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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인정되어온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의 양면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동 시장의 단면성을 상정할 가능성을 제기하

고 그에 따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한 관련시장획정에 있어 정책적 함

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주

요 사업모델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양면시장이라는 통상의 인식을 전

제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Rochet-Tirole(이하 R-T)의 양면시

장 정의 및 모형(이하 R-T 모형)상의 가정과 사업모델이 가진 특징을 이론

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더불어 온라인검색광고관련 주요 데이터를 이용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양면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검

색광고의 사업모델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양면시장의 학문적 정의 간 정합

성 여부를 연구문제로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양면시장에 

대한 유일한 학문적 정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R-T의 정의를 말한다.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양면시장 정의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

부효과가 과연 실재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 관련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T 모형은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을 상호작용 당(per 

interaction)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온라인검색광고는 두 번의 상호

작용 행위(이용자의 검색 행위 및 검색 결과 중 온라인 검색광고 클릭 행위)가 

발생하여야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R-T 모형에 부합하지 않았다. 



- ii -

둘째, R-T 모형은 Kats-Shapiro의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을 배경으로 하

고 있는데, 동 이론은 양(陽)의 네트워크외부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 

R-T 모형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호작용은 이용기반의 외부성으로 양의 간

접네트워크외부성을 전제할 때 발생 가능하다는 점, 양방향의 간접네트워

크외부성을 가정해야 소매점 등을 양면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하

나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항상 상호양측간의 양의 외부성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방향 간접네트워크효과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온라

인검색광고는 단방향으로만 양의 간접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는 선

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R-T 정의상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았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면시장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필요조건

으로 하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구분된 두 이용자 그룹 

중 어디를 먼저 최소한 규모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용자와 온라인

광고주는 사실상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고, 이용자의 효용에는 온라인광

고주 규모(수)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는 당연히 콘텐츠나 서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용자 규모부터 확보 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

매하는 전략을 택한다. 즉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양면

시장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뜻하므로 R-T 모형상의 가정에 부합

하지 않는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 그룹과 온라인광고주 그룹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실존하는

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로 종속변수는 클릭당광고

가격이고 독립변수는 이용자 조회수와 경쟁광고주수로 하였다. 이러한 설

정은 광고주가 지불하려는 클릭당 광고가격은 이용자 조회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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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이라는 가정(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데이터는 매출기준 국내 최대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인 NHN(네이버)

이 온라인검색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스템(이하 시스템)’

을 통해 수집하였다. 동 시스템은 광고주의 검색광고 집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특정 검색어에 대한 이용자 조회수, 경쟁 광고주 수, 클릭 당 광고가격, 

월평균클릭횟수(이용자의 검색광고클릭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6.1~6

월 중 매월 동일한 날짜에 해당하는 일주일 동안 1일 4회에 걸쳐 실시간 검

색어를 수집하고, 수집된 검색어 중 판매가능한 검색어를 시스템에 입력하

면 입력된 검색어 및 시스템이 연관성이 높다고 자동으로 제시하는 연관검

색어 전체를 관련 표본으로 삼았으며, 실시간 검색어가 광고가격에 미치는 

시간상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2011, 2012, 2014, 2015년 연간 누적 최다 검

색어도 수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존재하는 경우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특정 검색어에 대한 조회수와 온라인

광고주가 지불하는 클릭당 광고가격(광고단가)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양자는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특정 

검색어를 온라인광고에 이용하고자 경매에 참여하는 온라인광고주 수(광

고주 규모)는 클릭당 광고가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광고

가격이 경매에 참여하는 광고주수에 영향을 받지만 이용자 규모(조회수)에

는 영향을 받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

간 누적 최다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이용자의 조회수와 클릭당광고가격간에는 매우 작은 음의 회귀계

수가 도출되었다. 이용자 조회가 클수록 오히려 클릭 당 광고가격은 하락

하는 현상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값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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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검색광고주 입장에서 조회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매에서 낙

찰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매가를 높이 써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

로 조회수가 높다고 하여 광고주가 필요한 검색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반면 경쟁하는 온라인광고주수와 클릭당광고가격간에는 양의 회귀계수

가 나타나는데 광고주 1단위 증가할 때 광고가격은 50원 내외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클릭 당 광고단가와 이용자 조회수간에는 간접네트

워크외부효과가 유의적이 않거나 기존 예상과 달리 음의 회귀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통상적인 분류에서는 양면시장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사업모델을 고려한 가정과의 정합성 분석 및 온라인검색

광고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보면 단면시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만일 통상적인 분류와 달리 단면시장이라면 

도매시장(상류시장)·소매시장(하류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

능하다.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의 사업모델을 고려하면 도매시장은 온라인

검색광고 생산의 핵심 자원인 이용자의 정보를 담은 트래픽 시장이 될 것

이고, 소매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될 것이다. 이 때 수요자는 온라

인검색광고주, 판매자는 플랫폼사업자, CP 및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및 각종 서비스는 이용자 트래픽 또는 시간(attention)을 

모으기 위한 중간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장획정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어 관련시장획정 

관련한 이론과 정책 실무 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온라인검색광

고시장을 획정하고자 할 때 SSNIP 테스트나 CLA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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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획정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가정이나 전제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획정 

시에도 충돌하는 점이 없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관련 시

장획정 시 단면 또는 양면시장 분류와 상관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0”인 이용자시장은 획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이 존재하고 그로 인

해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하고 있으며 양면시장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학적 시

각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경제학 측면에서는 양면시장과 단면시장에 대해 

동일한 관련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어 변형된 접근방법을 제안하

거나 획정단위 자체를 달리 보는 연구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단면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유

의적이라면 이런 경제학적 접근법과 법학 및 정책 실무 간의 접근방법 간

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정책실무 상의 시장획

정 접근방법이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함의를 가진다.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보고 시장획정하는 것은 

이 시장 내 본원적 경쟁 요소를 발견해 내고 서비스별 시장 획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에 따른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인터넷기업들이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별 시장획정(예: 포

털 서비스, SNS 서비스, 검색서비스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최근까

지 국내·외 시장획정 사례들은 양면성을 인정하되 플랫폼사업자가 제공

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론을 시도해 왔다. 문제는 

이 방식에 의해서는 본원적 경쟁 요소(여기서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경

쟁상황)를 고려한 시장획정을 못할 수 있고, 시장획정 범위를 지나치게 좁

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향후 기술진화와 사업모델의 다양화가 명약관

화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욱 다양해지고 분화될 될 것인데 그 때마다 시장획

정 단위를 서비스 별로 달리한다면 시장을 좁게 획정하는 문제는 더욱 심

화될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소매로, 트래픽시장을 도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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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면시장으로 보고 획정한다면 본원적 경쟁요소는 서비스가 아니라 

트래픽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시장획정범위를 좁게 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소매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이전과 달리 국

내·외 주요 인터넷기업 모두가 관련시장 내 포섭될 수 있어 소위 국내외 

기업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유·무선 매체와 무관하

게 트래픽을 수집(도매)하여 온라인검색광고를 판매(소매)하는 단면시장으

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실제 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현실

설명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플랫폼사업자들은 유무선 

매체 구분 없이 온라인검색광고가 노출되도록 하여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무선 매체는 선택의 문제이지 구분 실익은 적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

서비스를 소매시장으로 획정하게 되면 국내에서 온라인검색광고 매출이 발

생하는 국내·외 인터넷기업이 모두 시장획정 내 경쟁사업자로 포섭될 수 

있으며, 유·무선 매체와 상관없이(유선만, 무선만, 유·무선 모두 등) 문제

가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여 시장획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본 연구는 데이터 자체가 가진 한계 즉 검색어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 수집 방법상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즉 데이터 수집기간이 단 6개월 그리고 1개월 중 1주일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광고주

들이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만 표본의 수가 4만 개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오차는 적을 것이며, 20만이 넘는 네이버 온라인광

고주는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알려져 있어 광고주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 

향후 연구주제로 양면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해 

분석하기에 따라서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

다고 한다면 결국 경매에 참여한 검색광고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 vii -

수 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

는 플랫폼사업자별 동일 검색어에 대한 광고가격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또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사업모델(과금 포함)을 전제로 양면

성을 분석한 바 사업모델을 변경(예: 노출에 따른 과금)할 경우 다른 결과

가 도출되는지 여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에 대해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실무적으로

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색어 별로 다양한 광고가격이 존

재하고 플랫폼사업자가 광고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데 SSNIP 테스트를 위한 

기준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향후 연구

가 필요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주요검색어 : 양면시장, 온라인검색광고, 시장획정,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Rochet-Tirole 

학 번 : 2005-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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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1.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 검토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인정되어온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의 양면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동 시장의 단면성을 상정할 가능성을 제기하

고 그에 따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한 관련시장획정에 있어 정책적 함

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1)2)의 

주요 사업모델인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양면시장이라는 통상의 인식을 

전제하면서도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Rochet-Tirole(이하 R-T)의 양면

시장 정의 및 모형(이하 R-T 모형)상의 가정과 사업모델이 가진 특징을 이

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더불어 온라인검색광고관련 주요 데이터를 이

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양면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확인할 수 있는 학문

1)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터넷검색광고 판매 사업모델

을 가진 인터넷기업을 말하며 네이버, 구글 외에도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도 해당된다.

2)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통상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측에 이용

자를 모집하고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플랫폼에 대한 정

의는 다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규는 플랫폼을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

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

적 환경”으로 정의한 바 있다. 손상영 등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플랫폼을 정의한

“시장에서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중개수단”으로 정의한다. (손상

영, 황지연 et al., 2008)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콘텐츠 및 서비

스를 제공하고 온라인검색광고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

에는 유·무선의 구별이 불필요하며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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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책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기존 양면시장의 분류를 실증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양면시장으로 분류하는 시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관련하여 이론

적·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왜, 인터넷 기업의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에 대한 양면성 논의가 유의적

인가? 통상 다수의 연구에서 인터넷 기업의 사업모델을 양면시장이라고 인

식하고 있지만(D. S. Evans, 2013; Thépot, 2013; 이상규, 2010), 오히려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단면시장이라는 연구도 존재(Luchetta, 2013)하고 있어 

경제학자들 간에 통일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논란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인터넷 기업의 주 매출원이자 사업모델인 온라인검색광

고의 양면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3) 특히 실증적인 연구가 드문 것은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네이버가 온라인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간의 학

문적 논란에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넷 기업이 경쟁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아닌 

지는 학문적으로 산업조직론 및 경쟁법 연구 및 정책 실무적으로는 경쟁

정책 집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David S Evans, 2003; 이

상규, 2010) 즉, 단면시장 하에서는 약탈적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특정 사

업자(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설정행위가 양면시장 시각에서는 

이익극대화를 위한 자연스런 행위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한계비용 이상의 높은 가격을 부

과하는 경우 단면시장 시각에서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일 해당 사업자의 사업모델이 양면시장 구조 하에서는 전략

3) 구글의 사업모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구글의 거래구조가 단면시장이라

고 결론을 내린 Luchetta (2013)도 이론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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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4) 따라서 학자들은 양면시장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시장획정에 연결

하고 있다. 또한 정책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데 문제가 되는 시장이 

단면시장인지 또는 양면시장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그에 맞는 시장획정을 

하지 않으면 당해 시장의 경쟁상황분석, 가격설정행위에 대한 해석 등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경쟁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정부실

패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학계에서는 특정 시장의 단면시장 

또는 양면시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

해 오고 있다. 이들 연구의 주된 주제는 양면시장의 정의, 특징, 필요조건

으로서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양면시장 하에서의 경쟁전략 및 시장지

배력 논의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양면시장의 정의 연구는 특정 시장이 양

면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의

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을 두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고 중심된 연구 영역

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구자들은 양면시장을 논

함에 있어 이미 알고 있는 듯이 접근(Rochet & Tirole, 2006)하거나 상식적

인 수준에서의 양면시장 틀로 특정 시장을 판단하곤 하였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사업모

델을 기존 다수 연구에서는 양면시장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통상적으

로 말하는 양면시장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둘 이상

의 구분되는 이용자 그룹이 존재하고, 각 이용자 그룹은 상대 측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즉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기대효용이 증가하여 플

랫폼 이용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이 외

4) Wright (2004)는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단면시장의 논리로 경쟁

상황을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8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출처:

Wright, Julian. "One-sided logic in two-sided marke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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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효과를 플랫폼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내부화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

다5).(D. S. Evans, 2013; Ratliff & Rubinfeld, 2010; Jean‐Charles Rochet & 

Tirole, 2003; 이상규, 2010) 이렇게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

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행위의 불공정 여부,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 사

례가 발생하면 단면시장에서 적용하던 시장획정 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David S Evans & Noel, 2007;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4)6). 

주지하듯이 규제기관은 특정 기업의 불공정행위 또는 지배력 남용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시장획정

을 시발점으로 한다.7) 만일 해당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양

면시장 성립의 필요조건인 양측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

과를 반영한 시장획정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접근방법일 것이다. 

만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관련시장을 획정한다면 앞서 예를 든 오류를 

낳게 되고 이는 결국 잘못된 분석의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8)

5) 양면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논한다. 국내의 경우 양면

시장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서 이상규(2010)가 상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

기 바란다.

6) 예를 들면, David S Evans Noel (2007)은 다면플랫폼사업자의 합병 심사를 위한

관련시장획정을 위해서는 단면시장에서 적용하던 SSNIP 테스트와 임계매출손실

분석(Critical Loss Analysis)을 비교 설명하면서 양면시장에 대해서는 간접네트

워크외부효과 반영을 위해 기존의 방법론을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는 규제기관은 크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7호, 2016.3.29., 일부개정], 이하 공정거래법)을 근

거로 하여 전 산업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823호, 2016.1.27., 일부개정])을 근거로 한 영역규제기관(미래창조과학

부)이다. 양 기관의 경쟁상황평가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봉의(2005)는 양차

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시장은 상품별, 지역별,

거래단계별로 획정되며, 합리적 대체가능성을 중심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은 결국 case-by-case로 이루어지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에는 유효경쟁의 촉진이 요구되는 역무분야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기

술발전과 융합에 따라 경쟁관계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획정과 지배적

지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이봉의 (2005).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법학 9(2),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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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의의는 특정 시장의 양면시장 여부 판단에 있어 선행연구와 달

리 어느 정도 수렴된 양면시장 정의가 실제 특정 시장에 대한 분석틀로서 

활용될 때는 해당 시장 내 참여자의 사업모델과 정합성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통상적인 인식에서의 양면성 판단이 아닌 사업

모델과 학문적 정의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시장의 양면성의 판단을 

위한 보다 정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구분된 두 이용자 그룹, 한 

방향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비중립적인 가격구조9) 등을 근거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한 접근방법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전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논점을 통해 동 시장의 양면성 존재를 단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고 이를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해 볼 충분한 의의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의 이론적 정의에 비추어 분류할 

때 사업모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의와 사업모델간의 정합성을 분석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검색광고는 플랫폼사업자가 

개입하지 않는 가격설정모델(광고주간 경매방식)10)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8) 이러한 인식은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접근법,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 제2절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법학 및 정책 실무에서는 양면시장

에 대한 관련시장획정은 가격이 존재하는 시장 즉 매출액이 측정되는 시장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면시장과 같은 방식의 시장획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이다. 제5장 제2절에서는

분석 결과가 법학 및 정책 실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도로 언급한다.

9) 비중립적 가격구조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플

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수익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격을 부과함으

로써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반대로 양측 이

용자가 플랫폼사업자를 회피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는 가격이

중립적이라고 한다.

10) 제2장에서 다루겠지만 대체로 온라인검색광고상품의 가격은 플랫폼사업자가 결

정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는 온라인검색광고 수요자인 광고주들이 특정 검색

어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 가장 높게 제시한 광고주에게 낙찰

하고 적용은 두 번째로 높게 제시한 광고주의 가격을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차순

위 경매방식으로 결정된다. 실제 국내 최대 온라인검색광고 판매 사업자인 네이

버는 자사 검색광고 소개 브로슈어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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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립성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가 고려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 연구에서는 양측 이용자가 존재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를 중개하면 양측 이용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존재를 

인정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온라인검색광고라는 사업모델에서도 

실재하는지 여부를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양면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만일 사업모델을 고려한 이론적 검토와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

해서도 양면시장 정의에 부합한다면, 향후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

정은 양면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수정된 접근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

고,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즉 단면시장일 수 있다면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관련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11)

우선 이론적 검토를 위해서 양면시장에 관한 유일한 학문적 정의라고 알

려진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 관한 이론 및 모형12)에 기반을 두

고, 이용자-플랫폼사업자-광고주간의 거래방식이 동 이론의 가정과 조건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 

따르면, ‘가정한 플랫폼에서 양측 이용자 간 하나의 상호작용 당(per 

“네이버 검색 광고의 광고비는 …광고주들이 참여하는 키워드 경

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네이버는 구조적으로 광고비 결정 과정

에 개입하거나 광고비를 직접 결정할 수 없습니다.”(네이버

(2014), p.25)

11) 사실 이 점은 경쟁정책을 집행하는 규제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인터넷 기

업의 합병 등을 이유로 시장획정 시 양면시장이라고 하면서도 단면시장 방식으로

획정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그 이유는 법학에서는 통상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을 대상으로 획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실제 경쟁법 상 규정도 매출액이 발생

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적어도 온

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는 경제학적으로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2004년과 2006년에 발표된 Rochet-Tirole 논문에 소개된 양면시장 정의에 관한

이론과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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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의 합을 유지한 

채 각각의 가격을 달리하여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검색광고 상품의 경우 플랫폼사업자가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행위로 인한 가격과 온라인검색광고 판매 행위 따른 

가격이 같은 단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고객에

게 부과하는 가격을 더할 수가 없다.13) 이는 곧 Rochet & Tirole이 말하는 

가격수준 및 가격구조에 의해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한 번의 거래행위가 아니라 검색결과 제

시와 클릭 후 이동이라는 두 번의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도 

Rochet & Tirole이 제시한 정의상의 가정과 다를 수 있음을 논증한다. 

실증연구를 위해서는 Rochet & Tirole 모형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 측정을 시도한다. Rochet & Tirole이 제안한 양면시장은 양측 이

용자 간의 부수적 지불이 불가능하며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되 간접네트워

크외부효과로 인해 양측 이용자 간에는 ‘닭과 달걀의 문제’가 발생하여

야 하고 이는 현상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 가격 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광고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용자 규모와 온라인검색광고 가격 간에 상관

관계(correlation)가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실제 그러한 지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만일 이용자규모와 광고가격 간에 상관관계

가 높게 나타나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유의적으로 발생하여 양면시장

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상관성이 낮아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0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어 Rochet & Tirole 모형

의 주요 가정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와도 배치될 수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Luchetta(2013)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며 상품의 양적 단위 당 가

격(가치)을 통화로 표현한 것인데 검색결과는 쿼리 당 단가일 것이고, 온라인검

색광고 가격은 클릭 당 단가일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양적 단위가 달라 합산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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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양면시장으로 분

류한 통상적인 연구 결과를 전제하면서도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과 사업

모델 간의 정합성 분석,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여부의 실증 분석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기존의 인식 및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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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 기반 시장획정 방안 도출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만일 통상적인 분류와 같이 온라인검색광고서

비스가 양면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면, 온라인검색

광고 시장획정을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연구나 정책

에 내재되었던 문제 즉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획정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더불어 법학 및 정책실무적으로 지지해온 단면시장획정 

방법론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설정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둘러싼 관련시장획정 관련하여 학계에서 합의된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못

하고 있고(이상규 & 이경원, 2015)14), 경제학계의 연구와 달리 정책 실무

에서는 단면시장을 전제하고 시장획정을 하고 있는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차원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한 바 있다.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3;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4) 이는 2013년 인

터넷 포털사업자 규제를 사전적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논란15)이 있

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통합검색사이

트를 획정 대상으로 한 접근방법이었다. 

이상규 (2010)는 KISDI의 검색사이트 시장만을 획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그 대안으로 검색서비스와 온라인검색광고서비

스를 통합하여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검색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14)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경제학적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

점이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는 양면시장일지라도 관련시장은 개별적(separate)으

로 획정하고 그 방법론 역시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15) 매일경제신문(2013.9.5.),與,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추진 개별 아닌 전

체시장으로 점유율 판단…불공정 감시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한국일보(2014.4.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네이버 지정 논란 재점화 "포털 검색서비스도 독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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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획정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16) 

곽주원 (2015)은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이고 이용자

들은 한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수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패턴에 주

목하고 이 때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군집상품으로 

보았고 이를 시장획정 대상으로 하여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였다. 곽주원

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과 검색서비스 시장은 분리하여 획정 가능하다는 

Filistrucchi 연구를 바탕으로 후자만을 획정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신일순 

(2009)은 인터넷포털시장을 획정 대상으로 하며 단면시장에서의 방법을 인

터넷포털시장 획정 시 그대로 적용할 경우 편의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Evans의 양면시장의 시장획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해외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합병 또는 시

장지배력 남용 관련한 시장획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합병승인 

또는 지배력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쟁평가를 위한 관련시장을 온

라인검색광고시장으로 하고 있었다.(이상규 & 이경원, 2015) 

D.Evans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중심의 시장획정 경

향과 조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것은 검색서비스 등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의 주의를 끄는 시간

(attention)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고 관련시장획정 역시 이용자의 주의를 

끌어 온라인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광고를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서비스 

종류와는 무관하게 같은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D. S. Evans, 

2013)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4)은 신용카드 시장을 대상으로 획정

을 시도한 바 있으며 주목할 점은 양측 이용자 간에 거래가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예로 신용카드시장

16) 이상규(2015)는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검색 사업은 인터넷검색이용자가 이용하는

검색서비스와 온라인광고주에게 검색광고를 판매하는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하면서 양 서비스가 상호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시장획정 대상은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된 검색 사업이

라고 설명한다. (이상규 & 이경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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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후자의 예로 광고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시장을 들고 있다.

Luchetta (2013)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 사업모델에 

대한 분석에 기반을 둔 시장획정 방안 도출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구글과 

같은 온라인검색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온라인검색광고상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쿼리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담은 트래픽을 수집, 분석, 가공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온라인검색광고를 광고주에게 판매한다. 이 때 광고주는 해당 온라인검색

광고를 이용자가 몇 번이나 클릭을 하는지에 따라 실제 광고비를 지불하

도록 한다.17)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 간 경쟁 상품은 

온라인검색광고이며 이를 만들기 위한 이용자정보트래픽은 온라인검색광

고 생산의 주재료이며 이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도매시장(상류시장)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이 트래픽이 어떤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자의 서비스는 관련시장획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국내·외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다수의 온라인검색광고시장획정 방

안의 공통점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

업자를 양면시장으로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검색광고라는 상품을 제

공하는 사업모델을 분석·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Luchetta (2013)는 구글의 사업모델 분석 내용이 Rochet-Tirole (2004)의 양

면시장 정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구글의 온라인검색광고시

장이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

히 실증적인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

성 여부 검토 결과, 만일 동 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양면성을 취하고 있으나 

17) 물론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와 광고주간에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에 따른

광고비 지불방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통은 이용자가 실제 검색결과로 제시된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여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횟수가 일정 수준에 달하

면 광고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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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단면시장에 해당한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사업모델을 

고려한 관련시장획정은 개별서비스(예를 들면, 검색서비스)만을 시장획정

하거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검색광고를 통합한 시장인 검색 사업시장을 획정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소매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제시하는 것을 또 하나의 연구목적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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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면시장의 

학문적 정의 및 가정들과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 특성간의 정합성을 논

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양면시장을 정의한 바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문적인 정

의로서 그리고 가장 인용을 많이 되고 있는 R-T 정의에 온라인검색광고서

비스의 특징들이 부합하는 지를 분석한다. 양면시장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

(구분되는 두 이용자 그룹,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등) 수준이 아닌, 

R-T의 양면시장 정의에서 제시한 가정 즉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가

격은 상호작용 당 부과’되며, ‘양방향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전제’하

고, 당해 시장이 양면시장이라면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가정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과거 연구들은 온라인검색광고를 양면시장이라고 분류하면서도 해당 서

비스의 특징(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해야만 과금이 발생한다는 점, 광고가

격 결정을 플랫폼사업자가 아닌 광고주가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인식하에 분류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양면시

장의 정의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양면시장의 범위를 줄여 왔던 기존 연구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에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 검증을 

시도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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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모형에 의한 설명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온라인검색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측 이용자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측정한다.  

우선 이용자그룹의 규모는 특정 검색어 조회수(PC & 모바일)로 간주하

고, 이용자 규모에 따라 온라인광고주가 인식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로 인해 영향을 받은 변수는 클릭당광고단가(Cost per Click)로 보았다. 클

릭당광고단가는 온라인검색광고주가 일정한 광고효과를 기대하며 지불할 

의사가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의 단위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양

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조회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검색광고 단가가 증가하는 양의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

계 검증 결과 만일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통상

적인 양면시장의 인식과 같아 기존의 인식을 강화시킬 것이고, 만일 그 반

대 결과가 나온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양면시장의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per se)가 양면시장이

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논리적으로는 단면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통계검증을 위한 모든 데이터는 국내 최대 포털이자 온라인검

색광고사업자인 네이버가 온라인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광고관리시스

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동 시스템은 온라인광고주의 경매참여 과정에서

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집행 중인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

랫폼을 말한다. 동 시스템은 특정 검색어의 조회수, 광고단가, 경쟁 광고주

수, 평균광고비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기간

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매월 동일한 날짜에서 시작하여 7일간 

수집하였다. 한편, 검색어 선정은 조사기간 중 네이버 홈페이지에 게시되

는 실시간 검색어로 하였으며 매일 4회, 매회 당 10개씩 수집하여 매월 

280개의 검색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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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간 검색어의 광고가격 반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측정 시기

(주간, 월간, 연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효과 분석도 시행

하였으며 또 다른 접근법으로 네이버가 매년 발표하는 연간 누적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검색어를 별도로 수집하여 각 검색어 관련 조회수, 경쟁 광고

주 수, 클릭 당 광고단가 등의 데이터도 수집하여 검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의 양면성을 논리적, 통계적으로 분석

한 결과를 두고 인터넷 기업이 참여하는 관련시장획정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 또는 정책 실무에서 행한 시장획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적인 관련시장획정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기존 온라인검색광고를 포함하여 양면시장으로 분류된 경우 

봉착하는 시장획정 실무의 난점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처리이다. 왜냐

하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실존하는 시장에서는 도·소매시장을 전제

한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학계에서나 규제기관

에서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으나 합의에 이

르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만일 본 연구에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통계적으로도 입증한

다면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동 시장을 단면시

장으로 상정하여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 활용이 가능해져 관련시장획

정에 있어 접근방법상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환하였

을 때 향후 관련 연구 및 규제정책 상의 기대효과도 제시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차원에서의 관련시장획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관련

시장획정 맥락 차이가 있으므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함에 있어 구분하여 

살펴본다. 



- 16 -

2. 연구범위

본 연구목적을 고려한 연구범위는 다음에 한정된다.

1)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양면시장 여부를 논증하는 대상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이다. 왜 온라

인광고서비스 전체가 아닌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에 한정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 대부분은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을 논함에 있어 온라

인광고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서비스로 접근하기 보다는 온라인검색광고서

비스 및 그에 따른 검색광고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맥락

상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uchetta(2013), 이상규·이경원(2015), 곽주원(20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2015) 등 다수의 연구는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에 있어 양면성 및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서비스 및 시장을 전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배너광고는 그 사업모델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TV나 

신문의 광고서비스) 사업모델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온라인광고서비스에

서만 가능한 사업모델, 과금방식을 고려한 양면성 검토 및 그에 따른 시장

획정을 논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우선 사업모델 차원에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능한 광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유

사하지만 맞춤의 정도가 매우 달라 배너광고를 타깃광고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워 사업모델에서 차이가 있다. 또 과금방식 차원에서 보면 네이버의 

배너광고(디스플레이 광고와 같은 표현이다.) 판매방식을 보면 미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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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를 정해놓고 광고주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 상품을 플랫폼사

업자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경매를 통해 광고가격을 정하는 온라인검색광고와는 가장 큰 

차이이며 TV나 신문광고와는 동일한 방식이다. 이는 기존 연구의 접근방

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새롭게 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배너광고와 달리 온라인검색광고는 사업모델 자체가 기

존에 없던 방식이고, 광고가격 설정도 전통적인 매체와 다르며 이용자의 

온라인상의 활동을 매우 강도 높게 추적하여 광고효과를 가시적으로 추적

하는 등 기존 광고매체와는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양면성이나 시장획정 

연구 차원에서는 배너광고는 배제하고 온라인검색광고를 중심으로 연구하

는 것이 유의적이다. 더불어 배너광고는 이용자가 회피할 수 없는 광고방

식이지만 검색광고는 회피가능하다. 이 점은 R-T 정의상의 상호작용 당 

가격부과 가정과 관련이 높아 중요한 차이점(전자는 노출이 상호작용, 후

자는 클릭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광고는 이용자의 검색어 입력에 기반을 두어 제시되지

만 후자는 그와 무관하다.(이상규·이경원, 2015) 즉 전자는 이용자가 검색

어를 포함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아 소위 

타깃광고 생산에 유리하고 보다 효과가 높은 광고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광고 생산에 있어 전통적인 매체의 광고와 매우 큰 차이이기도 하다.18) 

요약하면 선행연구와의 연구 맥락적 측면과 전통적 광고매체와 다를 바 

없는 배너광고의 특성, 이용자정보 활용 수준 차이(사업모델에 따른 차이

이다.)으로 인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만을 연구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18) 물론 배너광고도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여 맞춤 광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IP 주소를 통해 접속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아파트분양 배

너광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자가 정말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는지

는 알 수가 없다. 반면 이용자가 아파트분양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결과

를 원했다면 더 많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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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획정 방향성 제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을 위해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

의 타당성과 적용의 장점을 논하지만 실제 시장획정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주지하듯이 시장획정은 특정 행위(conduct)가 경쟁법 상 문제가 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발점인데 정호열(2016)에 따르면, 시장획정은 매 사

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특정 행

위를 설정하고 시장획정을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다양하고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19) 또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루어지는 경쟁상황평

가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는 사전규제 타당성이 낮고, 경쟁상황평가도 의

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획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터넷 기업이 참여한 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근저에는 

인터넷 기업 참여 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분류하면서도 실제 관련시장 획

정 시에는 제공하는 서비스(포털, SNS, 검색 등)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대안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연구의 의

의가 있다고 보았다. 

3) 지리적으로 국내시장(한글/한국어로 서비스 제공)

관련시장 획정을 논할 때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진 인터넷 기업은 국내·

19) 개별적인 시장획정 원칙 관련하여 정호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컨대 동일한 상품에 대한 공동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리적

권역이나 유통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수의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에서는 사업자별로 취급상

품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시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동일 상품에 대한 동일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하더

라도 그 때 그 때의 시장상황에 따라 대체재가 다를 수 있다.”

출처: 정호열. (2016). 경제법: 서울 : 博英社, 2016,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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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업자를 구분하지는 않으나, 지리적 시장획정 차원에서는 한글을 사용

하여 온라인검색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범

위 설정은 직관적으로도 수용가능하다. 인터넷서비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제공되지만 광고서비스는 언어의 문제로 이용자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광

고주로서는 광고서비스 구매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리적으로

는 한글(한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이어야 할 것이다. 실제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는 한글로 제공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자들도 대체성을 가진 사업자로서 

동일한 시장 내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외의 언어로 제공하는 

광고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대체성이 낮아 제외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범위 하에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온라인검색광고가 무엇인

지 그리고 시장 규모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온라인검색광고의 과금방

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가공행위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모델을 심층적으

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 가정, 모형을 

중심으로 제2장에서 확인한 사업모델의 특징을 감안한 온라인검색광고의 

양면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한다. 제4장에서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종속변수

인 클릭당 광고단가 수준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이용자 규모가 어느 정

도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함으로써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양면성을 통계적

으로 확인한다. 제5장은 제4장의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검색광

고시장의 양면성을 해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시장획정 방

법론 적용을 논한다. 여기서는 시장획정 이론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두

고 실제 시장획정을 시도한 사례도 분석하며 단면시장을 전제하고 시장획

정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논한다. 더불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시장이라고 할 때 가지는 장점과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문을 요약하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획정 관련한 정책 제언

하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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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온라인검색광고 개관

제 1 절 온라인검색광고 의미와 규모

1. 온라인검색광고 의미와 발전

온라인검색광고(search engine advertisement)는 온라인광고의 일종이며 

온라인키워드광고라고도 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화면에 제시되는데 그 화면 일부에 검색어와 관련된 업체의 광고

가 함께 노출되도록 한 광고를 말한다.20)(Fain & Pedersen, 2006; 네이버, 

2014; 이홍주, 2012) 

이 때 광고는 검색결과 상단, 측면, 하단 등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며, 이용

자가 광고텍스트21)를 클릭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된다. 온라인

검색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매우 다양하다. NHN의 네이버나 카카오의 

다음(Daum), 네이트와 같은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물론 구글, Bing(마이크로

소프트)과 같은 검색서비스사업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

크서비스 사업자, 아마존·옥션·11번가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은 이

용자의 쿼리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검색광고를 함께 제공함으

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림 2-1]은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결과 및 온

라인검색광고를 배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 온라인광고는 제공 방식 및 광고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온라인광고 유형과 분

류에 관해서는 이홍일, 박철 et al. (2003) 참조

21) 통상 파란색 하이퍼링크로 표현되고, 일반적인 검색결과와 구별하여 광고(또는

AD)라는 표현이 함께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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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네이버·구글의 온라인검색광고 배치(검색어:여행상품)

출처: 네이버, 구글 홈페이지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성장은 그 매체인 인터넷 기술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신 매체의 일종으로 본다면 결국 통신기술

의 진화가 인터넷의 생성, 진화, 확산으로 이어졌고 그에 수반된 사업모델 

중 하나가 온라인검색광고인 것이다.

1876년 전화가 발명된 이후 통신부문의 가장 커다란 기술 변화는 내용 

전달을 위해 필요한 신호방식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22)로, 연결

방식이 회선(Circuit)방식에서 패킷(Packet)방식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디

지털 신호는 연속적인 신호를 잘게 잘라 그 신호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디지털 신호로 바뀌면서 내용 전달 상에 에러를 손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다. 이는 통신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 음성에 머물지 않고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내용이 전달 가능해 진다는 

것과 전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하여 보다 높은 품질로 전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패킷방식으로의 전환은 전화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간 음성통화

22) 이를 디지털화(digitization)이라고 한다.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그로폰테는 신호의 디지털화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화하는 것은 신호를 잘게 쪼개어 샘플링 함으로써 다음에 이 신호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Negropon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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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전용 채널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패킷으로 잘게 

쪼갠 뒤 다양한 전송로(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최종 목적지에서 패킷들이 

다시 조합되도록 함으로써 일부 전송로 단절에도 불구하고 통신 유지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소수 간에 통신을 넘어 다자간 통신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디지털화와 맞물려 음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콘텐

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기술변화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융합의 핵심 동인이 되었고, 

이러한 기술변화를 모두 담고 있는 혁신적인 매체가 인터넷(Internet)이다. 

인터넷은 동선(Copper line), 광동축혼합망(hybrid fiber coaxial cable, HF

C)23), 주파수 등 서로 다른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하지만 개별 매체가 이용

하던 전송방식이 아닌 TCP/IP24)라는 공통된 전송규약을 통해 콘텐츠를 전

송할 수 있는 매체이다. 물리적으로는 다른 매체일지라도 콘텐츠 전송에 

있어서는 TCP/IP를 통해 상호 연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매체의 융합을 실

현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동일한 전송규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신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전송매체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두 

가지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개인 또는 기업 이용자가 인터

넷 망에 접속하여 다른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

(Access)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23) HFC는 비디오, 데이터및 음성 등과 같은 광대역콘텐츠를 운송하기 위해, 네트

워크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광케이블(Fiber)과 동축케이블이 사용되는 통신 기술

이다. 대체로, 지역의 CATV사업자가 케이블 전파 중계소로부터 기업이나 가정

의 사용자에게 근접해 있는 노드까지는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이 노드들로부터

개별 기업이나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HFC

의 장점은 기업이나 가정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서도, 광섬유 케이블의 일부 특성을 사용자 가까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terms.co.kr/HFC.htm (2016.2.27.검색)

24) 참고로 TCP/IP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유실된 패킷 등의

오류 검사를 포함해) 양단에서 패킷들의 조합과 재조합을 담당한다. “IP(Internet

Protocol)”는 데이터 패킷을 한 노드(node)에서 다른 노드로 움직이는 것을 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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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이하 ISP)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인터넷 서비스 초기에는 물리적

인 매체를 가진 사업자와 인터넷액세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리적인 매체를 가진 유·무선통신사업자 또는 

CATV 사업자, 위성사업자가 ISP이다. 

다른 하나의 시장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 및 이용 시장이다. 

인터넷 등장 초기에는 전자우편, 제한된 사이트 서핑 이용에 머물렀지만, 

인터넷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가입자선로25) 구간이 협대역에서 광

대역으로 속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액세스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다양

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급증하였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만, 이들 인터넷 기업의 사업 방식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이용상의 편리함

을 더해 주는 서비스(예: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

가 제공(예: 뉴스, 동영상 등)함으로써 일정 규모의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

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모델

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수익활동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

다. D. S. Evans (2009a), Luchetta (2013) 등 온라인플랫폼비즈니스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양하지만 

최종이용자에게 자사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이용자의 자사 사이트 방문 및 체류하는 시간(attention)을 모아 광고주

(Advertiser)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

가한다. 이용자가 인터넷 기업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해당 

사이트 상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광고노출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

서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광고상품이 된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 결과이다.(D. 

S. Evans, 2013)

25) 가입자선로(Last mile)란 가입자 측의 선로가 부착된 단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

용 모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 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83호, 가입자

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정의) 제1호, 2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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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TV, 신문, 잡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매체들

은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청자 내지 구독자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한다. 

인터넷 기업 역시 기존 매체와 광고기술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가 주

목하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광고주에게 그 시간을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

용한 광고서비스는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와 차별점이 있어 

온라인광고시장이라고 구분하고 있다26). 이처럼 초고속인터넷 기술 발전, 

인터넷액세스가입자 증가를 배경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경쟁력으로 한 인

터넷 기업이 경쟁에 참여한 온라인광고시장 성장 경향은 국내·외가 유사

할 뿐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광고시장 규모가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성장하여 광고시장의 경쟁구도 마저도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26) 전통 매체 광고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간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이홍일, 박철

et al. (2003) 참조. 전통적인 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일정 정도의 대체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광고와 전통매체 광고를 단일시장으로

획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Google/ DoubleClick," 2008) 그러나 이상규

& 이경원(2015)은 온라인광고서비스와 일부 오프라인 광고 간에는 합리적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25 -

2. 국내·외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의 규모

1) 세계 온라인광고시장의 규모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광고시장의 견인차는 온라인광고라고 할 수 있다. 

즉, 2013년 세계 광고시장은 인터넷광고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3.8% 증

가한 4,785억 3,500만 달러였으며, 전통 매체 광고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디

지털 광고기술 발달과 TV 광고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인터넷 광고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후 5년간 연평균 4.5%씩 성장하여 그 규모가 5,956억 

4,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4 콘텐츠 산업백서, 2015) 

2009년 온라인 광고시장의 규모는 586.7억 달러로 전체 광고시장의 

14.6%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24.5%로 성장하였고, 2018년에는 1,945.5

억 달러로 3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른 광고 매체는 매

출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반면, 온라인 광고는 연 평균 10.7%로 게

임광고(11.9%)와 함께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세계 광고 규모 및 온라인광고 추이(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온라인

광고
58,667 69,855 85,323 99,670 117,185 132,972 149,157 164,240 178,970 194,549 10.7

세계 

광고
401,574 425,936 445,022 460,829 478,535 501,320 523,519 549,840 570,776 595,641 4.5

비중 14.6% 16.4% 19.2% 21.6% 24.5% 26.5% 28.5% 29.9% 31.4% 32.7% 　

출처: KOCC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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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세계 광고(A) 및 온라인광고(B) 규모와 비중(B/A) (’09∼’18)

출처: KOCCA(2015)

2) 미국 온라인광고시장

미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광고시장 규모가 큰 국가이다. 2014년 

미국 온라인광고시장 규모는 494.5억 달러(2013년 $427.8억)로 10년 전인 

2005년 $125억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온라인광고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17%(2005년~2014년)로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09년 스마트폰 이용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모바

일 온라인광고의 연평균 성장률은 110%로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

는 전통 매체 광고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IAB는 향후 성장 전망치에서도 온라인광고가 다른 광고에 비해 높

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2013~2018년까지 미국 온라

인광고의 CAGR 전망치가 10.7%인 반면, TV 광고는 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았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eMarketer.com 역시 2011년~2017년

까지의 TV 광고가 2.0%~6.4% 수준의 성장률(예측 포함)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 역시 온라인 광고 성장률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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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미국 온라인광고시장 매출 추이(’05∼’14)

출처: PwC (2015)

[그림 2-4] 미국 TV 광고 매출 추이 전망(2013∼2018)

출처: e-Marketer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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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 광고 포맷별로 보면 검색광고 점유율이 43%로 가장 높았

고, 디스플레이/배너 광고가 19%, 모바일 광고가 17%, 디지털 비디오가 7% 

순이었다. 과거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검색,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등은 약

간의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모바일 광고는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미국 온라인광고 포맷별 시장점유율 추이(2006∼2014)

출처: PwC (2015)

[그림 2-6]에서 보듯이 미국 전체 광고시장의 매체별 시장점유율에서 온

라인광고시장은 2011년에는 CATV 광고 시장, 2013년에는 TV 광고시장 규

모를 추월하여 매체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그림 2-6] 미국의 2013년 매체별 광고매출 비교

출처: Pw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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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광고시장에서 온라인광고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단말기별 시청자/이용자가 접하는 광고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즉 

TV 광고와 디지털 단말기 광고 규모 추이를 보면 후자의 성장 속도가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e-Marketer가 발표한 

미국의 단말기 기준 광고매출 전망치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다. 

2014년 TV 광고 매출은 $685.4억이었다. 반면, 같은 해 디지털 단말기의 

온라인광고 매출은 그보다 적은 $496.9억이었지만, 2017년 TV는 $720.1억, 

온라인광고가 $773.7억이 되어 역전될 것이며, 2020년에는 그 격차는 더욱 

커져 TV는 $771.7억, 온라인 광고는 $1,052.1억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디지털 단말기에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

를 의미한다. (e-Marketer, 2016)

[표 2-2] 미국 단말기별 광고시장 규모 추이 추정(2014∼2020)

(단위: 억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TV 685.4 688.8 706.0 720.1 738.1 752.9 771.7

디지털 

단말기
496.9 596.1 688.2 773.7 866.1 961.1 1,052.1

출처: e-Marketer(2016)

한편 전통적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 규모 추이 역시 전자

의 정체 또는 하락 후자의 급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매

체가 차지하는 매출 기준 점유율 추이를 보면 신문과 잡지는 하락하고 있

는 반면, TV 방송과 CATV의 광고 매출은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온라인광고시장은 상대적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2-7]의 상단 그림에서 보듯이, 인터넷 매체는 2010년 신문광고, 2011년 

CATV 광고, 2013년 TV 광고 매출을 추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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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단 그림을 보면, 2014년에는 인터넷광고부문과 TV방송부문

의 광고 매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  이는 매체별 

성장률 차이에 기인하는데 온라인 광고 부문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외 매체는 동 기간 중 두 자릿수 성장

률을 보인 부문이 없었다.

[그림 2-7] 미국 광고 매체별 매출 추이(2006∼2014)

출처: PwC (2014), PwC (2015)

27) 참고로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PwC의 경우 2014년 온라인광고가 TV 광고 매

출을 추월하고 있지만 e-Marketer는 2017년이 되어서야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기관별 추정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흐

름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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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온라인광고시장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 및 미국의 온라인광고시장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조 9,228억 원으로 2013년 2

조 4,602억 원 대비 18.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5

년부터 2014년까지 온라인광고시장의 CAGR이 20%였던 것을 나타나 같은 

기간 동안 17% 수준의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5년은 추정치)

[그림 2-8] 우리나라 온라인광고매출 추이(2004∼2015)

출처: 신원수 (2015)

온라인 광고 포맷별로 보면 검색광고 점유율이 48%로 가장 높았고, 디스

플레이(노출형) 광고가 23%, 모바일 광고가 29%였다. 모바일 광고 매출 집

계가 시작된 2011년부터 모바일 광고 매출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검색형 

광고 매출 증가는 둔화되어 상대적인 점유율은 계속 감소해왔다. 

즉 검색광고는 전년 대비 약 6%, 디스플레이(노출형) 광고는 전년 대비 약 5%

의 성장에 그친 반면, 모바일 광고는 전년대비 7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

림 2-9]는 광고 포맷별로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2015년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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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포맷별 시장점유율 추이(2001∼2015)

출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4)

[그림 2-1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체 광고시장의 매체별 매출의 경우 온

라인광고시장(인터넷 + 모바일)은 TV 및 CATV 광고 시장의 그것을 크게 초

과하여 2016년(추정) 기준 3.6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TV 광고

는 2.0조원, CATV는 1.9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광고시장

에서의 매출비중도 온라인광고시장은 31.1%를 차지한 반면, TV 광고는 

17.5%, CATV는 16.6%, 신문은 13.9% 순이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5)

[그림 2-10] 우리나라의 2014∼2016년 매체별 광고매출 추이 비교

출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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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28)

1. 개인정보수집, 타깃광고

1) 개관

온라인검색광고를 포함한 온라인광고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로 인

터넷포털사업자를 꼽을 수 있는데 통상 기존 연구에서는 인터넷포털 사업

자의 사업모델을 양면시장의 예로 분류하고 있다. 그 이유로 광고주와 인

터넷이용자라는 구분되는 두 이용자 그룹이 존재하고 두 이용자 간에 간

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다.(D. S. 

Evans, 2013; Jean Charles Rochet & Tirole, 2004; 오종은, 2008)

 인터넷포털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포털 서비스를 

운용하는 플랫폼사업자는 두 이용자그룹을 접하게 되는데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그룹(eyeballs)과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온라인광고주그룹이 그것이다. 포털사업자는 양 이용자 그룹 간에 발

생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이 두 이용자 그룹에 대해 자

사의 이익이 극대화를 가져다 줄 방안을 찾게 된다. 

통상 인터넷포털사업자는 각종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

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 모은 뒤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광

고주들에게 한계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온라인광고를 판매한다고 설명한다. 

28) 이하에서 정리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서비스의 운용방식과 온라인검색서비스의 그

것이 사실상 유사하기 때문에 온라인광고서비스 운용방식으로 통일한다. 즉 온라

인검색광고서비스는 온라인광고서비스의 일종인 상품이며 이 상품을 만들어 내

기 위한 온라인광고사업자(인터넷포털, 검색사업자, 소셜네트워크사업자 등)의 행

위는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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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용자 그룹에 대한 광고주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양이지만, 

광고주그룹에 대한 이용자 그룹의 그것은 음 또는 미미하여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일방향으로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나, 양면시장의 하나로 

포섭하고 있다.(Armstrong, 2006; David S Evans, 2003; 신일순, 2009; 진양

수, 2008)

인터넷포털시장을 양면시장 중 하나로 설명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포털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두 이용자가 있다는 점과 이용자에 대한 온

라인광고주가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는 점인

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학문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

함이 있다. Rochet & Tirole 및 Evans가 제시하듯이 일반적으로 시장은 대

부분이 양측에 고객이 있고,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가지 요소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

으로 분류할 때 사업모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통상적인 분

류 조건만을 적용해 왔다. 반면 Luchetta (2013)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

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사업모델에 따라 당해 시장의 양면성에 대한 판

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면시장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

터넷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판단하는 연구의 시작을 

인터넷 기업의 사업모델 분석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2) 온라인검색광고 사업 참여자와 개인정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전통적인 광고 매체와 달리 온라인검색광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존재하고, 인터넷 기업 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수집·

분석·가공하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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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광고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열거해보면 광고주와 

광고판매자는 전통 광고 시장과 동일하지만 그 외 콘텐츠 제공 및 광고를 

위한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웹퍼블리셔, 개인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중개인, 트래킹사업자, 프로파일링 기업 등은 기존 광고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모델 이해를 위해 각 참여

자들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광고주(advertisers): 광고주는 온라인광고사업자로부터 광고를 구입

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촉하고자 하는 자로 동 시장에서는 수요자. 최

소의 광고비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이미지 개선, 상품판매 확대 등)

를 기대할 유인을 가진다. 특히 검색광고주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

§ 웹퍼블리셔(web publishers): 온라인상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정보나 

콘텐츠를 무료 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자. 예를 들면, 뉴스, 

잡지, 날씨, 성인물, 재무정보, 연구물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음. 

이들은 콘텐츠를 통한 수입 외에 자사 웹사이트 상 일정 공간을 광고

주에게 판매하여 광고 수익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 보유. 

§ 인터넷 기업: 인터넷 기업(온라인광고 사업자)은 온라인광고 서비스

를 판매하는 자로 웹퍼블리셔와 광고주 간을 연결하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인 광고사업자가 매체 확장(인터넷매체) 차원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온라인광고서비스 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전문 자회사를 

두고 참여하기도 함. 전자의 예로 WPP 그룹, Publicis Imnicom 그룹

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구글, 야후, 페이스북, 네이버 등.

§ 데이터중개인(Data broker):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수집, 통합 판매하

는 기업. 공적인 목적으로 수집된 기록(센서스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 

차량등록정보, 전화번호부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검색중개

인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도 거래 대상. 데이터 중개인은 이렇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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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판매. 

§ 트랙킹사업자(Tracking companies):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외에 인터

넷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판

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예를 들면, 이용자가 특정 웹사

이트에 방문을 하면 작은 추적 파일(소위 이를 쿠키라고 한다.)이 이

용자의 행위를 기록하고 이용행위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듦. 동 사업

자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 교

환소를 통해 데이터 중개인에게도 판매. 

§ 프로파일링 기업: SAS와 같이 기업이나 개인의 수집된 정보를 분석

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나 선호를 추정하고 프로파일을 만들어 

제공. 이 결과물을 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 판매한다. 또 온라인광고사

업자 자체가 이러한 기능 보유 가능.

이용자 정보 수집은 소위 특정 이용자의 관심이나 선호를 인식하고 그와 

가까운 광고상품(이를 타깃광고라 한다.) 제작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타

깃광고는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고,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

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다. 이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와 선호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에 의해 가능하고 타깃광고의 장점을 살리려면 이용자 정보

가 반드시 필요29)하므로 온라인검색광고를 수익원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

드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능한 많이, 풍부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터넷 기업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개인정보는 ‘개인이 식별된 또는 개인을 식별할 

29) 전통적인 광고매체는 이용자의 인구학적 정보나 선호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

다. 예를 들면, 실시간 TV 광고는 콘텐츠의 시청가능연령, 콘텐츠 송출 시간, 콘

텐츠의 종류(드라마, 예능 등)에 따라 이용자의 인구학적 정보나 선호를 고려하

는 정도이다. CATV 사업자는 지리적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온라인 타깃광고는 이용자가 방문한 사이트, 검색어, 각종 사이트 가입정보, 구매

이력, 지리적 위치정보 등 상당히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분석하면 이

용자의 인구학적 정보뿐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까지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점

을 전통적 광고기법과 온라인광고기법의 차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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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보’ (OECD, 2013)인데 개인정보(Personal Data)에 포함되는 정

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정보의 대다수는 인터넷 기업의 정보수집대상이 

될 수 있다.30)

§ 블로그, 댓글, 사진, 동영상 등 이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

§ 인터넷상에서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열람한 내용, 이용자가 온라인에

서 구매한 것, 구매 수량 및 구매액 등을 포함한 행위 데이터

§ 소셜네트워킹 상에서의 연락처, 친구를 포함한 소셜데이터

§ 거주 주소, GPS 및 지리적 정보(이동통신단말기의 위치), IP 주소를 

포함한 위치정보

§ 연령, 성별, 인종, 수입, 성적 취향(sexual preference), 정치성 성향 

등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 성명, 재무정보, 계좌정보, 건강정보, 사회보장 ID 등 개인 식별 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은 어떻게 온라인검

색광고를 생산·제공하는가? 이하에서는 서비스 제공 유형은 다르지만 온

라인검색광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통점을 가진 대표적인 사업

자들의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논한다.

30) OECD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

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OECD, 2013)



- 38 -

2.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 별 온라인검색광고 제공 방식

1) 네이버(포털형)

가) 개관

네이버는 포털형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웹사이트 중 방문

자수(월평균 순방문자 수 30.1백만 명, 2016.6.)가 가장 많고, 온라인광고주

가 20만 명31)이며, 인터넷검색광고시장에서도 매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사업자이다.32)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검색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특징은 소위 정보형 포털

로 검색사업자가 검색결과를 최대한 편집/가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이버는 구글의 검색서비

스와는 구별된다. 구글은 검색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직접 노출하기 보다는 정

보가 있는 링크를 그 연관성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33) 

네이버가 검색광고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1년 5월부터이며 검색어 입력 

시 검색결과 페이지 상단에 ‘질문가이드’라는 영역을 만들어 검색어와 연

관된 질문을 제시하고 그 답변으로 바로가기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

31) 이상승, [칼럼] 검색광고의 경제적 가치, 네이버레터, 2015.9.17.

http://nter.naver.com/naverletter/textyle/81241?category=1233 (2016.5.30.검색)

32) 2016년 6월 기준 네이버의 순방문자 수는 30.1백만으로 1위였으며, 2위는 다음으

로 22.9백만이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를 보아도 매월 순방문자수의 변동은 일부

있으나 순위는 변동 없이 네이버가 1위였다. 참고로 순방문자수란 측정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도메인(또는 서브도메인/섹션)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를

의미한다. 즉, 측정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횟수에 관계없이 유니크

(unique)하게 방문한 한 사람으로 카운트한다. 출처: 코리아클릭(2016.8.10. 검색)

http://www.koreanclick.com/information/newsletter.php

33) 구글도 일부 정보포털 방식을 응용한 Universal Search 방식을 만들어 검색결과 중

간에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곽주원, 허준석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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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당시 과금은 CPM(Cost Per Mille)34)으로 1,000회 노출 시 과금하는 방식

이었다. 지금과 유사한 검색광고가 등장한 것은 2001년 6월 스폰서링크라는 

영역을 만들면서부터이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이 있

는 사이트 또는 업체의 광고를 제목과 서명, 해당 웹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의 조합 형태로 노출시켜 광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이용방식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이용을 위해 광고주는 노출을 희망하는 키워드를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키워드는 

단어 또는 단어와 기호의 조합, 문장도 가능하다. 등록된 키워드가 실제 

검색결과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동일한 검색어를 선호하는 다른 

광고주들과의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 광고주는 네이

버 통합검색 결과 페이지 등 웹페이지 내의 일정한 위치에 자사 광고가 노

출되어 발생되는 이용자와의 거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광고를 클

릭할 때마다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책정하고 각각의 

키워드 별로 경매에 참가한다.

네이버는 구글이나 야후와 같이 GSP(Generalized Second Price)35) 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경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릭당 지불 

비용은 계속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네이버 검색광고에는 정해진 광고단

34) CPM(Cost Per Mille)은 1천 번의 광고 노출에 대하여 일정한 광고비 부과. 여

기서 Mille는 라틴/로마 숫자 천을 의미한다.

35) GSP(Generalized Second Price) 방식은 소위 차순위가(次順位價) 경매 방식 모델

중 하나이다. 즉 최고액의 입찰가를 제시한 광고주에게 낙찰시키되 그 입찰금액이

아니라 두 번째로 높게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

이다. 구글이 가장 먼저 도입한 경매 방식인데 검색광고에 ‘차순위가 경매’가 도입

된 계기는 최고가 경매의 방법으로 진행시 입찰가 순환 등의 문제로 인해 광고주

들은 계속 새로운 입찰가를 제시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매 시스템의 서비스에 문

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Hal Varian은 구글의 키워드 광고시스템인

Google Adwords에 적용된 ‘차순위가 경매 모델’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

론을 활용하여 내쉬균형이 충족됨을 증명한 바 있다.(Varian, 2007; 네이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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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것이 없고 최초 경매 시작가(70원)만 제시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광고주가 지불하는 광고비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경

쟁 상황과 광고주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제출한 클릭 당 지불 의향 비용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며, 네이버는 구조적으로 광고비 결정 과정에 개입하거

나 광고비를 직접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경매가 완료되면 광고주는 

광고 소재 및 클릭 시 연결되는 URL 등 광고 콘텐츠에 대한 검수를 받아

야 하고 네이버는 검수 후 게재 결정을 한다. 

네이버의 검색광고가 게재되는 광고매체는 검색네트워크, 콘텐츠 네트

워크, 모바일 콘텐츠 네트워크 등 3개로 구분된다. 우선 검색네트워크에는 

네이버 PC/Mobile 통합검색 결과 페이지, 네이버 PC/Mobile 지식쇼핑 검색

결과 페이지, 옥션, G마켓, 롯데아이몰 등 외부 검색 파트너의 웹페이지가 

포함된다. 둘째, 콘텐츠 네트워크에는 네이버 PC/Mobile 블로그/지식iN/웹

툰 등의 콘텐츠 웹페이지, 조선닷컴, KBS 미디어, 잡코리아 등 외부 콘텐

츠 파트너의 웹페이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콘텐츠 네트워크에는 네

이버 Mobile 웹페이지, 기타 모바일 파트너 웹페이지가 있다.

[표 2-3] 네이버의 온라인검색광고 노출 3가지 영역

영   역 세부영역

검색네트워크

§ 네이버 PC/Mobile 통합검색 결과 페이지

§ 옥션, G마켓, 롯데아이몰 등 외부 검색 파트너
의 웹페이지

콘텐츠 네트워크

§ 네이버 PC/Mobile 블로그/지식iN/웹툰 등의 콘
텐츠 웹페이지

§ 조선닷컴, KBS 미디어, 잡코리아 등 외부 콘텐츠 
파트너의 웹페이지

모바일 콘텐츠 네트워크
§ 네이버 Mobile 웹페이지

§ 기타 모바일 파트너 웹페이지

출처: 네이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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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수집

2014년 네이버 총 매출 중 온라인광고 매출이 73.2%에 이르고 그 중 온

라인검색광고만의 매출 비중도 53%로 가장 핵심적인 매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검색광고매출액이 8,387억 원에서 2014년 14,612억 원

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매출액 중 검색광고의 매출액 비중 역시 최고 

58.5%(2013년)에 이를 만큼 중요한 매출원이라 할 수 있다.

[표 2-4] 네이버의 총매출 및 검색광고 매출 추이(단위: 억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매출액(A) 15,148 21,474 23,893 23,120 27,585

검색광고 매출액(B) 8,387 10,819 12,065 13,519 14,612

검색광고 비중 (B/A) 55.4% 50.4% 50.5% 58.5% 53.0%

출처: 네이버 IR 자료

네이버가 주 수익원인 검색광고상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

해야 하는 것이 네이버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다. 네이버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서비스 가입, 이용 과정, 네이버의 추적 등을 통해 이뤄

지고 있다.(NAVER, 2016)

구체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회원제 기반의 서비스 이용 시 회원가입 과정

에서 이름, 생년월일, 가입인증정보 등을 수집한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사

용할 아이디, 별명, 비밀번호, 아이디/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한 이용자의 연

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도 수집 대상이다. 

또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IP주소(IP 

Address), 쿠키 파일(Cookie file), 접속로그,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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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이용 기록 추가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추가로 수집되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목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 및 광고 게재를 위해서도 사용된다.(NAVER, 2016)

2) 구글(검색엔진)

가) 개관

구글은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결과와 함께 온라인검색 

광고를 제공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자이다.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페이

지가 개발한 검색 순위 알고리듬 페이지랭크(Page Rank)36)가 기존 검색 

결과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Battelle, 2005), 후발 검색사업자임에

도 불구하고 기존 검색사이트보다 좋은 성과를 내면서 현재는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색엔진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글은 우수한 검색기술을 바탕으로 검색광고 제공을 사업모델로 채택

하였고, 2000년에 온라인검색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제작할 수 있고, CPM 

36) 곽주원, 허준석 et al. (2013)은 PageRank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페이지랭크(PageRank)는 해당 웹페이지에 어떤 웹페이지가 링크

를 걸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페

이지에 점수를 분배하는데, 이 점수들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분배

한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외부 페이지가 링크를 걸수록 해당

페이지의 점수는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떤 페이지에 대한

PageRank 값을 PR(A)라 하고,   
∈ 




라고 정

의한다. VB란 웹페이지에 링크를 건 모든 웹페이지들의 집합이

며, L(B)는 웹페이지 A에 링크를 건 B라는 웹페이지가 외부로

건 모든 링크의 수이다. PR(B)는 B의 페이지랭크(PageRank) 값

이다. 즉, B의 PageRank 값이 높을수록 그리고 B가 건 링크 수

가 적을수록 페이지랭크(PageRank) 값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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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애드워즈(Adwords)37)를 출시하였다. 

2002년에는 기존의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광고주에게 낙찰시키는 

GFP(Generalized first-price) 경매방식을 수정하여 GSP(Generalized Second 

Price, 차순위 입찰가격)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CTR(Click Through 

Rate, 노출수 대비 클릭 비율을 말한다.)과 광고주 사이트의 품질, 키워드

의 관련성 등을 노출순위에 반영한 혼합경매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 2003년에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구글 광고를 게시하

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애드센스(Adsense) 광고 상품도 출

시하였다. 이는 구글이 웹사이트 소유자(퍼블리셔)의 광고공간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며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많은 퍼블리셔와 

구글이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구글은 매출의 90% 이상이 온라인광고이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검색트래픽을 가능한 많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 

즉 구글은 콘텐츠를 통한 가치생산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트래픽을 이용한 가치생산을 사업모델로 채택해 온 것이다. 이 때문

에 구글은 자사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제시해주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유입되는 이용자 트래픽뿐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 사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트래픽을 사오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37) 애드워즈 광고는 이용자가 구글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와 함께 텍

스트, 이미지 등의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 매출 구성을 구글 웹사

이트에서 발생한 것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구분하는데 전자가 검색광고

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구글 웹사이트 매출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

으며 공통적으로 구글의 검색엔진과 연동되어 있다.

§ Google.com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애드워즈 매출(여기에는 구글 웹사이트

에서의 검색서비스 및 툴바에 의한 검색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의한 매출을 의미)

§ YouTube에서 발생한 광고매출(YouTube에서도 동영상 검색어를 입력한 결

과와 관련된 광고 제공)

§ 구글이 직접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광고매출(Gmail,

Finance, Maps,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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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사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웹브

라우저, 장비제조사, 소프트웨어사, 인터넷 포털 등이 포함된다. 장비제조

사를 예로 들면, 델(Dell)이 생산하는 컴퓨터의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로 노

출시켜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Apple)이 생산하는 아이폰(iPhone)의 기본검색 엔진 탑재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 왔다.(Novel, 2008) 

구글은 차순위 경매방식으로 전환한 2002년 매출이 4억 달러에 불과하

였으나, 2011년에는 379억 달러, 2014년에는 660억 달러로 12년 만에 165

배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이중 키워드에 의한 온라인광고인 애드워즈

(Adwords)의 매출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38) 

[표 2-5] 구글의 총매출 및 검색광고 매출 추이(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매출액(A) 379.05 460.39 555.19 660.01

검색광고매출액(B) 261.45 312.21 374.22 450.85

검색광고 비중 (B/A) 69.0% 67.8% 67.4% 68.3%

출처: 구글 IR 자료(2013, 2015)

나) 온라인검색광고 이용방식

온라인광고주가 구글의 온라인검색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광

고 대행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애드워즈(Adword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주가 애드워

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색될 키워드와 연결 사이트를 입력하면 구글 

38) 키워드 광고 외 웹퍼블리셔와의 협력에 의한 온라인광고 방식인 애드센스

(Adsense)에 의한 매출을 반영하면 구글의 온라인광고 매출 비중은 2013년 92%,

2014년 기준으로 90%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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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잠재고객이 관련 키워드로 단어 또는 구문을 검색하

거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의 웹사이트를 검색할 때 검색결과와 함께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가 함께 게재된다. 

광고는 Google 및 Google 파트너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CPC(Cost Per 

Click)39) 방식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검색광고를 클릭해야만 비용이 발생한

다. 구체적으로 광고주는 가용할 예산(일일예산)을 애드워즈 내에 설정하고 

잠재고객을 타깃팅(targeting)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선택한다. 예를 들

면, 위치의 경우 자국에서만 광고할 것인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

지 선택 가능하다. 광고가 게재 되는 위치도 선택할 수 있는데 구글의 검색

결과 내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인지, 구글의 

파트너인 웹퍼블리셔 자리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주는 키워드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키워드는 이용자

가 입력하는 키워드와 일치하거나 연관성이 발생하면 검색결과와 함께 제

시된다. 그리고 광고주는 입찰가를 설정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문구를 입력

하면 된다. 구글은 광고주가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여 품질 평가를 수행하

고 일정 품질 요구수준을 충족하면 품질수준과 입찰가를 함께 고려하여 

광고게재 위치를 결정한다.(Google, 2016) 광고주가 이러한 조건을 설정하

고 광고 예산을 결제하면 이용자가 관련 검색어로 쿼리할 때 검색결과 상

단 또는 측면에 해당 광고가 게재되고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광

고비가 집행된다.

다) 정보수집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글이 온라인광고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온라인 광

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인 타깃

39) CPC(Cost Per Click)는 온라인 광고가격을 책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자가

검색 결과로 보인 광고를 클릭해 광고주의 사이트로 이동했을 때에 광고비가 소

진되는 과금 체계를 말한다.(네이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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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널 주 요 내 용

검  색

§ 웹, 이미지, 뉴스, 블로그 등을 검색하기 위해 이용자가 쿼

리를 입력. 구글은 이 정보를 추적. 구글은 전 세계 검색 

트래픽의 67%~93%(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40)

검색결과 클릭
§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결과 중 특정 사

이트로의 연결을 위해 클릭하는 것도 개인정보로 수집

웹크롤링41)
§ 구글봇(Googlebot) 또는 구글 웹크롤러는 전 세계의 웹사이

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인덱싱

구글 애널리틱스

§ 구글 애널리틱스는 홈페이지 방문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몇 번 방문하고 어디로 가는지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의 행

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글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자뿐 아니라 

구글도 이 정보에 대해 액세스 가능. 구글은 전 세계 홈페

이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이용자의 이동 경로 정

보를 수집하여 서버에 저장

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구글은 대량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

로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다. 크게 나누자면 구글 자체적으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서 확보하는 개인정

보 수집 채널과 다른 사업자(개인정보전문수집기관, 각종 온라인서비스사

업자, 웹브라우저 사업자 등)에게서 트래픽을 매입하여 확보하는 개인정보 

수집 채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구글은 자체 서비스나 로봇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가장 대

표적인 것이 검색엔진이다. 통상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쿼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쿼리를 위해 입력한 내용(키워드)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클

릭한 정보도 수집되며, 로봇에 해당하는 크롤러가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하

기도 한다. 다음 [표 2-6]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트래픽을 확보하

는 채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 구글의 개인정보 포함 트래픽 확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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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무료 프로그램인 구글 애널리

틱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어떤 경

로를 통해 다니는지의 정보가 구글의 서버에 축적되게 되

고, 사용자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의 정보 또한 도

출 가능. 이러한 솔루션을 통하면 특정 상품의 검색이나 브

라우징 관련 정보를 통해 도출한 단순한 관심 여부뿐만 아

니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실제 구매 및 취소 행

위 또한 추적 가능

애드서비스

(Ad serving)

§ 구글이 제공하는 애드워즈나 애드센스 역시 데이터 수집에 

활용됨. 이용자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어떤 키워드로 

광고 경매에 참여 참여했는지, 어떤 키워드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 등 매우 유용한 정보 제공

출처: Pingdom (2010)42)

둘째, 구글이 개인정보 트래픽을 수집하는 방법은 파트너 사업자 즉 웹

사이트, 개인정보 수집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장비제조사에게 지불하는 것 외에도 애플의 웹브라우

40) 구글의 검색트래픽 점유율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Comscore(리서치기

관)는 2014.8. 중 미국 검색 트래픽 중 구글의 비중이 67.3%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Definemg(리서치기관)은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구글의 검색트래픽 비중이 93%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또 Merkle

RKG는 2014년 3사분기 보고서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라고 발표

한 바 있다.(Abbas, 2015; ComScore, 2014; e-Marketer, 2015a)

41) 위키피디아에서는 웹크롤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웹 크롤러(web crawler)는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 와이

드 웹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웹 크롤러에 대한 다른

용어로는 앤트(ants), 자동 인덱서(automatic indexers), 봇(bots),

웜(worms), 웹 스파이더(web spider), 웹 로봇(web robot) 등이

있다. 웹 크롤러가 하는 작업을 웹 크롤링(web crawling) 혹은

스파이더링(spidering)이라 부른다. 검색 엔진과 같은 여러 사이

트에서는 데이터의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해 웹 크롤링한다. 웹 크

롤러는 대체로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

는 데 사용되며, 검색 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싱한다. 또한 크롤러는 링크 체크나 HTML 코

드 검증과 같은 웹 사이트의 자동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해 사용되

기도 하며, 자동 이메일 수집과 같은 웹 페이지의 특정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사용된다.”(위키피디아, 2015)

42) 참고로 Pingdom은 웹사이트 모니터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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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 사파리(Safari)의 기본 검색기능을 구글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조건

으로 구글은 애플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43)하거나, 또 다른 웹브라우저인 

모질라(Mozilla, 파이어폭스)에게 기본 검색기능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3백

만 달러를 지불한 사례가 그것이다.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

로 설정하면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이고 이는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트래픽(검색정보, 웹서핑 이력,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글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아도비(Adobe)나 선마이크로시스템즈 

(Sunmicrosystems)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할 때 구글의 검색툴바

(search toolbar)를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삽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한다. 소프트웨어 설치과정에서 이용자가 툴바 설치를 승인하

면 웹브라우저 상단에 검색툴바가 설치되고 이용자는 검색을 위해 해당 

툴바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트래픽

은 구글로 전송되어 수집된다.(Novel, 2008) 

이처럼 구글이 파트너사로부터 트래픽을 구입하는 비용을 트래픽 획득

비용(Traffic Acquisition Cost, 이하 TAC)44)이라고 하는데 구글의 전체 비

용에서 20~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이 발표

한 실적자료를 보면 2007년 구글의 광고 매출 중 TAC가 차지하는 비중이 

30.1%였으며 해마다 그 비중은 감소하여 가장 최근인 2015년의 경우 

21.3%였다. 이는 구글 자체 검색사이트를 통한 트래픽 유입 비중이 증가하

고 외부 파트너 사를 통해 매입하는 트래픽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

음을 의미한다.

43) http://smallbusiness.chron.com/google-tac-64583.html (2015.3.3.검색)

44) 구체적으로 구글은 TAC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AC는 Adsense 협약 하에서 구글네트웍스 (구글의 온라인광고

플랫폼)의 회원사에게 그리고 구글 툴바 및 기타 상품(이를

Access Point라고 칭한다)을 배포해주는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비

용을 말한다. 구글은 이들 파트너들과는 수익배분방식으로 정산

한다.” (Googl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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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구글의 매출과 매출 대비 트래픽확보비용(TAC) 비중 추이

 

출처: 구글 연차보고서 10K Report(2007∼2015)45)

3) 페이스북(소셜네트워크)

가) 개관

2004년 2월 출범한 페이스북(Facebook)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사업자이면서 검색광고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의 강력한 

경쟁사업자로 주목 받고 있는 사업자이다.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셜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용자가 생산하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를 그들의 

인구학적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이용자

의 정보를 담은 트래픽을 가능한 많이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타깃광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구글의 그것과 동일하다. 즉 페이스북은 2013년 3월

45) 2007년∼2015년까지 매년 SEC에 제출한 10-K 보고서(연차보고서)에서 인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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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만틱 검색을 도입하여, SNS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축적된 개별 이용

자의 데이터(SNS에 입력한 글이나 그림 또는 친구관계 등)를 종합하여 개

별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색 서비스

를 제공(변정욱, 이종화 et al., 2013)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타깃광고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과 구글 간의 사업모델이 동일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가

입자의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구글의 검색트래픽에 육박하는 양의 이용

자 트래픽이 유발(Abbas, 2015)되고 이는 구글-페이스북 상호간에 서비스

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Alphabet & Google, 2015; Facebook, 2016a) 

페이스북은 서비스 초기인 2004년 매출이 4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37.1억 달러, 2014년 124.7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는 대부분 온라

인광고매출로 전체 매출액 중 92.2%(2014년)에 이르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광고주 수도 2백만(2015.2.)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 

2015년 소셜네트워크 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점유율은 64.8%에 이르고 

2017년에는 65.8%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e-Marketer, 2015b) 

2위 사업자인 트위터가 2015년 점유율이 8.1%, 2017에는 9.7%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유사한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온라인광

고 매출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7] 페이스북의 총매출 및 검색광고 매출 추이(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매출액(A) 37.11 50.89 78.72 124.66 179.27

검색광고매출액(B) 31.54 42.79 69.86 114.92 170.80

검색광고 비중 (B/A) 85.0% 84.1% 88.7% 92.2% 95.3%

출처: 페이스북 IR 자료(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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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검색광고 이용방식

페이스북 광고는 구글의 애드워즈와 마찬가지로 광고주 스스로가 직접 

광고를 만드는 소위 ‘Self-serve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프

로필 정보를 통해 타깃을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46) 즉 광고주들은 

이용자의 나이, 성별, 지리적 위치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타깃

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선호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구

글의 검색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소위 “좋아요(Likes)” 단추를 

통해 관련성 높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다.(Nath, 2015)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광고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 특징에 비추어 자사 상품이나 서

비스에 적절한 광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47) 

페이스북의 광고는 뉴스피드를 통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무료광고와 

유료광고가 있다. 전자에는 페이지 퍼블리싱과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

고, 후자에는 스폰서드 광고와 소셜 광고가 포함된다. 페이지 퍼블리싱이

란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 팬페이지에 상태 메시지를 게시하면 그 메시지

들이 팬들의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게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친구에 관

한 이야기는 팬들이 자신의 뉴스피드에 게재된 기업의 브랜드 상태 메시

지에 ‘좋아요(Like)’나 ‘댓글’을 달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메시지가 

팬들의 친구 뉴스피드에 게재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유료광고 중 하나인 스폰서드 광고는 미디어 이용 관련하여 발생하

는 비용이 필요하고 친구의 관심사 유형과 유사하지만 보다 노출 범위가 

넓고, 노출 빈도가 높다. 그리고 소셜광고는 광고주로부터 제작된 브랜드

의 게시물이 팬의 친구 담벼락에 직접적으로 표시되며 이는 “누가 어떤 

46) 페이스북의 온라인광고는 검색광고라고 하기 어렵다. 소셜네트워크 이용자가 입

력한 검색어를 기반으로 광고를 생산,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소셜네트

워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타깃광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7) 이하 페이스북의 광고 유형은 민귀홍, 박현선 et al. (2015)의 논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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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좋아한다.”는 방식으로 광고 하단에 나타나는 광고를 말한다.

(민귀홍, 박현선 et al., 2015)

페이스북은 광고의 게재 방식, 목표에 따라 페이지 게시물 참여 광고, 페이

지 좋아요 광고, 웹사이트 클릭 광고, 웹사이트 전환, 앱 설치 및 참여 광고, 

이벤트 응답 광고, 쿠폰 발급 광고, 동영상 조회, 주변 지역 광고, 슬라이드 

광고, 다이내믹 프로덕트 광고, 슬라이드쇼 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48) 

페이스북의 온라인광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1단계로 페이스북

이 제공하는 ‘광고만들기’에 액세스하여 우선 목표를 감안한 광고의 제

목과 페이스북 광고 유형을 정하고, 광고 제목과 내용, 사진 등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 2단계는 광고 대상을 설정하는 것인데 페이스북은 위치, 연

령, 성별, 학력 등 인구학적 데이터 및 이용자가 제시한 관심사 등에 따라 

타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내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노출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 3단

계는 광고가 보이는 시간대와 집행 예산 규모 및 집행 방식 그리고 광고 문

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대는 광고주가 원하는 국가를 선정하면 시

간대가 선정되고, 예산 규모는 하루에 집행할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며, 

집행 방식은 CPC(클릭수) 또는 CPM(노출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8) 여기서 말하는 ‘게재 방식’에는 광고를 위해 업로드하는 콘텐츠 및 게재 위치에

관한 것으로 텍스트, 사진, 동영상을 올릴 수 있으며, 게재 위치는 데스크톱, 모바

일 등 단말기에 따라 그리고 광고 유형에 따라 위치를 달리 설정하도록 하고 있

다. 광고 목표로는 게시물 홍보하기, 페이지 홍보하기, 웹사이트 방문 수 높이기,

웹사이트 전환 늘리기, 앱 설치 늘리기, 앱 참여 늘리기, 비즈니스 근처의 사람들

에게 도달하기, 이벤트 참여도 늘리기, 쿠폰 발급 수 늘리기, 동영상 조회 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광고 유형별 특징을 예를 들어 보면, ‘웹 사이트 클릭’의 경우

는 광고에 랜딩 페이지를 연결한 뒤, 가입하기나 다운로드 등과 같은 행동 유도

버튼을 달아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방식이다. 또 ‘웹 사이트

전환’은 뉴스레터 구독신청이나 제품 구매 등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페

이지 게시물 참여’는 좋아요(Like), 댓글, 공유 및 사진 보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

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다. (Facebook, 2016e;

Kapko, 2014)



- 53 -

이 때 광고 단가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경매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통은 

자동입찰을 통해 시작된다. 즉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

용자가 볼 수 있는 모든 광고 간에 경매가 진행되며, ‘총입찰가’가 가장 

높은 광고가 낙찰되고 사용자에게 게재된다. 광고의 ‘총입찰가’는 광고

주의 금전적 입찰가 및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와의 관련성

의 조합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사용자가 광고가 목표하는 행동을 취할 

확률, 이 사용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광고에서 보인 참여도 및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인 피드백 수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Facebook, 2016c) 

이렇게 가장 높은 총입찰가를 제출한 광고주가 낙찰을 받지만 실제 청구되는 

광고가격은 두 번째로 높은 총입찰가로 입찰한 광고주의 가격으로 적용한다.

다) 정보수집

우수한 타깃광고 생산을 위해 페이스북 역시 가능한 많은 트래픽을 수집

하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점은 구글과 동일하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수준은 이용자 및 해당 국가 규제기관과 마찰을 일으킬 만큼 매우 적

극적이다.49) 

페이스북이 밝히고 있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표 2-8]과 같다.50)

49) 이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수집 정책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BPC(Belgian Privacy Commission)는 2015년 6월, 페이스북이 datr이라는 쿠키

(cookie) 파일을 이용해, 비회원인 사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인터넷 활동을

추적 기록하는 것은 유럽연합(EU) 및 벨기에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규에 위배되

는 것이라며 제소하였고 벨기에 법원은 BPC의 심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고, 페

이스북에게 쿠키 및 plug-in에 의한 비회원의 개인정보 추적 중단을 명령하고 이

를 위반 시 매일 25만 유로의 과징금 부과하도록 결정하였다. 페이스북은 항소할

계획하면서도 항소 전까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기로 하여 현재 비회원에 대해

추적행위 중단하였다.(BPC, 2015)

50) [표 2-8]에 제시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전

세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당초 2014년 11월 27일, 페이스북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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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수집 정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시키는 정보

§ 계정 가입, 작성 또는 공유, 메시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서비스 이용 중 제공하는 콘텐츠와 기타 

정보(사진 촬영 장소, 파일 생성 날짜 포함)

§ 이용자가 보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의 유형, 활동 빈도나 기

간 등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와 관련되어 

발생 되는 정보

§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사진 공유, 메시지 송신, 이용자 연

락처 정보 동기화 하는 등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정보(이용자에 관한 정보 포함)

이용자와의 

연결 관련 정보

§ 이용자가 가장 많이 연락하는 사람 또는 자주 공유하는 

그룹 등 교류하는 사람과 그룹에 관한 정보 및 교류 방법

에 관한 정보

§ 주소록 등 연결 관련 정보를 업로드, 동기화, 가져올 경우

의 연락처 정보

결제 관련 정보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 및 기타 카드 정보, 기타 계

정 및 인증 정보, 청구, 배송 및 연락처 정보

기기(단말기) 정보

§ 운영 체제, 하드웨어 버전, 기기 설정, 파일 및 소프트웨어 

이름과 유형, 배터리 및 신호 강도, 기기 식별자와 같은 

속성 정보

§ GPS, 블루투스 또는 Wi-Fi 신호를 통한 기기 위치 정보

§ 이동통신사 이름 또는 ISP, 브라우저 유형, 언어 및 시간

대, 휴대폰 번호와 IP 주소 등의 연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 및 앱 정보

§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좋아요 

버튼 또는 페이스북 로그인 제공, 페이스북 측정 및 광고 

서비스 이용 시) 방문 정보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정보

§ 페이스북은 공동 서비스 제공 시 파트너에서 제공하는 정

보, 이용자가 광고주와 경험했거나 교류한 내용에 관해 광

고주가 제공하는 정보 등 타사 가 제공하는 이용자의 활동 

정보

[표 2-8] 페이스북의 SNS 서비스 제공 중 수집 정보

출처: Facebook (2016d)

부터 적용을 목표로 전 세계에 적용할 권리, 의무, 데이터 정책 및 쿠키 정책(이

하 신규 정책) 개정본을 발표하였으나 1차례 연기되어 2015년 1월 30일부터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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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쿠키(Cookie)

§ 이용자가 사용 중이거나 보고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에

서 브라우저나 기기에 배치하는 작은 파일

§ 원래 쿠키파일은 웹사이트와 이용자의 컴퓨터를 매개해주

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이용자의 

관심, 이용 패턴 등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중임

픽셀태그

(Pixel tag)

§ 이용자의 활동 추적용으로 사용하며 쿠키 파일과 조합하

여 사용하기도 함

§ 기기의 IP 주소, 사용자가 픽셀을 본 시간, 브라우저 또

는 기기와 연결된 식별자, 이용 중인 브라우저의 유형 등

소셜플러그인

(Social-plugin)

§ 제3의 웹사이트에 미리 설치한 소위 “좋아요(like)”와 

같은 장치를 말함

§ 제3의 웹사이트에 페이스북의 소셜플러그인 설치 시 이

용자가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도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브

라우저 및 방문한 웹사이트 이력을 담은 datr cookie 파

일을 수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보 수집 가능(Acar, 

Van Alsenoy et al., 2015)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쿠키, 픽셀 태그("픽셀"), 기

기 또는 기타 식별자 및 로컬 스토리지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다. 그리

고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3의 사이트에 방문한 이용자의 

정보 수집을 위해 ‘좋아요’와 같은 소셜플러그인(social-plugin)51)을 이

용한 추적을 하기도 한다.

[표 2-9] 페이스북의 정보 수집을 위한 주요 기술

출처: Facebook (2016b)

51) 소셜플러그인(Social-Plugins)은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코드를 일반 웹페이지에

장착하여 소셜미디어 운영자가 웹페이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데이트 할 수

도 있으며 [좋아요] 버튼의 클릭 수 또한 제공하여 웹페이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

심도를 불러일으키고 참여 또한 높일 수 있는 도구이다.(Netdriv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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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온라인검색광고와 기존 광고매체 간 비교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존 광고매

체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통상 온라인검색광고와 

기존 광고매체간의 차이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즉 광고 대상

에 대한 분석 수준의 차이와 광고가격 설정 방식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

으로 비교한다.

1. 광고 대상 분석 수준

온라인 광고(온라인검색광고 포함)와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지상

파 TV 및 라디오 광고, 신문 및 잡지 광고)는 광고의 목적52)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온라인 광고는 전파, 인쇄물을 매체로 

하던 기존 전통 광고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한다는 물리적인 

차이 외에도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플랫폼 사

업자 및 광고주가 전통 광고보다 광고를 소비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D. 

S. Evans, 2009a)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 구글의 애드워즈, 페

52) 김병희 (2013)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광고 정의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광고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연구 결과로

세 가지 광고 정의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에서 광고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광고란 광고 주체가 수용자를 설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해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는 단계

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한편 같은 연구에서 미국마케팅학회

의 정의도 소개하고 있는데 동 학회가 정의한 광고란 “광고주가

유료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를 비대인적으로 촉진하려는

일체의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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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북의 Self serve 광고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

로 특정 이용자에 대해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이들의 분

석 자료를 이용하여 자사의 광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최적화할 수 있

도록 한다. 전통 매체가 광고를 접하는 대상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를 해왔다는 점과는 사뭇 다른 접근방법이면

서 온라인광고 판매자로서는 기존 광고 판매자와의 차별화 요소라고 주장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이들 온라인광고판매사업자들은 광고 대상 최적화에서 더 나아

가 광고를 접하는 이용자의 반응, 매출 등으로 이어지는 전환율

(conversion rate)53)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주로 하여금 보

다 정밀한 광고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역시 기존 매체와

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 구글의 

애드네트워크(Ad Networks, 온라인 광고매체와 광고주를 연결해 주는 소

프트웨어를 말함), 페이스북의 광고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광

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치로 보여 준다. 특정 개인(즉 광고소비자)이 

검색광고를 몇 번 클릭하였는지, 광고주가 연결해 놓은 웹사이트를 몇 명

이나 방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매출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는 소위 광고효과 측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과거 전통적

인 매체를 이용하던 광고주가 가장 궁금해 하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는 할 수 없었던 타깃마케팅 및 

광고효과 분석이 가능한 것은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트래픽 수집 행위 

때문이다. 전통 매체들은 이러한 정보수집이 불가능54)하지만, 인터넷 기기 

53) 전환율(conversion rate)이란 광고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자가 실제

구매 활동회원가입, 구매, 장바구니 담기 등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위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환율 = (전환수/클릭수)×100으로 산정한다.(네이버, 2016)

54) 다만 CATV 사업자는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STB(Set-Top-Box)를 통

해 이용자의 시청습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이다.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캐나다 방송시장 규제개선(안)에 STB를 이용한 시청률 측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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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박성호(1997) 김현정(1996) Ducoff(1996)

온라인

광고특성

§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점 선택 가능

§ 광고 제작 및 수정 

용이

§ 쌍방향성

§ 저렴한 비용과 광고 

시간대의 확장성

§ 선택적인 마케팅 

전략 가능

§ 미래 지향적 기업 

이미지 부여

§ 이용자들의 높은 

상품 구매력

§ 광고효과에 대한 

수치화와 계량화

§ 즉각적인 정보접근 

가능

§ 소비자들과 더욱 

깊은 관련성 

제공(개별화된 

정보제공)

§ 융통적인 광고 가능

§ 광고에서 구매까지 

연결 가능

간 접속은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IP 

주소만 알아도 이용자의 위치, 이용자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해당 웹사이

트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IP 주소

를 추적하여 해당 이용자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 특정 웹사이트(예를 들면, 소셜네트워크, 검색 포

털 등)에는 이용자들이 가입하면서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광고의 목표고객 설정에도 활용된다. 선행 연구들 역시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온라인 검색광고의 차이점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0] 기존 전통 매체와 온라인광고 특징 비교(선행연구)

안을 포함하고 있다. STB를 이용한 이용자의 시청행태를 측정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CRTC, 2014a,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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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가격 설정 및 과금 방식

전통 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온라인검색광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광고

가격 설정 기제와 과금 방식이다. 앞서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검색광고에 대한 가격 설정 기제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광고주간 경매 방식을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광고주가 원하는 검색어(또는 키워드)에 대한 광고 가격을 플랫폼사업

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광고주간에 지불수준을 제시하고 GSP 

방식으로 입찰가를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광고 판매자인 플랫폼사

업자가 광고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전통 매체인 TV, 신문 등은 광고 판매자가 광고 기본가격을 제시하

고 광고주와의 협상을 통해 최종 광고 가격을 결정한다. TV의 경우는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광고단가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사전적으

로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실제 광고 판매 시에는 광고판매대행사55)와 광

고주간에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공개적으로 제시한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의 수요에 따라 가격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는 의

미다. 그러나 이 때 판매대행사와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가격 설정에 있어 플랫폼사업자(실제로는 광고판매대행사)가 협상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이 온라인검색광고의 가격설정 기제와 다르다. 

신문사 역시 광고 위치, 콘텐츠 영역 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 단

가를 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판매 시에는 TV 광고와 유사한 협상과정을 

55) 소위 미디어렙을 말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설립 이전에는 방송사업

자가 직접 광고도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방송사업자들은 KOBACO를 비롯

하여 미디어렙 사에 광고판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2003)는

KOBACO 설립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논하고 있지만 방송사가 미

디어렙을 이용하는 데에는 효율성 차원에서도 편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상규(2011)는 미디어렙은 개별 방송국과 다수의 광고주는 연결해주는 플랫

폼으로서 개별 방송국과 다수의 광고주가 광고시간과 가격을 협상할 때의 비효율

성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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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고 있다. [표 2-11], [표 2-12]는 2016년 9월 19일, KBS2 방송광고 가격

과 조선일보의 광고가격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11] KBS2 방송사의 프로그램별 TV 광고 가격(2016.9.19. 서울, 저녁)

구분 시간 프로그램 광고가격(원)

2016.9.19 저녁

7시 50 일일드라마(월) 10,935,000

8시
30 글로벌 24(월) 

55 수상한 휴가

10,050,000

10,200,000

9시

10시 00 월화드라마(월) 13,485,000 

11시 10 안녕하세요 10,965,000

12시 35 비바K리그 3,195,000

출처: KOBACO (2016.9)

[표 2-12] 조선일보의 종합일간지 광고 가격(2016.9.)

구분 면별 색도 규격 단가 5단 전단 기준광고료

종

1면 컬러 12컬럼×4단 61,056,000

2,3면
컬러 1컬럼×1단 615,000 36,900,000

흑백 1컬럼×1단 555,000 33,300,000

4,5면
컬러 1컬럼×1단 555,000 33,300,000

흑백 1컬럼×1단 465,000 27,600,000

뒷면
컬러 1컬럼×1단 585,000 105,300,000

흑백 1컬럼×1단 555,000 99,900,000

출처: 조선일보 (2016.9)

주의할 것은 [표 2-11], [표 2-12]에 나타난 가격은 광고주와 판매대행사

간의 협상을 위한 시작점 일뿐 확정 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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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시청률, 광고를 희망하는 광고주의 수 등으로 인해 광고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

한편 광고가격 지불방식 역시 광고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기존 광고매

체의 거래방식과 다른 면을 가진다. 즉 온라인검색광고 수수료 지불을 노

출에 의한 과금방식으로 할 것인지, 클릭수에 광고단가를 곱하여 지불할 

것인지도 광고주의 선택 사항이다. 

전통 매체에 의한 광고는 협상에 의해 광고가격이 결정되고 광고 송출

(또는 게시)이 이루어지면 시청자나 구독자에게 노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온라인검색광고는 노출된 횟수 또는 검색광

고를 클릭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사이트로 유입된 횟수가 있어야 광고비를 

지불한다. 통상 검색광고에서 활용하는 지불방식은 클릭당 지불(CPC 또는 

PPC)이나 특정 행위에 따른 지불(PPA) 방식을 사용한다.(네이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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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인터넷 기술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온라인검색광고는 인터넷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 발전과 시장의 성장

으로 기존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광고시장의 규모를 추월할 정

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모델 

분석 및 기존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의 특

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에게는 포털, 검색, SNS 등 여러 가지 서비

스를 제공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개인정

보가 포함된 트래픽을 수집한다. 그 이유는 해당 트래픽을 분석, 가공함으

로써 온라인광고주 의도가 반영된 온라인광고(타깃광고)를 제작,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설정에 있어 온라인검색광고가 기존 전통 매체 광고와 다른 

점은 플랫폼사업자가 광고 가격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한다

는 점이다. 즉 광고주간의 경매 과정에 의해 광고가격이 결정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하는 것

은 경매에 참여한 광고주를 규율 할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검색광고의 지불 방식은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과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광고 게재 자체가 과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존 광고매체와 다른 점이다.

온라인검색광고의 사업모델 분석에서 도출한 특징은 다음 제3장에서 

R-T의 양면시장 정의와의 정합성 검토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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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면시장 정의와 온라인검색광고의 양면성

제 1 절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

1. 양면시장 정의에 관한 선행 연구

1) 선행 연구

앞서 본 연구 목적 중 하나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류

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논증하는 것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출발점으로 당연히 앞서 양면시장을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정의하려 했던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양면시장을 정의한 시도는 이하에서 보듯이 각 정의에 따라서는 양

면시장을 포섭하는 정도가 달라 학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56) 다

만 그간의 연구 추세를 간략히 말하자면 양면시장의 정의를 엄격하게 함

으로써 포섭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D. Evans, 

2009; Hagiu & Wright, 2011; Luchetta, 2013; Jean Charles Rochet & 

Tirole, 2004; Jean‐Charles Rochet & Tirole, 2006; Rysman, 2009)

56) 이 때문에 본 연구 역시 특정 서비스(즉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또는 그 시장)에

대해 양면시장 포섭 여부를 논하고 있는 또 다른 논문이라 하겠다. 다만 선행연

구 대부분이 이론 또는 모형 도출에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존에 양면시장 모

형으로서 인정받은 것을 주어진 것으로 하고 그 모형과 온라인검색광고 사업 모

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글의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을 제기한 Luchetta

(2013) 역시 실증분석은 향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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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R-T(2006)은 이전의 연구들이 양면시장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면시장을 설명함에 

있어 플랫폼에 양측의 이용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특징일 수 있

지만, 양면시장을 정의할 때 그 요소만을 반영한다면 양면시장 정의에 들

어갈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단적

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어 양측이 거래를 한다고 하면 이 역시 양면시

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R-T(2006)은 통상적인 정의가 아

닌 양면시장이 갖는 요소(가격, 거래량)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함

으로써 학문적인 정의를 한 바 있다.57) 이렇게 되면 이용자 그룹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양면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양면시장 정의의 단초가 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대한 고려

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Hagiu & Wright(2011)는 기존 양면시장 정의를 시도한 연구 문헌을 검토

한 결과 양면시장 정의 대부분은 플랫폼에 참여한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

되는 이용자 그룹 간에 교차하는 그룹의 존재(the presence of important 

cross-group)와 간접네트워크효과(Indirect Network Effect)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면, B.Caillaud & B.Jullien(2003)은 “구별되는 이용자 그룹 간에 

어느 정도의 간접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가 요구되는 시장”, R-T(2003)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지닌 대부분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수가 공통의 플랫

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보유한 구별되는 양측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rmstrong(2006)은 양

면시장을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두 그룹으로서 한 그룹의 플랫폼 

참여로 인한 편익이 해당 플랫폼에 참여한 다른 그룹의 규모에 달려있는 

시장”, D.Evans & R.Schmalensee(2008)는 “가격설정이나 기타 전략이 

57)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므로 별도로

상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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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양면시장 정의

Caillaud & Jullien(2003)
§ 구별되는 이용자 그룹 간에 어느 정도의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가 요구되는 시장

Rochet & Tirole(2003)

§ 네트워크 외부성을 지닌 대부분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수가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보유한 구별되는 양측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시장

플랫폼 양측 간의 간접네트워크효과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을 

양면플랫폼으로 설명하고 있다. 

Armstrong & Wright(2007)58)은 New Palgrave 경제학 용어사전의 정의를 

인용하여 양면시장을 “플랫폼이 두 개의 구별되는 이용자 그룹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각 이용자 그룹은 동일한 플랫폼상의 타 이용자 그

룹의 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상황”으로 정의한 바 있다. Hagiu(2009)

는 “양측이 상호작용을 위해 동일한 플랫폼에 액세스를 하고, 상대측 회

원수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각 측에 액세스하는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

는 것으로 이용자와 제3의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Rysman(2009)은 “양면시장에 관한 문헌은 사실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문

헌의 부분 집합으로서 볼 수 있다.”고 하여 외부효과를 양면시장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Choi(2010)는 양면시장을 정의하는 특징은 “상

대측과 거래하기 위해 향상된 기회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외부효과 또는 

그룹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기술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양면시장

의 정의를 요약한 것이 [표 3-1]이다.

[표 3-1] 주요 선행 연구에 나타난 양면시장 정의

58) Armstrong, M. and J. Wright, "two-sided market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Eds. Steven N. Durlauf and Lawrence E. Blume,

Palgrave Macmillan, 2008,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Online,

Palgrave Macmillan. 07 February 2015, DOI:10.1057/978023022620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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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등 (2005) § 양면 네트워크 외부성을 모델화

Armstrong (2006)

§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두 그룹으로서 한 그룹의 

플랫폼 참여 편익이 해당 플랫폼에 참여한 다른 

그룹의 규모에 달려있는 시장

Evans 등 (2007)

§ 플랫폼이 두 개의 구별되는 이용자 그룹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각 이용자 그룹은 동일한 

플랫폼상의 타 이용자 그룹의 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상황

Hagiu(2009)

§ 양측이 상호작용을 위해 동일한 플랫폼에 액세스를 

하고, 상대측 회원의 수가 더 많이 존재할수록 각 측에 

액세스하는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용자와 제3의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Rysman(2009)
§ 양면시장에 관한 문헌은 사실 네트워크 효과에 관한 

문헌의 부분 집합

Choi(2010)

§ 상대측과 거래하기 위해 향상된 기회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외부효과 또는 그룹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양면시장의 특징

출처: Hagiu & Wright(2011)

이 같이 선행연구 상의 양면시장 정의 또는 특징에는 공통적으로 간접네

트워크외부효과(또는 교차그룹네트워크효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연

구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여도 양면시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연구는 양방향 모두 발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 

그러나 Hagiu & Wright(2011)는 일방향의 간접외부효과만으로도 양면시

장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업과 양면시장 성격을 가진 기업 간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자와 같이 양면시장을 정의하는 경

우에는 양면시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행하고 후자와 같

이 정의하면 과소 및 과도하게 포섭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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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방향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만 발생해도 양면시장으로 인

정한다면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점(retailer)이나 전문가 기업(예를 들면, 법무법인)도 양면시장에 포함된다. 

소매점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공급자가 판매상품을 납품할

수록 편익은 커지므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소매점도 양면시장이라는 논리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소매점을 양면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전문가 기업인 법무법인의 경우 법률서비스 

수요를 가진 고객은 해당 법무법인에 보다 많은 법률가가 해당 법무법인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예를 들면, 사건을 의뢰

할 변호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문분야도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전문가기업 역시 양면시장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상규(2010)의 양면시장 정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다.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양면시장과 학문적인 모형으로 정립된 R-T의 양

면시장 정의를 두고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

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규는 양면시장을,

“서로 다른 두 타입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

작용을 하며 이 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의 영향을 받는 시장”(이상규, 2010)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르며 고정적 역할을 하는 구매자와 판

매 그룹이 존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하는 최종재를 판다고 하였을 

때 양측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여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에 플랫폼 

이용료  를 부과한다. 

이 때 판매자와 구매자간에는 직접적 거래를 배제하고 양측 간에 교차네

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부수적 지불이 불가능하

다면 해당 시장은 양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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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2010)는 R-T의 양면시장 정의가 일반적인 양면시장 정의와 동일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구조의 비중립성 = 부수적지불불가능성 = 교차

네트워크외부성 내부화 불가능”이어야 하고, 그 결과 두 이용자 그룹 간에 

직접적 거래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두 이용자 그룹이 교차네트

워크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 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L. Filistrucchi(2012) 등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양면시장은 하나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두 개의 구별되는 구

매자가 각각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며 두 그룹 간에는 수요에 대

한 상호의존성이 있으며 거래시장(transaction markets)의 경우 거래비용을 

완전히 전가(complete pass-through)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59) 

특징적인 것은 양면시장을 미디어유형(또는 양면비거래시장)과 신용카

드유형(양면거래시장)으로 나누고 미디어유형은 양면시장에서 아주 예외

적인 경우라고 분류한다. 

미디어유형이란 양측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더라도 거래가 존재하

지 않는 유형으로 거래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 이

용자에게 하나의 상호작용 당 이용료 또는 하나의 상호작용과 이부가격을 

부과하지 못한다. 

반면 신용카드유형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양측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

이 관찰되기 때문에 하나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각 이용자 그룹에 참여할 때와 하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각각 이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60)

59) L. Filistrucchi(2012)는 Weyl (2010)이 언급하였듯이 양면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비용의 전가(pass-through)라는 기능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60) L. Filistrucchi(2012) 등의 이러한 양면시장 유형 구분은 인터넷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한 지표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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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새로운

접근법 시도의 의미

양면시장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가능한 양면시장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으며, 구별된 둘 이상의 이용자 그룹,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플랫폼 사업자의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의 특징이 존재하면 양면시장

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실

제로는 인터넷포털) 역시 양면시장이라고 분류가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분

류한 연구가 다수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는 이러한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가 양

면시장의 정의를 시도하고 특정 시장에 대한 양면시장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함에 있어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을 시도해 보고 그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면시장으로 인식되던 시장도 단면성 측면에

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입증해 보려는 것이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양면시장적 특성(구분된 둘 이상의 이용자 그

룹,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플랫폼 사업자의 외부효과의 내부화)을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모델 특히 양측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매출원이 되는 

상품을 생산해내는 가치사슬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가 통상적

인 양면시장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분된 이용자 그룹이 존재할 때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 간

주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실제로도 발생하는지 실증분석을 해보는 

것이다. 양면시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실증적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정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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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검증된 준거가 필요하

다. 앞서 다수의 양면시장의 정의 연구가 소개되었지만 양면시장 정의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R-T을 꼽을 수 있다. 이상규 

(2010)는 R-T(2004)의 양면시장 정의가 학문적으로 유일하다고 평가한 바 

있고 실제 양면시장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61)하거나 소개하

고 있는 정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 정의에 

부합하는 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론으로서 

R-T(2004)의 정의가 유의적이라고 생각되어 본 연구는 R-T이 양면시장 정

의를 위해 도입한 개념과 접근방법 및 모형을 준거로 하여 인터넷검색광

고시장의 사업모델을 감안한 분석을 시도해 본다.

이러한 접근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양면시장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서비스는 다시 한 번 양면시장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

한 거래중개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양면시장 논란이 많았던 온라인검색

광고서비스를 중심으로 양면성 분석을 시도해 본다.62) 

61) 2016.9.19. 현재 양면시장 정의를 다루고 있는 논문 중 R-T(2006)은 1,602회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Google Scholar 기준) 참고로 양면시장

의 경쟁에 관한 연구인 Armstrong (2006)은 R-T(2006)보다 더 많이 인용(2,183

회)되고 있으나 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만을 고려한 양면시장 정의를 제시하고 있

기 때문에 인터넷검색광고시장과 정합성이 떨어져 R-T의 양면시장 정의를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인터넷검색광고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언급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쿼리할 때 즉 하나의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발생한다. 그러나 Armstrong (2006)의 양면시장은 직접네트

워크외부효과 즉 가입이 증가할 때 편익이 증가하는 모델이다. 그 예로 전화가입

을 들 수 있다. 한 통신사에 가입자 한 사람이 추가로 가입하면 이미 그 통신사

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별도의 지불 없이도 신규로 가입한 이용자와 통화 가능성

이 늘어나는 편익을 얻는다. 이 때 편익은 통화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와의 통화에서 발생하는 편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62) 분석 결과 양면시장이라면 기존 분류를 강화하는 것이고 만일 단면성이 존재한

다면 통상 양면시장으로 인식되지만 사업모델에 따라서 또는 수집된 데이터에 따

라서는 단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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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모형

1) 양면시장 모형 도출 배경과 주요 개념

가) 배경

Rochet & Tirole(2004)은 양면시장을 “플랫폼이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

되는 최종 이용자들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가능하게 하고, 양 집단에 

적절한 과금을 통하여 양측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

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시장”63)이라고 정의하였다. 

당시 선행연구들이 특정 산업에 치중한 정의를 내리거나 엄격한 이론에 

의해 양면시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양면시장을 이미 알

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양측 이용자가 플

랫폼 상에서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양면시장 정의에 유용한 특징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한정한다면 너무나 많은 시장이 양면시장에 포함되는 문제

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Rochet & Tirole은 특정 시장에 국한된 양면시장 정의 또

는 일부 특징에 국한하여 양면시장으로 통칭하는 경향으로 인해 양면시장

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고 보

편적인 양면시장 모델 제안을 시도하였다.

63)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에 대한 기술적 정의는 2004년, 2006년 논문에서 동

일하게 등장한다. 본문의 정의는 손상영, 황지연 et al. (2008)의 보고서에서 제시

한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 번역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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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개념

R-T이 제안한 양면시장 모형을 이해하고 이후 온라인검색광고시장과의 

정합성을 논하기 위해 주요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R-T이 양면시장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제시한 핵심적인 요소는 

“가격수준(Price level)”과 “가격구조(Price Structure)”였다. 먼저 가격

수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 최종이용자64)에게 부과하는 가격의 합 즉 

총가격을 말한다. 즉 플랫폼이 두 고객군에게 제공하는 상품(또는 서비스)

에 대해 가격  로 부과한다고 할 때 총 가격은 플랫폼이 양측에 부과

하는 가격의 합인  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여기서 가격

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화폐단위가 아니다. 하나의 상호작용을 할 때 거

래되는 상품의 단위량을 화폐단위로 표현을 한 것뿐이다. 둘째, 가격 

 는 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상품

량의 단위가 다르다면 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 가격은 플랫

폼 기업이 거래 당 과금(per-interaction charge)을 할 때만 적용될 수 있

다.65) 만일 플랫폼 기업이 가입비(membership fee)만 받는다면 이 정의는 

무의미하다.(손상영, 황지연 et al., 2008)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격구조이다. 가격구조란 플랫폼사업자가 두 

고객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총가격을 각 이용자에게 분배(decomposition or 

allocation)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가격구조는 플랫폼 사업

자가 어느 한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다른 고객에게는 낮은 가

격을 부과하는 비용 배분을 의미한다. 

64) R-T은 두 고객을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후 구매

자 고객은 B, 판매자 고객은 S로 표기한다.

65) 거래당 가격 문제는 R-T의 양면시장 정의와 온라인검색광고의 사업모델간의

정합성 분석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3절에서 별도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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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구조 개념이 중요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가 양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비용)를 조절함으로써 양측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의 양 또는 거래량

을 달리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양면시장 판단의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이용자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대가 협의를 통해 거래량을 결정할 수 있

다면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거래량 조절 기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R-T

은 이러한 경우를 가격구조가 ‘중립적’이라고 표현66)하는데 이런 경우

는 해당 시장을 양면시장이라 할 수 없다. 

요약하면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 부과 수준을 달리

하였을 때 양측 이용자 간 총거래량에 변화가 있고 경제적 산출물에 영향

을 준다면 가격구조는 비중립적이고 해당 시장은 양면시장이라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 R-T의 양면시장 모델에 활용된 중요한 개념에는 양면시장의 대표

적인 필요조건으로 언급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도 포함된다. R-T은 기

존의 연구와 달리 이용외부성(usage externality)과 가입외부성(membership 

externality)을 동시에 고려한 일반화된 모델을 정립하였다는 특징을 가진

다. 전자는 양측 이용자 간 거래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간

접네트워크외부효과)하고 후자는 이용자가 특정 이용자 군에 가입하면서 

발생(직접네트워크외부효과)한다. 네트워크 외부성 요소를 양면시장 정의 

모형에 포함한 R-T의 네트워크 외부성 연구는 Katz & Shapiro(1985)의 네

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Katz & Shapiro(1985)는 “한 이용자의 상품 소비로부터 인한 효용이 그 

66) 이상규(2010)는 이렇게 플랫폼의 양측 이용자가 소요되는 이용료에 대해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을 “부수적 지불(side-payment)”이라고 하고 만일

양측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료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면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이용료의 역할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건너 띄고 직접 거래 협상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전형적인

단면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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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수와 함께 증가하는 상품이 많으며 이러

한 양(+)의 소비효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당해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수

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네트워크효과, 다른 이용자 그룹의 규모에 의해 효

용이 증가하는 간접네트워크효과, 내구재로 인해 발생하는 양의 소비네트

워크효과”67)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의 내부화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즉 양측이용자는 상대편 이

용자 그룹 규모에 효용을 갖게 되는데 이를 내부화하기 위해 거래하기에

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면 내

부화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68)

Katz & Shapiro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의 내부화 설명은 R-T의 양면시장 

정의 조건 중 하나인 가격구조의 비중립성과 외부성의 내부화 조건을 제시한 

코즈정리(Coase theorem)간 관계를 정립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즉 R-T은 해

당 시장의 가격구조가 비중립적이면 코즈정리가 성립하지 않음69)을 제시하고 

67) Katz와 Shapiro(1985)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예를 들

고 있다. 즉 어느 한 소비자가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은 다른 다수 소비자

가 유사한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해당 컴퓨터에 공급될 소프트웨어가 많고 다양하여 판매되는 많

은 개인용 컴퓨터나 하드웨어의 기능을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소

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장 역시 성장

하게 되고 추가로 소비자가 개인용 컴퓨터 소비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

용 컴퓨터 구매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결국 소프트웨어 상품이 많고 다

양하여 하드웨어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내구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외부효과는 자동차

시장으로 설명한다.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결정할 때 외산 자동차 구매를 꺼리

는 것은 빈약한 서비스센터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구매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 소비 참여 여부 결정도 결국 소비네트워크효과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68) 이상규(2010)는 이 조건을 David S Evans (2003), D.S. Evans & Schmalensee(2008)

에서 제시한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측 이용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당해 시장이 양면

시장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69) 코즈는 만약 재산권이 명백히 정의되고 안전하게 보장되면 자유롭게 양도 가능

한 동시에, 협상에 드는 거래비용이 매우 작을 경우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

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즉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코즈정리”라고 한다.(이준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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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후자는 양면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이상규, 2010)

R-T의 양면시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상호작용(interaction)’

이다. 상호작용이란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신

용카드 결제시장의 경우 카드 보유자가 상품 구매 후 결제를 하기 위해 신

용카드를 한 번 사용하는 행위(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

는다.)를 말한다. 이 때 상호작용은 플랫폼을 이용한 상호작용이며 양측의 

이용자가 당해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배제한다. 예

를 들면, 전화플랫폼을 가정하였는데 우편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신용카

드 결제플랫폼을 전제하였는데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상호

작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Rochet & Tirole, 2006) 

2)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T(2006)은 일부 특징에 의해 또는 통상적으로 

인식되던 기술적 차원의 양면시장의 정의를 모형화하여 보다 엄격하고 보편

적인 양면시장 정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거래 행위 당(per interaction) 가격 

와 를 부과하는 플랫폼에서 인식하는 거래량 D가 총가격

수준에 의해서만 달라진다면 그 시장은 단면시장이다. 반면 총

가격수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두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격수

준에 따라 거래량 D가 달라진다면 그 시장은 양면시장이다.” 

다시 말하면 총가격을 구매자와 판매자 각각에 대해 비용 재배분을 하였

을 때 거래량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시장은 일면적이며, 재배분에 의해서 

거래량이 변한다면 시장은 양면적이라는 것이다.(김성환, 김민철 et al., 2008)

R-T의 모형 수립과정을 보면, 우선 구매자 그룹(Buyer, B)과 판매자 그

룹(Seller, S) 두 집단이 있다고 할 때 플랫폼 사업자는 측 이용자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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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만큼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양측 이용자 간 상호작용 당 한계비용 

c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  대해 는 상호작용 당 평균편익(average benefit),  는 플랫폼 

가입이 주는 고정편익이다. ∈ 에 대해 는 상호작용 당 플랫폼이 부

과하는 요금,  는 플랫폼 가입비(membership fee)를 의미한다. 그리고 양

측 이용자 간 거래에서 거래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70) 그리고 양측 이용

자 간에 발생 가능한 상호작용 수(거래량)는   라고 가정한다. 주어진 

양측 이용자수로 발생 가능한 총 상호작용 수(거래량)가   이기 때문

에 실제 발생하는 상호작용 수(거래량)는 이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71). 발

생 가능한 때 최종이용자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식 1)

이 때 플랫폼 사업자의 이윤(profit) π는 다음과 같다.

············· (식 2)

한 측( )의 가입자 참여는 상대측( )가입자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간

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고려하면 상호작용 당 가격(per interaction pric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식 3)

70) R-T(2006)은 이 가정이 광고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시장이나 신용카드시장에

적절한 가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상호작용 즉 이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신용

카드 보유자가 결제 행위를 할 때 추가 과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71)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가는 가

맹점은 전체가 아닌 일부일 것이며, TV 시청자가 모든 광고를 시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면시장의 정의를 시도한 이상규(2010) 역시 해당 논문에서 동일한 가

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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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으로 가입수수료와 

이용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통합형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룹에 이용자가 가입하려면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한 측의 이용자 수( )는 상호작용 당 가격()과 상대측 가입자 규모( )

에 의해 결정되므로 측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식 4)

이 수요함수를 가격체계 함수인 ( )로 표기할 수 있고 이를 상기 플

랫폼의 이윤 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 (식 5)

····················································· (식 6)

가정에서 가격수준     은 주어져 있으므로 상호작용의 양 즉 거

래량(V)을 극대화하여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가격구조는 다음과 같다.

········ (식 7)

η를 총거래량 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할 때 거래 당 독점가

격    는 Lerner 공식에 의해 다음 식을 만족하며,

································ (식 8)



- 78 -

최적가격구조는 양측 가격변화의 총거래량에 대한 한계 기여가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 (식 9)

만일 고정편익( )과 고정비용( )이 없다면 즉 상호작용당 편익 만 존

재할 때(즉     ) 가격구조는 다음을 만족한다.

··············································· (식 10)

를 측 수요  의 측 가격 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할 때

(   



 




) 가격구조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 (식 11)

이에 대하여 손상영, 황지연 et al. (2008)은 수요탄력성이 높은 측에 더 

높은 과금을 한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가격차별화 이론과는 반대의 결과라

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수요탄력성이 높은 측에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

써 그 반대 측의 한계비용을 낮추어 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양측 수요의 곱

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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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chet & Tirole 모형에 대한 비판과 온라인검색광고시장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몇 가지 측면에

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 그룹에 대한 가정

첫째, 이상규(2010)는 Rochet & Tirole은 ‘가격의 비중립성’만으로 양면

시장을 정의하여 구별되는 두 이용자 그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즉 이용자 그룹에 대한 기준 설정 또는 조작적 정의가 

없고,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chatline이나 전화서비스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집합이 변동적이며, 교

차네트워크 외부성이 아닌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Rochet & 

Tirole에 따르면 양면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이상규(2010)는 두 이용자는 고정적 역할이 있어야 하고 판매자

는 구매자에게 최종재를 판매해야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Rochet & Tirole은 양측 이용자를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라

고만 하였을 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

나 Rochet & Tirole이 양면시장에 대한 정의를 시도함에 있어 고려한 이론

적 단초 중 하나가 Katz & Shapiro(1985)의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이었다. 

Katz & Shapiro는 자신들의 논문에서 네트워크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소비

자, 이용자 등이라 하고 있고, Rochet & Tirole은 양측 이용자를 구체적으

로 최종이용자(end-users)라고 표현하고 있어 양면시장에 참여하는 양측 

이용자는 최종재구매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경우 인터넷이용자와 광고주는 구별된 이

용자이고 인식 가능한 고정된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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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Rochet & Tirole 모형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적용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양측 이용자 간에 거래되는 것이 최

종재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72). 왜냐하면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광고는 최종재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광고주에게 제

공하는 시간, 개인정보는 온라인광고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 성격이 강하여 

최종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 교차네트워크외부성 유무 여부

둘째, 이상규(2010)는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서는 교차 네트

워크외부성 유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네트워크

외부성이 아닌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양면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Rochet & Tirole의 정의만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Rochet & Tirole(2006)은 가격수준과 가

격구조에 의한 양면시장 정의 외 같은 논문에서 교차네트워크외부성를 고

려한 또 다른 방식의 양면시장 정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chet & Tirole이 상정한 외부효과는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라는 점이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고려할 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이외의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양면시장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Rochet & Tirole이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Katz & 

Shapiro(1985)에 따르면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 아닌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직접네트워크외부성’과 ‘내구재소비에 의한 외부효과’를 상정할 수 

있는데 Rochet & Tirole 모형이 양측 이용자 간 상호작용 당 플랫폼사업자

가 부과하는 이용료를 이용한 거래량 변화를 정의한 만큼 Rochet & Tirole

72)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Filistrucchi, Geradin et al.(2012)는 광고기반

모델을 가진 양면시장으로 분류된 경우라도 이용자-광고주간에는 거래행위가 발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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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정하고 있는 외부효과가 직접이나 내구재소비에 의한 외부효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Rochet & Tirole은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 양면시장의 중요한 특징

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시장 유형이 포섭되기 때문

에 그 특징을 가정으로 하되 가격수준과 가격구조라는 모형을 추가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즉 모형에서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가정에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이 기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73). 따라서 Rochet & Tirole 모형을 두고 인터넷검

색광고시장의 양면성에 관한 정합성 여부를 검토할 때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가 아닌 외부효과로 인해 동 시장이 양면시장으로 포섭되는 논리적 

오류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3) Rochet & Tirole은 자신들의 2006년 논문 “주석 28”에서 양면시장 정의 방안으

로 교차그룹 외부성으로 접근할 때 전미분(total derivative) 정의 시 너무 많은 시

장이 포섭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아질수록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장(일반적으로 단면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시장까지도)이

해당되기 때문에 편도함수 정의를 채택하여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Rochet &

Tirole, 2006) 이는 Rochet & Tirole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가정으로 두되 지

나치게 많은 시장이 양면시장으로 포섭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당초 연구 목적

에 부합하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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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와 온라인검색광고

1. 서설

제1절에서는 Rochet & Tirole이 양면시장의 정의를 시도한 배경과 모형, 

그에 대해 학자들의 비판을 살펴보았다. 제2절 이하에서는 R-T 모형 상의 

가정들과 인터넷검색광고시장의 사업모델을 비교 검토하여 온라인검색광

고시장이 R-T 모형에서 정의한 양면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우선 제2절에서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측면에

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R-T 모형에서 제시한 상

호작용과 가격수준에 대한 가정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도 정합성을 갖

는지 분석한다. 제4절은 소결이다. 

2. Rochet-Tirole 모형과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Rochet & Tirole은 양면시장의 정의를 내리기에 앞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면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전제가 간접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이기 때문이다74). 제1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 즉 플랫폼사업

자가 하나의 상호작용(거래행위)당 가격수준과 가격구조로 거래량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이 이용기반외부효과 개념을 모형에 사

74) Rochet & Tirole이 언급하였듯이 양면시장 정의를 시도하기 위한 시발점은

Katz와 Shapiro 이후 활발해진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 때문이다. Katz와 Shapiro

의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Rochet & Tirole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직접과 간접

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멤버십 외부효과(membership externality), 후자는 이용

기반외부효과(usage externality)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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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5) 그 이유는 양측이용자간에 실제 효용이 발생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즉 무언가를 두고 거래를 하여야 하고, 그 상호작

용 행위를 했을 때 양측 이용자들에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로 인한 편익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간접네트워크외부성과 함께 다른 측면의 이용

자의 수는 그 측면에 적용되는 이용료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결국 양면시장

에서 이용자의 효용은 양측에 부과되는 모든 이용료에 영향을 받게 된다. 

플랫폼사업자는 비용 보전 또는 이익창출을 위해 양측 이용자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나는 멤버십이용료(Membership 

fee)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기반의 이용료(Usage fee)이다. 전자는 직접네

트워크외부효과에, 후자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멤버십이용료는 소위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이용자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양측 이용자가 거래를 결

정하는데 있어서는 매몰비용에 해당한다.76) 

환언하면, 멤버십이용료는 양측 이용자가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여부

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비용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를 관측하기가 어려울 때는 가능한 멤버십이용료 부과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려는 유인이 있다. 

인터넷포털을 포함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주요 수익원인 인터넷검

75) 참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T 모형의 거래당 가격에는 멤버십이용료와

이용횟수에 기반을 둔 이용료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76) 예를 들면, 신용카드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신용카드 연회비, 유선전화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료가 대표적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발부 받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카드 연회비를 부과한다. 이는 신용카드보유자가 연간 결제행위를

할지 여부 및 연간 몇 번을 결제할지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이용료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시내전화가입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기본료를 부과한다. 기

본료는 시내 또는 이동전화가입자의 통화료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부과 목적도 다

르다. 즉 기본료는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NTS(Non-traffic sensitive,

가입자 접속)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통화료는 상호접속 되어 있는 상대

사업자에게 지불할 상호접속비용 및 통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

또는 분(초)당 과금을 한다. 이용자는 통화를 할지 여부 및 몇 번을 통화할지 등

을 결정할 때 기본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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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광고시장을 보면 플랫폼사업자가 멤버십이용료보다는 이용기반이용료 

부과 체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온라인광고주나 인터넷이용

자 모두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검색서비스, 포

털 서비스 등)에 참여할 때 별도의 회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가 검색 쿼리를 하여 제시되는 검색결과에 온라인검색광고가 표시되며 이

를 클릭하였을 때 비로소 광고주에게 이용기반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즉, CPC(cost per click) 과금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이용기반의 이용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7) 다만 이용자는 온라인검색광고를 클

릭하여도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의한 거래량 영

향을 받지 않으며, 결국 온라인검색광고의 경우 양측 이용자가 거래 여부

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광고주에게 부과되는 이용기반의 이용료

로서 클릭 당 과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Rochet & Tirole이 말하는 상호

작용 당 부과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78)

77) 이러한 과금방식이 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기술적 특징에 기인한다. 즉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거래 행위를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어떤 검색어

로 검색을 하였는지 그리고 검색결과와 함께 제공된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는

지, 노출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페이지를 몇 번이나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광고기반의 미디어 매체 예를 들면, TV, 신문, 잡

지 등은 시청자(또는 독자)가 광고를 얼마나 보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나

마 가능한 것은 TV의 경우는 시청률,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 발행부수나 열독률

등이 지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검색광고를 포함한 온라인광고만큼 정확

하게 산정하지는 못한다.

78) 다만 이후 제3절에서 논하겠지만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검색광고를 제작

하는 사업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이용자에게 과금을 한 것이고 양

측은 상호작용을 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업모델을 분석해 보면 온라인

검색광고주에게 부과하는 이용료와 인터넷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 간에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를 위한 가정인 “상호작

용 당 과금(pricing per interaction)”에는 위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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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양면성 선행 연구 검토

온라인광고서비스(검색광고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1) 한 방향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한 방향으로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여

도 양면시장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양면시장의 필요조건 중 하나로 간접

네트워크외부효과를 들면서 광고주-이용자 간에는 한 방향, 보다 정확히는 

이용자 규모에 대한 광고주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만이 양(+)79)이라고 설

명하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양방향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

아가 온라인이용자가 광고를 보면 플랫폼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콘텐츠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편익을 

얻게 된다(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의 결과)고 설명한다. (David S 

Evans, 2003;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2; 신일순, 2009)

79) 광고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또는 실증적 연구는 다수 확인된다. 이론연구로는 Kind, Hans

Jarle, Tore Nilssen, and Lars Sørgard. Advertising on TV: Under-or

overprovision?. No. 2005, 15. Memorandum,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Oslo, 2005., Reisinger, Markus. Two-sided markets with

negative externalities. No. 2004-27. Munich Discussion Paper, 2004. 등이 있고,

실증연구로는 Wilbur, K. C. (2008). “A Two-Sided, Empirical Model of

Television Advertising and Viewing Markets”. Marketing Science, 27 (3),

356-378., Kaiser, Ulrich, and Julian Wright. "Price structure in two-sided

markets: Evidence from the magazin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4.1 (2006): 1-28. 반면 광고가 이용자에게 양의 간접네

트워크외부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Rysman (2004)은 대표적인 양면시장

으로 분류되는 미국 전화번호부(Yellow page) 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동 연구에 따르면, 전화번호부 시장의 경우 이용자들이 많을수록 전화

번호부 광고주들의 효용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 역시 광고에 대한 양의 효

용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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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일순(2009)은 두 가지 이유로 이용자는 광고주 규모에 의해 간접

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검색자가 실제 온라인

광고검색을 목적으로 검색 쿼리를 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광고주

가 많아지면 인터넷 포털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더 많은 사

용자 유인을 위해 서비스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용자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상규(2010) 역시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가 존재하고 양측 이용자 간에 부수적 지불이 불가능하다면 양면시장

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양방향이

라는 언급은 없다. 그러면서도 인터넷포털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한 방향으로만 발생하여도 양면시장으로 분

류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독일의 Bundeskartellamt(독일연방카르텔

청)도 ‘Holtzbrinck 사건’80)에서 광고가 많을수록 신문사가 매출을 더 많

이 올릴 것이고 이는 결국 신문이나 잡지의 품질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광고가 독자들에게는 편익을 준다고 판단한 바 있

다.(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2)

그런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여도 양면시장으

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의 

단초가 된 Shapiro & Varian의 네트워크효과 전제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

다. Shapiro Varian(2013)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개

념이 ‘양의 환류(positive feedback)’이며 이 양의 환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양의 네트워크외부효과라고 설명한다. 또한 통상 네트워크 외부효과

는 양의 네트워크외부효과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1) 

80) Holtzbrinck 사건이란 2002년 12월, 일간 신문 Tagessiegel, 잡지 Zitty 등을 발간

하는 Holtzbrinck가 Berliner Zeitung, Berliner Kurier 등의 일간신문과 잡지를 발간

하는 Berliner Verlag KG를 인수하기 위해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

게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동 청이 합병 후 법인이 베를린 지역의 일간지와 잡지 시

장에서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승인을 거부한 사건을 말한다.(Bundeskartellamt, 2002)

81) “Network externalities are normally positive, not negative.” (Shapiro &

Vari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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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hetta (2013)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양면시장의 양측 

이용자 규모는 상호간에 외부성을 양산하는데, 이 때 대다수의 학자들은 

양의 외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R-T의 양면시장 모

델에서 말하는 상호작용 당 거래(제3절에서 검토한다.)를 고려할 때 한 방향

의 외부성이 아니라 양방향의 외부성을 가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양방향의 외부성 조건을 포함할 때 슈퍼마켓이 양면시장에 포섭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2) 

결론적으로 양의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한 방향으로만 성립하여도 양면

시장의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R-T 모형에서는 양방

향으로 양의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있다는 가정이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다.

가) 광고주-이용자간 거래행위 수/행위자

다수의 학자들이 양면시장이라고 분류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면 동일한 

플랫폼이 양측 이용자를 연결하는 행위가 하나 또는 복수로 발생한다. 

전자의 예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신용카드 보

유자가 결제행위를 하면 플랫폼사업자로서는 양측 이용자에게 한 번의 결

제행위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인

터넷포털인데, 포털사업자는 광고주에게 온라인검색광고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인터넷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한다. 하나의 플

랫폼에서 광고판매 행위와 콘텐츠 제공행위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다.(David S Evans, 2003) 

플랫폼에서의 행위 즉 거래는 양측 이용자 간의 최종재를 판매 및 구매

82) Hagiu도 상인 모드(merchant mode)와 양면시장 모드를 구분하면서 소매상을

양면시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Hagiu가 말하는 상인모드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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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포털의 양측 이용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이며, 판

매자는 구매자에게 최종재를 판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광고주는 이용

자에게 광고를 판매한 것이 된다. 다만 반대로 이용자는 광고주에게 무엇

을 판매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상규(2010)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

지만, D. Evans는 이용자의 관심(attention) 및 시간(time)을 제공한 것이라

고 하고 있다. D. Evans는 인터넷포털 뿐 아니라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모두는 이용자의 관심과 

시간을 모으기 위한 경쟁행위라는 것이다. 

D. Evans의 설명대로라면 청중조성을 위해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은 플랫폼사업자라는 것인데 이는 양면시장의 전제로 양측 이용자가 상대

방에게 최종재를 판매하여야 하는 것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동일한 플랫폼에서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 하나와 양

측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또 다른 행

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를 가정하였으나 

인터넷포털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실상 둘 또는 그 이상이라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83) 

결론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포함한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을 보

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R-T 모형은 하나의 거래행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의 가정과 달리 하나의 플랫폼에서 둘 이상의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사

업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장의 양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 연

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3절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다.84)

83)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포털 뿐 아니라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서비

스에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D. Evans의 설명은 기존에 서비스 별로 설명

하던 방식보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검

색광고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 플랫폼사업자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제5장에서 다시 논한다.

84)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온라인광고가 CPM 과금방식을 채택하였을

때를 말하고, 두 가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CPC 과금방식일 때이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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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검색의 대가가 광고인가? 개인정보 제공인가?

선행연구들이 인터넷포털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온라인광고

주가 이용자(정확히는 인터넷검색자)의 규모에 대해 효용을 가지는 간접네

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밖에 없으며 양측은 

부수적 지불을 할 가능성이 없고 가격구조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David S Evans, 2003;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2; 신

일순, 2009; 이상규, 2010)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에게는 검색을 포

함한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광고주에게 광고비

를 받아 자사의 수익을 최적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의 과금방식을 보면, 

플랫폼사업자가 광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검색결과에 나타

난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여야 과금이 가능하다. TV 광고나 배너광고 

등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회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기회비용이 높

아 회피를 포기하지만, 온라인검색광고는 클릭하지 않으면 되므로 회피가 

용이하고 회피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지만 않는다면 플랫폼사업

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온라인검색광

고사업자의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용자는 플랫폼사업자의 사이트에 액세스하여 관심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

여 자신의 관심사를 제시하고 서비스 이용(가입, 검색 등)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자신의 개인정보85)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는 예를 들어 특정 광고가 이용자에게 1천 번의 노출이 되면 과금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노출광고 회피가 사실상 어렵다. 즉 웹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광고가

노출되므로 하나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이용자가 검색 쿼

리를 입력한 결과 웹사이트에 나타난 검색광고 중 하나를 택하여 클릭을 하여야

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검색행위 및 클릭행위라는 두 번의 행위가 일어나야 과금

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실증분석에서 다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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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에게는 온라인검색광고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중간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이용

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수집/가공 허락

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플랫

폼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나 서비스이다. 결국 이용자는 플랫폼사

업자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을 조건으

로 자신의 개인정보와 교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검색광고의 경우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광고 때문인가? 개인정보 제공때문인가? 만일 검색결과에 

나타난 검색광고를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는 한 플랫폼사업자는 광고주에

게 광고비 부과를 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이용자가 광고주의 교차보조로 

인해 서비스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

기 때문에 개인정보제공 때문이라면 온라인검색광고를 주 매출원으로 하

는 인터넷포털을 양면시장이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Luchetta(2013)가 구글의 예를 들어 주장한 것처럼 플랫폼사업자는 보다 

많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자사 서비스뿐 아니라 타사에게 일정한 대가

를 주고 개인정보를 사오기도 하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온라인검색광고주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일종의 단면시장으로 설명하는 것

이 더 설득력이 있다.

4. 양(陽)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와 온라인검색광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이론을 정립한 Shapiro를 비롯한 네트

워크외부성 연구자 대부분은 양의 외부성을 전제하고 있다.(Luchetta, 

2013) 특히,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이용기반의 외부성이기 때문에 양측 

85) 인터넷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제2장 제2절, 제3절에서 정

리한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의 사업모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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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하나의 상호작용(per interaction)을 할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용자라면 하나의 상호작용(즉 

거래행위)에 참여함에 있어 양의 외부효과를 기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양측 이용자 중 한 측이 하나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거나 편익이 “0”이라면 상대측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거래에 참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ochet & Tirole이 Shapiro 등의 네트

워크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양면시장의 요건으로 양측의 구별되는 이

용자 그룹 간 하나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여 정의할 때는 이용자 상호양측 

간에 양의 외부성(reciprocal inter-side positive externalities)이 발생해야 

함을 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86) 

양의 외부성 발생이 양방향이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Hagiu(2011)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Hagiu는 매개체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매자와 이

용자가 존재하더라고 중간의 플랫폼이 판매과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플랫폼사업자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선택적으로 

‘활용’ 또는 ‘비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경우는 양면시장에서 배

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의 참여가 적고 

그 결과 상대방 측 이용자의 수요가 감소하여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결정하는 것이 양면플랫폼 모드(two-sided platform mode)라면, 상인모

드(merchant mode)는 판매자에게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를 이

86) Rochet & Tirole(2006)은 양측 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동인은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

나는 본문에서 소개한 신용카드 사례이다. 신용카드 보유자가 현금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려 한다면 영업점주(가맹점)도 자신에게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

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논리다. 또

하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사례이다. 한 측 이용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

고자 한다면 상대방은 발신측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수신을 하겠다는 의

지를 가지려면 통화참여에 따른 양의 외부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은 미국적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착신자도 통화료를 부담하는 과

금체계이기 때문에 착신에 응한다는 것은 요금부담의 비용을 넘어서는 편익을 기

대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통화)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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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자(merchant)가 플랫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모드를 말하는데 앞서 예와 동일하게 판매자들의 낮은 참여로 인해 수요

가 부진하다고 예상(낮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예상)되면 아예 플랫폼사

업자가 판매자가 되어 수요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 창출을 시

도한다.87) (Hagiu, 2007) 이처럼 상인모드는 한 측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가 존재하지 않거나 음인 경우 즉 한 방향으로만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취하는 행위를 고려할 때 양면시장에 포섭하기 어

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Shapiro 등이 네트워크 이론에서 네트워크 외부성을 논할 때 

양의 네트워크외부성을 가정한 점, R-T의 양면시장 정의에서 가정한 하나

의 상호작용은 이용기반의 외부성으로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전제

할 때 발생 가능하다는 점, Armstrong (2006), Hagiu & Wright(2011)  등 양

방향 양의 네트워크외부효과를 가정해야 소매점 등을 양면시장에서 배제

할 수 있는 점, R-T의 양면시장 정의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호작용의 결과

는 항상 상호양측 간에 양의 외부성을 가져 온다는 점(Luchetta, 2013)을 

고려할 때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으로 꼽히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양

(陽)으로서 양방향 발생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시장 여부를 보면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양면시장으로 포섭하는데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첫째, 광고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플랫폼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광고주는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효용이 커지지만 그 반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다

수의 연구가 인터넷포털을 포함한 광고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진 미디어의 

경우 광고주 규모에 대해 음의 외부효과를 보이거나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87) 이는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의 거래를 이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한 측 이용

자(상품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상품을 플랫폼이 구매하고 판매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Rochet & Tirole은 이를 단

면시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상규(2010)는 온라인쇼핑몰을 예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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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trong, 2006; David S Evans, 2003;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2; 

Kind, Nilssen et al., 2005; Reisinger, 2004;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4; 신

일순, 2009; 이희복, 이경렬 et al., 2015) 따라서 R-T의 양면시장 모형이 상

호간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가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

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모델이 R-T 모형과 양

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인터넷포털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한 이유는 구분

되는 두 이용자 그룹, 최소한 한 방향 이상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

재, 기존의 광고기반사업모델을 가진 TV, 신문, 잡지와 동일한 사업모델로 

보았기 때문이다.(Armstrong, 2006; David S Evans, 2003;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2; 이상규, 2010) 

그러나 인터넷검색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을 분석하

면,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플랫폼사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최대한 수집하여 가능한 이용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광고 상품을 만들어 

내고 온라인광고주에게 이를 경매에 붙여 가격을 정한다. 

표면적으로 이용자와 온라인광고주라는 구분되는 두 이용자 그룹이 있다

고 하지만 사실 플랫폼사업자는 맞춤광고를 생산하기 위해 자사의 웹사이트 

및 툴바, 플러그 인, 쿠키 파일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사 웹사이트에 접속토록 하기 위해 각종 서

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더불어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트

래픽을 끌어 모으기 위해 웹브라우저 사업자, OS 사업자, 장비제조사 등에

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사오기도 한다.(Castillo, 2011; Satariano, 2016) 

이렇듯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자체 서비스 제공 비용 및 제3기관에게 지

불하는 대가 포함)을 들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맞춤광고라

는 최종재 제작을 위한 중간재를 매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온라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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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와 광고판매 행위를 

감안한다면 Hagiu (2007)의 상인모드에 가깝고 이런 논리라면 온라인검색광

고시장은 양면시장이 아닌 단면시장에 더욱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닭과 달걀의 딜레마

“닭과 달걀의 딜레마(Chicken-Egg Dilemma)”란 간접네트워크 외부효

과가 발생하는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플랫폼 사업자 입장

에서 어느 한 측의 이용자 규모를 늘리려면 다른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커

야 하는데 어느 측 이용자를 먼저 규모를 늘려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확정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즉, 두 이용자 그룹을 둔 플랫폼사업자는 한 

측의 이용자(예: 구매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다

수의 또 다른 이용자 그룹(예: 판매자)을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해야만 하

는데 판매자 그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 규모의 양측 이용자 군을 확보하여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를 통한 거래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업모델을 가진 사업자가 결과

적으로 직면하는 순환논리 현상이다.(Caillaud & Jullien, 2001)

인터넷포털은 이용자-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만

일 Caillaud & Jullien(2001) 및 David S Evans(2008)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양면시장이기 위해서는 결과적

으로 ‘닭과 달걀의 딜레마’의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David S 

Evans, 2008; Luchetta, 2013)88)

88) David S Evans (2008)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으며 논리전개상 원문

을 함께 제시한다.

“닭과 달걀의 딜레마는 양면시장의 필수적인 특징이며, 양면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의 문제를 선결해야만 한다고 하

면서 이용자 A는 이용자 B가 없으면 플랫폼 이용에 참여하지 않을 것

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닭과 달걀의 딜레마를 설명한다.”

“An essential feature of two-sided platforms is that they must

cater to two different customer groups simultaneously.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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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Filistrucchi(2008) 및 Filistrucchi, Geradin et al.(2012)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Filistrucchi(2008)는 양면시장에서의 SSNIP(The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89)를 시도

한 연구에서 TV, 신문 등 미디어 시장에서 이용자와 광고주간에는 상호작

용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다.

당초 플랫폼의 역할이 두 이용자 간 발생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플랫폼 상에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음은 양 이용자 간에 거래행위가 없

다는 것이고, 이는 양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이며, 결국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리고 플랫폼은 두 이용자 간의 거래와 무관하게 각 이용자 그룹과 거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D. Evans(2008)의 주장대로라면 

양면시장의 필수적인 특징 즉 닭과 달걀의 딜레마와 무관한 사업모델이며,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논리적 결론에 다다른다.

당시 Filistrucchi(2008)는 미디어 시장이 양면시장이라고 가정하고 관련

시장획정을 위해 수정된 SSNIP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주지하듯이 SSNIP 테

스트를 위해서는 가상의 독점사업자의 가격을 먼저 설정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SSNIP 테스트의 방법론은 특정 상품의 가상독점사업자의 가격을 

5~10% 인상하였을 때 수요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를 두고 관련시

장을 획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90) 이 과정에서 Filistrucchi는 미디어 시

a two-sided platform the founders must solve the “chicken-and-egg

problem”: customers on side A will not participate without

customers on side B while customers on side B will not participate

without customers on side A.”

89) 주지하듯이 일반적인 SSNIP 테스트는 단면시장 하에서의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 사용하는 접근방법으로 소위 네트워크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Filistrucchi는 기존의 SSNIP 테스트가 아니라 네트워크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수

정된 SSNIP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90) 시장획정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별도로 논한다. 본 연구가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의 양면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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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참여하는 3자(플랫폼사업자, 두 이용자 그룹)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상

의 특징을 발견한 것이다.

첫째, 양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관찰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이 존

재하였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는 것은 플

랫폼에 의해 양자의 상호작용이 관찰이 된다. 반면 신문 독자가 광고를 보

았는지, 시청자가 광고를 보았는지는 플랫폼사업자에 의해 관찰되지 않는

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플랫폼사업자가 두 이용자 간 상호작용(거래)을 관

찰할 수 있으면 Rochet & Tirole(2006)의 정의처럼 각 이용자에 대해 수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 당 가격과 가입비를 함께 부과(이부가격제)

할 수 있지만, 관찰이 되지 않으면 Armstrong (2006)의 모델처럼 가입비만

을 부과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부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SNIP 테스트를 위해서는 두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및 그에 따라 부과되

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나 Filistrucchi가 3자간의 거래를 살펴본 결과 모

든 미디어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과 달리 두 이용자 간에 실질적

인 거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1) 

즉  [그림 3-1]에서 보듯이 독자/시청자/청취자는 광고를 보는 것에 관심

이 없으며, 오직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영화, 음악, 뉴스 등)에

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용자와 광고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부과할 수수료(여기서는 SSNIP 테스트에 사용될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91) Filistrucchi, Geradin et al.(2014)는 이를 ‘비거래시장(Non-transaction markets)’

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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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디어시장 내 거래관계 및 두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부재

출처: Filistrucchi(2008)

그렇다면 미디어 시장에 있어 플랫폼사업자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하는가? 온라인검색광고플랫폼을 포함한 미디어시장을 보면 

광고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필요하고 그 수가 크면 클수록 좋

다. 그러나 Filistrucchi(2008)가 제시하듯이 이용자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메

시지를 보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이용자의 효용에 ‘광고주 규모(수)’가 관련성이 없거나 낮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측 중 어느 쪽 이용자 

그룹의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불필요하다. 

이용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월 이용료만을 받아서 

운용할지 월 이용료와 이용기반의 광고비를 같이 부과할지 등은 전략적으

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92)

92) 곽주원(2015)은 인터넷포털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터넷검색광고를 제공하는 인터

넷포털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 인터넷광고와 인터넷포털서비스를 분리하여 후자

만을 대상으로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 인터넷광고시장과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시장을 따로 떼어 획정할 수 있

는 근거로 Filistrucchi, Geradin et al.(2014) 주장을 들고 있다. Filistrucchi,

Geradin et al. (2014)이 본 인터넷검색광고시장은 인터넷광고주와 이용자 간 거

래가 없는 비거래시장이었고, 플랫폼은 중개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시장이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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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장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TV 채널 사

업자라 하더라도 i)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수입을 올리는 사업자

가 있는가 하면, ii) 특정 채널을 보는 조건으로 월회비를 받는 TV서비스도 

있다. iii) 더 나아가 이용자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광고마저

도 송출하지 않는 TV 채널도 있다.93) 보통 i)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지만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결국 TV 서비스 본연의 특징(by 

nature)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사업자의 전략에 따라 

같은 TV 채널 서비스가 다양한 사업모델로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Luchetta, 2013)

결론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를 포함하여 광고기반의 미디어 시장은 

D.Evans가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발

생하는 결과적 현상인 ‘닭과 달걀의 딜레마’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

았다.94) 오히려 광고기반으로 운영하는 미디어시장은 그 자체 성격상 양면

시장이라기 보다는 미디어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양면시장의 모습

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서 온라인광고시장과 서비스시장은 사실상 별개의 시장이며, 각 시장에 동시에

진입한 사업자만이 관련시장 내 포섭이 가능한데 이는 둘 중 하나의 시장에만 참

여한 사업자는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획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양측 이용자 간에 양이든 음이든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93) 국내 TV 채널을 기준으로 본다면 i)의 경우는 KBS2, MBC, SBS, EBS가 해당

하고, ii)는 캐치온(영화채널), iii)은 KBS1이 해당될 것이다.

94) 이는 어느 한 측의 이용자 그룹의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이용자 그룹의 수가 감소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

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구매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

고 광고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광고주 수’ 감소가 이용자 감소를

불러와야 하는데 광고주 수의 감소는 이용자가 광고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한 지 여부는 제4장

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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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호작용, 가격수준, 온라인검색광고의 양면성

1. 상호작용과 온라인검색광고의 양면성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논하는데 있어 주목할 R-T 모형상의 또 

하나의 개념은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그 이유는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양면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Luchetta, 2013)  

당초 Rochet & Tirole(2006)이 양면시장 모형을 제시할 때 가정에 따르

면 독점 플랫폼 사업자만이 존재하는 시장이었다. 그렇다면 가정과 달리 

만일 이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 즉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

이면 같은 시장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도 있는가? 

Luchetta(2013)는 Rochet & Tirole(2006) 논문을 보면 이들은 그런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Rochet & Tirole(2006)은 자

신들이 제시한 모형을 경쟁적 시장에 적용하였을 때는 과도하게 많이 포

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독점 플랫폼 가정 하

에서는 양측 이용자가 플랫폼의 가격정책에 대응할 방법이 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플랫폼이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플랫폼이 가격구조를 조작

할 여지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는 사실상(de facto) 단면시장 플랫폼이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95)

95) Rochet & Tirole(2006)은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노동 한 단위당 부품 하나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

이 노동 한 단위 가격(즉 임금)을 내리고, 그 만큼 부품생산량을 줄였다고 한다

면, 이 기업의 두 고객인 노동자와 부품 구매자는 감액된 임금을 보상받거나 낮

아진 부품가격으로 인해 비용절감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

고는 양자가 협상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이다.(독점 플랫폼 가정) 그런데 만일

경쟁적 플랫폼 하에서는 임금이 인하되면 노동자는 그 기업을 떠날 것이고 부품

가격이 인상되면 구매자는 다른 공급자를 통해 구매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가격구조를 통한 거래량 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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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uchetta (2013)는 Rochet & Tirole(2006)이 가정한 경쟁 상황보다 

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을 양면시장에 포섭해야 하는지를 반문

한다. 즉 경쟁상황에 따라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단면 또

는 양면시장으로 달리 구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Luchetta(2013)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Rochet & Tirole(2006) 모형 내 상

호작용에서 찾고 있다. 즉 R-T 모형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

생할 때 마다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하는 것과 그 

가격을 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가격수준 제약조건 하에서 

거래량 극대화 해(解)가 유일할 때에만 양면시장이다.96) 이 가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참여한 시장이 경쟁적이든 그렇지 않든 특정 플랫폼에서 거

래 행위가 두 번 발생하면 양면시장에 포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준거가 된다는 것이다. Rochet & Tirole은 상호작용의 예로 비디오게임의 

경우 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을 게이머가 구매하여 플랫폼사업자의 콘솔에서 

게임을 하는 것(OS도 동일), 결제시스템의 경우 신용카드를 보유한 구매자

(카드소유자)가 가맹점과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신문이나 

TV 채널에 중개하여 시청자가 광고를 보거나 읽는 행위를 들고 있다. 

Rochet & Tirole(2006)가 주목한 하나의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은 양면성 

분석에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려면 양측 이용자가 그 상호작용에 참여

하는 유인 또는 동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양면시장 내에서의 양측 

이용자 간의 거래는 항상 상호적이며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전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 하에서는 동 기업을 양면시장에 포섭하기가 어렵다.

96) Rochet & Tirole(2006)의 논문에서 인용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market is two-sided if and only if the solution to the maximization

of volume        subject to the total price constraint

     i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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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면시장 정의에 있어 하나의 상호작용(per interaction) 즉, 거래의 

단일성(유일성)과 상호양측 간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기반을 둔 접

근방법을 감안하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둘 이상의 거래행위가 발생하여야 

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이나 시장은 양면시장 범주에서 배제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미디어 플랫폼(신문, TV 인터넷 포털 등 이용자에

게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

하고 있는 시장)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광고주의 메시지를 시청(또는 청취, 

열람)하는 행위(상호작용 1), 이용자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

스를 이용하는 행위(상호작용 2) 등 동일한 플랫폼에서 두 번의 거래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면시장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경우 이용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여 검색창에 검

색어를 입력하여 정보제공을 요청(쿼리)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결과와 

쿼리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광고를 하나의 웹 화면에 등장토록 한다.(상호

작용 1) 만일 이용자 중 온라인검색광고를 열람하기 위해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플랫폼사업자는 광고주에게 과금하며 이용자

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상호작용 2) 

결국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플랫폼이 제공

하는 웹사이트)에서 검색 쿼리 입력 및 결과 보기와 광고주의 온라인검색

광고를 클릭하여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두 가지 상호작용이 발생

한다. 즉 이러한 사업모델을 가진 경우는 Rochet & Tirole(2006)의 양면시

장 모형에서 가정한 하나의 상호작용에 위배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거래의 단일성(유일성)은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기업의 거래

방식에 의해 양면시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양측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R-T이 양의 외부성에 기반을 둔 양면시장 모형임

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일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의 플랫폼이라면 닭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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걀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현상이 발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온라인

검색광고시장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과금방식에 따라 

양면시장 여부가 달라짐도 예상할 수 있다. 

2. 가격수준과 온라인검색광고의 양면성

앞서 R-T 모형에서 양측 이용자 간 하나의 상호작용 발생 시 플랫폼사

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수수료, 이용료 등)   합을 가

격수준(Price Level)이라 하였다. 

R-T 모형상의 가격수준 가정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모델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R-T 모형에서 의미하는 가격수준은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

는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두 값은 하나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두 가격

이 더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 부

과되는 가격이 이 두 가지 특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시 광고주-이용자 간에 하나

의 상호작용 발생 관련하여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두 번

의 상호작용 발생을 확인하였다. 환언하면 광고주-이용자 간의 거래가 플

랫폼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플랫폼사업자, 이용자-플랫폼

사업자간의 거래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플랫폼사업자로서는 광고주와 이용

자에게 비용을 동시에 배분하여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불필요하다는 것

이다.97) 이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광고주-이용자 간의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설정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97)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사업자는 양측 이용자에게 발생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런 비용 배분을 전략적

으로 할 수 있어야 플랫폼사업자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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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만일 온라인검색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두 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면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두 값을 더할 수 없게 되어 가

격수준을 도출할 수 없다. 왜냐하면 R-T 모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양측 이

용자에게 부과한 두 가격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 발생과 동시에 양

측 이용자에게 부과된 가격이기 때문이다. Luchetta (2013)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두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며 상품의 양적 단위당 가

격을 통화로 표현한 것이다. 즉 이용자의 검색서비스 이용 가격은 쿼리당 

단가일 것이고, 광고주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온라인검색광고 가격

은 클릭당 단가(CPC)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거래행위에 대해 부과

한 가격은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표현은 통화

(通貨)로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상품을 두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양적 

단위가 다르다. 결국 온라인검색광고는 두 번의 상호작용에서 거래된 상품

(검색 & 광고클릭)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을 부과하였으므로 두 가격을 더

할 수가 없고 이는 가격수준을 도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 당초 R-T 모

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인 구글이 인터넷검색을 하고

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쿼리당   의 가격을 부과하고, 온라인검색 광고

주에게는 클릭당    98) 가격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두 값을 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앞서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두 가격을 더한 것은 곧 가격수준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구글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쿼리하는 행위와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하는 행위는 

두 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만일 각 행위에서 발생한 두 가

격을 합칠 수가 있다면 R-T 모형의 가정에 따라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을 일

정 수준 낮추었을 때 이용자가격(여기서는 쿼리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동

일한 가격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총 가격 중 양측에 배분

하는 가격수준이 달려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달라져야 한다. 

98) ADpS는 온라인검색광고가격(보다 정확히는 클릭당 단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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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런가?

통상의 재화(또는 서비스)라면 온라인검색광고주에게 부과한 가격이 낮

아지면 광고주의 수가 증가(광고주의 수요 증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간접

네트워크외부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편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이

용자의 쿼리 가격을 일정 수준 낮추고99)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그

만큼 올리면 광고주는 감소(광고주의 수요 감소)할 것이다. 이 때 이용자에

게 경품 제공과 같은 추가 유인 제공 시 이용자가 제공하는 쿼리의 양이 

늘어야(거래량의 변화) 하는 반면, 광고주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때

도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로 인해 이용자의 편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Filistrucchi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와 온라인검

색광고주간에는 실질적인 거래(즉 상호작용)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

는 광고주-이용자에 대해 가격을 부과할 수 없고, 이는 양측에 부과된 가

격을 더할 수도 없어 가격수준이 형성되지 못한다. 이는 R-T의 양면시장 

정의를 위한 핵심적인 가정이 성립될 수 없음을 뜻한다.

실제 대표적인 검색사업자인 구글의 광고주에 대한 과금방식을 고려할 

때도 양측에 부과하는 가격을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용자

가 쿼리를 하여 검색결과를 받을 때 수반되는 쿼리 단위당 비용과 검색결

과와 함께 제시된 검색광고를 이용자가 클릭하여 발생하는 클릭 단위당 

광고비용에서 말하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경우 카드 보유자가 신용카드 결제 행위를 한 

번 할 때 플랫폼사업자는 결제 행위 당 카드보유자에게는 “0”원, 가맹점

에서는 x%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때 플랫폼사업자는 카드보유자와 가

맹점에게 부과한 가격을 합한 가격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격

구조를 이용하여 거래량도 조절할 수 있다. 즉 카드보유자에게 마일리지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실상 음의 가격을 책정하고 가맹점에게는 더 높은 수

99) 참고로 쿼리 가격은 이미 0원이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춘다는 것은 경품 제공,

유료콘텐츠의 무료화 등 추가 유인 제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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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를 부과하면 카드 거래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직관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부과 가격수준을 유지한 채 가격구조 변화를 통해 거래량을 

변화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구글과는 다

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플랫폼에서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격

수준 도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배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경

우는 양면시장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검

색광고시장은 R-T 모형과 정합성이 낮거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3-2]는 Luchetta(2013)가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양면시장의 예를 든 

것으로 양측 이용자 그룹이 상호작용에 참여한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2] Rochet-Tirole 모형 상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양면시장 예시

플랫폼 상호작용 이용자 A 이용자 A의 목적 이용자 B 이용자 B의 목적

신용카드 상품 거래
소비자

(카드보유자)
상품 구매

상점
(가맹점)

상품 판매

전화번호부 기업 찾기 소비자 기업 찾기 기업
소비자에게 자사 
찾도록 하기

주식거래소 주식거래 투자자 주식 매수
주식 
소유자

주식 매도

이성데이트 
클럽

데이트 남성
데이트할 
여성 찾기

여성
데이트할 
남성 찾기

운용체제 컴퓨터 과업 소비자 과업 수행 App 개발자
과업수행에 
App 사용

출처: Luchetta(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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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업모델과 양면성/단면성

1. 수수료 부과 모델과 온라인광고 모델

통상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양측 이용자에

게 적절한 비용 배부를 하게 된다.(R-T 모형에서는 가격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 적절한 수수료

를 부과한다. 즉 신용카드사는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결

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에게 부과한다. 그리고 카드 소지자에게는 

연회비를 통해 그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방식이다. 양측의 거래를 중개해

주고 양측 이용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는데 통상 수수료 부과 모델

로 분류한다.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이용자 간 거래

를 플랫폼사업자가 중개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거래 중

개 방식의 사업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mp3 음원파일을 판매

하는 CP들과 음원 파일을 구매하려는 이용자 간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하

는 경우가 그러하다. R-T가 상정한 모델도 이용자 간 상호작용(거래)마다 

플랫폼사업자가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 사업모

델의 참여자는 양측 이용자와 플랫폼사업자이다. 

반면 온라인광고모델(온라인검색광고 포함)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

으로 준비한 서비스나 콘텐츠 및 제3자로부터 확보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광고주에게 온라인광고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거래 중개에 따른 수익 창출 모델과는 사업 모델

이 차이가 있다. 거래 중개라기보다는 서비스 및 콘텐츠는 이용자를 모집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확보하는 경우

가 많다. 확보 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하기도 하고 제3자로부

터 콘텐츠나 서비스는 플랫폼사업자가 비용을 들여 구매하기도 한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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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로는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엔진, 페이스북의 SNS 서비스가 있다. 후

자의 예로는 네이버가 웹툰 작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웹툰을 게재하거나, 

구글이 모질라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검색창 설치 대가로 비용을 주고 

이용자 검색 트래픽을 사오는 것을 들 수 있다.

2. 사업모델 별 시장구조

신용카드 시장, 콘텐츠 거래 시장과 같은 수수료부과시장은 R-T 모형에 

말하는 대표적인 양면시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 즉 신용카드 보유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가 CP(플랫폼사업자가 아님)의 음

원파일 하나를 구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플랫폼사업자는 자사의 수익극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수료를 양측에 부과한다. 이 때 플랫폼사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측 이용자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어느 

일방의 이용자 그룹이 다른 이용자 그룹을 보조할 수 있도록 비용구조를 적

절히 설계해야 하는데 그것이 R-T 모형에서 제시한 가격구조 개념이다. 

더불어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는 동시에 수수료가 결정되고 양측 이용자 

간에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며 그 결과 닭과 달걀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등 R-T 모형에서 말하는 가정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과라는 사업모델인 경우는 R-T가 말하는 양면시장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점 및 CP도 최종이용

자이고, 카드보유자 및 콘텐츠 구매자도 최종이용자이다. 따라서 플랫폼사

업자는 두 개의 최종이용자 그룹을 확보하고 이들 간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광고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인 경우는 때로

는 양면시장일 수도 있고 단면시장일 수도 있어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포털사업자 홈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배너광고는 노출과 함께 소비되는 

광고로 이용자가 회피하기 어려운 광고이며 과금 역시 노출횟수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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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사실상 R-T모형에서 말하는 상호작용 당 비용을 부과하는 가

정에 부합하고 있다. 만일 배너 광고를 제공하는 포털이 제3자의 콘텐츠 

또는 서비스 거래 중개를 해주는 기능만 있다면 앞서 설명한 수수료 부과 

모델과 같은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서비스와 콘

텐츠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한다면 단면시장일 가능성

이 높다.(이상규 2010)

반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배너광고와 달리 검색광고를 이용자가 클릭

해야만 광고가격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호작용 당 과금하는 구조가 아니라

는 측면에서 R-T모형이 말하는 양면시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자체

적으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상품을 생산한다면 전형적

인 도소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Luchetta, 2013)

[그림 3-2]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구글)의 가치사슬(사업모델)

출처: Luchetta(2013)

[표 3-3] 사업모델과 양면성/단면성 구분

사업모델 특징 양면성/단면성(R-T 모형)

수수료
부과

§ 콘텐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을 
플랫폼이 중개하고 양측에 수수료 부과

양면시장

온라인
광고

§ 콘텐츠/서비스를 플랫폼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거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제공(개인정보수집)

배너광고
(노출 및 과금)

양면시장

검색광고
(클릭 후 과금)

단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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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 결

Rochet & Tirole이 가격수준과 가격구조 개념을 이용하여 양면시장을 정

의함에 있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양측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은 양측 이용

자들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양측 이용자는 양의 

외부성을 기대하고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R-T 모형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호작용 가정은 인터넷검색광고를 제공하

는 인터넷포털을 비롯한 광고기반의 미디어 산업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복

수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면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양측 이용자에게 부과한 가격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에서 하나의 상호작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며 동일한 플랫폼에서 

둘 이상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은 

더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가격수준을 형성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R-T 

모형 상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T 모형에 의해 양면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도 온라인검색광고시장

과 같이 그 사업모델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플랫폼사업자의 검

색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와 플랫폼사업자와 광고주간의 상호작용이 별개 

행위로 발생하고 있고 인터넷이용자와 광고주 간에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

가 없어 가격수준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 시장이 

R-T의 양면시장 정의를 위한 가정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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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양면성 실증 분석

제 1 절 목 적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양면시장이라고 인식되어 오던 온라인

검색광고 사업모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Rochet & Tirole(2006)의 

양면시장 모형의 가정과 이론 검토를 수행한 결과 양면시장에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두 가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과금 체계로 인해 양면시장 모

형에 맞지 않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제4장에서는 온라인검색광고

시장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식되어온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봄으로써 

Rochet & Tirole(2006) 모형과 정합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 내지 가설은 크게 두 가지라

고 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포털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는 양측 이용

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양면시장이다. 특히 광고주는 

인터넷이용자규모에 대해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가진다. 반면, 이

용자는 광고에 무관심하거나, 광고가 많을수록 음의 외부효과를 가진

다.(Kind, Nilssen et al., 2005)

둘째, 이용자의 검색수(조회수)가 광고주의 광고비에 영향을 준다.(이홍

주, 2012) 즉 검색수가 높을수록 광고주는 더 높은 광고비를 지불할 의사

가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다.

과연 이러한 인식 또는 가설(또는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 온라인검

색광고의 사업모델을 감안한 통계적 검증에서도 여전히 일관된 결과가 도

출된다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양면시장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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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 그 반대라면 즉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

가 양면시장 모형과의 정합성이 낮거나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논의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

시장 모형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실증분

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광고주와 이용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실제 존재하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 수를 의미하는 특정 검색어의 조회

수와 광고주의 편익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 클릭 당 광고단가 간에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한다. 

만일 조회수와 클릭 당 광고단가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양측 이용자는 상대방에 대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의한 편

익을 주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양면시장에 포섭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만일 광고단가와 조회수간 상관관계가 없거나 낮

다면 다른 어떤 변수가 광고단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도 탐색해 본다.

둘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동인은 광

고주의 이용자에 대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이

다. 이용자 규모로 인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로 인해 광고주가 인식하는 

광고의 노출 가능성 및 광고효과가 크다면(즉 광고주가 인식하는 편익이 

크다면) 광고주는 더 많은 광고비(정확히는 클릭당 광고단가)를 지불할 의

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통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클릭당 광고단가를 

종속변수로 할 때 클릭당 광고단가를 설명하는 변수로 이용자 규모가 어

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는지를 회귀분석(regression)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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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용자 규모를 의미하는 조회수가 클릭당 광고단가 수준 결정에 있

어 유의적인 설명력을 제공한다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유의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 유의적이지 못하다면 광고가격은 이용

자 수가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은 없거나 적다고 할 수 있다. 동 회귀분석에서는 그 

변수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도 추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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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및 데이터

1. 가설

1) 이론적 배경

(1) R-T의 양면시장 정의 모델

R-T의 양면시장 정의 모델은 양측 이용자 간에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

효과가 발생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하나의 상호작용 당 양측 이용자에 적

절한 가격을 동시에 부과하여 수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 

충실한 양면시장이라면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가격

을  , 인터넷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을 라고 할 때, 가격수준 즉 총가

격    가 될 것이고, 총가격을 유지한 채, 플랫폼사업자가 을 

인상하면 그만큼 를 인하하여야 하고 이 때 광고주-이용자 간의 거래량

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만일 가격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에 변화

가 없거나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광고가격이 이용자 규모와 상관없이 결정

되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면 그 가정이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이용자의 이탈을 우려하여 검색서비스

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100) 물론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과금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가 양면시장을 전제한다면 R-T 모형에

서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과금수준을 올렸다면 광고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과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규모 축소 현상이 발생하면 광고주 이탈도 불가피 하므로

양측 이용자가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사업

자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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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용자 규모에 대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다는 가정이 타당하

다면 이용자들이 특정 검색어 조회를 많이 하는 경우(즉 이용자 규모 증가

로 해석 가능) 해당 검색어를 통해 광고를 할 때 매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

다고 기대하는 광고주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서라도 광고를 할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광고주에 부과하는 가격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이

용자에게는 (인상된 만큼의) 음의 가격이 부과되고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

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광고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플랫폼 

이용료는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거래량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 규모와 광고가

격 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검증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이용자의 거래량의 변화가 있는지 또는 이용자의 거래량이 

많을 때 광고가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 측 이용자 그룹을 의미하는 변수가 상대측 이용자 그룹의 변수

를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지 여부도 추정이 필요하다. 만일 추정 결과 상관

관계가 증명되고 더 나아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이라는 주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즉 상관관계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증면되지 않는다면) 온라

인검색광고시장은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면시장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조회수와 검색광고클릭수 그리고 광고주의 수요함수

이론적 배경으로 또 하나 적시할 것은 광고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

이다. 플랫폼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검색광고라는 상품에 

대한 광고주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변수인가라고 하는 것

인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감안하면 이용자의 조회수(또는 검색수)가 

변수가 될 것이다. 즉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광고주의 지불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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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클릭당광고단가)에 이용자의 조회수가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 여부이

다. 그런데 클릭당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이는 온

라인광고클릭수이다.

CPC 과금 모델을 생각해보면 광고주가 책정한 제한된 광고 예산 하에서 

온라인검색광고의 단가가 인상되면 광고주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그런

데 이 때 감소하는 것은 이용자의 조회수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사업모델에 나타난 온라인검색광고 과금 방식에 따르면 온라인검색광고단

가가 인상되면 이용자가 온라인검색광고클릭수가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

면 제한된 광고 예산은 온라인검색광고단가×이용자의 광고클릭횟수이기 

때문이다. 

집행 가능 광고예산 = 온라인검색광고단가×이용자의 광고클릭횟수

온라인검색광고주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4-1]

이다. 여기에서는 이용자의 조회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이용자의 광고

클릭횟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온라인검색광고주의 수요 및 공급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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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에서 보듯이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광고클릭단가가 오를수록 

광고공급량을 증가시킬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정량

이상 중가 시킬 수 없는 것이 소위 광고 제공 공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광고 제공이 증가할수록 광고를 접하는 이용자에게는 

거부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광고주가 경매에 참여할 때 소

위 광고효과가 높은 위치를 얻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한다.

온라인검색광고주의 수요 및 공급함수를 살펴본 것은 이용자 조회수와 

온라인검색광고단가 간 상관 및 회귀분석을 하는데 있어 내생성101) 문제

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즉 조회수와 온라인검색광고단

가 간에는 직접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양수(2009)는 인터넷포털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보고 인터넷포털 기업

들의 시장력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구조모형을 구축한 바 있다. 즉 

최종사용자시장과 광고주시장의 수요 구조를 추정한 후, 양 시장의 수요 

측 모수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 기업 간 가격 균형에서 각 인터넷포털 기

업의 시장력을 추정하였다. 당시 진양수는 가격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모형

을 설계한 바 있는데 본 연구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형 구축 필요 없이 이용자 조회수와 클릭당광고단가의 상관 및 

회귀분석만으로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102)

101) 내생변수란 연립방정식 체계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고 설명될 수 있는 변수를

말한다. 내생변수들은 연립방정식 체계 내의 여러 방정식에 동시에 출현하되 때

로는 종속변수 위치에 그리고 때로는 설명변수 위치에 나타나며, 각 방정식은 적

어도 두 개 이상의 내생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내생변수 간의 상호 교호

작용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않고는 이들 내생변수들 값을 알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종원, 2007)

102) 본 연구와 진양수의 연구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광고방식이 다르다. 진양수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위 배너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광고(특히 진양수는 광고주시장에서 인터넷포털기업의 시

장력이 가지는 경쟁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과 데이터의 한계를

고려하여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고 본 연구는 온

라인검색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고방식이 다른 만큼 해당 광고에 대

한 수요자들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시간당 기천만원의 광고비

집행이 예상되지만 후자는 클릭당 2∼3만 원 이하로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



- 117 -

2) 가설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 정의에 내재된 이론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상정한다.

가설 1 H0:이용자의 특정 검색어 조회수와 광고가격(클릭당 광고단가) 간

에는 유의적인 상관성을 갖는다.

가설 1-1 특정 검색어 관련 PC 조회수와 모바일 조회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설 1-2 이용자의 특정 검색어 조회수와 광고주수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

가설 1-3 광고가격과 광고주수 간에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설 2 H0: 온라인검색광고비는 이용자의 검색어 조회수에 유의적인 영

향을 받는다.

가설 2-1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은 검색어 조회수로 인해 결정된다.

가설 2-2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은 경쟁 광고주수로 인해 결정된다.

도 수백만 원 이하의 규모이다. 이 부분은 진양수도 2008년 공정위의 NHN

심사보고서(2008)를 인용하면서 적시하고 있다. 즉 배너광고는 상대적으로

비싼 광고가격 때문에 대기업 등이 인지도 제고 용도로 많이 활용하는 반면,

검색광고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정거래위

원회[200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2008.

§ 둘째, 과금 방식이 다르다. 배너광고는 시간당 광고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고

플랫폼사업자가 광고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광고비는 이용자

가 해당 광고를 클릭해야만 집행이 되고 광고가격 결정에 플랫폼사업자는

개입할 수 없고 경매 방식을 통해 광고주간에 결정된다.

§ 셋째, 광고주가 인식하는 광고효과 측정 요소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이용자

가 많이 방문하고 체류를 오래할수록 광고효과가 높다고 보지만, 후자는 이

용자가 검색을 하고 검색결과 중 온라인검색광고를 클릭해야 광고효과가 있

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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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설 1 H0”은 통상의 인식에 따르면 높은 상관성이 나타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만일 동 가설이 기각된다면 양측 이용자 간에 간접네트

워크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상적인 인식에 따라 검색어 조회수라는 변수와 

클릭당 광고단가이라는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성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만일 양자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상관계수가 “0” 또는 “0”에 가

까워 유의적이지 않다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지면 양 변수 간에는 수평인 직선인 형태

에 가까워지고 완전히 수평이 되면 X값이 아무리 변해도 Y값은 변화가 없

다는 의미가 된다.(고길곤, 2014) 이는 조회수와 클릭당 광고단가가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임을 의미하고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미미하거

나 부재함을 의미한다.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조회수와 클릭당 

광고단가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만일 조회수와 클릭당 광고단가가 확률적으로 독립이면 인과관

계 성립은 불가능하다.103)

가설 1-1은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접근하는 단말기가 

PC와 모바일(스마트폰 등)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이용자가 특정 검색어에 

관심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의 특성(상시 휴대, 이

동성 지원)상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조회수가 더 많을 것이다.

가설 1-2는 소위 이용자 규모에 대해 광고주들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이다. 기존 연구 및 통상적인 인식

에 따르면 조회수가 높은 검색어와 광고주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

될 것으로 추정된다.

103) 고길곤 (2014)은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1) 먼저 원인이 결과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2) 원인의 변화와 결과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3) 제3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1)과 2)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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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은 온라인검색광고 사업모델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고가격결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검색어를 이용하여 광고

하려는 광고주가 다수이고 광고공간이 제약되어 있다면 광고가격(광고단

가)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자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 2 H0”는 이용자 조회수가 광고가격(클릭당광고단가)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동 가설이 채택된

다면 이용자조회수가 광고가격 결정에 유의적인 변수가 된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고 이는 통상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양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

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양면시장의 필요조건 중 하

나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조회수 외에 광고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예: 경매에 참여하는 온라인광고주수, 온라인검색

광고 위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지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동일한 검색어를 두고 경쟁하는 온라인광고주수가 온라인광고가격

의 독립변수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가설 2 H0”가 기각된다면 온라인검색광고가격 수준 결정에 조

회수가 영향을 주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사실상 조회수가 

독립변수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가격

(온라인검색광고단가)과 조회수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

거나 유의적이지 않는 수준 정도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는 광고가격이라는 종속변수가 조회수라는 설명변수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설 2 H0”가 채택된다면 가설 2-1에서 조회수는 독립변수로 광고가

격 변동폭을 결정하는 회귀계수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기각

된다면 광고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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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당 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서 조회수와 광고주 수를 채택한

다.(가설 2-2)

“가설 2 H0” 회귀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 (식 12)

우선 종속변수는 광고가격( , 클릭당광고단가) 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클릭당광고단가란 검색어를 조회한 이용자가 검색결과 중 온라

인검색광고를 클릭하여 온라인검색광고주가 원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야 

광고주가 플랫폼사업자(여기서는 네이버)에게 지불하는 광고단가(CPC 방

식)이다.104) CPC 방식의 특성상 검색어 조회 결과 중 온라인검색광고가 노

출된 것으로 인하여 광고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이용자의 조회수( )는 이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최근 30일간 조회한 것으로 매일 조회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같은 검

색어라고 할지라도 조사 시점(일 단위)마다 조회수는 변경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검색어라 할지라도 조사 일자가 다르면 개별적인 변수로 

포함시켰다. 한편 조회수는 단말기별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PC이고 

다른 하나는 모바일(스마트폰 등)이다. 네이버는 PC와 모바일을 구분하여 

조회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회수를 수집하였으나 독립변수로 사

용한 것은 양자의 합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광고주는 PC와 모바일상의 광고 노출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단말기 차이로 인한 광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광고 

노출이 단말기 간에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PC, 모바일, PC+모바일 등의 

조합이 모두 가능하며 이를 선택하는 것은 광고주의 몫이다.

104) 데이터를 생성하는 NHN에서는 이를 월평균 클릭비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클릭당 광고단가와 월평균클릭비용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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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광고주 입장에서 이용자 규모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조회수이다.  

이용자는 PC와 모바일을 모두 이용하여 검색어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양자는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가 인식하는 이용자 규모는 PC와 모바일의 조회수

의 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05)

또 다른 독립변수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경쟁사업자 수(즉 검색광고주

수,  )이다. 이는 특정 검색어를 조회했을 때 조회결과에 자신의 

검색광고가 함께 노출되어 클릭을 기대하는 광고주를 말한다. 통상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주들은 이용자가 검색할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하는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온라인검색

광고주가 선호하는 검색어가 겹치는 경우 보다 높은 광고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고자 할 것이므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쟁사업자 수가 광고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 설정은 온라인

검색광고를 둘러싼 사업모델이 가지는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온라

인검색광고의 사업모델에서도 적시하였지만 통상 광고를 판매하는 판매자

가 광고가격을 결정해야 하지만 온라인검색광고의 가격은 광고주들이 경

매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검색어에 대한 광고주의 

선호 정도가 월평균클릭비용(광고단가)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는 오차항이다. 

105)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로 검색어를 조회하던 이용자가 이동 중에

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다. 즉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액세스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서 모바일의 조회 비

중은 더 높아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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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색광고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주 수익원이고 전통적인 광고매체 시

장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검색광고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그 이유는 광고주 차원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Ghose & Yang,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광고에 관한 실증

연구의 몇 가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6)

첫째, 검색광고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검색광고 연구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검색광고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구매의사 등

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설문조사나 개인수준의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실험연구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김재휘, 김지

호 et al.(2002) 등은 온라인검색광고(키워드 광고)의 표식 정도와 광고 제

시 위치가 광고에 대한 기억과 클릭행동, 광고태도, 브랜드태도, 게재 사이

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광고표식의 정도와 

광고 제시 위치는 모두 광고 기억과 클릭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고 표식의 정도에 따르는 태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인터넷검색광고의 소구유형(감성적 소구, 이성적 소

구), 표현형태(텍스트, 텍스트+이미지), 위치(상단, 하단)의 세 가지 독립변

인이 광고효과(광고태도, 클릭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그

러나 소구유형이나 표현형태, 위치에 따른 소비자의 광고태도와 클릭 의도

는 차이가 없었다. 

이시훈·김경수(2008)는 텍스트만 제시할 때보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

께 제공할 때 검색광고 효과가 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07) 

106) 선행연구 중 해외의 연구 경향은 Ghose & Yang(2009)의 문헌연구에서 일부

발췌하였다.

107)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온라인검색광고 관련한 실증연구로 장택원. (2009). 인터

넷 검색형 광고의 효과의 위계에 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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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man & Deighton(2001)이나 Ilfeld & Winer(2002)는 온라인광고가 증가

하면 광고주 사이트 방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Chatterjee 등(Chatterjee, Hoffman et al., 2003; Moe & Fader, 2004; 

Sherman & Deighton, 2001)은 온라인 검색광고를 통해 광고주의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 중 극히 일부만이 구매행위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클릭률로 배너광고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한 바 있다. 반대로 Manchanda et al. (2006)는 배너광고가 구매행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기존 연구를 반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광고 매체

로서의 검색광고가 가지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 분석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검색광고 관련한 또 하나의 실증분석 경향은 검색사업자가 설계한 

키워드광고 경매 기제나 균형에 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최연구 등

(2011)은 인터넷 검색광고 경매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와 더불어 

GSP(Generalized Second-Price) 경매모형을 소개, 분석하였고, 품질지수를 

반영하여 확장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Aggarwal, Feldman et al.(2006)은 

검색광고 순위 및 그와 관련된 가격설정 관련 문제를 제시하고 순위 제약

이 없는 바람직한 경매방식을 일반화하는 단순할당 및 가격설정 기제를 

제시한 바 있다. Edelman 등(2005)은 일반화된 일차가격 경매(Generalized 

First-Price Auction)의 경우 “입찰가 순환(bid cycle)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한 바 있다. Feng et al. (2007)은 온라인광고에서의 가격순환 문제, 

Varian (2007)은 GSP의 이론적, 실증적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는 등 이들의 

연구 대부분의 검색사업자가 도입하고 있는 GSP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실

증분석하거나 기존의 경매방식이었던 Vickrey-Clarke- Groves (VCG) 방식

과 비교하고 전자가 도입된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7-213. 김도연, 임규건, & 이대철. (2011). 키워드 검색 광고 운영 DB 데이터

분석을 통한 CPM 와 CPC 방식의 광고효과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

139-15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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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 수는 적지만 일부 등장하는 것이 광고주의 검색광고 입찰 가

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연구이다. 즉 광고주가 지불하려는 광고

비(CPC)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Gomes 등(2009)은 

경매에 참여한 광고주는 다른 광고주와 서로 간에 외부성을 미치며, 검색

광고 위치에 대한 가치는 다른 검색광고주와의 식별 및 광고게재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검색광고는 위치에 따라 클릭률에 영향을 

주고 입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당시 연구에서 Gomes 

등은 ipod, diet pills, avg antivirus 등 세 가지 검색어를 선택하여 이용자들

이 Miscrosoft Live Search를 통해 검색한 결과 노출 및 클릭 빈도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Ghose & Yang(2009)은 온라인검색광고와 이용자의 클릭행위나 구매행

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검색광고에 참여하

는 3대 이해관계자(이용자, 광고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통합분석을 시도

한 바 있다. 그 중 광고주 관련한 모형설계에서는 광고주가 광고비를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지에 주목하였다. Ghose & Yang(2009)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주일 단위로 24주간의 검색어와 그에 정확히 일치하는 

검색광고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노출 횟수, 클릭횟수, 평균 CPC, 검색어 

순위, 전환횟수, 전환에 따른 총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샘플 수는 총 

9,664개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주의 광고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를 조사한 것이다. 

Ghose & Yang에 따르면 광고주가 CPC를 결정할 때는 이전의 해당 키워

드가 가져온 성과(클릭률, 전환율 등)를 추적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CPC 수준은 그 키워드의 과거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Ghose & Yang(2009)이 주목한 것은 검색사업자(플랫폼사업자)가 개

입하여 결정하는 검색위치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역시 광고

주에게는 CPC 결정에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았다. 즉 직관적으로는 최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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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고순위(위치)가 가장 높은 매출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석결과 

오히려 중간지점의 매출이 높다고 분석하였다.108)(Ghose & Yang, 2009) 

Ghose & Yang(2009)의 연구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광

고주간의 경쟁강도와 클릭당광고단가(Cost-per-Click)간의 관계였다. 

Ghose & Yang은 전국망을 갖춘 소매사업자(월마트 등), 그 소매사업자가 

판매하는 브랜드, 검색어의 길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은 경쟁강도가 다

르다고 보았다. 즉 대형 소매사업자는 그 수가 적어 경쟁강도가 낮고, 해

당 소매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브랜드는 다수 존재하므로 경쟁 강도가 

높으며, 검색어 단어 길이가 짧으면 경쟁강도가 높지만 길면 경쟁 강도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각각은 CPC와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매사

업자 변수는 CPC와 음의 상관이었으며, 브랜드는 양의 상관, 검색어 길이

는 직접적인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온라인광고주간 경쟁강도가 높을수

록 CPC 가격이 높아지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표 4-1] Ghose & Yang(2009)의 광고주수와 CPC 간 상관관계 추정

Intercept Retailer Brand Length

Intercept



-1.660
(0.024)



-0.760
(0.069)



0.139
(0.032)



-0.036
(0.016)

출처: Ghose & Yang(2009)109), 표 4(a) 일부 발췌

Ghose & Yang의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주의 광고단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광고주 변수에서 보았듯이 Ghose & Yang

108) 참고로 Gomes, Immorlica et al. (2009)에 따르면, 미국 검색사업자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검색광고의 위치는 검색결과 상단 3줄, 검색결과 측

면 8줄, 검색결과 하단 3줄(MS Live의 경우) 등이었다.

109) Ghose, A., & Yang, S. (2009). An empirical analysis of search engine

advertising: Sponsored search in electronic markets. Management Science,

55(10), 1605-1622. Table 4(a) Coefficient Estimates on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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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온라인광고주가 광고가격을 결정하는 모델 구성 시 각 검색어에 대해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광고주수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확보한 산업이 소매유통업에 한정되어 있고 검색어 별 경매에 참여한 광

고주수가 아닌 브랜드, 검색어 길이로 경쟁강도를 구별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매에 의한 광고단가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광고주간의 경쟁 강도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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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1)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 및 수집대상

가) 데이터 출처: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

본 실증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NHN(이하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

템’110)(이하 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다. 동 시스템은 온라인검색광고주

의 광고게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광고주 스스로 온라인광고 게재, 유지,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으로 광고주에게는 온라인광고관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네이버의 데이터를 이

용하기로 한데에는 공급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공급자 측면이다.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검색광고를 제공하는 플

랫폼사업자 중 온라인검색광고의 매출 측면에서나 플랫폼사업자의 사이트

를 방문하는 이용자 규모 측면에서 1위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가 

공개한 월 평균 페이지뷰는 260억 건이며 방문자수도 4천만 명에 달한

다.(2016년 6월,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수치) 2013년 기준 온라인검색광고 

매출 중 네이버는 1조3519억 원, 2위인 다음이 2,606억 원으로 네이버가 

약 5.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국내 온라인광고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중에서도 가

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고 실제 플랫폼사

업자의 실적발표자료, KISDI의 부가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및 각종 연구에

110)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템은 광고 등록에서부터 관리, 효과 분석까지 광고와 관

련된 모든 운영 작업을 진행하는 광고 관리 전용 사이트를 말한다. 검색광고 게

재 지원이 목적인 광고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또는 데이터)는 광고주가 선

정하려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이며 이를 근거로 광고주들은 최대한 광고효과 도출

을 위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 128 -

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 규모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NAVER, 2015a;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3; 변정

욱, 이종화 et al., 2014; 오선아, 김진수 et al., 2015)

[표 4-2] 국내 주요 포털의 검색광고 시장의 매출(2009∼2013)

(단위: 억 원) 

포털 사업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네이버 6,323.4 7,371.0 10,817.8 12,065.0 13,519.0

다음 1,246.5 1,796.5 1,951.5 1,815.8 2,606.3

네이트 245.5 380.6 542.4 597.7 524.2

주: 2014년 IR 자료에는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 매출 미분리로 표기 제외

출처: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IR 공시자료(2014.2), 오선아(2015)에서 재인용111)

다른 하나는 이용자측면이다. 네이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타당함을 볼 수 있다. 이용자가 검색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검색횟수’는 검색결과 및 검색광고 노출을 

위한 출발점이고 검색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유의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백서에서 밝힌 2014년도 국내 주요 검색사업자의 검색 

횟수(Query Count, 이하 QC) 점유율을 보면 PC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줌이 각각 76.2%, 18.3%, 3.9%, 1.2%를 차지했다. 또한 모바일 

웹에서의 검색횟수에서도 네이버가 QC 점유율에 있어 2013년 대비 2.5%p 

상승한 78.9%를 차지하며 1위를 수성하고 있다(2014.12.). 2위는 구글로 점

유율이 10.6%이었으며 3위는 10.5%를 차지한 다음(Daum)이었다.112) 

111) 오선아 등(2015)은 국내 검색광고 매출 조사에서 네이버, 다음, 네이트만을 포

함시키고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조사대

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다

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시킨 검색광고 규모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언론 등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구글의 경우 2014년의 국내 온라인광고 매출이 1,000∼1,200억 원 정도

로 추정하고 있다.(최유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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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대상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온라인검색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플랫폼사업자가 아닌 광고주이다. 즉 검색광고 키워드 선

정, 광고콘텐츠 작성, 연결 URL 작성, 광고비 예산 책정, 광고기간 설정, 

광고 낙찰을 위한 입찰 전략 수립 및 입찰 등을 모두 광고주가 하도록 하

고 있고 네이버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림 4-1]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키워드 입력시 제공 정보의 예)

출처: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

112) 모바일의 경우는 주의할 점이 있다. 2015 인터넷백서가 인용하고 있는 닐슨 코

리안클릭의 데이터는 모바일 웹에서의 검색횟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소위 애플리

케이션으로 접속하여 검색을 한 것은 측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내 스마트폰 OS의 84.1% 이상(2015년 상반기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구

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하에서는 크롬(Chrome)을 이용한 모바일 웹도 많이 이용

하지만 구글의 검색앱을 이용하거나, 네이버의 앱을 이용한 접속도 많다는 점에

서 이들의 검색횟수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미

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a; 박지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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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랫폼이 광고관리시스템이며 [그림 4-1]에서 보듯이 네이버 광고관

리시스템에서 관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연관키워드를 함께 

제시해주면 각 키워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조회수(PC 및 모바일), 월평균클

릭비용, 월평균클릭율, 광고예상비용, 경쟁상황(동일한 키워드 희망 광고

주 수), 평균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검색광고 게재를 계획한 광고주에게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이 제

공하는 정보 중 키워드 정보를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키워드 정보

는 기본정보, 성과정보, 문안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성과정보가 주 

수집대상이다. 성과정보에는 평균 노출 순위(통합검색 기준), 노출수, 클릭

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인터넷이용자 

규모와 광고주 수 및 광고비와 관련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정보는 네이버의 광고정책이 반영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출가능 광고개수, 품질지수, 현재 노출 순위(통합검색 기준), 입찰가, 실

제 클릭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안정보는 광고주가 전달

하고자 하는 광고 표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표 4-3]은 광고관리시스

템 제공 정보와 그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113)

113) 네이버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사의 클릭초이스 및 클리초이스플러스 광고

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네이버 검색광고상품에는 ⓐ텍스트 광고

를 노출시킨 후 사용자가 클릭한 수만큼 광고비를 지불하는 클릭초이스 상품과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모바일 파트너 앱/웹사이트에 배너 형태로 노출하는 모

바일 전용 CPC 광고 상품인 네이버 모바일배너 상품, ⓒ브랜드키워드로 검색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브랜드 로얄티를 구축할 수 있는 브랜드검색 상품과 ⓓ모바일

에 최적화된 UI 와 정보를 제공하는 업종 맞춤형 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플러스

가 있다.(네이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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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 제공 정보의 의미

제공정보 주요 내용 비고

월간조회수 § 최근 30일간의 조회수(매일 업데이트) PC/모바일 

월노출
현황

§ '최근 1개월 동안 파워링크 영역에서 해당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는 평균 광고 개수'

경쟁현황

§ 해당 키워드로 클릭초이스 광고를 등록 중인 

광고주 수. 예를 들어, "해외여행"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가 4명이라면, 동 키워드의 

경쟁현황은 4라고 표기

월평균 
클릭률

§ 월 평균 CTR은 '최근 1개월 동안 파워링크 

영역에서 해당 키워드로 광고를 집행한 

광고들 중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평균을 낸 

1개의 파워링크 광고의 평균 클릭률'을 의미

CTR(Click 
Through 
Rate)

월평균
클릭비용

§ 클릭비용은 전체 광고비를 클릭수로 나눈 값. 

클릭 1회당 단가(광고비/클릭)를 말하며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

§ 광고관리시스템의 월평균클릭비용은 최근 

1개월 동안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의 1클릭 당 평균비용 의미

CPC=Cost 
Per   
Click, 
PPC=Pay 
Per Click

전환

§ 전환이란, 광고를 통해 사이트로 유입된 

방문객이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동상담신청, 

회원가입, 상품구매, 장바구니 담기 등을 

취하는 것을 의미

§ '직접전환'이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고 

30분 이내에 전환한 것, '간접전환'이란 광고를 

클릭한 동일한 사용자에게서 15일 이내에 

전환 발생

출처: 네이버 광고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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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실증연구를 위해 데이터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이자 온라인검

색광고 문구인 키워드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실시간급상승검색어와 최다

검색어(누적)로 나뉜다. 두 그룹 내 모든 검색어를 네이버의 광고관리시스

템에서 조회하여 성과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다. 각각의 수

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실시간급상승검색어 관련 데이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란 단위 시간 동안 입력되는 검색어의 입력 횟

수를 분석하여 그 증가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부터 차례로 제시된 검색어

를 말한다.(정민영, 2015)114)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선정은 특정 

검색어가 과거 시점이나 검색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비율 

기준에 의한 순위 선정, 동일인이 같은 검색어를 두 번 이상 검색하는 경

우나 일정 기간 중 동일한 검색어를 여러 차례 검색하는 것은 한 번으로 

산정 하는 등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정민영, 2015)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임의로 검색어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으며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조정하지 않는다. 순위 점수는 관측횟수에서 

기대횟수를 뺀 값을 표준편차로 나눠 순위차 보정값과 관측횟수 보정값을 

더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관측횟수는 순수한 검색횟수를 말하며, 기대횟수

는 과거 일일 평균 검색횟수와 어제 검색횟수 중 최대값을 취한 값에 시간

대특정보정값, 전체검색보정값 중 최대값을 취한 값에 시간대특정보정값, 

114) 이와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검색어의 입력 횟수가 많은 것을 종합 검색어

(또는 연간 인기검색어)라고 하며 네이버는 매년 연간 인기검색어를 PC 및 모바

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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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검색보정값, 실급검노출보정값을 곱하여 구한다. 이러한 점수는 15초 

마다 갱신된다.(검증위원회, 2013; 정민영, 2015)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이용자의 조회수를 근거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특정 검색어에 

대한 이용자의 규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임의 선택에 따른 편의(bias)를 배제할 수 있

어 수집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매

달 같은 기간 중에 공개되는 실시간 검색어를 수집하였다.115) 즉 매월 19

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6차례에 걸쳐 수집을 시행하였다. 7일간 수집으로 

주중과 주말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였다.116)

그리고 하루를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급상

승 검색어117)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검색어를 먼저 취합하였다. 네 시

기란 매일 오전, 오후, 저녁, 심야를 말하며 각 시기는 2시간 중 임의로 시

점을 택하여 실시간 검색어를 취합하였다. 

통상 PC 접속을 이용할 경우는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에 이용

이 많으며, 모바일 트래픽은 저녁부터 자정 전까지 트래픽이 증가하는 점

(김현아, 2014)에 착안하여 출근시간인 오전7:00~9:00를 오전, 점심시간인 

12:00~2:00를 오후, 퇴근시간은 5:00~7:00를 저녁으로 그리고 취침전인 

10:00~12:00를 심야로 정하고 수집하였다.  이로써 하루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하루 4번 10개 검색어를 수집하고 이를 7

115) 네이버는 2016.7.1로 광고관리시스템 개편을 시행하였다. 개편 이전에는 해당 검

색어에 대한 경쟁하는 광고주 수를 공개하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경쟁강도를 높음,

중간, 낮음 정도로만 표기하여 사실상 데이터 수집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데이터 수집은 광고관리시스템 개편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시행하였다.

116) Ghose Yang(2009)도 광고주의 광고가격 입찰가 결정 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간을 일주일로 한 바 있다.

117)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실시간 급상승 검색

어의 ‘특정 시점 대비 측정 시간’은 통상 10분이며, 매 15초마다 새롭게 순위를

산출한다.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50위 내지 100위의 검색어를 추출하여 상위

순위 10여 개 검색어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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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반복하여 매월 총280개의 검색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표 4-4]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의 패널데이터 수집 시기(7일)

시  기 아침 오후 저녁 심야

시  간 7시~9시(AM) 12시~2시(PM) 5시~7시(PM) 10시~12시(PM)

실시간 검색어는 해당 시점에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

에 뉴스의 중심인물, 연예인 등 인명이 빈번히 등장하며 다수 이용자의 공

통된 관심사인 특정 이벤트(예: 연말정산, 시험결과 발표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차시기 중 수집된 280개 검색어 중 인명 검색어는 90개(32.1%)였으며 

인명 검색어 중 연예인의 성명 검색어는 총 60개였다. 매 시기 실시간 검

색어 중에는 이전 조사시점에서 10위 내에 포함된 검색어가 다음 조사시

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지속적으

로 검색을 많이 하여 10위 내 순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중복된 

검색어라 할지라도 별개 검색어로 간주하고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동일한 

검색어라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사 특성상 시간의 경과(1일 후)에 따

라 조회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광고주의 관심도가 달라지면 동일한 검

색어라 하더라도 온라인광고주 수, 검색광고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온라인광고주들은 실시간으로 경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검

색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조회해 보면118)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80개 검색어 관련 세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네이버의 광

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280개 키워드 모두를 광고관리시스템 

상의 키워드도구에 입력하여 해당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를 모두 수집한 

118) 또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서 연관검색

어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즉 같은 검색어라 하더라도 조사 시점이 다

르면 그 검색어가 가지는 데이터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복된 검색어라

도 개별 검색어로 보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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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샘플은 8,499개가 수집되었다. 그러나 280개 모두가 8,499개에 포

함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정책상 판매가 금지된 검

색어119)가 15개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연예인 검색어는 온라인광고주들이 다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

제로는 경쟁에 참여한 업체가 없거나 적었고 연관검색어도 없거나 매우 

적었다. 연예인의 인명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나 영향력 측면에서

는 매력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 인명 자체를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그 

인명과 상품을 연결한 검색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인명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플랫폼사업자

가 개입하고 있지 않고 있어 광고주가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시간 검색어로 등

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고주간에 경쟁 대상으로 주목 받는 데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예인 인명에 관련된 검색어인 경우 네이버 

측은 해당 검색어와 실제 광고 콘텐츠간의 상관성을 포함한 품질관리를 

통해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금지 검색어는 네이버 내

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120)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월~2016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어를 수집하였고, 해당 검색어를 광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하

고 연관검색어, 조회수(PC, 모바일), 검색어에 대한 경쟁사업자수, 월평균

클릭비용, 광고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19) 네이버에서는 정책적으로 일부 키워드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즉

법률적 위험, 검색광고의 평판, 신뢰도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거나, 검색광고의 품

질/효과를 저하시키는 키워드로 광고 등록이 부적합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부살인’, ‘여성납치’ 등의 범죄 키워드, 인물명 키워드, 미풍양속

을 저해하는 키워드와 같이 검색광고에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 등이 그 예이다.

조사된 키워드 중 판매가 금지된 키워드의 예로는 ‘새누리당’, ‘좌익효수’, ‘기상

청’, ‘트럼프’ 등이 있었다.(네이버, 2016)

120) 네이버 검색광고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2016.3.2.

통화) 따라서 이후 판매금지 검색어에 대한 네이버 내부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

면 특정 검색어의 판매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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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관련 수집 데이터(1-6차) 개관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수집기간
(2016년)

1.19~1.25 2.19~2.25 3.19~3.25 4.19~4.25 5.19~5.25 6.19~6.25 

 총개수 280 280 280 280 280 280 

 판매금지 17 15 16 32 25 21 

 연예인 65 61 69 88 90 86 

 인명 검색어 90 100 114 103 116 106 

 실제 
조회검색어수 

263 265 264 248 255 259 

세부검색어수 8,499 5,620 8,091 11,729 9,804 4,377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수집기간
(2016년)

1.19~1.25 2.19~2.25 3.19~3.25 4.19~4.25 5.19~5.25 6.19~6.25 

 총개수 280 280 280 280 280 280 

 판매금지 6.1% 5.4% 5.7% 11.4% 8.9% 7.5%

 연예인 23.2% 21.8% 24.6% 31.4% 32.1% 30.7%

 인명 검색어 32.1% 35.7% 40.7% 36.8% 41.4% 37.9%

 실제 
조회검색어수 

93.9% 94.6% 94.3% 88.6% 91.1% 92.5%

세부검색어수 8,499 5,620 8,091 11,729 9,804 4,377 

[표 4-6]은 총 6차례 걸쳐 수집한 데이터 관련하여 기술통계를 SPSS ver23으로 

도출한 결과이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표 4-7]은 2011~2015년 최다검색어(연간누적기준)의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121)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월간조회수가 30회 미

만인 경우는 구체적인 횟수를 제공하지 않고 “30회 미만”이라고 표기하

121) Naver는 매년 전년도의 누적최다검색어를 발표하였는데 2013년만 발표가 없었

다. 이에 2013년을 제외한 4년간의 누적최다검색어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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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정확한 조회수를 알기 어렵다. 이에 “30회 미만”이라고 표기된 

샘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30회로 처리하였다. 한편 월평균클릭비용 즉 온

라인검색광고 가격의 경우 경매 시작가가 70원/클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일 클릭당 광고가격이 시작가라면 이용자가 1회 클릭할 경우 광고비용

은 최소값이 70원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단 1회도 클릭하지 않았다면 최소

값은 “0”원으로 표기될 것이다. 실제 1월과 6월의 최소값은 70원이었지

만, 2월~5월의 최소값은 0원이었다.

[표 4-6]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 상의 수집정보 기술통계 (2016.1월-6월)

구분(1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8499 60 12329635 22951.21 277984.54 77275407250.17

광고비 8499 0 4288807 16341.34 154174.77 23769860672.66

광고주수 8499 0 134 17.08 18.58 345.35

월간조회수
(PC)

8499 30 1404361 5242.87 51764.51 2679564075.53

월간조회수
(모바일)

8499 30 12194171 17708.34 235959.66 55676960051.60

월평균
클릭비용

8499 70 28189 729.04 2056.21 4227990.55

구분(2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5620 60 13084344 52810.52 407599.19 166137097369.75

광고비 5620 0 3753994 21888.56 169372.91 28687181027.62

광고주수 5620 0 210 14.01 15.73 247.40

월간조회수
(PC)

5620 30 1889309 13401.65 93876.02 8812707735.77

월간조회수
(모바일)

5620 30 11277120 39408.87 320514.92 102729816739.72

월평균
클릭비용

5620 70 18173 603.16 1671.89 2795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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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3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8091 60 11097767 34524 340575.63 115991760995.92

광고비 8091 0 3706349 7946 76281.18 5818817906.86

광고주수 8091 0 179 9 13.13 172.38

월간조회수
(PC)

8091 30 2793165 9202 86696.68 7516314267.82

월간조회수
(모바일)

8091 30 8304602 25323 258179.66 66656737983.30

월평균
클릭비용

8091 70 17907 396 1095.13 1199307.90

구분(4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11729 60 16002181 26752.58 328421.55 107860714270.21

광고비 11729 0 3379302 6204.30 63988.54 4094533628.81

광고주수 11729 0 136 10.16 12.28 150.71

월간조회수
(PC)

11729 30 3648838 6813.49 76788.71 5896505766.15

월간조회수
(모바일)

11729 30 12353343 19939.09 258725.93 66939108959.84

월평균
클릭비용

11729 70 23370 476.93 1402.62 1967349.33

구분(5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9804 60 9260044 44833.14 408674.11 167014524897.01

광고비 9804 0 3379302 6160.83 74290.52 5519081390.43

광고주수 9804 0 185 10.94 14.29 204.24

월간조회수
(PC)

9804 30 1920150 10598.18 91555.51 8382410991.78

월간조회수
(모바일)

9804 30 8436369 34234.96 324111.20 105048069806.75

월평균
클릭비용

9804 70 23370 371.48 1185.22 1404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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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6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4377 60 16980051 181751.43 1033251.03 1067607694661.14

광고비 4377 0 2475507 8872.08 75444.72 5691906307.90

광고주수 4377 0 134 8.99 10.89 118.61

월간조회수
(PC)

4377 30 4612497 47967.23 268272.53 71970150923.36

월간조회수
(모바일)

4377 30 13765980 133784.20 777790.69 604958360963.74

월평균
클릭비용

4377 70 7664 230.77 469.56 220488.35

구분(1-6월)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48120 60 16980051 48213.70 460255.50 211835128520.17 

광고비 48120 0 4288807. 10353.12 105814.96 11196805708.95

광고주수 48120 0 210 11.70 14.71 216.28

월간조회수
(PC)

48120 30 4612497 12221.51 112205.52 12590079532.92

월간조회수
(모바일)

48120 30 13765980 35992.19 356061.59 126779853707.42 

월평균
클릭비용

48120 70 28189 478.76 1443.06 2082409.37

한편,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말 그대로 급상승한 검색어이기 때문에 화

제성에 의해 편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데이터 수집기간이 짧으며, 급상승

한 검색어에 대응한 검색광고를 게재하는 시간차가 작아 간접네트워크외

부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최다 검색된 키워드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관련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였

다. 네이버는 매년 말 지난 1년간 이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상위 

10개를 발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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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은 2011, 2012, 2014, 2015년122)이며 PC와 모바일로 검색된 총 

80개 최다검색어 중 11개 검색어에서 중복이 있어 이들은 1개의 검색어로 

처리하였고, 24개 판매금지 검색어는 조사에서 제외123)하여 36개를 대상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4-7] 네이버 발표 최다검색어(2011, 2012, 2014, 2015년)

갤럭시S2 겨울왕국 국민은행 권리세

길찾기 나는가수다 날씨 농협

농협인터넷뱅킹 드림하이 로또 리그오브레전드

만수르 무한도전 미세먼지 송가연

슈퍼스타K3 아이유 아이폰 아이폰5

아이폰6 알바천국 우리은행 환율

웹툰 유튜브 이가루스 이지아

일진의 크기 임재범 지마켓 쿠팡

테라 티몬 티켓몬스터 풋폽데이

※ 중복 및 판매금지어 제외

출처: 네이버(2011, 2012, 2014, 2015)

36개의 검색어를 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36개의 검색어와 연관검색어

를 포함하여 총 4,797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월평균클릭비용 최소값은 

70원이었고 최대값은 32,476원이었다.124)

122)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가 2013년에는 연간 검색어 순위 상위 10개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써머즈, 2014)

123)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네이버는 판매금지 검색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포함하는 의미가 없다. 판매 금지된 검색어로는 ‘구

글’, ‘네이트’, ‘네이트판’, ‘다음’, ‘목욕의신’, ‘세월호’, ‘송지선’, ‘울랄라세션’, ‘유병

언’, ‘일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이었다.

124) 심사과정에서 지적과 같이 누적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검색어이지만 연구자가

온라인검색광고시스템에서 조회할 당시에는 시일이 많이 지난 시점에서 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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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네이버 누적최다검색어 기술통계 (2011, 2012, 2014, 2015년)

구분(누적)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월간조회수
(PC+모바일)

4797 60 25315026 33121.76 527046.95 277778487022.50

광고비 4797 0 2444873 10759.68 89955.43 8091980155.87

광고주수 4797 0 182 11.00 13.56 184.00

월간조회수
(PC)

4797 30 16756800 13617.84 285794.27 81678367042.74

월간조회수
(모바일)

4797 30 12398451 19503.92 298040.45 88828111842.17

월평균
클릭비용

4797 70 32476 346.14 1325.61 1757236.77

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관심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형성된 광고가격이

누적기간의 관심과 광고주의 지불의사(willing to pay) 간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

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실질적인 지불의사를 확인하려면 해당 검색어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광고가격 평균을 구하고 누적 조

회수 추이도 추적을 내서 그것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맞겠지만, 이는 온라인광

고시스템이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점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다만 누

적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검색어 중 상당수는 주기적인 등장하는 검색어

(무한도전, 웹툰), 또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검색어(아이폰, 쿠팡, 은행 등)

가 많아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검색어이기 때문에 관심도 저하로 인

한 문제점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시점에서의 클릭당광고

단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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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추정 방법

1. 상관관계 분석

첫 번째 가설 검증의 목적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

과가 실존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이용자 규모와 광고주 규모 간에 간접

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양측 이

용자 규모를 대치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라 확보된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4-9], [표 4-10]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1차부터 

6차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H0: 월간조회수와 광고가격(월평균클릭비용)간 상관계수는 0이다.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1~6차 통합 월간조회수(PC+모바일) 변인은 광고

가격 즉 클릭당광고단가에 해당하는 월평균클릭비용 변인과 유의적인 상

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간조회수(PC+모바일)와 

월평균클릭비용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07(유의확률 0.11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로 상관계수 값도 작지만 그 방향도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회를 PC로 할 때 그리고 모바일로 할 때의 조회수 변인과 

월평균클릭비용(광고가격) 변인간의 상관관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1-6차 통합 데이터에서는 PC 조회수와 월평균클릭비용간에 유의적

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음(-.013**)의 값이었다.

이는 이용자 규모가 광고주의 클릭당 광고단가 수준 결정에 유의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광고가격이 이

용자 규모와도 상관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Filistrucchi, Gerad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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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2)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Filistrucchi, Geradin et al.(2012)는 광고기반 모델을 가진 양면시장으로 분

류된 경우라도 이용자-광고주간에는 거래행위가 발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통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 조회수와 클릭당 광고가격 간에 상관관계가 없거나 미미

한 것은 양측 이용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의

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누적최다검색어 경우에도 월간조회수와 월평균클릭비용(광고단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피어슨 상관

계수=.005, 유의확률  (양측)=0.735, [표 4-9] 참조) 

반면, 광고주수와 월평균클릭비용 간에는 피어슨 상관계수=.349**(유의

확률  (양측)=.000)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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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실시간검색어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1차∼6차 & 통합)

구분(1-6월 통합)
월간조회수

(PC+모바일)

월평균예상비용

(광고비)

경쟁현황

(광고주수)

월간조회수

(PC)

월간조회수

(모바일)
월평균클릭비용

월간조회수

(PC+모바일)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양측) 　 　 　 　 　 　

N 48120 　 　 　 　 　

월평균예상비용

(광고비)

Pearson  상관 .099** 1 　 　 　 　

유의확률  (양측) .000 　 　 　 　 　

N 48120 48120 　 　 　 　

경쟁현황

(광고주수)

Pearson  상관 .010* .237** 1 　 　 　

유의확률  (양측) .026 0.000 　 　 　 　

N 48120 48120 48120 　 　 　

월간조회수

(PC)

Pearson  상관 .945** .073** -.001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 .880 　 　 　

N 48120 48120 48120 48120 　 　

월간조회수

(모바일)

Pearson  상관 .995** .106** .013** .907**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 .003 0.000 　 　

N 48120 48120 48120 48120 48120 　

월평균클릭비용

Pearson  상관 -.007 .289** .519** -.013** -.005 1

유의확률  (양측) .112 0.000 0.000 .003 .262 　

N 48120 48120 48120 48120 48120 4812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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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누적최다검색어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월간조회수(PC+모바일) 광고주수 광고비 월평균 예상비용

월간조회수(PC+모바일)

Pearson 상관 1

유의확률  (양측) 　

N 4797

광고주수

Pearson 상관 .007 1

유의확률  (양측) .613 　

N 4797 4797

광고비

Pearson 상관 .118** .316** 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4797 4797 4797

월평균 클릭비용

Pearson 상관 .005 .349** .150** 1

유의확률  (양측) .735 .000 .000 　

N 4797 4797 4797 4797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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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은 1차~6차 및 1-6차 통합 데이터의 월간조회수와 월평균클릭

비용 간의 상관계수를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표 4-11] 월간조회수와 월평균클릭비용 간의 상관관계(2016.1∼6)

구  분
월간조회수(PC + 모바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통합

월평균

클릭

비용

피어슨상관 -.009 -.006 .008 .002 .004 -.017 -.007

유의확률(양측) .423 .629 .486 .795 .710 .258 .112

N 8499 5620 8091 11729 9804 4377 48120

가설 1-1의 경우 예상대로 PC로 조회하는 조회수와 휴대폰으로 조회하

는 조회수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단말기의 차이가 있

을 뿐 이용자의 검색어 수요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설 1-2는 조회수와 광고주수라는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인데 

온라인검색광고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전자는 이용자 규모를 

후자는 광고주 규모를 의미한다. 기존 이론이나 연구들은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광고주가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아 양의 상

관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1, 2, 6차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3, 4, 5차 및 통합은 유의성이 있었다. 이

는 적어도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용자

가 선호하는 검색어에 대해서는 광고주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합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와 광고주수

간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표 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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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월간조회수와 광고주수 간의 상관관계

구  분
월간조회수(PC + 모바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통합

광고주수

피어슨상관 -.015 .007 .030** .046** .043** .000 .010*

유의확률(양측) .161 .619 .007 .000 .000 .979 .026

N 8499 5620 8091 11729 9804 4377 48120

가설 1-3은 광고가격과 광고주수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인데 두 

변인은 모든 데이터에서 높고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특

정 검색어를 이용하여 온라인검색광고를 하려는 광고주가 많아 경쟁이 치

열하다면 광고단가 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직관

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경매에 참여하는 광고주

가 많을수록 광고단가 즉 클릭당 광고단가(보다 정확히는 광고주의 경매 

중 광고 호가를 말한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적을수록 클릭당 광고단

가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광고주수와 광고가격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13]는 광고가격(월평균클릭비용)과 광고주수

(경쟁상황)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3] 광고가격(월평균클릭비용)과 광고주수(경쟁상황)간의 상관관계

구  분
광고주수(경쟁상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통합

광고가격 

(월평균 

클릭비용)

피어슨상관 .456** .520** .638** .558** .516** .625** .519**

유의확률(양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8499 5620 8091 11729 9804 4377 48120



- 148 -

2. 회귀분석

1) 조회수-광고가격, 경쟁자수와 광고가격 회귀분석

조회수와 광고가격(월평균클릭비용), 경쟁자수와 광고가격(월평균클릭비

용) 간의 상관관계에 이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광고과격 결정에 이용자 규모(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PC & 모바일 

조회수)가 광고가격 변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 

규모가 클수록 광고주의 편익이 커지므로 광고주가 지불하려는 광고가격

은 광고주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뿐 아니라 플랫폼 반대편 이용자 그룹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회귀분석 모형 

설정에 있어 독립변수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되는 이용자 

규모,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쟁광고주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Ghose & Yang(2009)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클릭률이나 전

환율과 같이 광고가격 설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

함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Rochet & Tirole(2006)의 양면시장 정의에서 가정한 하나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클릭률과 전환율은 이용자가 검색어를 쿼리한 후 제시

된 검색결과(상호작용 1)를 보고 나서 클릭이라는 행위를 추가한 경우(상

호작용 2)를 상정한 것이므로 Rochet & Tirole(2006)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

재 및 그 규모 측정을 위한 회귀분석 목적의 독립변수는 조회수(이용자 규

모)와 경쟁광고주수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종속변수는 클릭당 

광고가격이 될 것이다. 통상 이용자규모가 클수록 광고가격은 인상되는 양



- 149 -

의 계수(   )가 도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온라인검색광고비(월평균클릭비용)125)는 이용자의 검색어 조회

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다.(온라인검색광고비와 조회수/온라

인검색어 경쟁사업자수의 회귀분석)

가설 2-1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은 검색어 조회수로 인해 결정된다.

가설 2-2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은 경쟁 광고주수로 인해 결정된다.

이를 회귀식으로 정리하면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26) 우선 독립

변수인 조회수( )와 동일한 검색어를 두고 경쟁하는 광고주수

( )이고 그에 변동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클릭당 광고단가

( )이다. 는 오차항이다.

·· (식 13)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4]와 같다.

125) 앞의 가설에서 설명하였듯이 온라인검색광고비는 광고주가 집행하는 광고비용

총액이 아니다. 이용자가 온라인검색광고를 한 번 클릭하였을 때 광고주가 플랫

폼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광고단가를 말한다. 네이버는 이를 월평균클릭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의미상 광고단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클릭수를 곱하면 광

고주가 집행하는 총광고비가 도출된다.

126) 앞서 제시된 회귀식 (식-12)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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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조회수와 광고가격, 경쟁자수와 광고가격 회귀분석 결과

차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월평균클릭비용)

N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 표준오차

1차
조회수 -.129 .000 -.002 .856

.208 8499
광고주수 50.419 1.069 .456 0.000

2차
조회수 -.406 .467 -.010 .385

.270 5620
광고주수 55.270 1.211 .520 .000

3차
조회수 -.364 .275 -.011 .186

.407 8091
광고주수 53.232 .715 .638 0.000

4차
조회수 -.999 .327 -.023 .002

.312 11729
광고주수 63.893 .876 .559 0.000

5차
조회수 -.530 .251 -.018 .035

.266 9804
광고주수 42.825 .718 .516 0.000

6차
조회수 -.079 .054 -.017 .141

.391 4377
광고주수 26.944 .509 .625 0.000

통합
조회수 -.393 .122 -.013 .001

.269 48120
광고주수 50.933 .382 .519 0.000

누적
조회수 .059 .340 .002 .863

.122 4797
광고주수 34.124 1.323 .349 .000

※ 상기 결과는 조회수 표본을 1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임

[표 4-14]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데이터를 두고 조회수와 광고가격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

자의 조회수가 1만회 증가에 광고단가는 –.393(비표준화계수)의 변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아주 미미한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방향성

은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음의 계수였다. 또한 누적의 경우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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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다.

우선 이용자가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진 검색어가 광고주 입장에서는 적합

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어 경매참여에 부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

장 조회수가 높게 나타난 “김성민”의 경우 자살한 연예인의 이름으로 

이용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었지만 광고주에게는 유인을 주지 못하는 

검색어였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회수가 높은 검색어와 다수의 광고주

가 참여하는 검색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조회수가 그다지 높

지 않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광고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면 높은 광고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회수가 높은 검색

어와 광고주의 사업 간 관련성이 높으면 광고주는 보다 높은 광고단가를 

제시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15]를 보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5]는 전체 데이터 중 최다검색어, 가장 높은 월평균클릭단가, 경쟁광고

주수 차원에서 상위 10개를 정리한 것인데 조회수가 높은 검색어가 월평

균클릭비용 상위 10개에 등재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월평균클릭비용 상위 10개 중 다수는 금융상품과 관련이 많았는데 

경쟁광고주수가 높은 검색어 중 하나가 금융이었지만 이 역시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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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조회수, 클릭당광고단가, 검색어등록 광고주수 상위 10개 검색어

순위
조회수 월평균클릭비용 경쟁광고주수

검색어 조회수 검색어 광고단가 검색어 광고주수

1 김성민 16,980,051 저축보험 28,189 피부관리 210

2 또오해영 16,002,181 연금저축 26,857 피부관리 202

3 김민희 15,083,647 연금저축보험 25,394 공기청정기 185

4 날씨 13,084,344 결혼정보회사 23,370 피부관리 179

5 전국날씨 12,329,635 연금보험 21,537 피부관리 169

6 프로듀스101 11,097,767 상류층결혼정보 20,991 공기청정기추천 164

7 환율 10,651,322 개인연금 20,671 비만관리 161

8 시그널 9,566,231 재혼사이트 19,613 공기청정기렌탈 137

9 닥터스 9,292,781 결혼정보업체 19,460 공기청정기 136

10 로또 9,260,044 상류층결혼정보회사 19,153 금융 134

※ 순위 내 중복되는 검색어가 발생 시에는 하위 검색어를 제시하였으며 동일

검색어라 하더라도 조회수 등이 다를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하였음

둘째, 광고주수와 월평균클릭단가 간의 회귀분석 결과 광고주 한 단위 증

가할 때 월평균클릭단가는 50.933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적의 

경우에도 광고주 한 단위 증가할 때 34.124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광고주가 증가하여 경매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광고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월평균클릭단가(클릭당광고단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조회수는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확률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으며, 광고주수

는 매우 영향이 크고 확률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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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가 양면시장의 정의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

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온라인검색서비스 제공 시장의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다중공선성 진단 및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ceteris paribus)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회귀분석에

서는 이것을 다중공선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주지하듯이 다중공선성

은 회귀분석의 해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회귀계

수는 다른 계수가 일정할 때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경우 종속변수

가 변화하는 크기로 해석된다. 이 경우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

용하는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가정이 지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고길곤, 2014)

여기서는 앞서 도출한 회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시행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127) 여기서는 TOL,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지수), 상태지수를 활용한다. VIF는 독립변수 Xj에 대하여 

다른 독립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모형에 적합 시켰을 때 가지

127) 고길곤(2014)은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4가지를 든다. 첫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작다고 하더라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수간의 선형종속 관계(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으면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낮더

라도 다중공선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 변수를 포

함하거나 제거할 때 다른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크게 변화하면 다중공선성

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셋째,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F-통계치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만 회귀계수들의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t-통계량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결정계수 값은 크지만 회

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알려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다중공선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길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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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2 값을 Rj
2라고 할 때 허용도(tolerance, TOL)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식 14)

만일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해당 독립변수가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면 허

용도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허용도가 0에 가까울수록 해당 독립변수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TOL인 경우 다

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VIF 값은 TOL의 역수로 지수분포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

으로 VIF 값이 10보다 크면 심각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식 15)

TOL과 VIF 외에 다중공선성 진단 방법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 상태지

수(Condition Index)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상태지수는 고유값을 이용하는

데 고유값이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주성분 변수의 설명

변수 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말한다. 이 때문에 고유값이 0에 가깝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선형결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고

유값을 이용하여 상태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지수 값이 30이상

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상태지수 ∈  최대고유값번째 고유값 ····· (식 16)

  설명변수인 조회수와 경쟁사업자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회수 및 광고주수(경쟁사업자수) 각각의 TOL은 0.731(Rj
2 = 0.269)

이었고 공차와 VIF는 모두 1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태지수는 1.0(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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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차원), 2.1(3차원)이었다. 세 가지 다중공선성 진단방법 적용 결과 모

두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16] 설명변수(조회수-경쟁사업자수) 간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β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15.130 7.205 -15.979 .000

조회수* -.393 .122 -0.13 -3.215 .001 1.000 1.000

광고주수 50.933 .382 .519 133.205 .000 1.000 1.000

차원 고유값 상태지수
분산비율

(상수) 조회수 광고주수

1 1.647 1.000 .18 .02 .18

2 .977 1.299 .01 .97 .02

3 .377 2.091 .81 .00 .81

※ 조회수는 1만회 기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실제 β값 등은 1만회로 나눈 값이 실제 크기임
(SPSS ver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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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차에 의한 광고단가 변동 효과 분석

상기 회귀분석은 실시간 검색어의 조회수와 월평균클릭비용 간 영향 여

부를 분석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조회수를 인식하고 광고주가 광고가격 

인상 또는 인하에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월에 특정 검색어의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광고 노출 가능성이 증

가하였다면 광고주는 당월에 더 높은 광고비를 집행할 의사가 있기 때문

에 경매에서 더 높은 단가를 제시할 것이다.128) 이러한 맥락에서 1월부터 

6월간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조회수 변화와 월평균클릭단가 변화 간의 관

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시간차에 따른 광고단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관련 패널자료를 확보하여 소위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분석

해야 한다. 

1) 패널자료 확보

고정효과분석을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정효

과분석을 위한 패널자료 확보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6차례 수집한 검색어가 매

월 등장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고정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6월에 수집된 검색어는 해당이 없다.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수

집된 검색어 중 5회 연속으로 등장하는 검색어를 찾기로 하였다. 이는 매

우 강한 조건이긴 하지만 4회 이하로 등장하는 검색어 중 불규칙적으로 등

장하는 검색어의 경우는 온라인검색광고주의 행태와 온라인검색광고 특징

상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1월에 등장한 검색어가 2월

128) 경매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전날 조회수를 고려하여

하루만에 경매가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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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너뛰고 3월에 등장하면 2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온라인검색광고 가

격은 실시간 경매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시차가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기준월은 2016년 1월로 하였다. 즉 고정효과분석은 조회수 변화에 따른 

시차를 반영한 가격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기준가격(reference price)

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2016년 1월 검색어의 클릭당 광고단가로 

하였다. 따라서 5회 연속으로 등장하는 검색어라 할지라도 2016년 2월부터 

등장하는 검색어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패널데이터는 검색어 수로는 65개, 표본수는 325개였

다.129) [표 4-17]은 패널데이터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4-17] 고정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데이터의 기술통계량

구분(패널) N(유효)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분  산

조회수(1만회) 325 0.006 926.0044 58.2231 173.6809 30165.05

클릭당 
광고단가

325 70 23370 5009.588 6178.131 38169306.95

129) 5회 연속으로 등장한 검색어에는 로또, 3D영화, 결혼, 결혼등급, 그것이 알고싶

다, 라디오스타, 런닝맨, 무료영화보는사이트 등이었는데 크게 보면, 주기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결혼업체, 로또관련사이트, P2P 사이트 등이 주류였다. 온라

인검색광고주들은 단기적으로 소액의 광고비 지출을 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5개

월 연속으로 온라인검색광고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

거나, 업종의 특성상 온라인검색광고효과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 등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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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효과 모형과 분석결과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모형은 다음 (식 17) 같이 설정한다.

··········· (식 17)

  그런데 고정효과에는 개별효과와 시간효과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시간

효과에 해당하는 모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즉 관측치가 관측시기에 의해서

는 영향을 받으나 관측대상 간에는 차이가 없는 모형이다. 그리고 고정효과

모형에서 설명변수 즉 시간차이별로 변하는 것은 조회수(  )이며 조회

수 변화에 시간 차이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은 클릭당광고단가(    )이

므로 이것이 종속변수가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식 18)

STATA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조회수 변화가 차월 

클릭당 광고가격에 미치는 영향(회귀계수)은 β=0.18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P>∣t∣=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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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조회수가 클릭당 광고단가에 미치는 고정효과 분석 결과

※ STATA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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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결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은 통상적인 인식과 같이 이용자 규모와 광고주 규

모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

지 알아보기 위함이며 만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있다면, 양

면시장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

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분석을 위해 네이버가 온라인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광고관리시스템을 통

해 2016년 1월~6월(6개월)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동 데이터에는 특정 

검색어의 조회수(PC & Mobile), 광고주수, 클릭당 광고단가, 클릭수, 클릭

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규모를 조회수로 보고, 광고주의 규모를 

광고주수로 보아 양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클릭당광고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회수와 광고주수를 독립변수

로 한 회귀분석 결과 광고주수 1단위가 증가할 경우 50원 내외의 클릭당 

광고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회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회귀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조회수가 변동되었을 때 광고주가 이를 고려하여 광고가격을 변

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광고가격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즉 6

개월간 동일한 검색어에 대해 고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회수를 설명변

수로 하고 클릭당 광고단가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

계수 =0.18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R-T 모형에서는 하나의 상호작용 당 가격이 부과되는 가격구조가 성립

되어야 양면시장이라고 하였는데 이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조회를 하였을 

때는 과금이 안 되고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

생하지 않지만, 클릭을 하였을 때(또 한 번의 상호작용)는 실제 광고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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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광고주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여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R-T모형에서는 두 번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

우는 플랫폼사업자가 가격구조를 이용한 거래량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이용자규모와 광고주간에는 통상의 인

식과 달리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양면시장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

였다. 이는 D. Evans 주장대로라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이라 하

기 어려우며, 오히려 단면성을 가진 시장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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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과 시장획정

제 1 절 시장획정과 온라인검색광고시장

1. 시장획정 이론

1)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과 시장획정의 의의

앞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여부를 Rochet & Tirole의 이

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실증적 이유에서 동 시장은 구조적 양면시

장이라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양면성 보이고 있을 뿐 오히려 단면시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플랫폼사업자가 

광고비에 대해 어떤 가격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해당 시장이 양면시장

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의 통계적 추

정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볼 수 있다면, 플

랫폼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방

법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정 시장을 단면시장으로 볼 것인가, 양

면시장으로 볼 것인가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기 보다는 그 시장의 경쟁상

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이고 최근 인터넷생태계

에 등장하는 다수의 플랫폼 중심의 사업모델은 시장의 단면 또는 다면 논

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130)

130)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준거 제시의 또 다른 학문적 기여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불공정행위, 지배력 남용,

합병 승인 등의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장감독기관이나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이

론적, 실증적 차원의 단면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획정 논의를 하는 이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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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양면시장을 단면시장으로 또는 그 반대로 

상정하였을 때는 시장분석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면

시장 정의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자연스럽게 시장획정 접근법에 대한 연

구로 이어지고 있다(Wright, 2004; 이상규, 2010).131) 제4장의 실증분석 결

과에 따라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의 광고주와 이용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

부효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하다면 동 시장은 소매상

(retailer)이 참여한 단면시장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 결과 기존에 사용되

어 오던 방법으로 시장획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하

에서는 시장획정과 관련된 이론과 방법론을 살펴보고 온라인광고시장을 

양면시장이 아닌 단면시장으로 볼 때 시장획정 접근법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시장획정이 중요한가? 국내·외 경쟁법이나 통신법이 목적

으로 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

위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제재 또는 차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여부132)를 평가해야 한다.133) 

도 하다. 양면시장 정의를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이 플랫폼 경쟁을 연구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Armstrong, 2006; David S Evans, 2008; David

S Evans & Noel, 2005; Jean‐Charles Rochet & Tirole, 2003; 이상규, 2010; 이

상규 & 이경원, 2015)

131) 특히 Wright (2004)는 양면시장에 대해 기존의 단면시장 논리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8가지를 신용카드 시장의 예를 두고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Julian Wright가 꼽은 양면시장에서의 오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효율적인 가격구조는 상대비용이 반영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높은 가격비용마진은 시장력(Market Power)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은 약탈적이다.

§ 경쟁 심화는 보다 효율적인 가격구조를 가져온다.

§ 경쟁 심화는 보다 균형 잡힌 가격구조를 가져온다.

§ 성숙한 시장에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

§ 양면시장 내 한 측의 이용자가 한계비용 이하로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한

측의 이용자로부터 교차보조를 받는 것이다.

§ 양면시장 내 플랫폼 사업자가 설정한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중

립적이다.

출처: Wright, Julian. "One-sided logic in two-sided marke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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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획정은 그 평가 대상을 명확화 하는 과정으로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

을 위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규제기관이 관련시장의 범위를 잘못 

정의하는 경우 그 이후의 시장 내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자동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시장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할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라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

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의 범위를 지나

치게 좁게 정의한다면 그 반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적절한 시장획정은 평가의 오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토

대로 한 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올바른 정책집행을 저해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시장왜곡 내지 정부의 실패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적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획정은 통신법이나 경쟁법 집행을 합목적적

으로 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행위이고 이후 추진되는 규제기관의 

규제정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정책적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134)

132) 국내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경쟁법)’ [법률 제12095

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에서 시장지배력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를 규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법률 제12035호,

2013.8.13.,일부개정] 제34조에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경쟁상황평가를 하며 제50조(금지행위)에서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금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다. 이 역시 경쟁법 목적과 동일한 맥락의 규정이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

101조와 제102조에 의거하여 유럽연합 내 시장(개별 회원국 시장도 포함) 각각

불공정행위 금지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셔먼

법 제1조와 제2조, 클레이튼법 제2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등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규제기관의 행정적 제

재를 명시하고 있다.

133) 1965년 미국 셔먼법을 적용한 판례문에는 “당해 시장을 정의하지 않고서는,

(피고의) 경쟁 약화 또는 경쟁 파괴 능력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적고 있는데

시장 획정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문구라 하겠다. Walker Process Equip.,

Inc. v. Food Mach. & Chem. Corp., 382 U.S. 172, 177 (1965) ("Without a

definition of [the] market there is no way to measure [the defendant's] ability

to lessen or destroy competition."). Werden(1992), The history of antitrust

market delineation, Marquette Law Review Vol.76.123 에서 재인용

134) 정찬모(1999)도 관련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의 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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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획정의 정의

관련시장의 획정(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이란 “상호간에 실질

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상품군과 거래 지역 등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김희수, 김형찬 et al., 2004) 그 외에도 시장획정에 대한 정

의는 미국 DoJ(Department of Justice)와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의 수평적합병가이드라인이나 유럽연합의 관련시장획정에 관한 유럽위원

회 Notice, 반경쟁법관련 논문에서 쉽게 볼 수 있다.(Baker, 2007; Carlton, 

2007; DoJ & FTC, 2010; EC, 1997a)

우선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의미를 보면 반경쟁 사안을 분석할 때 

시장이란 시장력과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추론을 목적으로 관련 상품과 지

리적 위치 모음을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정의된 시장을 흔히 “관련

시장” 또는 “반경쟁적 시장(antitrust mark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Baker, 2007)135)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

급측면에서 어느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다른 기업의 상품

이나 서비스는 선택 받지 못하는 즉 대체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련시장을 상품과 지리적 차원에서 획정하는데 유럽집행위원회

(EC)의 정의를 빌자면, 우선 “상품관련시장(relevant product market)은 

상품의 특성, 가격, 용도 등을 이유로 수요자에 의해 상호교환이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로 구성된 시장”을 말한다. 또 

삼는 행위 및 상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의 출

발점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Baker는 시장획정은 흔히 시장력을 평가하는데 있

어 그리고 기업의 행위가 반경쟁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있을 것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the most critical step)라고 적시하고 있

다.(Baker, 2007; 정찬모, 1999)

135) 따라서 이와는 다른 목적을 두고 정의하는 시장은 관련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준구(미시경제학, 2010)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어떤 상

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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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관련시장(Relevant geographic market)은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에 관련된 지역을 규정한 시장인데 이 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동질적”이다.

한 가지 구별해야 하는 것은 경쟁법에 근거한 시장획정과 통신법에 근거

한 시장획정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후규제(ex-post) 즉 특정 행위가 

발생한 후 해당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시장획정을 하므로 동일한 시장획

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반면 후자는 특정 역무에 대하여 사전규제

(ex-ante)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획정을 하는 것으로 역무가 이미 주

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획정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136) 

따라서 이후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을 전제로 한 시장획정을 논함

에 있어 양자의 구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별하여 분석한다.

3)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남용 측정

가)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획정은 관련시장 내에서 특정 시장참여자(기

업)가 당해 시장 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시장획정은 그 자

체가 목표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시장지배력이란 완전경쟁 시장상

황137)과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Landes & 

136) 본 연구 주석 7과 이봉의(2005) 참조
137)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ⅰ)가격수용자로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시장에 참여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아 어떤 개별적인 경제주체도 상품의 가격에 영

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 ⅱ)동질적인 상품: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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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ner, 1981; 남재현, 2008) 예를 들면, 완전경쟁시장상황에서는 특정 사업

자가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자들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전환하여 구매할 수 있다. 그 결과 생산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

고 시장가격(p)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 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경쟁하

고 있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완벽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과 생산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생산

을 늘리기 때문에 생산비용은 완전경쟁시장의 상품가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독점시장에서의 독점사업자나 과점시장에서의 일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생산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즉 P=MC가 아닌 P>MC 상태로 

판매)하여 초과이윤을 벌 수 있다면 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EC, FTC와 같은 규제기관 등은 시장지

배력(Market Power 또는 Market Dominance)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상규(2004)은 다양한 시장지배력 정의를 분류함에 있어 경

쟁 가격을 얼마나 상회하는 가격 설정이 가능한가와 그러한 초과이윤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시장력(Market Power)은 “한 기업이 경쟁적 가격 수준 (즉, 한계비

용)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

며, 지배력을 표현하는 가장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점력

은 이러한 시장력이 상당하고 경쟁적 가격 이상으로 설정하는 기간이 상

당기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전자를 광의의 시장력, 후자를 협의의 

시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ⅲ)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모든 경제적 자원은 경

제의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ⅳ)완전한 정보: 경제주

체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

이준구(2010), 미시경제학, 법문사,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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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C의 경쟁법 조항인 TFEU 제102조138)에서는 지배적 위치

(Dominant Position)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EU의 판례에서는 이를 

“한 기업이 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 상당 정

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유효경

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지위”로 정의하고 있다.139) 또 통신시장에서 

흔히 등장하는 SMP(Significant Market Power)는 EC 경쟁법 조항 제102조

상의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라는 개념과 일치하도록 EC의 규제프

레임워크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그 의미는 “한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다

른 기업들과 결합하여 시장지배력에 상응하는 지위, 다시 말해 경쟁자들, 

고객들,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에 대해 상당 정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제적 지위를 향유할 경우 SMP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지배력이란 관련시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한계비용 이상의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능

력이며 이를 갖춘 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간주된다.

나) 시장지배력 측정 필요와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모습을 가지

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독점, 복점, 과점시장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

다. 독점이나 복점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이 용이하지만 과점시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이 

138)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2조 원문은 다

음과 같다.

“Any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a dominant position

within the internal market or in a substantial part of it shall be

prohibited as in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in so far as it

may affect trade between Member States.”

139) 원문은 EC Case 27/76, United Brands v. Commission, [1978] ECR 207이며

번역은 이상규(2004)의 것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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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표를 활용한 측정이 필요하다.140) 

통상 일반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 간 인수·합

병 인가 요청이 있을 때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제기된 때이다. 두 경

우 모두 경쟁법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보유 또는 변화

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자의 

경우는 해당 기업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수·합병 후 변화를 예측하고

자 한다. 반면 후자는 규제기관이 직권 인지하거나, 경쟁사업자가 요청하

여 특정 사업자가 경쟁 과정에서 행한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측정한다. 

경쟁법에 근거한 시장지배력 평가가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매년 정

기적으로 시장지배력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통신 산업이 

그러하다. 통신 산업은 경쟁법만으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아 각

국에서는 통신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여 시장

지배력 존재 여부 및 사업자를 모색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규제를 부과한

다. 즉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해당 시장

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대해 사전적으로 일정

한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

가하여 소위 3대 기준(3 Criteria)141)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전규제 

가능한 시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140) 홍대식 (2010)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

념 정의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가 단순한 사실

적 요소가 아니라 평가를 수반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41) 3대 기준(3 Criteria)이란 ⅰ)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ⅱ) 시장구조의 유효경

쟁 가능성, ⅲ) 경쟁법의 불충분성을 말한다. 즉 사전규제대상 통신시장을 선정하

는데 있어서 EC는 3대 기준을 누적적으로(cumulatively), 즉, 동시 충족요건을 적

용하고 있다. 부연하면, 3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사전규제대상 통신시장으로 선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잉카리서치앤컨설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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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산업은 네트워크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크고 네트워크 인프

라(특히 가입자망)가 물리적, 시간적으로 복제하기 어려워 병목구간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동일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자본 투자가 크다 보니 

독과점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규제기관은 사전적(ex-ante)으

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고 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측정을 시도한다.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과정을 거쳐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SMP)를 확인하면 규제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일

정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정책집행

을 위해서라도 시장지배력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장지배력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

장지배력을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한다면 러너지수(Learner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 

[그림 5-1]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설정

출처: Landes & Posner(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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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Learner)는 독점력 때문에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에 착

안하여 양자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 지에 따라 독점력의 정도를 측정하

는 독점력 지수를 제시하였다.(Lerner, 1933)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이

고 [그림 5-1]에서 보듯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한계수익이 한

계비용과 같아질 때 수요량)이며,   간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독점사

업자의 경제적 수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두 가지 가정이 전

제되어 있는데 1) 상품이 동질적이라는 점과 2) 진입은 무시(또는 차단)하

고 있다는 점이다.(Viscusi, Harrington et al., 2005) 

러너는 독점력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러너지수를 제시하였다.

 
 

····················· (식 27)

여기서 P는 가격, MC는 한계비용이며 모두 독점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수준에서 평가한 것이다. λ는 0에서 1사이의 한 값을 갖는데, 그 값

이 클수록 독점력의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낸다. 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간 일치라고 한다면 한계수입과 수요의 가격탄력

성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식 28)

이를 러너지수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 29)

이는 독점력의 정도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독점력의 정도가 더 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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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질수록 독점력의 정도가 작아지는

데 그 극단적인 경우가 완전경쟁시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개별기업이 인식하는 가격탄력성

이다. 만일 러너지수를 통해 측정되는 단기독점력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반독점 사안에서 상관성이 없을 것이며 그 독점력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용이한 진입이 불가한 장벽이 존재하여 실제 반독점의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러너지수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베

인지수(Bain Index, B)를 제안하기도 한다. 

    

R: 총연간매출(Total annual sales revenue)

C: 현 발생한 비용(임금 등)

D: 자본 투자 감가상각비

i: 자본 이자율

V: 투자액

베인지수는 경제적 수익을 측정하는 지수인데 회계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석에서는 자본화해

야 하는 특정 투자비(광고, 연구 개발비)를 회계상에서는 자본화하지 않는

다는 주장과 초과수익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수요 또는 우월한 효율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독점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Viscusi, 

Harrington et al., 2005)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시장에서는 이

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그대로 둘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면, 러

너지수는 독점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 동질적이라고 가정하였지만 현실

의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완전한 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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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대체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진입을 

무시 또는 차단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적인 사업자뿐 아니라 실제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하고 있다.(Viscusi, Harrington et al., 2005)

우리나라의 규제실무 차원에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

근법은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

정거래법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즉 

첫째,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100 이상이거나, 둘째,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100 이상인 경우(다만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법률상 추정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

업법 제38조는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일

정한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C나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Ofcom 역시 시장점유율과 더불어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장지배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EC는 1997년 

Open Network Provision(이하 ONP)에서 시장점유율 25% 이상 보유 사업

자를 SMP로 간주(EC, 1997b)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2년부터는 지배성

(dominance)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미국 역시 과거에는 시장점유율이 주요 기준이

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시장진입의 용이성, 경쟁기업의 규모와 수, 기술적 

우월성, 규모의 경제, 제품의 동질성, 잠재적 경쟁 등을 함께 고려한다.(이

상규, 변정욱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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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획정 이론142)

시장획정은 관련시장 내 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세 가지 요소

인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진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수요대체

성을 고려한다. 

수요대체성이란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구매 전환력)을 말한다. 만일 소비자의 구매전환이 쉽다면 기업들의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대항력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들

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기 힘들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상

품과 밀접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군을 같은 시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하에서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시장획정을 논하기 위해 기본적인 접근법

으로 활용되고 있는 SSNIP 테스트와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인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이하 CLA)을 검토한다.143)

142) 이하에서 정리하는 시장획정 이론 및 접근방법은 단면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

다. 신용카드시장과 같은 양면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장획정 접근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Filistrucchi, 2008) 이 때문에 특정 시장이 양면시장

인가 단면시장인가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가가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온라인검색광고시장도 이러한 논란에 해당하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면시장을 전제로 한 시장획정 이론을 검토하는 것은 앞서

제4장에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근거하며

만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해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을 이용할 때 수반되

는 장점과 정책적 함의 등은 제5장 제3절에서 별도로 논한다.

143) 이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온라인검색광고시장획정을 논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단면시장 하에서 적용되는 SSNIP 테스트와 CLA 분석을 활용하되 간접네트워크

외부효과 및 이용자시장의 검색가격이 “0”이라는 점으로 인해 당초 방식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소위 수정된 SSNIP 테스트나 CLA를 적용하고 있

다.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한 측면의 가격인상을 가정할 때 상대측에게 간접네

트워크외부효과로 인해 이용자 그룹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순환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SSNIP 테스트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색가격이 ‘0”이

라는 점은 소위 가상의 독점사업자의 상품가격을 5∼10% 인상에 따른 수요대체

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가격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우회방

법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단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방법

론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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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SNIP 테스트

SSNIP 테스트란 가격차별이 없는 경우 현재와 미래의 가상적 독점기업이 

현재 경쟁적인 수준에서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

상”을 시도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상품집합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정의한

다.(DoJ & FTC, 2010) SSNIP 테스트는 1982년 미국 DoJ와 FTC가 발간한 

‘합병가이드라인(U.S. Merger Guidelines)’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SSNIP 

테스트의 기본 접근법은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한 상품의 가격을 작지만 

유의미하게 인상하였을 때 매출 감소가 급속이 발생하여 결국 손실이 발

생한다면 두 상품간의 대체성이 충분하여 그 둘을 하나의 상품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지만 유의미한 가격변화는 5%~10% 수준이며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은 보통 1년을 의미한다.(Filistrucchi, 2008)

만일 가상독점사업자의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대된다면 해당제품을 관

련 시장으로 획정하여 종료하지만, 가격상승에 따라 매출 감소가 현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제품 이외에 더 많은 제품을 포함 시키도록 시

장을 확대시켜 다시 SSNIP 테스트를 실시하게 된다.(Filistrucchi, 2008; 김현

종, 2010) 합병 관련하여 SSNIP 테스트를 시행할 경우 합병전의 상황이 특별

히 담합을 시사 하지 않는 한 현행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적으로 5% 가격인상을 사용하게 되지만 산업의 특성에 따라 변동도 가

능하다.(DoJ & FTC, 2010; 김희수, 김형찬 et al., 2004; 남재현, 2008)

SSNIP 테스트의 이론적 특징은 관련 시장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SSNIP 테스트의 출발점이 되는 차별화가 된 개별상품의 가격은 

이미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가격을 인상시키

면 이윤은 당연히 감소한다. 따라서 출발점이 되는 개별상품 밖으로 관련 

시장은 확대된다. 차별화된 개별상품의 경우 탄력성이 높은 반면, 여러 제

품이 시장 내에 포함되고 제품 수가 증가되면 해당 시장의 총수요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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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게 된다. 즉, 제품의 수가 증가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점점 비탄

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진행되면서 가격상승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제품조합(관련 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SSNIP 테스트를 통해 시장획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성을 입증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삼는데 예를 들면, 상품들 간 대체성의 판단

을 위해서는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a) 구매자들이 

과거에 상대가격의 변화나 여타의 구매조건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정보, (b) 시점 간 또는 지역 간 가격의 변화와 이러한 가격 변화가 

매출에 미친 영향, (c) 구매자들의 충성도 등 행동 특성에 관한 여러 관계

자들의 의견, (d) 구매자들이 구매를 전환할 때 지불하는 전환비용, (e) 상

품의 물리적인 특성, (f) 마케팅 보고서, 구매자 설문조사, 투자자를 위한 

시장분석, 영업 의사결정에 관련된 사업자 내부의 문건 등, (g) 구매자들에

게 하류시장이 있다면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이 고려대상 시장에 미치는 영

향, (h) 상품 간 전환율 또는 교차탄력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 (i) 

어느 한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이 상품으로부터 이탈되는 판매량 

중 후보 상품군 내의 상품들에 의해 재포획되는 비율(‘재포획 비

율’).(DoJ & FTC, 2010)

나) 임계손실분석(A Critical Loss Analysis)144)

SSNIP 테스트를 시행할 때 중요한 수집정보 중 하나가 임계손실분석

(CLA)이다. 미국 DoJ와 FTC의 수평적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려해

야 할 증거 중 하나로 CLA를 들고 있다.(DoJ & FTC, 2010) 

CLA란 가상적독점사업자의 어떤 상품의 가격을 X%의 인상시 판매수량

에서 몇 % 손실이 가격인상을 손실로 만드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144) 이하 표준 CLA 개념 및 간단한 산식 설명은 O'Brien & Wickelgren(2003)의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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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량감소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때 수량손실을 X% 가격인상에 대한 임

계손실(Critical loss, Critical Loss for an X percent price increase)이라고 

한다. 만일 실제 손실(actual loss)이 임계손실보다 적으면 가격인상은 가상

적독점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는 임계손실과 실제손실이 같아져 

수익성이 변치 않도록 하는 수준까지 시장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대칭적인 기업 A, B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칭

적이라는 것은 비용함수가 같다는 의미이고, 대칭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차

별화된 수용을 가진 기업임을 의미한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수요함수는 

선형이며, 불변한계비용을 가정한다. 합병 전 각 기업은 수익극대화를 위

해 일방적으로(단독으로) 스스로의 가격을 선택한다. 이 때 기업 A와 B가 

합병을 제안하면 정부는 합병 분석을 위한 적절한 상품시장에 상품 A, B

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을 하려는 기업은 시장이 더 커져야 한

다고 주장할 것이고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CLA 분

석 결과를 제시한다.

“기업 A, B가 벌어들이는 마진율은 60%이다. 따라서 5%의 가격인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판매량의 “임계손실”은 7.7%이고 상품 A, 

B 가격이 5% 인상시 상품 A, B의 판매량 손실은 임계손실을 초과하는 최

소 10%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5% 인상은 수익성이 없어 관련 시장

은 상품 A, B외에 다른 상품을 포함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합병 승인을 요청 받은 정부가 이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CL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X%의 가격인상에 따른 임계손실이란 

가격인상에도 수익성이 변치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판매량의 감소분(%)을 

말하는데 임계손실 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효과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 두 가지 효과란 i) 주어진 가격인상으로 판매된 모든 판매 상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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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벌어들인 매출이익(profit margin)을 인상시켜야 하는 것과 ii) 주어진 가

격인상으로 수요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실제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가격인상으로 단위당 마진은 인상되어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수요 감소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된 결과 해

당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이 판명 날 것이다. 결국 임계손실은 상기 두 가

지 효과가 균형을 이루는 판매량의 감소분(%)인데 만일 (실질) 판매량의 

감소가 임계손실보다 크다면, 가격인상은 수익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실질) 판매량의 감소가 임계손실보다 적다면 가격인상은 수익 증가

를 가져올 것이다.

기업 A, B가 동일한 단위당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c”라고 

표기)하고 상품 A, B의 합병 전 가격은 p, 합병 전 상품 A, B의 총량은 q라 

한다. 두 상품에 대한 주어진 가격 인상은 , 그에 따른 두 상품의 총량

의 변화분은 , 수요량은 가격인상 시 하락하기 때문에 상품양의 변화

()는 음수이다.

가상적 독점사업자의 가격 인상에 따른 편익은

×새로 인상된 가격으로 팔린 판매량   ×이고, 

가격인상으로 독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합병 전 마진 × 가격인상으로 감소한 판매량    ×이다.

가격인상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균형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한다.

×   × ····················· (식 30)

양변을 로 나누어 주면







  

 



·····················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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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손실이란 수식 (31)을 만족시키는 판매량의 감소분(%) 즉 


는




 임계손실 









····················· (식 32)

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가격 인상에 따른 마진율을 M이라 한다면,



 
  가격 인상에 따라 측정된 마진율   ····················· (식 33)

이라고 할 수 있고 


 가격 인상률 라 한다면 임계손실은 다음과 같다.

임계손실  


····················· (식 34)

수식 (34)에서 보듯이 마진율이 클수록 임계손실은 작아진다. 직관적으

로도 마진율이 클수록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 손실은 더 커질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즉 가격인상으로 손실이 나는데(즉 수익이 나지 않는데) 필

요한 판매량 감소분은 작아진다.(즉 마진율이 큰 상품 일수록 가격을 인상

하였을 때 손실을 발생시키는 판매량은 적어짐)

만일 마진율이 60%라면 5%의 가격인상에 따른 임계손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임계손실 즉 판매감소분  ············ (식 35)

합병하는 사업자는 5%의 가격인상으로 실제 판매감소량은 10%로 임계

손실분 7.7%보다 크므로 실제 손실이 임계손실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므로 

5% 가격인상은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unprofitable)지을 수 있다. 



- 180 -

결론적으로 가격인상은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손쉽게 전환하는데 

충분하여 가격인상이 수익성이 없다. 따라서 관련시장은 상품 A, B에 더하

여 다른 상품을 포함하여야 한다.(즉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표준 CLA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임계매출치 산정과정과 실제 

매출감소분이 구해지는 과정 간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임계매출치는 회계장부상의 이윤율을 통해 구하고 실제 매출 감소치는 소

비자 설문조사 또는 계량기법을 구해진다. 즉 표준 CLA에서는 가격인상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규모에 관한 정보를 기업의 마진을 통해

서는 알 수 없다. 

O’Brien & Wickelgren(2003)은 CLA의 문제 즉 임계매출치와 실제 매출

감소분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임계

매출 분석기법을 개발, 제시한 바 있다. 전성훈 (2010)은 임계매출손실 분

석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시장획정을 위한 

실용적 분석도구로서의 이 분석방법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손실과 임계손실을 독립적으로 추정·비교하는 전형적 임계매

출분석과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총전환율(aggregate diversion ratio) 

분석 방법은 양자택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

자는 상호 교차검증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시장획정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양면시장으로 분류되는 시장에 대한 시장획정 방법론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어 합의된 방법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상규 & 이경

원, 2015)145) 

145) 이상규·이경원(2015)은 양면사업모델의 경우 SSNIP 테스트를 통한 실증분석

방안에 대해 학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실

증적 자료를 이용한 SSNIP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서도 명시적으로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시장획정을 시도하였다고 밝힌

사례는 없다고 하여 국내·외적으로 양면시장에 대한 SSNIP 테스트 시행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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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원인은 SSNIP 테스트를 할 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어떻

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점, 단위시장에 대한 시각이 다르

다는 점이다. 우선 양면시장에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시장획정을 한다면 

양측의 상품(또는 서비스) 가격을 5~10%를 인상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수

요감소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양면시장은 두 이용자 그룹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있어 한 측 상품(또는 서비스) 가격 인상 시 연쇄

적으로 수요 감소 반응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일일이 반영하는 것이 어

렵다. 또한 대상 시장이 둘 이상이므로 어느 시장의 상품가격을 인상하여 

실증분석을 할 것인지도 문제이며,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이용자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격이 “0원”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대체 

효과가 없다는 점도 SSNIP 테스트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한다. 

김성환 등(2008)도 양면시장의 SSNIP 테스트 관련 문제로 간접적 네트워

크 외부성의 존재 자체를 간과하기 쉬우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그

를 포함하는 수요 탄력성의 추정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Filistrucchi (2008) 역시 양면시장에 SSNIP 테스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반영하는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ilistrucchi는 실제 시장획정 시 기존 모델을 

수정한 모형 도출을 위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어떤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양측 이용자 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을 감안하여 

양면시장을 두 가지 유형(신용카드 시장 유형과 미디어 시장 유형)146)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147) 어떤 방식으로든 양면시장에 대해 SSNIP 테스

트를 이용한 시장획정을 시도함에 있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적용 및 가

146) 신용카드 시장 유형(payment card type)이란 양측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거래)

이 실제로 존재하는 양면시장 유형이다. 반면 미디어 시장 유형(media type)은

양측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측되지 않는 양면시장 유형을

말한다. 미디어 시장 유형은 주로 광고기반 사업모델을 가진 경우가 해당한

다.(Filistrucchi, 2008)

147) Filistrucchi (2008)는 수정된 SSNIP 모형을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논문에

서 CLA 분석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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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의 불일치 요소가 많은 점은 학계 또는 규제 실무 차원에서의 합의된 

방식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있어 학자들 간에 합의를 찾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획정을 해야 할 단위시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양면

시장(또는 다면시장)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별

개의 시장으로 볼 지,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시장으로 볼지에 대한 시각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경우 온라인검색광고시장과 인터넷서

비스시장을 분리하여 전자("Google/ DoubleClick," 2008) 또는 후자에 대해

서만 획정하려는 연구 (곽주원, 2013, 2015; 곽주원, 허준석 et al., 2013; 변

정욱, 이종화 et al., 2014)도 있고, 양자를 통합한 것을 하나의 단위시장으

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상규, 2010; 이상규 & 이경원, 2015)도 있으며,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양면 플랫폼으로 제안(D. S. Evans, 2009b; 

김성환, 김민철 et al., 2008)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으로 분류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

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실제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에 대한 규제기관, 연구기관, 학계에서 시도한 시장획정 사례를 보면 이러

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 

획정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다.148)

148) 이미 시장획정을 한 사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동일

한 사안을 두고 학계, 규제기관, 법원 등이 이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경제학에

서는 기존의 SSNIP 테스트 적용이 불가하며 시장획정 단위도 단면시장과는 달

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학계 및 정책실무적으로는 양면시장이라고 인식되는

시장이라도 기존 시장획정 방식을 적용하되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참고 사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본

연구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제6장 결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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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온라인검색광고시장 획정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포털시장획정(2008.5.)149)

가) 사건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NHN(제공서비스명 네이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동영상공급업체인 중앙엠앤비무비, 주식

회사 판도라티비(이하 ‘판도라티비’라 한다), 텔미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프리챌,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색인 데

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의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동영

상 정보서비스에 NHN과 협의 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

을 설정하였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와 유사한 계약조건으로 동영상 공급업

체인 주식회사 다모임,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그스토

리 및 주식회사 픽스카우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

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의 검색결과로 제시되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유료광고는 NHN와의 협의 없이 광고를 게

재할 수 없다”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이 제공

하는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판도라티비 등 일부 동

영상 공급업체가 광고금지 조항을 문제 삼자 피심인은 2007.6.8.‘동영상 

아웃링크 가이드’를 통하여 동영상 내 광고를 허용하였다.

149) 공정거래위원회(2008.8.28.).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 -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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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공정위의 시장획정

사건개요에 나타난 NHN의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에 의

거하여 위법성 검토 목적으로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였다. 

공정위는 NHN을 인터넷 검색, 광고, 전자메일, 뉴스제공, 전자상거래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업자로 규정하였다. 또 양면시장의 3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인터넷포털시장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유하

고 있어 양면시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150)

§ 첫째, 양면성으로,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둘 이상의 구분되는 고

객군(two distinct groups)이 존재해야 한다.

§ 둘째, 적어도 한 면(side)의 고객군은 다른 면(the other side)의 고객

군 규모가 클수록 더욱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교

차 네트워크 효과’ 또는 ‘간접네트워크효과(indirect network 

effect)’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면의 네트워크의 크기

에 의해 효용이 증가되는, 즉 ‘직접 네트워크 효과’ 또는 ‘동일면 

네트워크 효과(same-side effect)’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 셋째,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서로 다른 고객군들이 자체적인 노력(직

접 거래)으로 교차네트워크외부성을 내면화하기 어렵고 이를 용이하

게 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상기 3가지 특징을 가진 인터넷포털서비스를 양면시장이라고 

보았고 동 서비스에 대해 SSNIP 테스트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시장상

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151) 즉 인

150)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을 양면시장으로 판단하는데 이용된 세 가지 준거는 통상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면시장의 특징일 수는 있지만, Evans나 Rochet & Tirole

등이 학문적으로 정의한 양면시장의 정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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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포털시장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획정을 할 경우 관련시장이 

좁게 획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해소할 다른 시장획정방안이 필요함을 

적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상품시장으로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관련된 상

품시장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본다. 지리적으로는 한

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다. 특히 여기서 상품시장

으로 획정한 인터넷 포털서비스시장은 소위 1S-4C152) 서비스 모두를 말하

며 이 서비스 모두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섭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획정

한 공정위의 논리를 보면,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를 시작페이지로 설정하

는 비중이 높고(76%), 이용자는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며 이용자수

가 광고매출과 직결되며, 인터넷 포털을 별도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배력 추정을 위한 근거는 서비스시장에서가 아니라 광고

매출에서 찾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 인터넷 포

털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대상은 CP인데, CP에 대해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아주기 위해서는 포털사의 자금력이 필요하며 그 원천이 매출이기 

때문이며, 셋째, 이용자규모를 의미하는 순방문자수나 평균체류시간은 객

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고 통계적인 안정성이 없어 법집행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51) 공정위 의결에 나타난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인터

넷 포털은 최종 소비자인 이용자와 광고주, 이용자와 CP 또는 이용자와 e-쇼핑

몰 등을 연결해주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에 해당된다. (중간 생략)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단면시장에 적용되는 SSNIP 테스트를 기계적으로 양면시장에 적용할 경우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면시

장에서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분석을 할 경우 관련시장이 좁게 획정될 가

능성이 높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8).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 2008 - 251호).

공정거래위원회.

152) 1S-4C는 Search, Contents, Communication, Community 및 Commerce 등 인

터넷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망라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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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포털시장이 양면시장이지만 관련법 등을 이유로 온라인광고

시장을 획정하여 지배력을 평가하며 통계자료의 문제로 사실상 이용자 규

모로 인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추론에 의거하여 온

라인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터넷포털사업자의 한 측 시장만을 관련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의

미로 당초 이 시장이 양면시장이며 간접네트워크외부성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와 무관한 시장획정 접근

이라 할 수 있다. 

이상규(2010)도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이용자 시장만을 별개의 관련시장

으로 획정한 공정위의 시장획정은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이라

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153)

“이(공정위의 시장획정)는 포털 서비스의 양면시장적 특성을 제대로 반

영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플랫폼(포털), 이용자, 공

급자(CP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동일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의 수에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의 수는 동일 플랫폼 이용자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털 

서비스 이용자만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이

상규, 2010)

반면 정호열(2016)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장획정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정호열은 “다면적 플랫폼에 의거한 사업이지만 특정한 면에서

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면은 무상으로 제공되어 거래적 요

소가 없다면 결국 하나의 단면시장이 되는 셈이다. 무상서비스는 사업성이 

153) 물론 이상규 (2010)도 인터넷포털사업자를 양면시장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비판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규 (2010)은 플랫폼(포털), 이용자, 공급자(CP 등)로 구

성되어 있는 “인터넷포털서비스”를 관련 상품의 최소단위로 정의하고 시장을 획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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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므로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상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이와 

연계된 서비스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무상서비스와 관련된 플랫

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도 유상서비스와 관련된 형태로서 공정거래법의 규

율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154)

다) 고등법원/대법원의 공정위 시장획정 비판155)

동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관련시장획정에 대해 대체성

을 가진 사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러나 양면시장 특성을 반영한 관련시장획정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시장

이 양면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며, 공정위의 시장획

정이 수요대체성이 존재하는 사업자를 포섭하지 않아 관련시장을 지나치

게 좁게 획정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4) 이는 법학적 관점 그리고 정책실무적 관점에서 지지받는 설명이다. 온라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가격이 0이고, 광

고주에게만 가격을 부과한다. 그런데 시장획정의 목적은 사업자간의 경합관계를

보는 것이므로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더라도 광고가격이 부과되는 온라인검

색광고시장만을 획정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경제학 측면에서는 수용이 쉽지 않다.

§ 첫째는 양면시장에서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플랫폼사

업자가 양측 이용자 간의 교차보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만일 현재

와 같이 이용자에 대해 0으로 과금 하지 않고 유상으로 전환하였다면(또는

이용자에게 검색대가 외 추가 편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음의 가격을 부과)

시장획정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경합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수준이 달라짐으로 인해 시장획정 범위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둘째, 거래상의 화폐상의 가격이 0이지만 화폐로서의 가격이 아닌 보이지 않

는 거래 요소가 본원적 경쟁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고주그룹에

게 부과한 광고가격을 이용하여 시장획정하는 보다 근원적(generic)한 이유

는 이용자 시장에서 보다 광고시장에서의 행위가 문제이기 때문(사후규제)이

거나 광고가격이 이용자 그룹과 관련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Filistrucchi,

2008)

155) 2008누2710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09), 2009두20366 시

정명령등취소 (대법원 제3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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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핵심 쟁점인 네이버의 광고제한행위는 CP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의 검색결과로 보

이는 동영상 플레이어 내 동영상 시청에 방해가 되는 선(先)광고만을 네이

버와 협의 없이 게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CP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네이버가 CP와 자신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시장’(관련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CP들이 이용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

함에 있어 NHN 등의 인터넷 포털사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은 1S-4C 서비스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인

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대체효과성 인

정)하고, 그 서비스의 효용이나 성능, 소요되는 비용은 1S-4C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과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이용자들도 네이버가 제공

하는 서비스의 기회비용이나 불편이 가중된다면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 없

이 바로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서 1S-4C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도 네이버와 경쟁관계

에 있으므로 이들 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동일한 입장임을 명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 2009;

대법원, 2014;김현수, 2010) 그리고 시장점유율 판단을 위한 준거로 인터넷 

포털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오류이다. 설사 공

정위의 논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인터넷포털사의 전체 매출액을 시장

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는 시장점유율과 같은 척도로 평가하기에는 관련상

품시장과의 관련성이 희박해 진다고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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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관련시장획정은 인터넷포털 이용자시장으로 하고 당해 시장에

서 거래는 무료이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추정을 위한 직접적인 매출액이 확

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자의 전체 매출을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

다는 것이다. 획정한 시장 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

이 경쟁상황평가임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시장이 양면시장이라는 전

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획정을 인터넷포털 이용자시장과 같이 

단면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결국 동 심결

과 판례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경쟁법 위반 사건 해결을 위한 시장획정

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첫째,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측정을 위해 시행한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 양면시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시장획정에서는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하고 지배력 판단을 위한 매출은 포털사의 전체 

매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

면서 실제 획정 시에는 양면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둘째, NHN의 지배력 판단 준거로 고려된 지표 중 순방문자수(UV: 

unique visitor)나 평균체류시간(ADT: average duration time)은 집계

방식과 시점․기간에 따라 편차가 심해 통계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고 결국 법 집

행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공정위의 언급대로 온라인광고

매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검색광고의 경우에는 UV나 ADT라는 지표

가 상관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방문이나 체류시간이 아닌 클릭에 

의해서만 광고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모델의 특성을 고려

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면시장적 특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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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 사건은 관련시장획정 방법에 있어 공정위와 법원간의 차이가 발

생하면서 경쟁상황평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결론을 짓고 과징금을 부과(227백만 원)하였지만, 서울고등법

원과 대법원은 NHN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공정

거래위원회, 2008;서울고등법원 , 2009;대법원, 2014)

2) 공정위의 네이버 및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다음커뮤

니케이션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2014.5.)

2013년 5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벤처 및 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했는지,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와 더불어 NHN이 27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한 직

권조사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11월 네이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

위-네이버간 협의를 거처 2013년 12월 동의의결(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하

였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2014년 5월 공정위 

전원의결로 통과시켰다.

공정위는 동 사건에서도 네이버의 특성으로 양면시장을 꼽고 있다. 공정

위는 동의의결서에서 “인터넷 포털은 최종소비자인 이용자와 콘텐츠 공

급업체 또는 이용자와 광고주 등을 연결해주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에 해당

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포털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광고주로부터 높은 광고료를 받

는 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며, 콘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와 이

용자들의 거래를 간접적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

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4)고 설명하면서 동의의결 신청인 네이버

를 양면시장 특성을 가진 인터넷포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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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별도의 시장획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네이버의 행위

사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법 제3

조의2) 또는 불공정행위(법 23조) 위반혐의와 관련된 행위라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156) 공정위가 별도의 시장

획정 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거 2008년 시장지배력남용 조

사 당시의 시장획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과 2013년 인

터넷포털에 대한 공정위의 관련시장획정은 양면시장이라는 전제에도 불구

하고 그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첫째, 인터넷포털시장이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이라고 하면서도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시장획정에 

반영하지 않고 이용자 시장과 온라인광고시장을 개별적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이용자가 많은 것이 광고시장 매출이 높은 것으로 대체하는 개연성

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포털을 1S-4C라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정의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수요대체사업자를 배제하였고 그 

결과 같은 시장에 획정될 수 있는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아 관련시장이 좁

게 설정되었다.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시장획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2013년부터 온라인검색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을 시도해오고 있다. 당시 KISDI는 검색시장을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시장이라고 보았다. 즉 인터넷이용자에게 

서비스 무료 제공을 통해 최대한 모아서 이들을 상대로 광고 서비스를 실

시하여 수익을 내는 양면시장 구조라는 관점이었다. 

15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의결 제2014-104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014서감 0594,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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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색광고의 대체상품과 검색서비스의 대체상품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고, 시장획정 대상 상품은 검색서비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정보검색시장획정 대상 시장은 인터넷검색서비스 정의에 의거하여 검색서

비스 중 인터넷 전반에 대하여 크롤링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정보검색서비

스에 해당(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발전을 위한 권고안)157)한

다고 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는 포털업체가 제공하

는 “통합검색서비스”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시장획정 이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획정을 위해

서는 상품 사이의 수요대체성을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론인 

SSNIP/CLA 테스트를 상정할 수 있는데, KISDI는 대상시장에 동 테스트 적

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검색서비스 가격이 “0”인 점, 

시장의 양단 사이의 무한반복적인 Feedback이 발생하는 점, 검색서비스 

제공 비용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즉 가격이 “0”이면 가상의 독점사업자의 상품 가격을 5~10% 인상하였

을 때 수요 감소 여부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가격이 “0”이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 측정이 불가능하다. 또 정보검색시장이 양면시장이면 양측 이

용자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해야 하고 만일 실제 존재한다면 

한 측의 가격변화로 인해 다른 측 이용자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는 상대 측 

이용에 영향을 주는 무한 환류(Feedback)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측정하

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SSNIP만큼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측정할 

157)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서 제시한 인터넷검

색서비스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검색서비스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

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후,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기호․단어․문장․음성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

는 방식으로 특정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와 관련된 글․그림․동영상 등의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

구반,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2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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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검색비용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격

인상이 과연 이윤의 감소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검색시장에 SSNIP/CLA 테스트를 이용한 시장획

정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 패턴분석 접근법을 제시하였다.158) 

소위 검색이용자의 검색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시장획정을 시도한 것이다. 

KISDI의 기본 방안은 이용자의 특정 사이트 검색 빈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사이트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구하는 것이다. 

즉 만약 사이트 A에서 검색을 실시한 건수와 사이트 B에서 검색을 실시

한 건수 사이에 음(-)의 대체성이 강하다면, 이는 사이트 A를 이용하는 이

용자는 사이트 B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이트 A와 사이

트 B는 같은 상품 시장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이트 A

와 사이트 B 사이의 음의 대체성이 약하다면, 사이트 A의 이용이 사이트 B

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상품 시장으로 추

정한다. 

데이터는 코리아클릭의 인터넷 이용자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인

터넷 이용자 3,000명의 7일간(2014.7.1∼7) 인터넷 이용 기록 데이터로서 

통합검색을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한 경우와 전문 검색 서비스 중에서 오

픈 마켓 업체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데이터의 기본 통계 내용은 [표 5-1]과 같다.

158) KISDI는 패턴분석 접근법 이용의 타당성을 Coate and Fischer(2008)의 연구에

서 찾고 있다. Coate and Fischer(2008)은 시장 획정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론은

크게 CLA 방법론,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 Pattern 분석 등 3가지로 분

류하면서 1993년∼2005년 사이 미국 FTC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패턴분석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을 들고 있다.(변정욱, 이종화 et al., 2014)



- 194 -

[표 5-1] KISDI의 정보검색시장 시장획정을 위한 데이터의 기본 통계

출처: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4)

KISDI는 검색사이트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래 모형에서 X는 검색건수,  , 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KISDI는 스피어만 

상관관계 테스트(Spearman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도출

하였다.159) 

만일 사이트 간에 -1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대체재이므로 동일

시장으로 획정될 것이고, 1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나타나면 보완재로서 동

일시장에 포섭할 수 없다.160)

159) 변정욱 등(2014)은 사회과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

하지 않고 스피어만 상관관계 테스트(Spearman Correlation Test)를 이용한 이유

로 검색건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선형의 관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60) 변정욱 등(2014)은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 여러 사이트를 모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이트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상쇄할 방법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빈도는 4분위로 나누어 왜곡 정도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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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6)

[표 5-2] KISDI의 정보검색시장 시장획정을 위한 사이트별상관관계분석결과

출처: 변정욱, 이종화 et al. (2014)

상기 상관관계 분석결과 네이버와 다음(Daum)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네이버와 다음으로 인터넷 정

보검색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가능하다고 결

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KISDI는 이용자의 일주일 검색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체를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패턴분석은 가격인상

과 같은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본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가격 등이 일정한 패

하였다. [표 5-2]에서 보이는 1, 2, 3, 4는 이용빈도를 4분위로 나눈 이용자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1 그룹은 전체 이용빈도가 가장 낮은 0∼25%

이용자, 4 그룹은 빈도가 가장 많은 75%∼100%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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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위 SSNIP 테스트와의 함의가 다르

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는 점, 무선 데이터가 빠져 있는 점 등은 연구 상

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다.

4) 이상규(2010 & 2015)의 시장획정

이상규·이경원(2015)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업자의 주 

수익원이 광고이고 광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시장은 양면시장이며, 시장획정 대상

을 인터넷포털이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로 구성된 검색

사업이라고 하여 변정욱, 이종화 등(2014)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검색사업을 두고 시장획정을 논함에 있어 핵심쟁점은 검색사업

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으로 구성된 시장이 단독으로 획정될 수 있는가라

고 보았다.161)  단독시장 획정 요건은 검색서비스 및 검색광고서비스와 대

체 가능한 서비스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양측 검색서비스와 검색

광고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단독시장획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색사업의 상품시장획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와 합리적으로 대체관계에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

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161) 이상규 등은 시장획정은 경쟁이 실재하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쟁

이 유의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

고 이런 차원에서 검색사업에 대한 시장 획정을 위해서는 검색서비스 또는 검색광

고서비스와 합리적 상호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시장획정에 있어 이러한 접근법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규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언급하였듯이 관련시장획

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시장의 경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 시장에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

을 남용하였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관

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쟁사업자가 느끼는 경쟁압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한 시장획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규 & 이경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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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합검색서비스와 기타 검색서비스의 합리적 상호대체가능성을 검

토하여 양자 간에는 대체성이 있다고 보아 통합검색만으로 시장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검색광고서비스와 다른 형태의 

온라인광고서비스(예: 배너광고, 팝업광고, 텍스트광고, 동영상광고, 이메

일광고 등)의 합리적 대체가능성도 검토하였는데 양자 간에는 합리적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162) 또한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와 일부 오프라인광고서비스 간

에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상규는 검색사업이라는 상품을 시장획정함에 있어 검색사

업을 중심으로 검색사이트만으로 구성된 시장획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

여 합리적 대체 가능성 있는 사이트나 서비스를 추가 포섭해야 함을 주장

하였다. 그런데 이상규의 주장대로라면 검색사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한 주

요 포털사업자만을 시장 획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 아마존, 옥션, 11번

가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비검색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예: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 사업자), 일부 오프라인광고사업자(예: 신문, 잡지 매체)

들은 동일한 사업모델을 이용하고 있고 검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대

체관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은 한계이므로 이들 사업자들도 동일 시

장에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162) 이상규는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간에 합리적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검색광고만으로 시장획정을 할 경우 시장을 지나

치게 좁게 획정할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Kinderstart.com v. Google (2007) 사

건) 둘째, 광고주의 목적(검색광고는 즉각적인 이용자 반응 취득이나 매출 기대

목적이고 비검색광고는 브랜드 인지 제고)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 FTC

논법은 설문조사 결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검색광고는 타깃광고

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검색광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FTC나

EC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검색광고도 타깃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규

에 따르면, Kagan (2010)도 기술적 차이에 의해 시장획정을 달리하는 것은 의미

가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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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곽주원(2015)의 인터넷포털시장획정

곽주원 (2015)은 신용카드 시장과 같이 거래를 중개해주는 시장은 하나의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처럼 중개시장

이 아닌 경우에는 양면 시장의 양면을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하여 획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 Filistrucchi et al. (2014) 주장에 기초하여, 포털 서비

스를 포털 광고와는 별도의 시장으로 분리하여 획정할 수 있다고 보고 포

털 서비스 획정할 때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시장을 

하나의 군집상품 시장(Cluster Product Market)163)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용자들이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려 하

고 판매자가 실제 그렇게 판매한다면 이를 하나의 군집상품 시장으로 획

정할 수 있다는 Ayres (1985) 연구에 기반하여 곽주원 (2015)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군집시장으로서 획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곽주원 (2015)에 따르면, 특정 시장이 군집시장으로 획정되는 것을 실증

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

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

으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고

안하였다. 더불어 하나의 ID/Password로 포털에 로그인한 후 이용자가 여

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만일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 역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

고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3,000명의 이용자가 인

163) 군집상품(cluster goods)은 하나의 판매자가 여러 제품을 파는데, 이를 묶어서

파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묶음 상품(bundling이나 tying)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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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접속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회 접속 시 이용하는 서비스 가짓수

와 로그인 수로 생성한 페이지뷰 카운트 방식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였다. 

곽주원의 연구결과 포털 1회 방문 시 이용한 서비스 가짓수로 볼 때 네

이버와 다음은 다(多)서비스 이용 방문이 전체 페이지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기준에 따라 50~80%까지 차지하여 하나의 군집시장으로 포함될 수 

있었으나 구글은 10% 내외에 불과하여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ID/Password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한 서비스를 볼 때 네이버와 다음은 

평균보다 많은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구글은 이러한 경향이 현저히 떨어

져 역시 군집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곽주원 (2015)은 인터넷포털시장을 획정하는데 있어 포털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착안하여 군집시장 차원에서 시장획정을 

시도하였고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네이버와 다음은 군집시장으로

서 관련시장에 포섭하였으나 구글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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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온라인검색광고시장 획정

1) Luchetta의 구글의 관련시장획정164)

구글은 이용자에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광고주에게 온라인검

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양면시장 사업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나 Luchetta(2013)는 구글이 제공하는 온라인검색서비스는 양면시장이 

아니며 개인정보를 담은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또는 도매시장에서 확보하

고 이를 수집·가공하여 온라인검색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소매사업자이며 

구글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단면시장이라고 보았다. 

즉 구글은 특수한 소매사업자의 일종으로 상류시장은 개인정보를 담은 

트래픽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우선 소매부문의 관련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다. 이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온라인광고주이고 경쟁하는 사업자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온라인검색광고주 입장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온

라인검색광고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수요

대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외에 다른 서

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도 포함되는데 이들 중 개인정

보를 이용하여 광고주와 연결하는 비즈모델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

로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야후!, Bing, Amazon과 같이 이용

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트래픽을 분석하여 타깃광고를 판매하는 사업자

가 같은 시장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4) Luchetta, G. (2013). Is the Google Platform a Two-Sided Market?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10(1), 185-207. doi:10.1093/joclec/nht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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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시장획정(Google-DoubleClick 사건)

가) 개관

2007년 9월 21일, 광고기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인 구글은 인터넷광고회

사인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에 인수165)하기로 하였고 유럽연합의 합병가이

드라인 제4조(기업결합의 사전 통지와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통지 전 조치)

에 의거하여 EC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하였다. 2007년 11월 13일, EC는 동 

가이드라인 제6(1)조에 의거하여 심사에 착수하였고 심층조사(a second 

phase investigation) 결과 구글-더블클릭간의 기업결합에 의해 시장의 유효

경쟁이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아 승인한 판례이다. 

구글은 애드센스 및 애드워드를 이용하여 검색광고, 텍스트 광고를 제공

하는 사업자이고, 더블클릭은 1995년에 설립된 인터넷 광고 전문 기업으로 

DART(Dynamic Ad Reporting and Targeting)166)라는 고유한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광고를 전문으로 한다. 구글은 더블클릭 인수를 통해 온라인광

고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 

바 있다.(정진호, 2007)

165) 구글의 100% 자회사인 Whopper Acquisition Corp.가 더블클릭의 지주회사인

Click Holding Corp.를 합병하는 것인데 구글은 이미 일부 보유하고 있던 Click

Holding Corp.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더블클릭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나머

지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는 유럽연합 기업결합가이드라인

기업결합의 정의 중 제3조(1)(b)에 해당한다.("the EC Merger Regulation," 2004)

“제3조(1)(b) 이미 하나 이상의 사업자를 통제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자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수 또는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수. 이는 구매를 통한 인수인지 계약이나, 그 외 다른 수단을 통한

인수인지 직접 통제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지는 불문한다.”

166) DART는 쿠키 기반 데이터 수집 기법, 익명 사용자들의 웹 서핑 프로필을 추

출, 타깃팅 된 디스플레이 광고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정진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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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C, 온라인검색광고시장으로 획정

EC는 구글과 더블클릭간의 합병 심사를 위한 관련시장은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광고시장의 대체상품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반면, 검색

서비스시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대체상품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관

련시장획정의 대상 시장을 온라인광고시장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EC는 온라인광고의 대체상품으로 오프라인 광고가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는데 양자의 광고 게재 공간 제공 상에 차이가 있고, 가격

설정 방식이 다르며, 광고주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광고 매체 선택상의 목

적 차이를 들어 양 시장은 별도의 시장이라고 보았다.167)

EC는 온라인광고시장은 그 제공 방식에 따라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 

항목별 소광고(classified ads)로 나뉘며 후자는 다시 컨텍스트 광고와 비컨

텍스트 광고로 구분하였다. 특히 검색광고와 비검색광고는 타깃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가격설정 구조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요소가 광고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시장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장

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지리적으로는 온라인광고 구매 및 제공이 EU 회

원국 내 언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여 회원국 단위로 

획정하였다.(Brockhoff, Jehanno et al., 2008)

그러나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른 시장이라고 보았다. 더블클

릭이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지원 기술과 구글의 텍스트광고를 지원하

167) 합병 승인을 요청한 구글-더블클릭은 온라인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간에 대체

성을 강조하여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장을 넓게

획정하여 양사 합병이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대해 EC는 합병신청자들의 주장은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넓게 획정하게 하

는 문제가 있다고 수용을 거절하였다. 그 근거로 온라인-오프라인 광고간의 차이

를 제시한 것이다. EC가 가격설정 방식이 다르다고 한 것은 오프라인 광고의 경

우 광고가격은 노출기반으로 산정되지만, 온라인광고는 클릭당 가격으로 산정된

다는 의미이고, 목적 차이는 온라인은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타깃광고를 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Google/

DoubleCli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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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 간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디스플레이 지원광고 기술은 검색광고나 컨텍스트 기반의 텍스트 

광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세부 사항(도착률, 빈도, 전환율 등)을 제공하는

데 이들 사항들은 광고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4. 소결

국내외의 온라인검색광고시장 획정 사례를 보면 경제학계, 법학계, 규제

기관 간에 접근방법 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양면시장의 특성 즉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이용자에게 부

과하는 가격이 “0”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

의 직접적용이 불가하므로 변형된 접근방법을 고안하거나 새로운 시장획정 

단위를 제안하고 있다. 또는 소수이지만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자체를 양면

시장으로 보지 않고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규제기관은 과금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을 

획정하고 가격이 “0”인 이용자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하지 않거나 

참고하는 정도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례도 단면 또는 양면시장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존재를 실증

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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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온라인검색광고시장 단면성의 정책적 함의

1.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 가능

Rochet & Tirole의 양면시장에 대한 이론적 정의 내 가정들과 온라인검

색광고 사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네이버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

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CPC 과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검색

광고 시장은 양면시장이라기 보다는 단면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다. 

단면시장은 가치사슬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

는 시장인 점을 감안하고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수용한다면, 온라인검색

광고시장에서의 최종재는 온라인검색광고이므로 온라인검색 광고 상품 시

장이 소매시장이 될 것이고, 이 때 구매자는 온라인검색 광고주이고 판매

자는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가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도매시장은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가? 

앞서 사업모델에서 보았듯이 온라인검색광고 도매시장은 소매시장에서 거

래되는 상품인 온라인검색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담

은 트래픽을 거래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물론 이 트래픽은 온라인검색광

고사업자가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타 도매사업자로부터 사올 수도 있

다. 전자는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나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

우이고, 후자는 타사 웹페이지로부터 트래픽을 수집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

는 경우이다. 

전자의 예를 들면, 구글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이나 페

이스북의 앱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은 자체 서비스를 통해 생산한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애플의 아이폰이나 웹브라우저 모질라에 탑재한 검색엔진

이나 검색툴바를 통해 유입되는 구글 검색트래픽, 소셜플러그인을 통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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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페이스북 트랙킹 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역시 

이용자들이 가능한 오랜 시간을 자사 사이트에 체류하도록 하기 위해 검

색결과에 이용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다양한 콘

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확보한다.

사업자가 트래픽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은 광고주가 선호하는 온

라인검색광고를 만들기 위함이다. 광고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메시지에 관

심을 가지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고객에게 광고 노출을 원하기 때

문에 플랫폼사업자는 그에 적절한 이용자들을 골라 내 주어야 한다.168)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소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온라인검색광고의 도·소매 시장 개념도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접근은 Luchetta (2013)가 

구글의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시장일 것이고 이 때 도매시장은 이용

자정보를 담고 있는 트래픽수집시장, 소매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이

라는 논리를 실증적으로 강화하는 결과이다.169) 

168)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구글, 야후, 바이두 등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자들은 트래픽 수집을 위해 일정한 대가(Traffic Acquisition Cost)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Facebook은 그렇지 않았다. 후자는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출처: Cory Renauer, Traffic Acquisition Costs: A Closer Look,

Seeking Alpha,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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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단면시장일 수 있다는 점이 가지는 정

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동 시장을 전통적인 시장획정 접근방법을 이

용하여 획정할 수 있어 기존 SSNIP 테스트와 CLA의 가정이나 전제가 온라

인검색광고시장 획정 실행 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검색광

고시장은 이용자의 정보를 담은 트래픽을 수집하는 도매시장과 온라인검

색광고주에게 검색광고를 판매하는 소매시장이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 

도매 상품 및 서비스, 소매 상품 및 서비스를 두고 수요대체성(EU 방식이

라면 공급대체성도 검토 가능) 검증을 위해 SSNIP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

다. 이 때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반영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냐

하면 광고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용자 수의 규모가 영향을 미치지 않거

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시장획정은 도매와 소매시장 모두 가능하다. 도매시장은 트래

픽 수집시장인데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타 사업자들로부터 트

래픽을 구매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상

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타 사업자에게서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 상품은 이용자 정보를 담은 트래픽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169) 또한 Filistrucchi (2008)가 구분한 미디어유형 설명을 지지하는 결과도 가져 온

다. 미디어 유형의 양면시장에서는 양측이용자간에 거래(상호작용)가 없는 시장

인데,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단면시장에 포섭한다면 양측 이용자 간에 거래가 없

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개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각

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도매시장

이 플랫폼 사업자가 트래픽을 수집하는 시장이라면 트래픽을 생산하는 이용자가

소매시장에서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광고주와 거래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는 일반적인 도소매 구조에서는 대부분 그러하다.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구매하려

는 구매자는 원유(原乳)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낙농업자와 직접 거래할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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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고 온라인광고주에게는 플랫폼사업자

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여 트래픽을 수집하는지는 무차별하

다. 따라서 이 시장에 포섭될 수 있는 사업자로는 인터넷포털사업자나 검

색사업자뿐 아니라 SNS, 전문검색사이트 등 모두 가능한데 그 이유는 온라

인검색광고주 입장에서는 가상의 독점사업자가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을 인

상하였을 때 온라인광고주가 전환할 수 있는 대체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매 상품인 온라인검색광고의 가격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가

상의 독점사업자를 상정한 SSNIP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고 가격인상에 따

른 사업자의 매출 감소를 분석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검색광고

의 가격은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간의 경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검색어별로 다양한 가격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는 점에서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논

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SSNIP 테스트나 CLA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기

술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에 근거한 시장

획정은 이전의 시장획정 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양면시장의 관련시장획정에 있어 법적 시각과 경제학적 시각 차이

를 줄일 수 있는 단초도 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경쟁법 연구

자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법 집행 측은 관련시장획정 시 단면 또

는 양면시장 분류와 상관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이 “0”인 이용자시

장은 획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호열(2016), 공정

거래위원회(2008), Hesse, R. B., & Soven, J. H. (2006), EC(2008), DoJ(1986, 

2001, 2003)) 

반면, 경제학 측면에서는 양면시장과 단면시장에 대해 동일한 관련시장

획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연구(David S Evans Noe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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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o Filistrucchi(2008), 이상규(2010))가 많은데 양면시장의 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단면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실증적 연

구가 유의적이라면 양면시장의 관련시장획정 관련한 법적, 경제학적 시각 

차이를 일부 줄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정책실무적으로도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2. 서비스별 시장획정의 단점 보완

KISDI는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2011.11.)부터 인터넷포털 및 

온라인검색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시작한 바 있다.170) KISDI는 부가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시작한 이유로 ICT 생태계가 네트워크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영향력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가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성과 부가통신시장 내 발생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후생 관련한 쟁점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부가통

신시장, 보다 정확히는 인터넷포털 및 온라인검색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

가를 함에 있어 일관된 입장은 동 시장은 양면시장이라고 하면서도 포털 

서비스 및 온라인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고 있다. 

즉 서비스 별 시장획정을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상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비스 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차원에

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70) KISDI의 경쟁상황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 제2항에서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의무를 부여한 것의 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즉 부가통신역무의 경쟁상황평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매년 경쟁

상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부가통신역무의 경쟁상황평가 결과는 특

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 시장의 경쟁상황이 바람직하

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전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니

터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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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원적 경쟁 요소를 고려한 관련시장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면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쟁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도 있지만, 온라인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트래픽을 수집하여 온라인검색광

고를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플랫폼사업자가 다투는 본원적인 시장은 

사실상 서비스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 2008년 공정위의 NHN 지배력남용 심결이었다. 당시 공정위

가 문제 삼은 NHN의 계약 내용은 동영상 검색 결과 노출은 허용하였지만 

이용자의 동영상 시청 전후 시간에 온라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다. 이는 NHN의 수익원인 온라인광고 매출이 판도라 TV 등 경쟁사업자들

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시한 계약 조건이었다. 플랫폼사

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는 없지만 서비스는 이용자

의 플랫폼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이자 타깃광고 생산을 위한 이용

자의 정보(선호, 접속 위치, 접속 단말기, 접속 시간 등) 수집 도구인 것이

다. D. S. Evans (2013) 역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Evans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경쟁 요

소는 이용자의 체류시간(atten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이용자가 이용

하는 서비스가 검색서비스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지, 인터넷포털인지

를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확보할 수 있는 이

용자의 체류시간이 경쟁요소이고 그것이 온라인광고매출로 이어진다는 논

리다. 

둘째, KISDI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획정 방식 즉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 시 

관련시장이 지나치게 좁게 정의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인터넷서비스 초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통칭한다.)는 이메일, 검색서비스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기

존 서비스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 동영상, 지도 등 매우 다양해 졌으며, 

향후에는 특히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예상하기도 힘들다.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가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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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서비스에 집중하기도 

한다. 만일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시장을 획정한다면 

검색시장, 소셜네트워크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인터넷포털시장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서비스 별로 시장 획정하는 경우 실제로는 경

쟁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 내 포섭되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환언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들에 대해 온라인광고주 입장에서는 수요대체재로 고려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색시장을 두고 시장획정을 한다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구글 정도171)가 관련시장에 포섭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검색

광고시장을 두고 시장획정을 한다면 앞서 제시한 사업자 외에도 옥션, 11

번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도 대체재로서 가능하다.172) 따라서 서비스 별 시장획정 

접근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관련시장을 보다 좁게 획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경쟁상황평가에 있어 시장지배력 평가 상의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소매시장으로 하는 단면시장 차원에

서 본다면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171) 앞서도 적시하였지만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인터넷포털시장을 획정하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관련시장에 포섭한 바 있다. 당시에는 1S-4C를 제공

하는 인터넷포털 시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구글이 빠져 있다. 그러나 온라인검

색광고서비스라는 차원에서는 구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72) 물론 여기서는 온라인검색광고라는 상품 또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수요대체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내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 같은 사업자는 지리적시장획정 차원

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글로벌서비스이지만 지리적 차

원에서의 시장획정은 전국이 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언어를 들 수 있

기 때문이다. 현재 아마존은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으며 한글로 제공하는

검색광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섭이 가능하다고 언급

한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미미하거나

유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시장획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

고주 입장에서는 제약된 광고예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 중

특정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사업자간에 대체성이 존재한다면 논리적으로는

포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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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간의 경쟁상

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본원적 경쟁요소가 

서비스가 아니라 온라인검색광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단면시장 접근방

법과 본원적 경쟁요소에 대한 시장획정간의 정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서비스별 시장획정은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할 가능성이 높

지만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관련시장으로 획정할 때는 동일한 사업모델

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 대체 가능한 사업자들은 모두 포섭될 수

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유·무선 인터넷검색광고시장 경쟁상황 설명력 제고

2009년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이용자의 인터넷이용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2015년 12월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

터넷이용자의 이용패턴을 보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거의 100%에 이르렀

고, 만 3세 이상 컴퓨터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컴퓨터 이용)은 최근 10년

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78.9%, 78.4%, 73.4%), 스마트폰 이용률(만 6세 이

상 최근 1년 이내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의 경우 2010년 31.0%, 2015년 

82.5%로 큰 폭으로 증가(51.5%p)하여 컴퓨터 이용률(73.4%)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7월 기준으로 10가구 중 8가구(86.4%)는 ‘스마

트폰’을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

음으로 ‘데스크탑 컴퓨터(66.9%)’, ‘노트북 컴퓨터(29.9%)’ 등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b) 이는 유선초

고속인터넷 이용보다 모바일브로드밴드 이용이 더욱 활발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검색서비스 이용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실제 국내 플랫폼사업자 중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네이버의 검색어 

별 조회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에서 액세스한 조회수가 PC로 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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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한 조회수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월∼6.월까지 검색어(실시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포함) 총 48,120개의 PC와 모바일 조회수는 총 2,320,043,130회였고, 이중 

PC를 이용한 총 조회수는 588,099,033회, 모바일을 이용한 조회수는 

1,731,944,097회로 후자가 전자의 약 2.9배였다. 다음 [표 5-3]은 2016년 1

월∼6월 중 수집한 검색어 중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의 PC와 모

바일 조회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5-3] 네이버의 상위 10개 실시간 검색어의 기기별 조회수 비교

조사일시 검색어
월간조회수

비고(B/A)
PC(A) 모바일(B) 합계

2016.1월∼6월

김성민 3,214,071 13,765,980 16,980,051 4.3 

또오해영 3,648,838 12,353,343 16,002,181 3.4 

김민희 3,698,985 11,384,662 15,083,647 3.1 

날씨 1,807,224 11,277,120 13,084,344 6.2 

전국날씨 135,464 12,194,171 12,329,635 90.0 

프로듀스101 2,793,165 8,304,602 11,097,767 3.0 

환율 4,612,497 6,038,825 10,651,322 1.3 

시그널 2,099,299 7,466,932 9,566,231 3.6 

닥터스 2,387,908 6,904,873 9,292,781 2.9 

로또 1,404,361 7,855,683 9,260,044 5.6 

※중복제외(순위는 PC+모바일 합계 조회수 순위)

출처: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들은 유·무선 액세스방식에 따라 별도의 검색광

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PC 또는 모바일에 선택하여 광고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73) 이러한 판매방식 하에서는 광고주가 전

략적으로 PC와 모바일 상의 검색광고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 유선 또는 



- 213 -

모바일만을 제공하는 검색광고사업자 모두를 대체가 가능한 공급자로 인식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측면에서 보면, 온라인검색광고를 생산하는 사업자

는 모바일 검색을 유선 PC의 검색과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중립적

으로 유·무선 액세스를 통해서 트래픽을 수집함으로써 유·무선 이용자 

모두에 대해 타깃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요 및 공급

대체성 측면에서 유·무선 매체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관련시장획정 시 대

체성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시장 내로 포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서비스 별 시장획정에서는 이러한 경쟁상황을 설명하기

가 어렵다. 즉 유·무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구글과 모바일 

SNS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사실상 경쟁사업자이고 광고주입장

에서는 대체 가능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별 획정 접근방법으로

는 이 사업자들을 관련시장으로 모두 포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유선 검

색서비스와 모바일 SNS 서비스가 관련시장 내 포섭이 가능한가? 환언하면 

네이버와 페이스북이 경쟁사업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비스 별 시장획

정에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KISDI가 포털 서비스 

또는 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획정을 시도하였을 때 SNS 사업자는 포섭되

지 않는다. SNS 사업자는 SNS 서비스 시장 획정이 포섭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검색서비스제공 사업자와 SNS 서비스제공 사업

자가 상호간에 경쟁압력을 인식하고 있고 실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별 시장획정 접근

방법을 채택하면 이러한 경쟁상황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관

련시장획정 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자가 실제 시장

획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해당 시장획정이 적절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173) 네이버에 따르면 키워드별로 설정한 입찰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광고주는 광고관리시스템 내 매체 영역별 그룹 전략에

서 입찰가 가중치 조정을 통해 모바일 영역에서의 입찰가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즉 모바일 검색광고 가격은 광고주가 모바일 검색광고에 어느

정도의 광고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것이므로 광고주의 의사

결정에 달려 있지만 유·무선 검색광고 게재 여부는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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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표 5-4]는 온라인검색광고를 포함하여 온라인광고를 제공하는 플

랫폼사업자들이 자사의 중요한 경쟁사업자로 인식한 예를 들고 있다. 만일 

사업모델에 의한 접근이 아닌 서비스 별 또는 매체 별 시장획정을 시도했

을 때는 포섭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174)

[표 5-4] 온라인검색광고 사업자가 인식하는 경쟁사업자

구분 사업자 서비스 온라인광고 주요 내용

사례 1

네이버 포털 ○ 카카오의 모바일 광고 

확대로 네이버와 경쟁 

불가피카카오 SNS ○

사례 2

구글 검색 ○

구글의 경쟁상대는 아마존
아마존 온라인쇼핑몰 ○

사례 3
구글 검색 ○ 구글의 중요한 경쟁사업자 

페이스북
페이스북 SNS ○

174) 이러한 접근방법은 국내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중심의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합병이전의 카카오(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 제공)에 대

해 상당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기사는

온라인검색광고 사업자간 경쟁에 있어 유무선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로 아래 기사에서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 전으로 모바일 SNS 서

비스만을 제공할 때였다. (오대석, 2014)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모바일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광고

시장의 강자인 네이버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

분기에만 5,043억 원의 온라인광고 매출을 올렸다. 반면 카카오의 매출

은 같은 기간 284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급성장하는 모바

일광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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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실무 차원에서의 의미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통상적인 인식

에도 불구하고 단면성의 가능성을 제시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

의는 앞서 제시한 논리적 측면과 함께 정책실무 차원에서도 논의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175)

통상 법령에서 시장획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관은 공정거래법 집

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 집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이다. 전자는 사후규제 차원에서 특정 행위의 행위가 시장지배력남용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시장획정을 수행한다. 후자는 매년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특

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사전규제대상사업자인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기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 관련하여 기업

결합/시장지배력남용 평가를 위한 시장획정을 해야 하는 정책 실무 차원에

서는 어떤 의미(장점 또는 시사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저도 연구하신 바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시

청자가 광고시청과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TV시청료, 지하철요

금 등)으로든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적 광고시장도 양면시장이

라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광고시청자가 광고시청

175) 이하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해당 기관 내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해당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들이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무경험

이 풍부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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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온라인검색광고시

장에서 양면시장성이 논의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

다. (이건 공정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더불어 중매시장, 온라인쇼핑몰시장 등과 달리 검색시장의 

경우 광고수주시장과 광고송출시장에서 거래주체가 의도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방시장인 광고수주시장에서 광고료

를 올리고 그에 따라 광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하방시장인 검

색시장에서 검색이 줄어들 리는 없을 테니까요. 현재 계속 양

면시장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데 하나의 실증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공정위 기업결합과 공무원)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의 가능성을 이유로 서비스별 시

장획정보다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획정함으로써 기존 서비스별 시장획

정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위

는 개별 서비스별 시장획정 및 온라인광고시장도 획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하고 있어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본 연구는 쿼리로 인해 생성되는 이용자 정보가 담긴 

트래픽규모와 정확성에 주목한 반면 공정위는 이용자의 검색쿼리의 점유

율이 인터넷기업(예: 포털)의 시장점유율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본원적 

경쟁요소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개별서비스별 그리고 온라인검색광고시장 등 거의 

모든 부문별 시장획정을 시도하는 반면, 본 연구는 트래픽시장을 도매시장

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소매시장으로 인식하는 접근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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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기업을 부가통신사업

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

으며 다만 시장동향 파악 차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검색시장

에 대한 시장획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온라인검색광고시장 중심의 시장획정에 대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글로벌 매출은 공개

하나 진출한 국가단위의 매출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

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공무원)

결론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양면시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책실무 방식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가 제

시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 중 일부는 정책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

고 있다는 점과 시장획정 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어려움(데이터 수집 

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개별

서비스 시장획정의 문제점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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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기업들의 주요 사업모델인 온라인검색

광고서비스가 통상의 분류처럼 양면시장인지를 R-T 모형을 중심으로 이

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시장획정에 있어 

정책적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기업들이 참여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으

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함에 동의하면서도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논점을 두고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동 시장의 양면성 존

재 여부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온라인검

색광고의 사업모델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양면시장 정의 이론간 정합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양면시장에 대한 유일한 학문

적 정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R-T의 정의를 말한다. 더불어 플랫폼사업

자가 개입하지 않는 가격설정모델을 가진 사업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의 비중립성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검색

광고시장에 양면시장 정의의 필요조건인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과연 실

재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R-T의 정의와 온라인검색광고간의 정합성은 R-T의 정의 도출을 위한 

가정과 온라인검색광고의 사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플랫폼사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은 상호작용 당 부과되는 것이나 온

라인검색광고는 두 번의 상호작용 행위(이용자의 검색 행위 및 검색 결과 

중 온라인 검색광고 클릭 행위)가 발생하여야 광고비 지출이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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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R-T 모형에 부합하지 않았다. 

둘째, R-T 모형은 Kats-Shapiro의 네트워크 외부성 이론을 가정하고 있

는데 동 이론은 양(陽)의 네트워크외부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 하나의 상

호작용은 이용기반의 외부성으로 양의 간접네트워크외부성을 전제할 때 

발생 가능하다는 점, 양방향의 간접네트워크외부성을 가정해야 소매점 등

을 양면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R-T 모형에서 말하는 하나의 상호

작용의 결과는 항상 상호양측간의 양의 외부성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양방향 간접네트워크효과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온라인검색

광고는 단방향으로만 양의 간접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R-T 정의상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았다. 

셋째, 양면시장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시장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구분된 두 이용자 그룹 중 어디를 먼저 최소한 

규모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닭과 달걀의 딜레

마” 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용자와 온라인광고주는 사실상 직

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고, 이용자의 효용에는 온라인광고주 규모(수)가 관

련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는 당연히 콘텐츠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여 이용자 규모부터 확보 후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는 전략을 택한

다. 즉 닭과 달걀의 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

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양면시장의 필요조건이 부

재하다는 것과 동일하여 R-T 정의를 위한 가정에 부합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양면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용자 그룹과 온라인광고주 그룹 간에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실존하는

지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로 종속변수는 클릭당광고가격

이고 독립변수는 이용자 조회수와 경쟁광고주수로 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광고주가 지불하려는 클릭당 광고가격은 이용자 조회수가 높을수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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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이라는 가정(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에 근거한 것이다.

데이터는 매출기준 국내 최대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인 NHN(네이버)이 온

라인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동 시

스템은 특정 검색어에 대한 조회수, 경쟁 광고주 수, 클릭 당 광고가격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월~6월 중 일주일 동안 1일 4회에 걸쳐 실시간 검

색어 및 각 검색어의 연관검색어를 표본으로 삼았으며, 실시간 검색어가 광

고가격에 미치는 시간상의 편의를 해소하기 위해 2011, 2012, 2014, 2015년 

연간 누적 최다 검색어도 수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하는 경우 그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의 특정 검색어의 조회수와 온라인광고주가 지불하는 

클릭당 광고가격(광고단가)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16년 상반기 6개월간의 실시간 검색어 및 그와 연관된 검색어를 이용

하여 이용자 조회수와 클릭당 광고가격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양자는 유

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특정 검색어를 온라인광고에 이용하

고자 경매에 참여하는 온라인광고주 수(광고주 규모)는 클릭당 광고가격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광고가격이 경매에 참여하는 광고주수

에 영향을 받지만 이용자 규모에는 영향을 받지 않거나 유의적이지 않음

을 의미한다. 또한 연간 누적 최다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를 이용한 분석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이용자의 조회수와 클릭당광고가격 간에는 매우 작은 음의 회귀계

수가 도출되었다. 이용자 조회가 클수록 오히려 클릭당 광고가격은 하락하

는 현상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결과 값이었다. 이는 온

라인광고주 입장에서 조회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매에서 낙찰 받을 가능

성이 낮아 경매가를 높이 써 내지 않을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높

다고 하여 광고주가 필요한 검색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경쟁하는 온라인광고주수와 클릭당광고가격 간에는 양의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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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는데 광고주 1단위 증가할 때 광고가격은 50원 내외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클릭당 광고단가와 이용자 조회수간에는 간접네트

워크외부효과가 유의적이 않거나 기존 예상과 달리 음의 회귀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양면시장의 모습을 갖

추고 있으나 이론적, 실증적 분석 결과 양면시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오히려 단면시장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단면시장이라면 도·소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도매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 생산의 핵심 자원인 이용자의 정보를 담은 트래픽 시장이 

될 것이고, 소매시장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광고시장이 양면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R-T 정의와 같이 

그리고 실증적 결과를 볼 때 그 자체(per se)가 양면시장이어서가 아니라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양면시장의 모습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Luchetta(2013)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단면성을 입증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동 시장의 시장획정 접근방법과 관련성이 높다. 시장획정은 특정 시장 내 

지배력 남용 행위나 불공정 행위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은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된 입장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와 같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이전의 인식과 달리 단면시장이라면 전통

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을 단면시장으로 보면 기존의 서비스별 시장획

정 접근방법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본원적 경쟁요소

를 발견하기가 용이하고 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경쟁상황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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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책 실무에서 하고 있는 단면시장 중심의 획정방식과 학계에서

의 양면 시장적 접근방법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의의가 있

다. 적어도 온라인검색광고시장만큼은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검색광고시

장을 획정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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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이처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이 단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중

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1. 시장획정 접근방법의 통일성 확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본다면 동 시장에 대한 학문적 

시장획정 접근방법과 개별 시장별로 관련시장획정을 해 온 정책 실무 간

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구차원에서 이루어진 관련시장획정은 온라

인검색광고사업자가 참여한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양면시장이라고 판

단하면서도 실제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이용자 시장(즉 서비스 시장)만을 

획정해 오고 있고, 공정위 등 집행기관은 매출이 발생하는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을 획정해오고 있다.

사후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장획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공정

거래위원회의 NHN 시장지배력남용 관련 의결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

버는 인터넷포털사업자이며 포털은 전형적인 양면시장 중 하나라고 명시

하면서도 실제 시장획정은 개별 시장별(온라인검색광고시장, 이용자의 검

색서비스 시장 등)로 획정하는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공정위가 포털 서비스 양면시장이라고 판단한 것과 그러면서도 양면이 

아닌 개별 시장별로 획정한 것은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는 참고사항 정도

로만 인식하고 경합이 발생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접근해온 것은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부가통신역무의 시장획정 역시 포털 서

비스 및 정보검색서비스를 양면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

자 시장 즉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관련시장획정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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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장은 가격이 “0”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을 사

용하지 못하고 다른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책 실무 차원에서 인터넷포털, 검색서비스 등을 양면시장으로 

전제할 때 혼란을 겪고 있는 관련시장획정이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단면시

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방법론을 이용할 수 있고 전제와 실무

행위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획정 대상 시장을 온라인검색광고서비

스로 하고 동 시장을 획정하기 위해 SSNIP 테스트나 CLA를 이용할 때 가

정이나 전제가 충돌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실무적으로 매우 유의적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공정위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온라인검색광고서비

스에 대한 전제와 실무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시장획정단위를 

이용자 측면의 개별 서비스(포털, SNS, 검색 등)로 할 것인지, 서비스 + 온

라인검색광고(소위 검색사업)로 통합하여 획정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인터넷기업간의 경쟁 영역은 온라인검색광고 시장이

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고려 비중이 낮아지거나 참고하는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원적 경쟁 요소 발견으로 정책실패 최소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단면시장으로 보고 시장획정하는 것은 이 시장 

내 본원적 경쟁 요소를 발견해 내고 서비스별 시장 획정의 단점을 보완하

여 규제기관의 시장 개입에 따른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 관련시장획정을 하는 것은 특정 행위(conduct)를 한 사업자

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해내고 그 행위를 한 것이 경쟁법

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전규제 차원에서는 주어진 시

장에서 어떤 행위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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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것인데, 이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지정된 사업자가 가지고 있

는 본원적 경쟁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기관은 그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원적 경쟁 요소가 판독해 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지배

력 남용에 따른 조치(remedies)를 취하거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서비스별 시장획정을 하는 방식은 본원적 경쟁 요소

(여기서는 온라인검색광고)를 고려한 시장획정이 되고 있지 못하며, 관련시

장획정을 지나치게 좁게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의 매출원은 온라인검

색광고이며 광고주에게 보다 매력적인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장점유

율을 높일 수 있다. 광고주가 온라인검색광고사업자를 선택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해당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좋고 매출로 연결될 뿐 아니라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야 하는데 이는 이용자 정보를 가능한 많이 확

보하여 목표가 된 이용자 선호 및 관심에 맞는 광고를 얼마나 잘 생산하느

냐에 달려 있다.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 좋은 온라인검색광

고는 보다 많은 이용자 정보 트래픽을 수집, 확보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집하든 타 사업자에게서 구매하든 가능한 많은 이

용자정보트래픽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도 포

함된다. 특정 사업자(또는 소수의 사업자군)가 이용자정보트래픽을 독점 또

는 과점한다면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남용

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에서 본원적 경

쟁요소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가 아니며 이용자의 정보를 담

고 있는 트래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 별 시장획정은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좁게 획정할 가능성

이 높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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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고 분화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생각지 못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업자가 여

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유무선과 같이 매체별로 다른 서비스로 인식

될 수도 있다. 그 때마다 시장획정 단위를 달리한다면 관련시장을 좁게 획

정하는 문제는 상존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온라인

검색광고시장은 소매로, 트래픽시장을 도매로 하는 단면시장으로 보고 획

정한다면 이 문제들은 해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 포섭으로 역차별 해소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소매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이전과 달리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 모두가 관련시장 내 포섭될 수 있어 소위 국내외 기업 간

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후신)가 주 사

업자인 것은 틀리지 않으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들 국내 인터넷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실제 서비스 별 시장획정을 한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들 사업자들은 

거의 포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포털 또는 온라인 검색서

비스라는 서비스로 획정을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별 시장획정을 하다보면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도 관련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상당한 온라인광고매출을 달성하여도 관

련시장에서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기업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

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글로벌 인터넷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글로 제공하는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이고 동일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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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에게는 대체 사업자라고 인식된다면 같은 시장에 포섭하는 것이 논

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온라인검색광고는 PC와 모바일 단말기 구

분 없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비스별 시장획정 방식에 

따르면 포털과 SNS 사업자가 동일시장에 포섭할 수 없다. 문제는 시장에

서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상호 간에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서비스 별 시장획정을 고수하게 되면 유·무선 대체성 

및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의 경쟁강도를 인식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무선매체와 무관하게 트래픽을 수집(도매)하여 온라인검색광고를 판

매(소매)하는 단면시장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실제 시

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현실설명력이 높아지고 규제기관은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상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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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검색어 선택에 있어 한계가 존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검색어와 그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수

집하였으나, 이들이 온라인검색광고주의 광고수요를 대표하는 검색어인지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

한 편의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실제 관심도를 반영한 실시간검색어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온라인검색광고시스템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를 활용

하여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검색어가 가

지고 있는 대표성의 한계를 모두 통제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본문

의 실증분석 결과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지

만 만일 검색어가 가진 대표성의 한계로 인해 향후 다른 연구과정에서 실

행된 데이터 수집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

이터 수집 특히 어떤 검색어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데이터 수집 방법상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들 보

다는 수집 기간이나 표본수에서는 진보된 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수집 과정에서 통제하지 못한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본 연구를 위한 전체 데이터 수집기간은 단 

6개월이었으며, 1개월 중 1주일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가 6개월을 

더 수집할 수 있었다면 계절적 요인까지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NHN의 광고관리시스템이 2016년 7월 개편되면서 특정 

검색어를 광고하고자 참여하는 경쟁사업자수가 제공되지 않는 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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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집이 불가능하였다. 또 1개월 중 특정 7일만을 수집기간으로 상정하

였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공휴일, 기념일 등)에 의한 영향

이나 변동은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다. 만일 조사 기간 중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정 검색어에 대한 조회수가 급증하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상관 및 회귀분석에 오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관심도가 반영되는 것이 조회수라는 변수

가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셋째, 검색어는 모든 산업에 걸쳐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광고

주들이 다른 경향을 보일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다만 표본의 수가 4만 개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통제

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오차는 적을 것이며, 20만이 넘는 네이버 온라

인광고주는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이며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 대

부분이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주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 

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의 사업모델(과금 포함)을 전제로 양면성

을 분석하였다. 양면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해 분

석하기에 따라서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다

고 한다면 결국 경매에 참여한 검색광고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온라인검색광고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자별 광고가격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네이버뿐 아니라 온라인검색광고매출 또는 순방문자 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네이버보다 열위 사업자들의 온라인검색광고가격을 비교

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색어에 대한 검색광고비를 동일한 시기에 대해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만일 순방문자수와 같은 이용자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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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점유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검색어에 대한 클릭당 광고단가(물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경매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유사한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간접네트워크외부효과 영향 여부도 실증적으로 분석

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해 단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모델이 다

른 경우(예: 노출에 따른 과금)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여

부도 유의적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가 회피할 수 없는 

광고(예를 들면, 배너광고)는 사업모델이 다르고 동일 시장으로 획정하기

에는 수요측면에서 차이가 많아 배제하였지만 그 차이점으로 인해 양면시

장으로 포섭하는 것이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온라인

광고시장은 사업모델에 따라 양면시장일 수도 또는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이 높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검색광고시장에 대해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검

색어 별로 다양한 광고가격이 존재하고 플랫폼사업자가 광고가격을 결정

하지 않는데 SSNIP 테스트를 위한 기준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논란

이 있을 수 있다. 온라인검색광고 매출 전체에서 클릭당평균단가를 도출한 

값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SSNIP 테스트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산업의 온라인검색광고단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면

시장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그 규모를 날로 더해가는 인터넷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

래 조사, 인터넷기업이 포함된 합병 사건의 승인 여부 판단에 필요한 관련

시장획정, 경쟁상황평가 수행에 있어 이론 및 정책 연구에 단초가 되었으

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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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wo-sidedness

of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Focusing on the Rochet & Tirole’s

two-sided market definition-

Cho, Dae Ke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whether online search advertising service is the two-sided market, 

focusing on Rochet-Tirole’s definition and model of it and to draw the 

implication on market definition approach for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with the analysed result. For this purposes, this study explore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One is whether there is any consistency between business mod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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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advertising and definition of two-sided market which 

Rochet-Tirole proposed in 2006 and academia concedes. The other is 

whether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exist in search advertising 

market, if so, this study is going to estimate the level of it through 

empirical measurement. 

 Regarding first question, the result is that there is no consistency 

between them in terms of the number of per interaction difference 

between business model and R-T definition, no positiv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and no chicken-and-egg problem.

For empirical analysis, I collected sample data from Naver’s online 

advertising system for advertisers and carried out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hether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exist in 

search advertising market. Independent variable is the number of 

searches(end-user scale) and competitive advertisers who participate in 

the auction, dependent one is unit price per click of search advertising 

link(hereafter, unit price per click). The results sho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unit price per click and number of advertisers is so 

high,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f the number of 

advertisers increases by one unit, the price of the search advertisement 

add up about 50 won. But in case of number of search, it does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of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So I may 

conclude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to identify two-sidedness in online 

search advertising service(market) because of no(or little) indirect 

network externalities which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wo-sided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for market definition of 

online search advertising market. First, anyone who tries to def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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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market of online search advertising is able to utilize the 

traditional methodologies which are for one-sided market such as SSNIP 

Test or CLA analysis etc. Second, anyone who defines the relevant 

market of online search advertising in term of one-sidedness 

perspective may find and consider the fundamental competition 

elements in defined market. In case of competition among online search 

advertising providers, they compete for advertising services, not online 

services such as search engine, SNS, Portal etc. Last, one-sided market 

definition approach has the powers of persuasion in competitive market 

reality, thus provides the higher possibility of accurat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may derives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erspective of economists on two-sided 

market definition and that of jurists including policy practitioners in 

regulatory authorities.

keywords : two-sided market, search advertising, market

definition,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Rochet-Tirole

Student Number : 2005-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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