Minnano Pet Online 자발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 2018.5.23 [배타조건부 거래]

• Amazon (eBook) 2017.8.15 [동등성 조항]

• Amazon (marketplace) 2017.6.1 [동등성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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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내각 관방(Cabinet Secretary)
부본부장: 경제재생산 장관
구성원: 
• 과학기술담당상(Minister),
• 사이버보안본부상(Minister), 
• 특임(소비자 및 식품 안전)상(Minister) [소비자당국]), 
• 특임(JFTC관련 사항)상(Minister),
• 특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상(Minister), 
• 총무사(MIC), 및
• 경제산업상(M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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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for Digital 
Market 
Competition 
4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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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19/April/190417.html 13



배경: 플랫폼 비즈니스(P2B)

온라인 쇼핑몰
총: 9 조 JPY
사업자 사용자 수: 990,000

“그 의존도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 비율”
Store A: 77%     Store B: 64%

(From METI, Outline of TFDP Bill (18 Feb 2020) < https://www.meti.go.jp/press/2019/02/20200218001/2020021800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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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스토어
총 : 1.7 조 JPY
사업자 사용자 수 :  700,000 이상 (한 주요 회사 포함)

“그 의존도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자 비율”
Mall A: 51%    Mall B: 47%

(From METI, Outline of TFDP Bill (18 Feb 2020) < https://www.meti.go.jp/press/2019/02/20200218001/2020021800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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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플랫폼 비즈니스(P2B)



(일방적인 약관의 변경)
• 수수료 인상, 새로운 지불 시스템 도입, 부당한 수익을 수용할 것을 강제 등
•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을 수용해야

(자기 우대)
• 자사 또는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 – 순위, 대금 지급 방식, 수수료 등

(제3자 데이터의 직접 판매)
• 플랫폼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3당사자의 거래 데이터를 사용
• 플랫폼은 제3당사자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얻고 이를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홍보에 사용

(MFN 조항)
• 자신의 몰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요구

(From METI, Outline of TFDP Bill (18 Feb 2020)<https://www.meti.go.jp/press/2019/02/20200218001/20200218001-1.pdf > 16

플랫폼 사용자에 관한 우려



“근본철학”: 
• “디지털플랫폼제공자로부터최소한으로필요한이행약속과규제의집행만”

• “공동규제”접근을통해법으로일반체계를규정하고세부내용은사업자의자율적인
노력에위임

규제대상이되는주체: 특정디지털플랫폼사업자

“법에서는특정디지털플랫폼사업자에게거래약관과그외 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
자율적인방법으로절차와시스템을개발하여매회계년도에자신들이수행한조치와사업에
관한보고서에자체평가보고서를첨부하여제출”

17<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information_economy/digital_platforms/tfdpa.html>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

본 법에서는 행정주체 (METI Minister) 에게 현재의 플랫폼 운영이 매 년 제출되는

보고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개요와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검토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학계 전문가, 소비자, 고객 등과 인터뷰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문제제기를 장려하여 상호 이해를 돕도록 한다.

“법에서는 경제산업상(METI Minister)에게 JFTC가 반독점법(AMA)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18<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information_economy/digital_platforms/tfdpa.html>



상품판매온라인쇼핑몰
Amazon.co.jp Rakuten Ichiba Yahoo! Shopping

앱스토어
App Store Google Play Store 

METI, Designation of Digital Platform Providers Subject to Specific Regulations Under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1 April 
2021) < https://www.meti.go.jp/english/press/2021/0401_0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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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information_economy/digital_platforms/pdf/0401_001b.pd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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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 Japan Direct Marketing Association
https://www.online-mall.meti.go.jp/

App: Mobile Content Forum https://www.app-
developers.meti.go.jp/en/



• 경제산업상(METI Minister)의 JFTC에 대한 요청
• 반독점법(AMA)에 따른 평가(assessment)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법(AMA)/JFTC 적 접근

• Hints? JFTC Reports (Slides #2 & #3)
• 현재까지의 JFTC 집행 기록
• 반독점법의 디지털 분야에 대한 집행 관련 이슈
• 추가 입법이 필요한지?

22



• 검색 엔진 (Search engines)
• 온라인 광고 (Online advertisements)

사실 관계 확인 & 보고서
- JFTC, Final Report Regarding Digital Advertising (17 February 2021 )
- Headquarters for Digital Market Competition, Evaluation of Competition in 
the Digital Advertising Market: Final Report (27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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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TC,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반독점법상의 지침, 2019.12.17
Guidelines Concerning Abuse of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Transactions between 
Digital Platform Operators and Consumers that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etc. (17 
December 2019)     
<https://www.jftc.go.jp/en/legislation_gls/imonopoly_guidelines_files/191217DPconsumerGL.pdf>

•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연구반 보고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중개한
소비자의 거래, 2021.2.1 [Japanese only]

<https://www.caa.go.jp/about_us/about/plans_and_status/digital_platform/assets/consumer_system_cms101_210201_01.pdf>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
<https://www.ppc.go.j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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