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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디지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미 무역대표부에서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를 검토함.
- 무역대표부(USTR)가 2021년 3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
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음.
- 미국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USTR에 전달된 미국 인터넷연합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연합의 의견서에는
EU, 중국, 인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사항과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

▶ 2021년 NTE 보고서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무역장벽의 주요 내용
- [한국] 2020년 5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법)」과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
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에 대한 우려
- [유럽] 2020년 7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미·EU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결정
(USTR은 디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 2020년 12월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 [중국] 2020년 10월 중국에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우려, 전자결제 서비스사업 인증(USTR은 미·
중 1단계 무역합의와 연관 지어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평가를 덧붙임)
- [디지털 서비스세] 2021년 NTE 보고서에서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 제한적인(restrictive)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디지털 기업의 불만사항이 반복해서 제기됨.
- EU GDPR의 이행 및 행정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사항,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와 강한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제기되는 미국 측의 불만사항임.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불만으로는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2011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과 2016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등이 두드러짐.

▶ 정책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임.
- 디지털 기업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검
토하고,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말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
는데, 발의된 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비판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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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OECD 디지털세 논의는 2021년 한 해 주목해야 할 국제 의제로 꼽힘.
-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함에 따라 2019년 5월 전자상거래 협상이 공식 개시되고 2021년 2
월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MC-12(2021년 11월 29일)까지 높은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 다국적기업의 국제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가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부상하자, 미국과 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0개국 이상이 BEPS 방지 프로젝트 논
의에 참여하였고, 2021년 7월 9일까지 국제 조세체계를 현대화하고 디지털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함.

■ 미국 디지털 기업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OECD 디지털세 논의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속함.
-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논의되는 데이터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의 지역화 요구 금지 등
다수의 데이터 관련 조항에 대한 합의 여부에 미국 디지털 기업의 관심도가 높음.
◦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이 설치된 1998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지역화 조치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스
노든 폭로1)가 있었던 2013년 64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 말에는 84건으로 집계됨.
그림 1. 데이터 지역화 조치(data localization measures) 누적 건수

자료: ECIPE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미국 디지털 기업은 OECD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특히 개별 국가가 추진하
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차별적인 조치이자 무역장벽(trade barrier)으로 받아들임.
◦ [2021년 3월 31일 기준]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이외에도 20개국이 디지털 서비스세
를 제정했고, 브라질을 포함한 4개국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한 상황임.2)
1)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이라는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일반인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함.
2) KPMG(2021. 3. 31), “Taxation of the Digitalized Economy,” Developments summary, Kpm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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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USTR이 매년 3월 말 미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는 미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을 국별로 수
록하고 있음.
◦ 2021년 3월 1일에 발표된 미 무역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 보고서와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겨냥한 「통상법」 301조(Section 301) 조사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함.

- NTE 보고서에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
세에 대한 미국기업의 입장(stance)이 담겨 있어 분석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음.

2. 미국 디지털 기업의 정치 활동과 NTE 보고서
■ 미국 디지털 기업은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통상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 후원금 지출과 로비 활동을 확대해옴.
- 2018년 한 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의 로비 지출액 규모는 2011년
보다 약 184% 증가한 6,500만 달러에 달함(표 1 참고).
표 1. 미국 디지털 기업의 연간 로비 지출액(lobbying expenditures)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구글(G)
9.7
18.2
15.8
16.8
16.7
15.4
18.4
21.7

아마존(A)
2.2
2.5
3.5
4.9
9.4
11.4
13.0
14.4

페이스북(F)
1.4
3.9
6.4
9.3
9.9
8.7
11.5
12.6

애플(A)
2.3
2.0
3.4
4.1
4.5
4.7
7.2
6.7

마이크로소프트(M)
7.3
8.1
10.5
8.3
8.5
8.7
8.7
9.6

GAFAM 합계
22.9
34.7
39.6
43.4
49.0
48.9
58.8
65.0

주: 합계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로비 지출액 총합을 의미함.
자료: Azmeh, S., C. Foster, and J. Echavarri(2020), “International Trade Regime and the Quest for Free Digital Trad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2(3), pp. 671-692, Table 1(p. 683)의 내용 일부 재인용.

- 미국 인터넷연합(The Internet Association)과 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도 로비 활
동에 참여함.
◦ 미 인터넷연합과 BSA 모두 2013~18년 지출한 연평균 로비 금액이 100만~300만 달러 수준임.
◦ 디지털 분야의 대표적인 로비 그룹인 미 인터넷연합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베이 등 디지털 기업에 의
해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넷플릭스, 드롭박스 등이 회원사로 등록됨.
◦ 1988년에 설립된 BS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제조사를 대표하기 위해 만든 조합임.

- 2010년 이전 미국 디지털 기업의 관심은 지재권 보호와 같은 국내 이슈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국제무역협정
을 포함한 국제 무역 이슈로 확대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4.13.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 공동의장이 USTR 대표에게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을 촉구함.
- 미국 디지털 기업은 상․하원을 포함하여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펼치고 퇴임한 정부 관료 영입
에 적극적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인터넷 산업에 몸담았던 인사를 중용한 바 있음.
◦ 오바마 행정부에서 USTR 부대표(deputy)로 임명된 로버트 홀리만(Robert Holleyman)은 BSA에서 1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변호사 출신임.

-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Digital Trade Caucus) 공동의장은 2021년 3월 29일 유럽과 아시아의 차별적 디지
털 서비스세를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확산 우려를 담은 서한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전달함.
◦ 미 의회 산하의 상·하원 의원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2017년 설립)가 추구하는 목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디지털 기술이전 요구 금지 등임.

- 미·EU 간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무효 결정,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이 겪는 난관을 토로하며,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최신화, 미·EU 무역 및 기술
대화 창설,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지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밝힘.

■ 인터넷연합과 BSA는 미 의회에 제출되는 USTR의 NTE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USTR은 NTE 보고서 작성 마감기한을 매년 3월 말로 잡기 때문에, 직전 해 9월경 NTE 보고서 작성 계
획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함.
◦ USTR은 2021년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0년 9월 10일~10월 29일 ‘USTR-2020-0034(docket
number)’로 기업과 협회의 서면 의견(written comment)을 받음.

- 미 인터넷연합이 작성한 107쪽짜리 의견서와 BSA가 작성한 37쪽짜리 의견서에는 공통으로 EU, 중국, 인
도, 한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과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담김.
◦ 미 인터넷연합의 의견서에는 43개국(EU+42)에 대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EU 회원 개별 14개국에 대한 디지털
무역장벽 내용을 별도로 수록하고, BSA 의견서에는 8개국(브라질,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불만사항이 기록됨.
◦ 특히 미 인터넷연합이 작성한 의견서는 매우 구체적인데, 특정 기업의 상호(예컨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가 여과 없이 담겨 있으며, 어떤 국가가 언제 어떠한 서비스(예컨대 구글클라우드, 검색 엔진, 뉴스 등)에 어떠
한 근거로 무역장벽을 쌓았는지, 차별 대우했는지,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함.
◦ 미 인터넷연합의 의견서에는 USTR의 디지털 서비스세 조사 착수를 환영(welcome)한다는 내용과 미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국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낼 것을 당부한다는 의견이 포함됨.

- 2021년 NTE 보고서의 디지털 무역장벽 작성 과정에서 미 기업 상호 삭제, 구체성 완화, 완곡한 어조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언급 등의 수정작업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 완료 후 디지털 무역장벽의
내용이 미국기업의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탈바꿈됨.
◦ USTR은 2016년 NTE 보고서까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로 구분하여 미 디지털 기업의 애로사
항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디지털 무역장벽(Barriers to digital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6년 이후 NTE 보고서와 별개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사실자료(Fact sheet)를 추가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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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
가. 2021년 NTE 보고서와 디지털 무역장벽
■ USTR은 미국 디지털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과거의 불만사항을 승계해서 기록하거나,
교역상대국이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불만 제기 및 우려를 표명하고 평가를 덧붙임.
- 570쪽 분량의 2021년 NTE 보고서는 미국의 65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무역장벽(법률, 규정,
정책, 관행 등)을 11개 범주로 구분하고, 관련 내용을 국가별로 기록함(표 2 참고).
- [표 2]의 내용은 USTR이 발표한 2021 NTE 보고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 보도자료는 미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중요한’ 내용과 ‘주요’ 관련국 정보를 요약함.

표 2. 2021년 NTE 보고서와 디지털 무역장벽
무역장벽
1. 수입정책(Import policies)
2.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4. 수출보조금(Subsidies, especially export subsidies)
5.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6.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7. 서비스 장벽(Services barriers)
내용
제한적 데이터 정책
(restrictive data policies)
디지털 제품 관세
(tariffs on digital products)
로컬 소프트웨어 선탑재 요건
8. 디지털 무역장벽
(Barriers to digital trade (local software pre-installation requirements)
and electronic commerce)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로컬 콘텐츠 요건
(existing or proposed local content
requirements for online streaming services)
차별적인 조세조치; 디지털 서비스세
(discriminatory tax measures)

주요 관련국
중국, 인도, 한국,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중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베트남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9. 투자장벽(Investment barriers)
10. 경쟁(Competition)
11. 다른 장벽(Other barriers)
자료: 2021년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를 활용하고 USTR이 2021 NTE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보도자료
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본고에서는 한국, EU, 중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검토하고,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
- 2021년 NTE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 이행
의 관점에서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평가함.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4.13.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과 정책 시사점

나. 2021년 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새롭게 등장한 내용
■ [한국 디지털 무역장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두 건(「넷플릭스법」과 「인앱결제법안」)
- 2020년 5월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개정안(넷플릭스법)」’이 미국
콘텐츠 기업에 요구하는 망 안정성 확보 의무와 국내 대리인 임명 요건에 대한 우려
◦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미 대사관, 국무부, 미 인터넷연합 등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
◦ 2020년 9월 10일 미 국무부는 화상회의로 열린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에서 해당 개정안이 구
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고 한·미 FTA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식 항의를
‘최초’로 전달함(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ICT Brief 2020-36).

-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앱 시장과 통합된
형태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
◦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유지비용 상승과 앱 개발자에게 끼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
◦ 구글은 2021년 2월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제12.2조)와 시장접근
제한 금지 의무(제12.4조) 위반 가능성, 통상 마찰 등의 우려사항이 포함된 의견서 제출

■ [EU 디지털 무역장벽] 미·EU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무효 결정, EU가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 USTR은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2020년 7월 16일에 내린 미·EU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무효 결정을 디
지털 지역화 조치로 분류
◦ 2020년 11월 10일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의 권고와 새로운 표준계약조항(SCC)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내용도 추가
글상자. 세이프 하버와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

- 미국과 EU는 2000년부터 ‘세이프 하버(Safe-Harbour)’라는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미국기업이 상무부에 등
록하고 관련 요건을 준수하면 미·EU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웠음.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함.
- EU 법원은 2015년 10월, ‘슈렘스 대 개인정보감독당국’ 사건 판결(Maximillian Schrems vs.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C-362/14)에서 세이프 하버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추지 못하여 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림.
- EU 집행위원회가 세이프 하버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미·EU 간 개인정보 이전이 자유로웠던 것
인데, 세이프 하버의 효력이 상실되자 미국기업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함.
- 미국은 2016년 2월 기존의 세이프 하버를 대체·강화하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EU에 제안했고, EU 집행
위원회는 2016년 7월 12일 프라이버시 실드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내림.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0년 7월 26일 미국이 EU GDPR 제45조와 제46조에 의해 요구되는 보호 수준
을 따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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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가 2020년 12월 15일에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Regulation on the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 시장법(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Digital Markets Act)」에 대한 상세 설명과 우려 표명
◦ 미 인터넷연합이 USTR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EU가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이 사전 규제이고 일방적인 조치
여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디지털 수출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중국 디지털 무역장벽] 「개인정보보호법」 발의안, 전자 결제 서비스(사업) 인증
- 중국이 2020년 10월에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에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약하고, 데이터 저장과 가공 과정에서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우려
◦ 2017년 5월에 시행된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처럼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예측

- 미국기업 한 곳이 2020년 6월 해외 기업 중 최초로 중국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사업 인증(license)을 받은
것에 대한 긍정 평가와 인증 과정에 관여하는 중국인민은행에 대한 관찰 지속을 언급
◦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까지 중국인민은행이 해외 기업에 인증을 허가한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지연전략이라는 비판을 추가

- 2021년 NTE 보고서는 2019~20년에 작성된 형식을 따르는데, 미국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서비스 장벽’에서 다루어진 점이 특징
◦ 2017년, 2018년 두 개 연도의 NTE 보고서에는 ‘디지털 무역장벽’에서 관련 내용이 다루어짐.

■ [차별적인 조세조치] 개별 국가가 추진하거나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
- USTR은 2020년 영국, 인도, 터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미국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세조치로 바라보고, 2021년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2018년과 2019년 초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이
2019년 NTE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바 있음.

-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미국기업이 강력히 제기한 불만사항인 데다 통상마찰의 이슈이며, OECD 디
지털세 논의와 연계되므로 절(section)을 달리하여 살펴봄.
◦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EU, 아시아 등에서 디지털 서비스세가 추진되거나 도입되면서 「미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 USTR 조사가 개시되었고, 해당 조사의 결과는 2021년 초에 발표

2) 지속되는 불만사항
■ 제한적(restrictive)인 데이터 정책은 미국기업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사항
- 미국 디지털 기업이 호소하는 데이터 이동 관련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USTR은 USMCA, USJDTA 등
을 통해 디지털 무역규범에서 데이터 관련 조항을 다수 삽입하고 의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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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은 2021년 미 무역정책의제를 통해 동맹국(allies), 유사입장국(like-mined countries)과 함께 디지
털 경제를 규율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글로벌 룰(rules)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 국경간 데이터의 이동 제약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 한국의 위치기반 정보 국외이전 제한(구글지도 반출요청 거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요
구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요건 등을 USTR은 한국시장에서 미국기업이 직면하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제약으로 분류
◦ [2014년~현재] NTE 보고서와 사실자료는 한국이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며 해당 조치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불만사항을 지속해서 수록(2017년 NTE 보고서는 지도 반출요청을 거절한 건수가 10회에 이
른다고 기록)
◦ [2016년~현재] 2011년에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 2016년에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과 해외 데이터의 저장·가공 등의 과정에 과도한 요건을 부과한다는 주장과, 해당 법들이 동의에 기반을 둔 경
직적인 정책이라는 평가

- [2017년~현재] NTE 보고서는 EU GDPR을 데이터 지역화로 분류하며 이행과 행정에 대한 우려 표명을 지속
◦ 2021년 NTE 보고서 보도자료에는 한국이 제한적 데이터 정책의 ‘주요’ 관련국으로 포함되나, EU는 포함되지
않은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

- [2017년~현재] 중국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와 강한 데이터 지역화 요구에 대한 거센 불만
◦ 「사이버보안법」에 적시된 ‘중대한 정보시설(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여
해석 범위가 넓고, 관련 분야 전체를 규제하겠다는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만 표현

■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 인도네시아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앱, 비디오, 음악 등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을
전자전송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전송 관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NTE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5년까지 1,500억 달
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

■ 이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분야의 제약, 웹 필터링과 웹사이트 차단, 국산 소프트웨어 선탑재와 국산
콘텐츠 포함요건 부과 등 미국의 다양한 불만사항
- 중국은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며
통신, 네트워킹, 온라인 소매, 앱스토어, 뉴스 등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차단
◦ NTE 보고서는 해외 서비스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기업과 동
반관계를 체결해야 하고, 관련 기술, 지식재산, 노하우 등을 중국기업에 넘겨주어야 함을 지적
◦ 중국이 10개가 넘는 글로벌 웹사이트와 1만 개 이상의 도메인을 차단한 결과, 미국기업이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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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2019년 러시아 소프트웨어 앱(검색 엔진, 지도, 백신, 전자결제, 사회관계망 서비스 앱 등)을 디
지털 기기에 선탑재할 것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킴.
◦ 미국기업은 러시아에서 통과된 법이 관련 소프트웨어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
내고,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와 관련된 서비스의 보안 이슈가 발생할 것을 우려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하여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중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 요
구하는 로컬 콘텐츠 포함요건에 대한 미국기업의 불만

다. 디지털 서비스세
1) 2021년 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
■ USTR은 디지털 서비스세나 디지털 과세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하고, 17개국을 겨냥하여 내용을 작성함.
- NTE 보고서에는 17개국(EU 포함)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이하 DST)나 디지털 과세
(Digital taxation)에 관한 정책 내용, 사례, 평가 등이 서술됨.
◦ 검토대상국: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EU, 오스트리아, 체코, 프
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 케냐의 DST는 디지털 무역장벽이 아니라 ‘수입정책(Import Policies)’으로 분류되고, ‘관세 및 세금(Tariffs
and Taxes)’의 하위 항목에서 ‘세금(Taxes)’로 다루어짐.

■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
-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임.
- NTE 보고서는 해당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이 되는 디지털 기업의 서비스, 과세대상의 소득과
세율, 과세대상 기업요건인 최소 글로벌 연매출액과 DST 도입 국가 내 최소 연매출액 수준, DST 도입
시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
◦ EU 차원의 DST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함.

- USTR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특정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국가에 상관없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NTE 보고서를 통해 분명하게 밝힘.
◦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DST 부과로 촉발된 국제 조세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EU와 다자 합
의를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함.

■ 2021년 NTE 보고서에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미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포함함.
- USTR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DST가 미국 디지털 기업에만 적용되어 ‘잠재적으로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3) 세금이라고 규정함.
3)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 명시된 관세에 관한 조항: 19 U. S. C. 241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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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인도, 인도네시
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브라질, EU를 겨냥한 조사가 개시됨.
- USTR은 2021년 NTE 보고서를 통해 특히 터키 DST에 대한 USTR의 301조 조사보고서(2021. 1. 6) 결
과를 인용하면서, ‘해당 DST가 국제 조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합리적(unreasonable)이고,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적(discriminatory)’이라고 주장함.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터키와는 301조 조사에 대해 양자(bilateral) 협의를 거쳤음을 기술
◦ 인도, 터키, 영국에 대해서는 301조 조사보고서 결과 언급
◦ 과세대상이 되는 디지털 기업과 비디지털 기업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못한다고 지적

■ 북미와 중남미 국가, 인도 등에서 추진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디지털 과세
- [북미와 중남미]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DST 도입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함.
◦ 캐나다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도입한 DST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멕시코]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등록이나 기타 규제에 불응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조항을 「세입법(Revenue Law)」에 삽입함.
◦ USTR은 킬스위치가 ‘불균형한 처벌’임을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인도] 2020년 3월(2020/21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 인도가 밝힌 균등부담금의 범위 확대와 해외 디지털
서비스세(전자상거래 포함) 부과(2% 수준의 DST)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나타냄.
◦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은 원천징수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플랫
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그 수준이 6%에 달함.
◦ USTR은 ① 균등부담금을 확대할 때 사전 고지나 공개된 의견수렴이 없었고 ② 균등부담금의 과세대상으로 지
정된 서비스 범위가 넓고 불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며 ③ 균등부담금이 이중과세 방지를 포함한 국제 조세시스템
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조치이므로, 미국의 보복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의 디지털세 관련 내용이 서술되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표명한 디지털세 입장이 수록됨.
-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의 정의 확장, 비거주자(non-resident)인 전자상거래 기업의 역외 소득 과세
◦ USTR은 국경간 거래로 발생하는 역외 거주자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디지
털 기업과 비디지털 기업이 체계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자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

- [헝가리] 디지털 기업에만 국한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광고세 도입
- [호주와 뉴질랜드] OECD를 통한 다자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방안 지지

2) DST와 NTE 보고서
■ DST 관련 미국의 불만사항은 2017년 NTE 보고서에 최초로 기록되었고, 이후 관련 기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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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USTR은 2017년 NTE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온라인 광고기업에 대한 균등부과금 부과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하위 항목인 과세(taxation)에서 조세 문제로서 최초로 조명함.
◦ 이중과세의 문제, 교역비용의 증가, 보복조치의 위험성 증가 등 조세형평성과 조세분쟁의 관점에서 서술

- NTE 보고서에 디지털 서비스세와 디지털 과세에 관한 내용의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함.
◦ 2019년 7건: 기존 인도에서 부과되던 균등부과금을 포함하여 칠레, EU 집행위원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관한 내용
◦ 2020년 12건: 디지털 서비스세 항목에서 칠레가 빠졌으나,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오스트리아와 터키,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체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고려하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추가
◦ 2021년 17건: 디지털 서비스세 항목에서 브라질, 케냐, 인도네시아 등이 새롭게 언급되고, 디지털 조세와 관
련하여 헝가리의 광고세, 멕시코의 킬스위치 법이 추가

4.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서비스세
■ 2021년 NTE 보고서에서 디지털 서비스세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된 점은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
- 2021년 2월 미 재무장관이 OECD 디지털세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지만, NTE 보고서
와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를 함께 감안하면, 다자 차원의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개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향한 미국의 입장은 상반됨.
◦ 미국의 행정조치성명(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은 WTO 협정 위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함.
◦ 바이든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한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문제가 WTO 협
정에 따라 규율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겨냥한 「통상법」 301조 조치가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따라 WTO 분쟁해결기구의 실질적인 중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상소기구가 개혁될 때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확산을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됨.
◦ 「통상법」 301조 조치를 통한 압박이 OECD 디지털세 합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
든 정부의 「통상법」 301조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함.

- OECD 디지털세 합의가 더뎌져 한국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검토한다면, 관련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불거질 통상마찰(보복관세 부과 포함)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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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무역장벽
■ 미국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NTE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국이 원하는 디지털 무역규범은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이 보다 명확해짐.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나 미국이 체결한 FTA의 디지털 무역규범을 통해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
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가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인되
며, NTE 보고서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미국의 시각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줌.
- USTR NTE 보고서에 담긴 디지털 무역장벽이 미 인터넷연합이나 BSA의 의견서에 담긴 실례와 의견을 적
극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국제협상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곧 미국기업을 이롭
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정책변수인 국내법 제·개정은 선택사항이지만,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임.
- 미 대사관, 국무부, 미 인터넷연합 등이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정부간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
하며, NTE 보고서 등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의 우려사항이 공식 문건으로 기록되고, 그 내용이 미 의회
에 보고되는 상황 등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디지털 기업은 인터넷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통한 정치 활동을 확
대하며, 교역상대국에서 새롭게 발의되는 각종 법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디지털 기업과 관련된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을 국제통상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전자통신사업법」 개정 때의 사례와 같이 미국 측의 항의에는 내국민 대우와 시장접근 제한금지 의무 등 FTA
조항 준수 여부도 거론되므로, 대응 과정에서 정부부처간 협력도 강화해야 함.

- 「넷플릭스법」은 이미 시행되었으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망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갖춘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앱결
제법안 역시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보다 더 가다듬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함.
- 2020년 말 EU에서 발의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한국 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발의된 법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과 비판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
됨.
◦ EU의 법안을 선택적으로 발췌해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통상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를 개편하고자 힘쓸 필요가 있음.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불만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여
전한 것은 개정된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조항에 변화가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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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6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이전 규정을 정비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리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설명되어 있음.
◦ 개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무역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정을 다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지속해서 표출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조치를 유지할 수밖
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USTR에 충분히 설명하여 관련 내용이 삭제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음.
◦ USTR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NTE 보고서에 관련 기록을 지속해서 남길 경우, 우리 정부는 ‘KORUS
디지털 무역 장을 최신화하기 위한 협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방어 논리를 보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
해나가야 함.

- 특히 위치기반 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론화 과정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구글맵 기반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과, 국가
안보, 한국 지도기반 산업의 잠식 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라는 디지털 무역규범을 수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의 수용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국내 보완대책은 없을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계기도 될 것임.

■ 36년째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USTR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배울 필요도 있음.
- USTR이 과감한 디지털 통상전략으로서 무역협정 최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우리 정부도 협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무역 코커스회의의 공동의장이 USTR 대표에게 무역협정 최신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4)에서도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 구축임.
◦ NTE 보고서보다 양질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광범위한 설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재무 정보와 디지
털 무역을 통한 수출 실적을 함께 조사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디지털 무역장벽의 특징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추적해 나가는 것이 디지털 무역정책 수립과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 우리 기업에 관한 디지털 무역 관련 정보의 통계화는 향후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사후영향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음.

- 디지털 무역규범 수용이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연
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함.

4) 이규엽, 강민지(2021. 3. 10),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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