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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은 정보의 활발한 유통,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효

율적인 자원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투명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낮

은 시장 상황은 역설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담합 과정에서의 정보교환, 가격 조정, 가격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사람의 직접

적 개입 없이 수행하여 담합의 발생 위험과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카

르텔은 알고리즘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  Messenger 유형은 담합을 공모한 기업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을 서로 유

사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

에서 적발된 온라인 포스터 판매업체들의 담합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  Hub-and-Spoke 유형은 하나의 플랫폼(hub)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spoke)

이 플랫폼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수평적 담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디

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의 일괄적인 할인율 제한 조

치를 수용한 여행사들이 담합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버

와 법적으로 사업자 관계인 운전기사들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이용한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  Predictable Agent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격이 알고

리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상황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 발생하는 담합이다.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는 순간 경쟁기업이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경우 가

격 인하로 애초에 기대했던 고객 유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보다 묵시적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공개 정책 후에 오

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으로 경쟁기업을 모니

터링하고, 가격을 즉각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algor i thm-

enhanced conscious parallelism)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

기가 쉽지 않다.

●  Autonomous Machine 유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한 예

측력에 의해 초래되는 담합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

능이 스스로 경쟁 제한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이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하고 있다.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 기업의 법

인격과 같은 법적 지위를 알고리즘에 부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 등 새로운 

경쟁환경에 맞는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규제당국과 소비자도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과 대등한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보유하여 대응하자는 새로

운 발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의 장점

이 디지털 카르텔에 의해서 희석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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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등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

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담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미국 법무부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고발하였고, 2016년 유럽에

서는 여행 예약을 대행하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업체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해 3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Uber)의 가격 알고리즘이 담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우버

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들 담합 사례에서는 과거와 달리 알고리즘이 사업자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가격

을 비롯한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계와 경쟁당국의 주목

을 받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스스로 판단하

고, 결정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도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

고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 디지털 카르텔의 등장

알고리즘 기반 경제활동의 확대

오늘날 우리는 몇 번의 클릭이나 터치로 가장 가격이 싼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실

시간으로 금융시장 정보를 얻고 있으며, 전세계 언론사의 기사도 읽을 수 있게 되었

다. 넘쳐나는 정보와 데이터 속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는 알고리즘

에 기반한 서비스들에 의해서 공급된다. 검색서비스, 추천서비스, 평점서비스 등 수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여 또 다른 데이터나 

의미 있는 정보를 재생산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Google, Facebook, Amazon, Alibaba 등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나 Uber, AirBnB 등의 공유경제 기업들의 핵심적인 경쟁력도 알고리즘에

서 나온다. 예를 들어, 구글의 뛰어난 검색 알고리즘은 ‘구글링’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등재

시킬 만큼 전세계 검색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해주었다.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경제 기업인 AirBnB는 전세계 수백개 도시에 걸쳐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heterogeneity) 집이나 방을 역시 다양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진 불특정 다수의 전세계 소

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알고리즘(algorithm)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한다.1 알고리즘

은 간단한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기계가 

1　알고리즘이란 기원 후 8세기경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 콰리즈미(Al-khwarizmi)의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입력된 값을 일련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값으로 출력하는 논리 구조를 말한다.(OEC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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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구현되면서 일상의 문제 해결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

현된 알고리즘은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빅데이터,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에 힘입

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든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

즘에 의한 자동화는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차트 1 ).

알고리즘에 의한 역설적인 경쟁 현상

점점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되면서 경쟁환경도 

크게 바뀌어 왔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거래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러한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전자상거래 등 알고리

즘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담

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

히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담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명하고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디지털 시장의 특징이 

오히려 담합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4월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 오픈 마켓에서 포스터를 판매하는 Poster 

Revolution의 이사 David Topkins를 가격 담합 협의로 제소하였다. 미 법무부의 조

사결과에 따르면, Topkins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경쟁사업자들과 일부 

포스터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일한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였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합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가격이 설정되는 알고리

즘을 통해 경쟁 상황일 때보다 높은 가격에 특정 포스터가 판매될 수 있도록 조정함

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Topkins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과정

에서 미국 반독점금지법인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20,000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향후 조사에 협조하는 데 동의하였다.[1]

유사한 사건은 영국에서도 발생했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2016년 8월 가격조

589 1,039

2,677
3,125

5,021

160

253

364

493

658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백만 달러)

거래수
(건)

인공지능 M&A 투자 액수 및 거래 건수   1

자료 : CB INSIGHTS



4 LG경제연구원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담합한 가격으로 아마존에서 포스터 및 액자를 판매한 

Trod사, GB eye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건은 GB 

eye사의 자진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영국 경쟁시장국은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2] 특히, 지난해 11

월에는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 행사가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앞두고 온라인 판매자들의 담합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특별히 경고하기도 하였다.[3]

2016년 3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우버(Uber)의 가격결정 알고리즘이 묵시적 담

합을 조장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우버의 책임을 인정했다. 우버는 승객과 운전 기사들

의 수요와 공급에 상황에서 따라 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Surge pricing(탄력요금

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알고리즘을 매개로 우버와 우버의 운전 

기사들이 택시 요금을 공모하여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버와 직접적

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운전 기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우버의 가격설정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단이었다.[4]

지난해 유럽에서도 우버와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2016년 5월 리투아니아 최고행정

법원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인 Eturas와 여행사가 담합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Eturas는 여행사들에게 할인율 제한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공지를 보내고, 이어서 가격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예약 시스템의 최대 

할인율을 3%로 일괄적으로 조정하였는데, 이것이 Eturas와 여행사간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동조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5]

이들 판결은 디지털 경제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

을 끌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생태계를 형성하여 경

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 생태계에 참여한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알고리

즘을 이용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을 위임할 경우 담합으로 추정될 가능

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자들이 특정 알고리즘이 초래할 담합적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경쟁법 위반을 결정하는 중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가 확산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일부 디지털 시장에서는 머신러닝, 딥 러닝 등의 인공지능 알고

리즘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2　리투아니아 최고행정법원은 EU 사법재판소에서 동 사안에 대해서 발표한 예비적 판단(2016년 1월 23일 발표)을 고려하여 최종 판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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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3

이라고 한다. 디지털 카르텔은 경쟁사업자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 공급량 

등을 조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태를 말한다. 전통적인 카르텔에서는 생소

했던 알고리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최근 학계와 경쟁당국에서 주목하기 시작

했다.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collusion), 테크노 카르텔

(techno cartel) 등의 명칭으로도 연구되고 있다. 경쟁법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

고 있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정기회의에서 ‘알고리즘과 담합

(Algorithm and Collusion)’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경쟁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였다.

2. 디지털 카르텔의 메커니즘과 유형

(1) 알고리즘의 경쟁제한 가능성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담합의 일부 혹은 전체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될 경

우 담합의 발생 가능성과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카르텔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담합에 참가하는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담합 참가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담합으로부터 이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

고, 실제로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여 이탈에 따른 동기를 억

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은 담합에서의 정보교환, 가격조정, 가격 모니터링 등

의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은밀

하고 빠르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적발 우려가 낮아지면서도 가격 조정이 용이

3　디지털 카르텔은 올해 1월 영국 Financial Times의 “Policing the digital cartel”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국내로 소개되면서, 디지털 카

르텔로 인용된바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문제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techno-cartel(Salil Mehra, 2015), algorithmic 

collusion(OECD, 2017)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담합 조장적 역할  2

담합 과정에서의 역할

모니터링 알고리즘 
(Monitoring Algorithms)

경쟁 기업의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담합에서 이탈할 경우 

즉시 통보함으로써 담합의 지속성을 제고(차트 3 )

병행 알고리즘 
(Parallel Algorithms)

동일한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가격 조정을 병행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접적 의사교환없이 담합을 가능하도록 함(차트 5 )

신호 알고리즘

(Signaling Algorithms)

가격 인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담합을 촉진

(차트 6 )

자가학습 알고리즘 
(Self-learning Algorithms)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스스로 내린 

결정이 담합을 초래(차트 7 )

자료 : OECD(2017), “Algorithm and Collusion - Background Note by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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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담합의 편익은 증가하는 반면에,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로 담합 이탈을 감시하

고, 이탈 시 보복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알고리즘의 담합 조장적 역할

OECD(2017)는 알고리즘이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담

합에 기여하는지를 크게 4가지 사례로 살펴보았다

(차트 2 ).[6] 먼저 모니터링 알고리즘(monitoring 

algorithm)은 카르텔에 참여한 경쟁사의 가격, 수량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전에

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확인하던 사항을 컴퓨터가 자

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보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을 이탈한 기업이 발

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니터링 알고리즘은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이탈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카르텔의 지속성을 높이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차트 3 ).

가격 비교 웹사이트는 모니터링 알고리즘이 이용되는 주요 사례이다. 가격 비교 웹사

이트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로부터 가격 정보를 직접 전송 받거나 다양한 

데이터 수집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차트 4 ). 이러

한 가격정보는 공개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적구매시기를 결정

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은 경쟁사의 담합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의 투명성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들

의 담합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병행 알고리즘(parallel algorithm)은 담

합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가격을 자동적으로 일치시

키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경쟁기업들이 동일한 가

격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인 의사교

환 없이도 경쟁기업들의 가격이 목표한 수준으로 

동시에 움직이도록 한다. 전자상거래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이 빈번하

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담합 가격을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매번 합의를 갱신하기 위해서 기

업 관계자들이 만나거나 정보교환을 할 경우 비용

기업

예

가격경쟁 돌입

아니오

<설명> 실시간으로 
수집한 경쟁 기업의 
가격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는 담합을 
지속하고, 위반시에는 
가격경쟁 돌입

경쟁기업 가격이
합의한 가격과 일치?

경쟁기업 가격 정보 수집
(가격1, …, 가격n)

모니터링 알고리즘의 흐름도    3

23
(달러)

22

21

20

19

18

17

16

15
’15.9.16 ’16.5.5 ’16.12.22’14.6.11 ’15.1.28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도서의 가격 추이            4  
(<사피엔스> 사례)

자료 : http://camelcamelcamel.com/product/006231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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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소요될뿐 아니라 경쟁당국의 적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런 경우 병행 알고

리즘을 이용하면 시장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추가적인 합의 과정 없이 가격을 동기화 

할 수 있다(차트 5 ).

아마존에서 포스터의 가격을 담합한 Topkins 사건의 경우, Topkins와 공모 기업들

이 병행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례이다. 담합을 주도한 Topkins가 특정 포스터의 가격

을 설정하면, 공모에 나선 기업들이 가격을 수집하여 자신들의 포스터도 동일한 가격

에 판매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은 담합에 참여한 모

든 기업이 동일한 가격 조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

로써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될 수 있었다.[1]

세 번째, 신호 알고리즘(signaling algorithm)은 주

도적 기업이 가격 인상 신호를 경쟁기업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경쟁기업이 가격 인상에 동의할 것이란 신

호를 회신할 경우 공동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알고리

즘을 말한다(차트 6 ). 기업들은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경쟁 기업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거나 일방

적으로 가격인상 계획을 발표하여 경쟁기업들과 암

묵적인 담합에 나설 수 있다. 불완전 담합이론에서의 

가격 선도 행위(price leadership)가 여기에 해당한

기업

가격 인상 신호 송신

예

아니오

경쟁기업의 신호 수신

경쟁기업이
가격 인상에 동의?

<설명> 가격 인상 신호를 
경쟁기업에 보내고, 
경쟁기업이 인상에 
동의하는 신호를 보낼 
경우에 가격을 인상

가격 인상

신호 알고리즘의 흐름도     6

기업 1

예

가격경쟁 돌입

아니오

기업 2

기업1 가격 수집최적 담합 가격 계산

기업1의 가격을 담합 가격으로 설정

경쟁기업 가격 정보 수집
(가격2, …, 가격n)

경쟁기업 가격이
합의한 가격과 일치?

기업2의 가격을 
기업1의 가격으로 설정

<설명> 담합을 주도하는 기업1이 
설정한 가격 정보를 기업2가 
수집하여 일치시킴. 만약 기업2의 
가격이 기업1의 가격과 다를 경우 
가격 경쟁 돌입

병행 알고리즘의 흐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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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격 선도란 한 기업이 먼저 가격을 정하고 난 후 다른 기업들이 이 가격을 추종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담합 행위이다. 그러나 선도 기업의 가격 인상 신호에

도 불구하고 추종기업이 동조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홀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만 

손실을 입을 위험이 상존한다. 신호 알고리즘은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경쟁 

기업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고 받게 해줌으로써 

담합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신호 알고리즘은 명시적인 합의 과정을 건너 뛰더라도 특정 기업이 일방적으로 인상 신호

를 보냄으로써 카르텔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시장의 상황은 결과적

으로 담합의 양상을 나타내지만, 기업들이 내보낸 신호가 가격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당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것이 기업들의 암묵적인 담합을 위한 신호인지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자가학습 알고리즘(Self-learning 

algorithm)은 ‘알파고’에 이용된 딥 러닝 알고리즘과 

같이 경험으로 획득하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가학습 알

고리즘을 담합에 이용할 경우 앞의 모니터링, 병행, 신

호 알고리즘처럼 담합의 일부 과정을 개발자가 명시적

으로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알고리즘이 경쟁보다는 담합할 경우 더 나은 

재무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

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딥 러닝과 같

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에 기반한 알고리

즘은 실제로 어떠한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조사하기 힘들다. 입력한 

데이터와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과정은 ‘Black box(블랙박스)’화되어 있어서 인

공지능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차트 7 ). 

아직 인공지능이 담합을 조장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인공지능 알고

리즘의 발전과 도입 추세를 보면 인공지능이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이 담합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2) 디지털 카르텔 유형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이 담합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기업

입력(시장 데이터, 이윤극대화 등)

블랙 박스

담합 결과

<설명> 딥 러닝 알고리즘에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리즘 스스로 
담합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담합의 
결과를 초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딥 러닝 알고리즘의 흐름도          7  
(알고리즘이 담합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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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차트 8 ).  

디지털 카르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연구한 Stucke & Ezrachi(2015)은 디지털 카르

텔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7] Messenger 유형, Hub-and-Spoke 유형, 

Predictable Agent 유형, Autonomous Machine 유형이 그것이다. 앞의 두 가지 유

형은 알고리즘이 담합의 실행에 이용되는 점이 전통적인 카르텔과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이 정보교환, 합의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 경쟁법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Predictable Agent나 Autonomous Machin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아직 적

발된 사례가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점

점 더 데이터 중심의 시장(data-driven market)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현

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기업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법적 처벌이 어렵거나 아예 책임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재할 가능성도 있다.

① Messenger 유형 : 알고리즘이 사람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

먼저, 메신저(Messenger)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이 사람의 명령을 수행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담합 과정에서 필요한 합의 등은 전통적인 카르텔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담합의 실행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모니터링 알고리즘, 병행 알고리즘 등이 담합을 실행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담합의 최종적인 실행을 알고리즘이 하였을 뿐, 합의 증거와 

담합 의도는 전통적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쟁당국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백히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적발된 포스

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 담합 유형별 합의 형태, 추정 증거, 법적 책임 여부  8

합의 형태 합의 추정 증거 법적 책임 여부

유형 1: Messenger 명시적 합의 직접적 증거
일반적으로 당연 
위법(per se illigal)

유형 2: Hub and Spoke 묵시적 합의
정황적 증거(ex.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위법 적발 가능

유형 3: Predictable Agent
합의 없음 /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

추가적 사정(plus 
factor)(ex. 암묵적 담합 
인지 여부)

법적 책임 불명확

유형 4: Autonomous Machine 합의 없음 증거 확인 불가 처벌 근거 부재

자료 : Stucke & Ezrachi(2015),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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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서도 디지털 카르텔이 나타나고 있을까?

전자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온라인 쇼핑은 최근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 2010~2016년 온라인 쇼핑은 연평균 

17.3%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1~5월까지 전년대비 19.9%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PC를 이용한 인터넷 쇼

핑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은 2013년 통계 집계 이래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75.6%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8.2%에서 올해

(1~5월)는 18.8%까지 증가하였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

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자상거래가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 수단이 됨에 

따라 디지털 카르텔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디

지털 카르텔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 움

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티켓 싹쓸이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등의 개정안

이 그것이다.1 철도,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인터넷 예매

가 일반화된 상황인데, 암표상들이 예매를 자동적으로 처

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티켓을 독점

적으로 예매하고, 이를 비싼 값에 재판매하는 것이 문제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2017.3.3 발

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2017.3.8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7.4.5 발의)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들은 과거 오프라인 예매를 

상정하고 제정되었기에 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

용하는 암표상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

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디지털 카르텔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암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제재조항이 마련되

면, 디지털 카르텔 여부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티켓 재판매(reselling)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처

럼 2차 티켓 시장이 합법화 된다면, 1차 티켓 시장에서 티

켓을 다량 구매한 티켓 브로커들이 2차 시장에서 담합하

여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알고

리즘을 일부 수정하여 티켓 구매와 재판매를 자동화함으

로써 디지털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카르텔

의 조짐이 일부 관찰되기도 한다. 전지은, 이충권(2014)은 

국내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등 컴

퓨터 주변기기 제품 가격을 수집하여 판매자들의 가격조

정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매자들이 비슷한 시기

에 가격을 조정하는 가격 담합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 인상이 동일한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해당 연구는 일부 제품을 대상으

로 제한된 시기에 수집한 데이터에서 분석한 결과이기 때

문에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더 필요

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디지털 

카르텔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최근 유럽집행위원

회의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조사(sector inquiry) 결과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의 3분의 2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

해서 경쟁사업자의 가격을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는 가격까지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9]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를 통해서 회원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

하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카르텔이 온라인 시

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 EU 경쟁총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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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와 비중    9

주 : 온라인 쇼핑 비중은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중

자료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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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ub-and-Spoke 유형 : 플랫폼 사업 모델에서 발생 가능

Hub-and-Spoke 담합은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업자(hub)가 수직적 관계에 있는 다

수의 경쟁 사업자들(spoke)의 정보교환이나 합의를 중개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간에 

사실상 수평적 담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

들 사이에는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없는 상황에서 수평적인 합의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최근에서야 주목하고 있는 신종 카르텔이다. 하나의 유통업자와 다수의 공급업

자들 또는 하나의 공급업자와 다수의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3자간의 행위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10]

Hub-and-Spok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온라인 플랫폼에

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의 구매자나 

판매자의 거래를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로 전

자상거래, 공유경제, SNS 등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들이 채택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수직적 관계인 기업들

이 플랫폼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경쟁기

업들이 동일한 병행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가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쟁기업 사이에는 의사교환

이 없었지만, 제3자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담합의 결과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차트 10).

앞서 살펴본 우버와 Eturas 사례가 Hub-and-Spok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에 해당

한다. 우버 사례에서는 우버가 제공하는 플랫폼(Hub 역할)의 가격 알고리즘을 운전 

기사들(Spoke 역할)이 일괄적으로 수용한 것이 수평적 합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판단이었다. 우버의 운전 기사는 우버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

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였다.[4] Eturas 사

례에서는 여행사들(Spoke 역할)이 Eturas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Hub 역할)의 

일괄적인 할인율 제한 조치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판단이었다.[5]

이러한 판결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법

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 사이에 수평적인 

합의나 담합 의도가 없더라도 플랫폼의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플랫폼의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담합적 결과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동시에 경쟁당국도 기업들이 불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

전에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플랫폼

기업 1 기업 2 기업 3

Hub

Spoke Spoke Spoke

1. 플랫폼(Hub)와 수직적 
  관계인 경쟁기업(Spoke)들이 
  동일한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2. 경쟁기업(Spoke) 사이 사실상 수평적 담합 결과 발생

Hub-and-Spoke 담합 예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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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redictable Agent 유형 :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발생

Predictable Agent(예측 가능한 에이전트)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기업들이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경쟁 기업의 행위를 상호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나

타난다. 인터넷을 통하여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

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상황에서 묵시적 담합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Messenger나 Hub-and-Spoke 담합과는 달리 합의나 제3

자와의 정보교환 경로가 없음에도 담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받아 온 투명한 시장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카르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소

비자들의 탐색 비용이 낮아져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 유인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기업

들이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경쟁 기업의 가격을 파악할 수 있

게 되면서 암묵적인 협조가 용이해 질 수 있다.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을 

더 유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가격 인하 즉시 이를 모니터링하던 경쟁 기업도 

곧바로 가격을 조정할 경우 가격 인하로 애초에 기대했던 이점은 사라진다. 결국 기

업들은 가격 경쟁보다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가격 조정을 추종할 유인이 높아진

다. 기업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가격 선도 행위(price leadership)로 인해

서 묵시적 담합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경쟁 기업의 행동을 예상하여 가격을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의식

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과점시장과 같이 상호의

존관계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의 합의나 정보교환이 없

어도 동일한 행위가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

다.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외형상 결과는 담합과 유사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행위가 암묵적인 합의를 실행한 것인지 단순히 경쟁 기업의 가격 변경에 대

응한 정상적 사업 행위인지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11]

Predictable Agent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

(algorithm-enhanced conscious parallelism)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당국의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투명한 시장 상황에서 알고리즘

에 의해서 발생하는 묵시적 담합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시

장에서는 과점 상태가 아니더라도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3페이지 Box 참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시행해온 정부에서도 투명한 시장이 야기하는 역

설적인 디지털 카르텔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주권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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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 담합이 쉬워지는 이유

디지털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상황에서 합

의가 없어도 기업간 상호의존행위에 따른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의 간단한 ‘죄수의 딜레마’ 

모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11] 이 모형

은 참여자간 합의가 불가능한 1회성 게임의 경우, 합의가 

가능한 1회성 게임의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반복 게임의 

경우로 나누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높은 투명성과 거래빈도가 

담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① 참여자간 합의가 불가능한 1회성 게임

참여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두 기업의 우월전략은 둘 다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상대 기업이 높은 가격이

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관계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

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B기업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A기업의 손익은 높은 가격(+5)보다 낮은 가격

(+10)일 때 유리하다. 또한, B기업이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

우에도 높은 가격(-5)보다 낮은 가격(+3)이 더 유리한 선택

이 된다. B기업도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된다(차트 11 ). 두 기업은 동시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쪽

(+5, +5)이 유리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지 간에 낮은 가격(+3, +3)을 선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과점이론에서는 이러한 경우

를 1회 비협조적 내쉬균형(one shot, non-cooperative 

Nash equilibrium)이라고 한다.

② 합의가 가능한 1회성 게임의 경우

만약 두 기업이 합의가 가능할 경우에는 동시에 높은 가격

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된다. 두 기업의 협조로 시장

은 모든 제품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담합의 상태가 된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되지만, 소비자

들은 경쟁상황일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다. 경쟁당국이 기업들의 합의를 금지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③ 합의가 불가능한 반복 게임의 경우

만약 두 기업이 합의를 하지는 못하지만 반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두 기업은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게 

된다. 1회성 게임과 달리 보복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복게임

에서는 협조적 전략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상대기업이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한번 이득

을 얻고 가격 경쟁에 돌입하는 것보다 장래의 이익이 모두 

높도록 협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

이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

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의 발생

투명성과 거래 빈도가 높은 디지털 시장은 기업들이 과점

상태에서 반복게임을 하는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투명한 시장은 과점시장과 같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경쟁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예측하기 위한 정보처리의 부담이 높아지지만,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자동화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시

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뛰어난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완전

경쟁시장에서도 과점시장에서의 상호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12]

디지털 시장의 높은 거래빈도는 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이 

반복게임을 하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기업들은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경쟁기업의 행동을 예

측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거래가 자주 발생 한다

면 반복게임에서처럼 상호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결국, 디지털 시장에서는 기업 간 합의가 없더라도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른바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algorithm-enhanced conscious parallelism)가 

나타나는 것이다. 합의에 대한 증거, 추정에 따라 카르텔

을 판단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사례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전략에 따른 A기업과 B기업의 손익 11

(A기업 손익, B기업 손익)
B 기업

높은 가격 낮은 가격

A기업
높은 가격 (+5, +5) (-5, +10)

낮은 가격 (+10, -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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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노력이 오히려 기업들의 담합을 조장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을 약화시킨 대표적인 사례

로 주유소의 가격공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유 소매시장은 소수의 정

유사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시장을 과점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국 정부는 가

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

넷(Opinet)을 통하여 주유소들의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09년 

5월부터는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정유사의 1주일 평균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석유가격 정보 공개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가격이 높아

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독일 연방카르텔청 산하 부서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한 이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3 센트(유로화 기준)가 

증가하였고, 경유는 약 2 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제품 소매가격에 이어 도매가격 정보를 공개한 이후 주유소들

의 마진이 휘발유는 리터당 18.85원, 경유는 2.56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4] 

Byrne 등(2017)은 호주 주유소 가격의 미시 데이터(Micro data)4를 분석을 통해 가

격정보 공개가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는 경로를 분석했다.[15] 분석에 따르면, 가격 정

보 공개는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유인을 오히려 떨어뜨렸다. 특정 주유소가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을 유인하려고 할 경우 공개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 기업이 동일

한 수준으로 가격을 즉각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결국 가격인하의 효과는 단기에 사라

져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유소들은 가격 인하보다는 경쟁 주유소의 

가격 수준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특히, 선도 기업인 BP가 

특정 요일에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상의 신호를 보내면, 경쟁기업들이 이를 추종하

는 패턴이 뚜렷이 관찰되었다(차트 12 ). 주유소들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음에도 

시장의 결과는 외형상 담합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주유소들의 마진은 2007

년 리터당 11.39 센트(호주 달러 기준)에서 묵시적 담합이 자리잡은 2015년 리터당 

17.87 센트로 약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가격공개 정책으로 발생하는 묵시적 담합 현상은 앞으로 Predictable Agent 

4　호주 정부는 2001년부터 각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정부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는 Fuelwatch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호주 Perth 지역 6개 주요소 체인점의 일간 가격 데이터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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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이 더 많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

고 있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을뿐더러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실시간으로 경쟁 기업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 온라인 여행 예약(항공권, 호텔 등), 프로

그래매틱 광고(Programmatic Advertising)5, 소셜커

머스, 주문형 서비스(On-demand Service)6 등의 형

태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은 사람보다

는 알고리즘이 거래를 주도하여 담합은 쉬워지고, 적

발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쟁당국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④ Autonomous Machine 유형 : 인공지능이 스스로 담합 결과를 초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Autonomous Machine(자율 머신) 유형의 디지털 카

르텔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위임한 상황에서 담합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투명한 시장이 경쟁기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학

습하여 경쟁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담합이 나

타날 수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교한 예측력을 기

반으로 경쟁 기업의 인공지능 대리인과 담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발

생할 수 있다. 

Autonomous Machin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Predictable Agent 담합에서의 ‘알

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보다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이 인공지능의 자율적인 병행행위를 인지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더라도 경쟁당국이 인지 여

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부재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개입과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초래한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담합을 초래한 사례는 공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다루어 지고 있는 사례를 보면 Autonomous Machine 유

5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광고 권한을 실시간 입찰을 통해서 분배하여 자동적으로 맞

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

6　스마트폰으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는 서비스. 교통, 세탁, 청소, 음식배달, 법률 등의 수요자

와 공급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즉시 연결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유경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으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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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h 지역 주유소의 가격 인상 패턴      12

주 : 2011년 1월 일별 가격 인상(전일 대비 리터당 6센트 이상 인상)에 참여한 주유소의 

개수. 매주 수요일에 BP의 일부 주요소 체인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음날 여타 주

유소 체인들도 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패턴이 관찰된다.

자료 : Byrne, D. P. & de Roos, N.(2017), “Learning to coordinate: A study in retail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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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디지털 카르텔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방대

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예측함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있는 기업

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경쟁자의 행동 방식을 경험적으

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conomist7는 독일 전자상거래업체 Otto가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였

다. Otto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서 입자 물리학 실험을 위해서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을 분석하고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살지 미리 예측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고객이 30일 안에 주문할 상품을 맞추는 정확도는 90% 수준

에 육박하고 있으며, 20만개의 상품을 미리 자동 구매하여 재고를 이전에 비해서 5

분의 1의 수준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포스트 담합사례의 온라인 판

매업체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쟁자와 소비자의 패턴을 분석한

다면, Autonomous Machin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WSJ)8은 주유소, 슈퍼마켓 등의 소매업체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사례를 보도하였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소재한 주유소

들이 도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시장 데이터를 학습하여 지불의사가 높은 손님이 

방문할 시점에는 가격을 높이고, 반대의 경우 가격을 내린다(차트 13). 인공지능 알

고리즘의 판단은 해당 주유소의 주유기에 즉각 반영되어 주유소의 매출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

여 자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때로는 소비자의 주유소간 가격 비교를 무의미

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WSJ는 식료품, 전자

제품, 의류 등 여타 소매업체에서도 낮아지고 있는 마진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7　Economist(2017. 4. 12), “How Gemany’s Otto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8　WSJ(2017. 5. 8), “Why Do Gas Station Prices Constantly Change? Blame the Algorithm”

주유소들이 도입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      13

자료 : The Wall Street Journal(2017. 5.8), “Why Do Gas Station Prices Constantly Change? Blame the Algorithm”

1 단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주유소 시장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과거의 거래 정보를 통 
 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

2 단계: 실시간 구매 데이터와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 교통 등의 데이터를 수집
3 단계:  주유소 시장을 학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1단계)이 시장의 실시간 데이터(2단계)를 기 

 반으로 가격 수준에 따른 수요를 예측
4 단계: 주유소 경영자가 목표로 하는 매출, 마진과 최저가격 등 제약조건을 설정
5 단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가격을 자동적으로 결정
6 단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켜서 수요 예측과 가격  

 결정 알고리즘을 더욱 정확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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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결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하였다.

최근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양한 맥락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면서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양상의 담합결과를 만들 수

도 있다. 시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경쟁제한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에 기

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담합을 할 경우 이론적으로 완전한 독점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다수의 사업자들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소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처럼 쉽게 묵시적 담합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유보가격(지불용의)을 파악하게 되면서, 모든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완전가격차별의 상황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완전가격차별의 경

우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잉여가 모두 공급자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 대응 동향 및 시사점

알고리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움직임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시작되고 있었

다.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1999년 “코드는 법이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저서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리즘)가 오히려 이용자의 행동 양식을 제약하는 법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음을 

통찰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활동가 엘리 프레이저(Eli Pariser)는 2011

년 펴낸 《The Filter Bubble》에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가 이용자들을 특정 

정보만 편식하도록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오늘날 알고리즘은 “코드를 만든 

프로그래머조차 완전히 결과물을 설명하지 못하는 복잡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카르텔의 부상은 알고리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의 신호탄이다. 

최근 전세계 경쟁당국은 디지털 카르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 

양면 시장(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 새로운 경쟁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쟁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16] [17] [18] 디지털 기술의 장점뿐만 아니

라 디지털 기술의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 특히,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에 대한 고민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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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르텔이 야기하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위험은 명백하게 불법인 명시적 담합

(explicit collusion)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걸쳐 있는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사이의 회색지대를 보다 넓힐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묵시적 담합은 소수

의 경쟁자가 있는 과점시장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면, Predictable Agent 유형의 디지

털 카르텔은 시장참여자의 수에 관계없이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가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시적 합의에 기반한 카르텔보다 점점 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되고 있

는 상황에서 합의가 필요 없는 디지털 카르텔의 부상은 경쟁당국에게 큰 도전과제다. 

경쟁당국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같이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협

조를 통해서 담합을 적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알고리즘은 담합

의 지속성과 은밀성을 높여 자진 신고의 유인을 없애고 있다. 특히, Autonomous 

Machin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은 사업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담합의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을뿐 아니라 법적 제재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당국은 무기력해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통적인 방법으로 담합을 수행하던 기업들

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묵시적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쟁

사업자들간의 정보교환만으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준용되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법적 공백이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19] [20]

알고리즘 감사제도와 법적 지위 부여 가능성

최근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일부 연구자들에게서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21] [22] 알고리즘 감사(Algorithm Audit) 제도가 

대표적이다. 알고리즘의 작동방식과 그 영향에 대한 공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초

래하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쟁당국에서 사전에 기

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경쟁당국이 기업이 채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리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 감사 제도는 알고리즘에 의한 경쟁제한적 결과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가적인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알고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공개하는 

것이 특정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공개하더라도 

전문가가 쉽사리 해석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여 감사의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준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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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도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법인에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듯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법적 지위

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2017년 1월 유럽의회가 로봇에 대해서 ‘전자인

(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안을 결의한 것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23] 스탠포드대학교 법정보학센터 교수 제리 카플란은 그의 저서 《인

간은 필요 없다》에서 오늘날 변호사나 의사들이 ‘전문직 법인’ 형태로 유한책임회사

(LLC)를 설립하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고유의 법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업을 인격적 존재로 해석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듯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도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24]

한편, EU의 경쟁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마가렛 베스타거는 2017년 “Compliance by 

Design”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 담합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도입

하는 것도 담합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알

고리즘에 의한 담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25]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대응 수단

규제 당국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제고할 수 있다. 

《Virtual Competition》의 저자 Ezrachi & Stucke(2016)는 “Uber가 아무런 드라이

버도,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정부라고 못하겠

나?”9라고 반문하며 규제당국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6] 경쟁환경의 변

화에 맞게 경쟁 당국도 새로운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금융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RegTech(Regulatory 

Technology)는 주목할 만 하다. RegTech는 규제환경이 바뀌고, 기술과 금융의 융합

을 통한 혁신이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기술을 통해서 감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기술과 규제를 접목시킴으

로써 감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도 RegTech를 이

용하여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27] 경쟁당국도 RegTech를 

활용한다면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을 적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들처럼 Hub-and-Spoke 유형의 디지털 카르텔의 우려가 높은 기업들이 규

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이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분석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시장을 분석하는

9　“If Uber, which doesn’t own any cars or employ any drivers, can determine prices, why can’t the government?” Virtual 

Competition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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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기술연구조사국

(OTech, Office of Technology Research and Investigation)을 출범 시켜서 신기

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Tech는 소비자 프

라이버시, 정보보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발

생하는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조사도 실

시하고 있다.[28]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RegTech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 있기도 하다. 2005년에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

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정부 조달 시장의 입찰 정보

를 수집하여 담합 가능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을 디지털 카르텔을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알

고리즘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담합 적발 확률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Gal and Elkin & Koren(2017)은 알고리즘 소비자(Algorithmic Consumer)라는 개

념을 도입하여 소비자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개념은 소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 대신 알

고리즘이 수행한다. 다른 판매자들의 알고리즘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협상할 

수도 있으며, 다른 소비자의 알고리즘과 합동하여 구매에 나섬으로써 협상력을 제고

할 수도 있다.[29] 디지털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같은 행동을 하듯이, 개인들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면, 마치 개인들이 거대 기업의 구매팀과 같은 협상력(bargain power)을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방안들이 규제를 통해서 시장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시장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서 상대적

으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수요 독점과 같은 또 다른 경쟁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와 장려를 병행하는 균형있는 접근

디지털 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경제, 기업간 

경쟁에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쉽게 되돌릴 수도 없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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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추세이기도 하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경제의 혁신을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 및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기술도

입에 따른 혁신적 효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술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중요한 문

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쟁당국의 중요 관심

사이기도 하다. 특히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자극하고,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은 경쟁당국을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경쟁당국이 규제 중심으로 

대응할 경우 새로운 시도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무조건적으로 장려하거나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경쟁당국이 경쟁제한적 결과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잉개입과 과소개입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10

지난 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알파고 쇼크’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전문가들만의 관심사였던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발전 양상이 ‘인간과 AI와의 바둑 대결’이라는 대중적인 이벤트를 통

해서 갑자기 널리 퍼진 결과였다. 우리에게 생소한 현상인 디지털 카르텔도 아직은 해외

의 소수 사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연구에서 디지털 카르텔의 조짐이 관

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쟁환경에 맞추어 제도

적 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www.lgeri.com

10　“The future is here. It's just not widely distributed yet.”(SF작가 윌리엄 깁슨)



22 LG경제연구원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참고자료>

[1] U.S. Department of Justice(2015), “Former E-Commerce Executive Charged with Price Fixing in 
the Antitrust Division’s First Online Marketplace Prosecution”

[2] 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16), “Online sales of posters and frames Case 
50223”, Decision of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3] 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16), “CMA warns online sellers about price-fixing”

[4]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2016), “Meyer v. Kalanick”, Opinion and Order

[5]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OF LITHUANIA(2016), “SACL has rendered a decision in 
the travel agencies’ case”

[6] OECD(2017), “Algorithms and Collusion -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OECD 
Roundtable on Algorithms and Collusion

[7] Stucke, M. E. & Ezrachi(2015), A., “Artificial Intelligence & Collusion: When Computers Inhibit 
Competition”, SSRN Electronic Journal

[8] 전지은, 이충권(2014), “온라인 판자들의 가격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9(3), 143-158

[9] European Commission(2017), “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opens three investigations 
into suspected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e-commerce”

[10] 백대용(2015),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
법연구 제32권

[11] 권오승, 서정(2016),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법문사

[12] Mehra, S.(2015), “Antitrust and the Robo-Seller: Competition in the Time of Algorithms”,   
 Minnesota Law Review 1323

[13] Dewenter, R., Heimeshoff, U., Lüth, H.(2016), “The Impact of the Market Transparency Unit for  
 Fuels on Gasoline Prices in Germany”, Düsseldorf University Press

[14] 김형건, 박성용(2014), “석유제품 가격공개 효과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용역보고서

[15] Byrne, D. P. & de Roos, N.(2017), “Learning to coordinate: A study in retail gasoline”, SSRN  
 Electronic Journal

[16] 강정희(2016),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와 경쟁법의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4호

[17] Prüfer, J. & Schottmüller C. (2017),, “Competing with big data”, Tilburg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06/2017; TILEC Discussion Paper No. 2017-006

[18] Heinemann, A. & Gebicka(2016), A., “Can Computers Form Cartels? About the Need for  
 European Institutions to Revise the Concertation Doctrine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 Practice

[19] 최난설헌(2017), “알고리즘을 통한 가격정보의 교환과 경쟁법적 평가”, 경쟁법연구 제35권

[20] 이호영(2005), “독점금지법상 ‘합의의 도그마’에 대한 저항 -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rrdination)의 규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12권0호, 28-64

[21] Ezrachi, A. & Stucke(2017), M. E., “Algorithmic Collusi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ECD Roundtable on Algorithms and Collusion

[22] Gal. M(2017), “Algorithmic-facilitated Coordination”, OECD Roundtable on Algorithms and  
 Collusion



23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LG경제연구원

[23] European Parliament(2017), “Robots: Legal Affairs Committee calls for EU-wide rules”

[24] 제리 카플란(2016), “인간은 필요없다”, 한스미디어

[25] Vestager M., “Algorithms and competition, Bundeskartellamt 18th Conference on Competition,  
 Berlin, 16 March 2017”, European Commission

[26] Ezrachi, A. & Stucke(2017), “Virtual Competition: The Promise and Perils of the Algorithm- 
 Driven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27] Ernst & Young(2016), “Innovating with RegTech”

[28]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Seeks Technologists for New Research, Investigations  
 Office”

[29] Gal, M. S. & Elkin-Koren, N.(2017), “Algorithmic Consumer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30, Number 2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이 LG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