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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에서 태동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미국 발(發) 인터넷 기업의 시장 침투에 따른 혼
란을 최소화하고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은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에 대해 소
극적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 주목받고 있
다. 특히 2018년 유럽연합은 저작권, 콘텐츠 쿼터제, 디지털 세금 등의 방안으로 미국 인터넷
기업에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미국 정재계의 반발 역시 이어지고 있어, 실제 규제
들이 발효될지는 아직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다.

1. 들어가며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 등은 미국 실리
콘밸리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다. 이들에게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의 모든 국가로 사업 영
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앞글자를 딴 ‘FANG1’이라는 조어를 세계 각국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유다.

1) 여
 기에 애플(Apple)까지 추가하여 FAANG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FANG은 2015년 CNBC의 방송 진행자 겸 주식 전문가 짐 크레이머(Jim
Crame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FANG의 세계 진출로 인해 각국 정부의 불만 역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적인
현지 시장 공략으로 인해 현지 사업자들을 위축시키는 데다가, 조세회피 등으로 불공정한 수익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ANG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정부들에서는 이들로 인한
시장혼란과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규제 논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미국발(發) IT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유럽연합(EU)은 2017년 6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24억 2,000만 유로(약 3
조 950억 원)라는 역대 최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7월에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선탑재 앱을 문제 삼아 구글에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6,000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의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이 같은 FANG들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압박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이
미 2018년에 다양한 측면의 법안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교적 선제적으로 FANG에 대한 규제 철퇴를 가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연합 규제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여타 국가에서의
시장 및 규제환경의 변화 역시 달라질 것이다. 물론 미국 정부와 FANG들 역시 유럽연합의 규제에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FANG을 조준하고 있는 유럽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
자 한다.

2. FANG 겨냥한 유럽의 규제 동향

2.1.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초안

지난 2018년 9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링크세(Link Tax)’와 ‘업로드 필터
(Upload Filter)’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초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통과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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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저작권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격탄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법 초안 11조의 링크세는 특정 플랫폼이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원작자가 그
에 대한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링크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본문뿐만
아니라 ‘스니펫(Snippet)’까지 해당된다. 즉, 뉴스 기사 내용 중 2~3문장 분량의 일부만을 링크
해도 링크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링크세의 주 타깃을 구글로 보고 있다. 현재도 구글은 ‘구글 뉴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뉴스 퍼블리셔의 콘텐츠를 링크하고 있다. 물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 콘텐츠가
공유되는 페이스북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초안 13조의 업로드 필터는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
는지 감시하여, 만약 침해할 경우 미리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개념이다. 전문가는 업로드 필터가 유
튜브(YouTube)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사용자가 자유롭게 콘텐츠
를 업로드 및 공유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은 2016년 9월에 처음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
해 발의되었다. 당시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되던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의 일환으
로서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에 저작권법 초안은 2018년 7월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9월에 통과한 안은 당초 큰 논란이 있
었던 ‘단순 하이퍼링크 공유’에 대한 링크세를 면제하고, ‘깃허브(GitHub)’, ‘위키피디아
(Wikipedia)’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업로드필터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개정된 것이
다. 하지만 이번 초안 통과가 바로 입법화를 의미하진 않는다. 유럽연합의 입법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2.

한편, 구글은 링크세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드러냈다. 구글 뉴스 담당 부사장인 리차드 긴그라

2) 유
 럽연합의 입법절차 기본틀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 채택하는 구조로 ① 입법 행위(안) 제출,
② 1독회, ③ 2독회, ④ 조정, ⑤ 3독회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저작권법 초안은 ③에 해당 하는 과정을 통과한 상황이다.

스(Richard Gingras)는 지난 2018년 11월 영국 언론매체 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
터뷰를 통해 유럽연합이 링크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 내에서 제공 중인 구글 뉴스 서비스를 폐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뉴스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글 뉴스의 미
래는 유럽연합에 달려있다”고 발언했다. 가디언은 리차드 긴그라스의 해당 발언이 링크세에 대
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구글은 스페인이 2014년 링크세
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했을 당시, 스페인 내에서 제공되던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전력도 가
지고 있다.

2.2. 유럽연합의 역내 콘텐츠 쿼터제 강화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을 개정 및 채택하였다. 해당 지침은 기존에는 주로 방송 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
해 OTT 분야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0년 9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내용의 핵심은 온라인 기반의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가 유럽
연합의 역내 제작물 편성을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 해외 동영상
서비스를 정조준한 규제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유럽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
기 위해선 플랫폼의 30%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영상으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30% 쿼터
제는 결국 외국계 OTT 사업자들이 유럽 콘텐츠 시장에 일정 비율의 투자를 유지하도록 강제하게

그림 1

권역별 OTT 사업자 점유율

(단위: %)

▒ 넷플릭스  ▒ 아마존  ▒ 훌루  ▒ HBO  ▒ 국내 사업자

2
2
15
18

11
5
83

63

미국

영어권 국가

15
9
76

영어 능력 높은 국가

31
68

비영어권 국가

* 영어권 국가: 캐나다, 영국  |  영어 능력 높은 국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  비영어권 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출처: Ovum, Roy Morgan Research, 머니투데이 재구성(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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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30%’의 구체적 의미는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매체 쿼츠(Quartz)에 따
르면, 30%가 전체 콘텐츠의 합산 상영시간이 될지 아니면 콘텐츠의 수가 될지는 2019년 말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규제의 당사자로 거론되나, 애플(Apple)이나 디즈니
(Disney)와 같이 새롭게 SVOD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사업자들도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3. 영국과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세

2018년 10월,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은 인터넷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할 방침이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징
수될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세는 연간 4억 파운드(약 5,848억 원)의 세금을 영국에게 가져다 줄
전망이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연매출 최소 5억 파운드의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그림 2

미국 인터넷 대기업의 지역별 매출 현황(2017.7.1~2018.6.30 매출액)
애플

구글

북미/중남미

1,080

유럽

600

중국 경제권

미국

200

아태지역(일본 제외)

170

북미

기타지역

410

아태지역
캐나다/중남미

페이스북

아태지역

570

유럽/중동/아프리카

500

일본

유럽

(단위 : 억 달러)

230

190
70

아마존닷컴
430

북미

120
90
50

기타지역

230
출처: 디지털금융연구센터(2018.11)

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단, 스타트업은 재외 된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
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필립 해먼드는 디지털 서비
스세와 관련하여,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생활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그들은 영국의 세금 체제를 지속하는 데 있어 공정성
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3월 유럽집행
위원회는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역내 설립된 기업 또는 회원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지 않은 역외국가에
설립된 기업이 회원국 내에 주요 디지털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1차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과
세 대상 중 역내에서 7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1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거나,
3,000개 이상의 온라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실제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유럽연합 디지털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2019년 12
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회원국간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디지털세 제도가 발효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3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에 법인세 개혁 완료를 통해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과세 차원에
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일괄 부과하라는 지침도 제시했다. 인터
넷 대기업들에게 앞으로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임시 디지
털 서비스세는 연간 전체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약 9,640억 원)를 상회하고 동시에 EU 내에
서 5천만 유로(약 64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
는 방안이다.

3) 유
 럽연합이 세제개혁은 28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도입을 적극 찬성
하는 입장이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세부르크 등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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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 시사점
저작권법, 쿼터제, 디지털 서비스세 등 유럽에서 구체화중인 FANG 관련 규제는 향후 다른 국가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ANG가 이미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 진출해 있는 가운데, 이들
로 인한 현지 시장의 변화와 혼란은 비단 유럽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변
수들이 남아 있어 실제 발효는 지켜볼 일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현재 미국 정·재계에서는
FANG 관련 유럽의 규제에 대한 비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을 유럽연합이 그대로
무시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다.

예컨대,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케빈 브래디(Kevin Brady)는 성명을 통해 영국 디지털 서
비스세를 “골칫거리(troubling)”라는 원색적 표현을 섞어가며, “영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진행한다면, 미국은 자국의 세제안을 검토하고 어떠한 조치가 공정한 경
쟁을 보장할 수 있는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 발언했다. 케빈 브래디는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장인
만큼,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려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인 토마스 도나휴(Thomas Donohue)는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대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며,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토마스 도나휴는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조세 체계의 변경은 해당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영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현재 미국 정재계는 자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정부 차원 견제를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고 있
다.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간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2018년 벌어
졌던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전쟁 등이 유럽의 FANG 규제 움직임과 맞물려 더 큰 시장 혼란
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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