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혁신과 규제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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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1: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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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볼킨 Jack Balkin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낡은 방법과 새로운 방법
(Old School/New School Speach 

Regualtion)

http://www.yale.edu/lawweb/jbal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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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hool Speech Regulation

규제 대상이 언론/방송에서

망, 포털, SNS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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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hool Speech Regulation

언론/방송의 표현의 자유 = Business Model

망, 포털, SNS 표현의 자유: BM의 문제 아니다
데이터 요청, 블라인드 처리: 비용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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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chool Speech Regulation

개인/이용자의 표현을 직접 억압하기 보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알고리즘 조정 가능



도전 2: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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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 쌍, 1,800만 포스트 분석



두 쌍이 알기 전에
페이스북이 아는 것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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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밋 싱할(Amit Sing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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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my search engine to be the expert 
who knows me the best.

It needs to know you so well that 
sometimes you don't need to ask it the 

next question.”



데이터 수집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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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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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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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기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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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or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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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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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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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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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ory technologies

based on tracking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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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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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P 주소

이메일 트랙킹

앱 트랙킹



(초기) 트랙킹 기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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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과 효과 증대

웹사이트 운영 교훈



쿠키 남용 가능성

제3자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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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트래킹/프로파일링의 국가감시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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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의해 수집/분석: 이용자 프로파일링

New 국가감시:
이용자 개인에 대한 감시가 아닌,

이용자 프로파일링 데이터 소유한 기업과 협력



PRISM of 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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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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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인가?

Personally Identificable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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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한계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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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위 데이터 분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회 관리 체계 필요



도전 3: Data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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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2: Data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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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ászló Barabási:
A Winner Takes All.



Data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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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마존 AWS, Cloud 시장 점유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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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OS based on Cloud

주행 데이터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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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Data

데이터 통제권



Software as a Service

Uberfication of everything

Platform Business: Two-Sided Markets

Disruptiv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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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earch Algorithm

Filter Control by Algorithms

Facebook Newsfeed Algorithm

Filter = Access-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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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4: Medicin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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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Practice Research Datalink

36

영국 거주민 모두에 대한 의학 데이터 + Mashup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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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명 암 환자, 암관련 학술연구 데이터 분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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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의

개인정보 침해



도전 5: Technolog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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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i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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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 Shuttle (1733)



Technology Di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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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ning Jenny (1764)



Technology Di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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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ng the Cotton Gin (1796-18309)



Technolog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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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질서

소득분배질서

시장경쟁질서



Technology Di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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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재조직화

사회질서 재조직화

국민경제 차이



Silicon Valley’s Tech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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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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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nner Of TechCrunch Disrupt SF 
2014 Is…Alfred!



Alfred is … a service on the shar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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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butler)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특정 계층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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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d:
Silicon Valley’s tech elite를 위한 서비스

TechCrunch Disrupt

실리콘벨리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 중 하나



SF: Sharing Economy 진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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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emand Service = Lazy Tech



Commons vs.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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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s à la Ostrom

1. collective resources, 2. community/
relationship, 3. commoning

Knowledge Commons such as Wikipedia, 
Open Source



Commons vs.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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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Economy à la Weitzman

collaborative consumption

On-Demand Service = X as a Service
자원의 동적 활용, 경제 효율성 증대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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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Disrupt 2014 시민저항



배경: 심각한 주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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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Eviction



유사성: 2013년 12월 구글 통근버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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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글 꺼져버려!” 디지털 부르주아지에 대한 분노 (강정수), 

http://slownews.kr/17426



On-Deman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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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빈부격차 활용한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

경제 효율성 증대



Silicon Valley’s tech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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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street’s bankers



Silicon Valley’s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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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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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Thiel & Patri Friedman



Gate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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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Dr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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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ruptive monopoly”

경쟁은 선이고 독점은 악이다?

새로운 시장 = 사업자 1

Peter Thiel



알고리즘 규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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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O’Reilly: algorithmic regulation

예측기술 진화 -> 범죄율 급감
-> 공무원 필요성 감소 -> 세금율 인하



디지털 불평등 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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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에 따른 사회변동 가능성 확장

디지털 혁신 -> 기술 집중 -> 네트워크 집중 
-> 데이터 집중 -> 지식 집중

사회 질서 변동 및 국제 질서 변동



기술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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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에 기초한 경제질서 요구

기술우위에 기초한 사회질서 요구

현 질서와 충돌 심화 -> 이론 정립 동력



규제와 경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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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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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regulation, bank regulation

media regulation, medical regulation

trade regulation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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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classic

economic interventionism (필요조건)

시장의 자원 배분(allocation) 기능: 문제



시장 실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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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비경쟁 시장: 독과점 시장

외부효과: 공급자 관점



시장 실패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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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비경쟁 시장: 독과점 시장

외부효과: 공급자 관점



economics of networks

“There is a central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new economics: the old 
industrial economy was driven by 

economics of scale; the new 
information economy is driven by 

economics of networks.”

Carl Shapiro & Hal R.  Varian, Information Rules, 1998.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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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es of scale, returns to scale

•생산함수 

•모든 생산요소가 일정량 증가/감소할 때, 생산량의 변화

•  positive EoS

•한계비용 체감, 대량생산

• cf.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 ‘하나’의 생산요소가 일정량 
증가/감소할 때, 생산량의 변화

•  

규모의 경제

Y = F K ,L( )

 F α ⋅K ,α ⋅L( ) ≻α ⋅ f K ,L( )

MPL = ∂F
∂L

MPK =
∂F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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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graph)는 노드(node)와 두 노드를 연결하는 선(edge/
link)으로 구성

•  Degree: 하나의 노드와 연결된 선(edge)의 수 ➔ 상호작용

네트워크: 그래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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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calfe’s law,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효용 측정

•효용성 또는 네트워크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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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1( )
2

n→∞$ →$$
n2

2

메칼프의 법칙



 

•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

• 긍정 외부 효과 (positive externality), 메칼프의 법칙

• 효용(utility)이 소비자/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

• 문제점 동시에 네트워크 효과의 힘: 경로의존성

• path dependence

• 소비자/사용자가 하나의 결정을 내릴 때, 그가 과거에 내린 결
정 또는 결정을 내린 환경에 영향을 받게되는 경우

네트워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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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in effect, Switching Costs

• 높은 교체 비용으로 인해 현재 상황 변화가 비경제적인 경우

• Collective switching costs are far higher than all individual 
switching costs because of the coordination hurdle.

• stickiness

• how to increase lock-in?

잠금효과, 교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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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 집단에 속한 소비자 수가 증가할 수록 
‘동일’ 소비자 집단 소비자의 관련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 

직접 네트워크 효과

 

∂U1

∂x1
≻ 0

 

∂U2

∂x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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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 존재 

• 한 소비자 집단에 속한 소비자 수가 증가할 수록 
‘다른’ 소비자 집단 소비자의 관련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

• 

간접 네트워크 효과

 

∂U2

∂x1
≻ 0

 

∂U1

∂x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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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sided markets

• 간접 네트워크 효과 존재

•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소비자 집단을 연결하는 
플랫폼 존재: role of intermediation

• single homing, multi homing

• 통신시장, 방송시장, 언론시장, facebook, app 
economy 등

양측시장

77



구글 규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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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reak up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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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근거 by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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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bile: 구글 광고 매출 감소, 페이스북 강화

2) Mobile Messenger Networking Service

3) Firefox, DuckDuckGo



반대 근거 by 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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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rosoft is Back!

5) Self-driving Cars: not mass market product

6) YouTube vs. Facebook



디지털 경제 기능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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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in effect

network effect

페이스북의 WhatsApp 인수?



Facebook & What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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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oriented networking companies

for users: no other choice



Facebook & What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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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concentration

competition restriction: “sugar daddy”

forward-looking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