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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는 시장에 맞겨라 

 

시장은 빅테크 기업의 사용자 통제를 향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2021년 초,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로 부

정적인 반응과 일부의 단순히 소유권 통제를 보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논쟁을 일고 있

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플랫폼, 개인 정보 보호 우려 및 게시 권한 등으로 혼란스러

운 기술과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빅테크가 뜨거운 쟁점이고 통제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기업이 다른 개인과 그

들의 재산에 물리적 또는 강제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개

입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며, 우리는 더 이상의 정부 간섭을 경계하고 새로운 법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규제는 대중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일지라도 향후 시장 내의 미래 전망과 경쟁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빅테크의 성공은 초기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 비즈니스 인터

넷 분석가이자 디지털 전략가인 래리 다운스는 “기술에 대한 최고의 규제는 단순히 더 

많은 기술이다. 채널이 차단되고, 시장이 잠기고, 게이트키퍼가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가

지고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기업가들은 어떻게든 청중에게 다가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쟁기반 경제체제에서 독점은 영원하지 않다. 특정 플랫폼과 정당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도, 항상 새로운 진입자가 나타난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은 스스

로 시정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있을 때, 비자유주의적인 빅테크 반발에 



가담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파괴 및 규제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팬데믹 봉쇄 조치가 약화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탄력성의 실현과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온라인과 거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으며 유료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정책 생성이 아

니다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전통매체와 플랫폼은 우리 감각을 둔화시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것은 전염병을 통해 일부 사람들을 주변 지역으로 밀어냈고, 미디어에 대한 세계적인 불

신을 조장하고 편견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인 담론은 온라인 수행력으로 발전

했으며, 일부 음모론의 성공과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우리의 메타인지는 보완이 필요

하다. 

 

우리 삶에 있는 다른 범죄들처럼, 온라인과 거래 영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파워 플레이어들은 그들의 지위를 강제로 달성하지 않았고 대부분 우

리가 그들의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한 벤처 사업을 육성한 것

은 생산자와 사용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조적 파괴는 더 나은 과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은 새로운 원천

과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헨리 해즐릿의 "경제의 '민간 부문'은 자발적인 부문이며, '공공 

부문'은 강압적인 부문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말이다.  

 

규제 기관이 접근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윤리적 기업가와 혁신가들이 억제되지 않는 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진취적인 개인들의 환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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