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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o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적 영향력의 가치는 2016년에는 4조 2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 세계 데이터 흐름
은 2005년~2014년 사이 45배 증가함.
o 글로벌 인터넷과 인터넷 규칙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무역은 세계 경제 어젠다로써 중요
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여러 다자간 무역 협정은 디지털 경제의 복잡성과 보조를 맞
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전통적인 무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무역의 무역 장벽과 여러 문제들이 다뤄져야 함
◦ 디지털 무역 역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 높은 관세와 더불어 디지털 거래 장벽에는 현지화 요구 사항,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
지적 재산권(IPR) 침해, 필터링 또는 차단, 사이버 범죄 노출 또는 국가 기밀의 영업 기
밀 도용이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 무역의 지적 재산권 및 국가 안보 문제는 정책 분야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현재 세계 무역 기구(WTO)에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무역 관련 협정들에서 디지털 무역을 보다 명확하게 다루기 시작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 다자간서비스협정(TiSA)
◦ 디지털 무역 규범은 G-20, OECD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포럼에서
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o 디지털 무역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 정책은
수정 및 변화되어야 함
◦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TR)에 따르면 2011년 미국 국내 및 국제 디지털 무역은 미국
국내 총생산(GDP)에 3.4%~4.8%(517.1억 달러~170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함
◦ 미 의회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규제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무역

디지털 무역과 미국 무역 정책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규칙제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함
o 미 의회는 미국의 모든 주 및 하원 의원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근로자들과 함께 인터넷 경제
의 세계 규범이 미국의 법과 규범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수립하여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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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Ⅰ

서문

o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명은 글로벌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통신/정보공유의 새로운 방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질문과 우려를 포함함
o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는 "정보, 아이디어 및 혁신을 전달하는
데이터 흐름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함. 또 다른 보고서는 "정보가
통화(currency)이며 또한 디지털 경제의 빌딩 블록"이라고 지적함
o 미국 경제에서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문제는 국제
무역 협상에서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디지털 거래를 "인터넷 및 인터넷 기반 기술이
제품 및 서비스의 주문, 생산 또는 전달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내의 상거래
및 국제 무역"이라고 정의함
o 디지털 무역은 영화 및 비디오 게임과 같은 최종 제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됨
◦ 디지털 거래의 예로는 전자 상거래 웹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상품, 제조업체가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스트리밍, 전자 메일 및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와 같은 통신 채널, 재무 데이터 및 전자 뱅킹 등이 있음
o 전 세세계의 정부가 다양한 접근법을 실험하고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목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무역을 규제하는 규칙 또한 변화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IPR), 국가 안보 조치 또는 산업 정책의 침해와 같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장벽은
여러 교역 분야에 걸쳐 중복되는 문제들임
◦ 특히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와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영향을 미친 컴퓨터
해킹 사건의 증가로 인해 디지털 무역 문제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o 의회는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 규칙과 규범이 미국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
◦ 국제 무역 협상가들은, 디지털 무역 장벽 관련 가장 진보된 규율을 가지고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와 같은 무역 협정의 디지털 무역 관련 사항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의회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규제와 지속적인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기관을 감독하고,
디지털 거래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기타 정책 목표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는 등 디지털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o 본보고서는 미국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역할, 디지털 무역 장벽, 디지털 무역 협정 조항
및 기타 정책적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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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과 국제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역할

1. 인터넷과 디지털 무역의 영향
o 인터넷은 재화 서비스에 있어 기존 국제 무역의 촉진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서
비스 산업의 플랫폼이기도 함
o 또한 인터넷 관련 기술은 기업의 생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함
o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의 세계 경제 영향은 2016년에 4.2조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가 경제와 맞먹는 수준
o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의 양은 무역 또는 금융 흐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14년까지 45배나 증가함
[그림 1] 글로벌 데이터 흐름 성장세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igital Glott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03

o 오늘날 전 세계적 인터넷 사용자는 27억 명 이상으로 추정
◦ 세계은행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높아 인터넷 사용자가 2005년에 비해 3배 증가하여
2015년에는 32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함
◦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는 2014년 OECD 국가에서 평균 95%의 기업이 광대역 연결
망을 갖고 있고, 76%가 웹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 미국에서는 인구의 9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미국 가정의 75% 는
유선 인터넷 접속을 사용하지만 20%는 무선 인터넷 접속에 의존하고 있음.
◦ 데스크톱이나 랩톱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의 비율은 각각 34%와 46%로 낮아진 반면,
스마트 폰이나 웨어러블 장치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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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업과 개인은, 인터넷에 의존하여 확장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예; 유투브)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 [그림 2]
[그림 2] A Typical Day in the Life of the Internet

[자료] The World Bank Group, 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Dividends, 2016

o 국경 간 데이터 및 통신 흐름 자체가 디지털 거래의 일부로 여겨지며, 세계화의 원동력이 됨
◦ 한 민간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및 통신 흐름은 2008년~2013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음 [그림 3]
◦ 가장 높은 수치는 미국과 서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중국 간의 흐름임
[그림 3] 전 세계 간 데이터 및 커뮤니케이션 흐름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Global Flows in a digital age: How trade, finance, people, and data connect, Apri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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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러한 모든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정보 및 통신 기술(ICT)임
o ICT 서비스는 통신 및 컴퓨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예 : 라이선스 및 권리) 사용에 대한
관련 요금을 포함하며, 온라인 뱅킹 또는 교육과 같은 ICT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도 포함함
o OECD에 따르면 ICT 서비스는 2001년과 2013년 사이에 4배 증가했으며, 미국은 아일랜드,
인도, 독일 다음으로 4번째로 큰 OECD ICT 수출국이기도 함
o ICT 관련 수입 및 수출은 미국 경제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임
◦ 2012년에 미국은 9,420억 달러에 달하는 ICT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ICT 서비스 관련 수출은 미국
총 수출의 650억 달러를 차지했음

2. 무역의 디지털화
o 무역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함
◦ 전통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변형/교체하고, 소비자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제품
(전자책, 협업, 원격의학, 온라인 교육 또는 은행 업무용 원격/가상 사무소)이 만들어짐
o 디지털화는 "디지털 래퍼(Digital Wrapper)"를 통해 실질적 물리적 흐름 또한 향상시킴
◦ 디지털 래퍼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전통적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과 관련된 비용 및 장벽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
◦ 예: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동차, 장치 또는 객체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IoT”
o 디지털화는 생산, 교환 및 소비를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 또한 제공함
o 중개 플랫폼에는 단순한 전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군중 기금,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 엔진, 빅데이터 분석, 공유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포함됨
o 아래 [그림 4]는 디지털 무역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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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무역이란?

[자료] CRS

3. 디지털 무역의 경제적 영향
o 세계은행(World Bank)은 디지털기술 사용으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배당(dividends)"
으로 다음 세 가지를 지목함
① 액세스 및 도달 범위 확대를 통한 포괄성
② 자동화 및 조정을 통한 효율성
③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성
o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더
빠르게 성장하며 더 수출 집약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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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USITC)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통상 및 국제 교역을 포함한 총
디지털 교역은 2011년에 미국 GDP를 3.4%~4.8% (517.1억~1707억 달러)가량 증가시켰음
◦ 또한 미국의 실질 임금은 약 4.5%~5.0% 증가했으며 미국의 총고용은 디지털 교역의
결과로 240만 명 증가했음
o 국제적인 맥락에서 디지털 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상 국가 간 전자상거래는 2014년 총
전자 상거래의 10%~15%로 추정됨
o 같은 해 미국은 3,997억 달러의 디지털 인도 서비스(digitally deliverable service)를 수출했고
2,408억 달러를 수입하여 약 1589억 달러의 흑자를 창출했음
◦ 미 상무부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가 미국 서비스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없이는 미국 수입 및 수출 비용이 평균 26% 더 높았을 것으로 나타남
o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일자리 창출의 크게 이바지하며 인터넷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직업에 대해 평균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고 알려짐

4. 디지털화 관련 과제들
o 미국 경제는 현재 디지털 잠재력의 18% 정도만 실현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간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음
o 현재는 미디어 및 도시중심의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음
o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2025년까지 미국 GDP를 연간 2조 2천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o 온라인상의 교류를 방해하는 요소들(전자 마찰: e-friction)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눔:
①인프라 관련

②산업 관련

③개인 관련

④정보 관련

o 정부 정책은 인프라 및 교육에 대한 투자부터 규제 및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에 이르기까지
전자 마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o 온라인 교역을 통한 수많은 형태의 긍정적인 디지털 배당금(dividends)이 있지만, 일부 부정
적인 결과를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에는, 미숙련 근로자의 이탈,
인터넷 접근성 차이에 따른 회사간 불균형, 인터넷을 사용한 독점적 업체들(예: amazon)의
등장 등이 포함됨
o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늘리며, 혁신을 가속화 시키고,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공급망 및 노동 시장 혼란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o 세계은행(World Bank)은 디지털화의 잠재적 이점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정책 영역을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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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리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② 강력한 인적 자본 개발
③ 훌륭한 관리 체제 확보
④ 물리적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⑤ 디지털 문맹 퇴치를 위한 기술 습득
o 세계 경제 포럼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미국은 17위에 랭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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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지털 무역 장벽 및 관련 정책 이슈

o 인터넷은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디지털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o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장벽을 쌓거나 그 신뢰성을 손상시키며, 인터넷의
훼손/파손(fracturing)을 야기하여 이익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음
o 따라서 미국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o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처럼, 어느 연방 기관도 디지털 무역의 모든 측면에서 정책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미국은 디지털화 규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o 미 상무부의 정보통신부(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미국의
강력한 디지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함
◦ 사용자 연결 및 권한 부여
◦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호
◦ 혁신을 촉진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하고 균형 잡힌 접근
◦ 인터넷 관리를 위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토대로 한 과정
o 미 상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 4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 무료 및 개방형 인터넷을 지원함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가 국경을 초월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이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함
(2) 온라인상의 신뢰를 증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수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함
(3) 21세기 경제 성공의 필수요소인 빠른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근로자, 가족, 및 회사의
접근성(access)을 보장함
(4) 올바른 지적 재산권 관련 규칙과 차세대 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미래혁신을 장려함
o 상무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아젠다를 지원을 위해, 여러 분야의 디지털 경제 위원회 및 해외
상업 서비스 시범 디지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였고, 미국 기업들이
전자 상거래 수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o 전통적인 무역 장벽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무역 관련 제약은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관세 장벽은 디지털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ICT 인프라나 사용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제품들에
부과될 수 있음
◦ 차별적 규제나 지역 콘텐츠 규제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은 디지털 무역의 다양한 측면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
o 디지털 무역에 대한 해외의 장벽을 제거함으로 미국의 실질 GDP를 0.3%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근로자의 임금 또한 평균 1.4% 올릴 수 있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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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장벽
o 관세는 최종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과됨에 따라 미국 제품의 가격을 올리며 국경간의 무역을
방해할 수 있으며, 미국 수출업체의 시장 접근성을 제한함
o 많은 전자 기기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반도체는 미국의 주요 ICT 수출 품목이며 지난 5년간
반도체는 미국의 3위 수출품으로 2014년도 매출액은 1,729억 달러에 달했음
o 미국은 ICT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자 동시에 수입국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 무역
기구 정보 기술 협정(WTO ITA)에 따라 많은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o 관세는 기존의 FTA 또는 WTO ITA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나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비관세장벽
o 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과 달리 쉽게 정량화할 수 없으나 해외 사업을 하고자하는 기업들
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비관세 장벽은 종종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이든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형태로 제공됨
o 현지 공급자와 외국 공급자 간의 차별 금지는 세계 무역 규칙과 미국 자유 무역 협정에
포함된 핵심 원칙임
o WTO 협정은 물리적 재화, 용역 및 지적 재산권을 다루고 있지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o 현지화(Localization) 관련 사항들
◦ 현지화 조치는 회사가 특정 국경 내에서 특정 디지털 무역 관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로 정의됨
◦ 현지화 정책이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일부 정책은
외국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국내 산업,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함
◦ TPP와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정부가 합법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동시에 개방적인 인터넷을 보장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가 간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업이 국가 외부로 데이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지화 요구사항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법과 규율은 클라우딩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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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망을 운영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장벽이 됨
◦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자사의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Gmail, 검색, 지도)
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및 해외에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개설할 계획을 추진 중임
◦ 인터넷 및 클라우드 서비스는 특히 중소 규모 기업의 서비스 확장을 가능케 하며 온디맨
드(on-demand) 모델을 사용하는 대기업과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컴퓨팅 성능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균형자(equalizer)라고도 불림
- 예를 들어, 미국의 중소 규모 개인 가족 소유 운영 업체인 Thomas Publishing Co.는
자체 컴퓨터 서버에서 Amazon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음
◦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책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과
국가에 장벽이 됨
- 예를 들어, 정정보 기술 산업위원회(ITI)가 2016년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 제출한

대외 무역 장벽에 관한 국가 무역 견적 보고서(NTB)에 따르면, 강제적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터키 및 베트남에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

3. 그 외 현지화 관련 사항
o 현지화 정책에는 단순히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조달 계약의 조건으로 현지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됨
o 지역 인프라 또는 컴퓨팅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현지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해당
파트너에게 지적 재산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조항들도 있음
o 이러한 현지화 요구 사항은 지적재산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4. 지적 재산권 권리 침해
o 지적 재산권(IPR)은 정부가 발명가 및 예술가에게 부여하는 법적, 사적, 집행 가능한 권리를
일컬음
◦ 지적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권리 소유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간 제
한적 독점권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지적 재산권은 특허, 저작권, 상표 및 영업 비밀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발명가와 예술가가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과 창조적인 결과물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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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다른 발명가와 예술가가 기존의 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권리는 제한되어 있음
o 광범위한 미국 산업은 지적 재산권 보호에 의존하며, 미상무부에 따르면 지적 재산 집약 산
업은 2014년에 미국 GDP의 38.2%인 약 6조 6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추정됨
o 지적 재산 집약산업은 또한 2014년에 미국의 수출 상품 중 8,420억 달러 (또는 52%)를 차
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810억 달러 (또는 12.3%)의 미국 민간서비스 분야 수출
을 발생시켰음
o 2015년 미국의 IP 사용료 (즉,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는 미국 서비스 수출의 17%를 차지
하는 약 1,250억 달러였으며 미국의 지적 재산권 사용료 비용은 약 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서비스 수입의 약 8%에 달함
o 미국 경제에서 IP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지적 재산권 침해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우려할
사항으로 중대한 무역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실질적 경제 손실


본질적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는 수치적으로 계량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가정
(assumption) 요소에 따라 추정치는 크게 바뀔 수 있음



2016년
상품의
달하는
무역의



OECD 분석은 국가의 세관 당국에 의해 국경에서 압류된 물건들을 기초로 한 데이터 자
료이며, 국내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온라인 불법 복제는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2011년 국제 상공 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연구에
따르면, 위조품 및 해적판 제품의 국제 무역은 200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360억 달러,
2015년의 경우 9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됨



또한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불법 복제 음악, 영화 및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가치는 2008년 데이터 기준으로 30~75억 달러, 2015년에는 80~2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2017~2019년 미국의 지적 재산권 집행에 관한 공동 전략 계획서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전 세계 위조 및 불법 복제의 규모가 1조 달러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됨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거래된 위조품 및 해적판
무역 규모는 총 4,6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세계 무역의 2.5%에
수치이며, 2005년 2000억 달러 (세계 무역의 1.9%), 2007년 2,500억 달러(세계
1.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임

o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콘텐츠를 쉽게 복제 및 배포할 수 있게
하여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불러옴
◦ 예를 들어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해적판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공유하는 등의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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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려움
o 지적 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경제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용성을 보장해야 함
o '콘텐츠' 산업의 대표들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를 디지털 무역의 최대 장벽(barrier)으로
여기고 있음
디지털 무역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의 몇 가지 예
o 지적 재산권 침해를 조장하는 외국 웹 사이트
◦ 일부 외국 웹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의 승인되지 않은 사본) 및 불법적인 물리적 물품(가짜 의약품)을 배포할 수 있는 대형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웹 사이트는 경매, B2B, B2C 및 C2C 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함
◦ 그중 일부는 사용자가 파일 공유 웹 사이트("사이버 로커")에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웹 사이트에
연결하여 불법으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 (예: 캠코더 영화 사본 및 라이브 스포츠 프로그램 재
전송)에 대한 무단 스트리밍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
◦ USTR 2016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Notorious Markets Report)에 따르면 다수의 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활동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나라
들에는 브라질, 캐나다, 중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및 베트남 등이 포함됨
o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에 의한 불법 복제 (라이선스 조항
을 넘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 및 영화, 음악 및 기타 창의적인 프
로그래밍의 무단 설치 행위도 포함됨
◦ 외국 정부에 의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특히 우려되는 사항임
o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의 우회
◦ 암호화와 같은 조치는 제품의 무단 복제, 전송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TPM 우회(circumvention)를 가능케 하는 기기개발 및 온라인배포 (예 : 사용자가 실제 콘솔에
서 해적판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 칩) 또한 지적 재산권 관련 우려를 일으킴
o 영업 기밀의 Cybertheft
◦ Cybertheft (예: 사이버 침입 및 해킹)를 통한 영업 비밀의 절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영업 비밀에 대한 Cybertheft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나라이지만, 최근에는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o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이름(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names: ccTLDs) 및 "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 하에 발생하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상표 보호의 부족은 지적
재산권 기반 비즈니스 기업들에게는 큰 우려 사항임
◦ 중국 및 여러 유럽 국가의 ccTLDs가 실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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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부 기술 제품 및 서비스 회사나 시민 사회 단체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적 재산권 정책이
정보 흐름과 합법적인 디지털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이러한 점을 가만하여 "공정 사용(fair use)"과 같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예외 및 제한 사항
또한 점점 더 강조하고 있음
o “공정 사용”이란 미국 법에서 인정하는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으로, 비판, 의견 제시, 뉴스
보도, 연구 및 교육 분야에 한해서 권리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디지털 무역의 다른 장벽으로는 국내 토착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조치, 정책 및 관행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외국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및 과도한 적합성(conformity) 평가 요구 사항
◦ 공인된 국제(International) 표준에서 크게 벗어난 지역 또는 국가 표준은 기업이 특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 예를 들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ICT 제품은 독점적인 지역 표준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나
장치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o 필터링, 차단, 및 네트워크 중립
◦ 웹 사이트를 필터링하거나 차단하거나 액세스를 방해하는 정부는 또 다른 유형의 비관세
장벽을 형성함
◦ 예를 들어, 중국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욕구를 주장하고 "위대한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었음
◦ 중국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및 TV 및 산업 정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발행한 규칙에 따르면 어떤 외국 언론도 온라인으로 출판
을 할 수 없음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제한적인 인터넷 관행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달리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 (FCC) 규칙은, 합법적인 콘텐츠의 차단을 금지하거나,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제휴사에 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 연합의 단일 시장 법안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는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
네트워크 혼잡 상황에서 트래픽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제로 등급(zero-rating)을 부여하고
재량권을 부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각 최종 사용자의 액세스는 통신 공급 업체의 환경 설정 및 임의적 결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성
◦ 디지털 무역의 성장으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ICT 시스템과 그 내용을 보호하는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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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 사이버 공격은 일반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난, 손상, 또는 불법적인 행동을 목표로
ICT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일컬음
◦ 실제 예로, JPMorgan의 개인 고객 정보에 대한 해킹,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의 독점
정보 및 내부 통신 유출 등이 있음
◦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전송하는 회사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최종 고객 모두의 통신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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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연합
o 미국과 유럽 연합 정책의 차이는 디지털 흐름과 상호간 국제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디지털 거래, 개인 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에 대한 두 파트너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때때로
미국과 유럽 연합의 데이터 흐름을 방해함
o 대서양 횡단 경제는 세계 GDP의 46%와 세계 인구의 11%를 포함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이며 미국과 유럽 연합간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이 2012년 유럽 연합에 1,406억 달러의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했
으며 이는 미국 전체 유럽 연합 상대 수출의 72%를 차지함
◦ 이에 비해, 미국은 863억 달러를 유럽 연합으로부터 수입했으며, 이중 62%는 미국 수출
품으로 통합되었음
◦ 또한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데이터 흐름 중 거의 40%는 비즈니스 및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o 긴밀한 경제적 유대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데이터 보호 접근 방식의
차이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마찰을 불러오고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10월 6일 유럽 연합 법원(CJEU)은 유럽 연합 회원국과 미국 간에 법적
으로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계약을 무효화했음
◦ 이 결정은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접근법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유럽의 우려에서 기인했음
o 이에 미국과 유럽 연합 관계자들은 양국간 세이프 하버 협약을 대체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막을 설치했으며 2016년 7월 12일에 공식 발효되었음
◦ 최종 합의에는 미 국무부의 새로운 옴부즈맨과 보완적인 안전장치 및 감시 제한, 강력한
데이터 처리 의무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가 포함되었음
o 프라이버시 보호막은 미국 기관의 사전 모니터링 및 시행을 포함하며 미국과 유럽 연합의
연례 공동 검토의 대상이 됨
o 미국과 유럽 연합이 공통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면, 다른 당사국들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이를 채택할 수 있음

17

디지털 무역과 미국 무역 정책

유럽 연합의 디지털 규제 사항들


유럽연합 정책입안자들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디지털 관련조화(harmony)를
이루기 위해 디지털 단일 장(Digital Single Market: DSM)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형성함



DSM은 유럽 연합 시장을 통합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



DSM에는 크게 세 가지 축(axis)이 있음
(1)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개선
(2)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에 의해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형성
(3) 기반 시설과 연구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EU의 성장
동력으로 확보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전략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콘텐츠의 이식성(portability),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저작권
보호 예외 및 중개 책임과 같은 문제가 포함됨



DPD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럽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공통 규칙을 제정했지만 각 EU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해 이 지침을
시행할 책임이 있음



DPD를 현대화하고 DSM 창설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연합 회원국과 유럽 의회는
2015년 후반에 새로운 일반 정보 보호 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음

2. 중국
o 중국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함
o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현재6억 2천만 명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포함하여
총 6억 2천 8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음
o 디지털 이슈를 추적하는 리서치 회사인 e-Marketer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전자 상거래
매출이 6,720억 달러(미국 수준의 거의 두 배)에 달했고 2018년에는 1.6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
o 전자 상거래는 또한 중국 간 전자 상거래 매출액이 2014년 301억 달러에서 2016년 85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중국 간 전자
상거래 매출액이 2014년 301억 달러에서 2016년 85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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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o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디지털 무역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o 인터넷 상의 통치
◦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는 호의적이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대하는 중국만의 인터넷 통제방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
◦ USTR의 대회 무역 장벽에 대한 2016년 국가 무역 예상에 따르면, 지난 십년동안 중국의
국경 간 인터넷 트래픽 필터링은 외국 서비스 공급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 주었고,
인터넷 자체와 관련 비즈니스에까지 악영향을 주었음
◦ 지난 1년간 웹사이트의 전면 차단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 25개 중, 8개의 사이트가 중국 내에서는 차단되었음
◦ 차단된 사이트의 예로는 구글의 서비스,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및 뉴욕 타임지가 있음
o ID Theft
◦ 중국은 대부분의 분석가들에 의해 IP의 글로벌 도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 미국 지적 재산 도용위원회(Com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에 의한 2013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IP 도용은 미국 경제에 매년 2,4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 중국은 또한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미국의 영업 비밀에 대한 사이버 폭력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음
◦ 2014년 5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 후원 사이버 간첩 및 국영 기업 (SOE)
을 지원하기 위한 독점 정보 도용에 대해 중국 인민 해방군(PLA) 5명의 위원을 기소했음
◦ 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고, 정부차원에서 영업
비밀이나 기타 기밀 사업을 포함한 사이버 기반의 지적 재산권 도용을 의도적으로 지원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했음
o 미-중국 양자간 투자 조약 협상
◦ 2008년에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의 상업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투자 보호를
장려하는 조항을 담은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약에 합의함
◦ 2013년 중국은 Foreign Direct Investment(FDI)에 새로운 부문을 개설하고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 미국 투자 기업을 대우하는 것에 동의했음
◦ 중국은 투자 자유화를 네거티브 리스트 우선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BIT가 양국 간의 FDI와 무역 흐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예측함
◦ 합의가 체결되면 디지털 무역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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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보안 관련 실무 그룹


2015년에 있었던 S&ED 회의와 사이버 보안 합의의 결과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범죄 및 관련 현안에 관한 양국 간 고위급 공동 대화를 수립했음



백악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양측에 의해 확인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 지원 요청에 대해 적시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 그룹은 2015년 12월에 첫 미팅을 가졌으며 가이드라인 및 핫라인 메커니즘,
사이버 기반 범죄에 대한 협력 증진에 합의했음



2016년 6월에 열렸던 두 번째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핫라인 구현, 네트워크
보호, 정보 공유 및 사이버 공간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논할 최초
의 미·중간 수석 전문가 그룹 형성에 동의했음



제 3차 실무 그룹 회의는 2016년 12월 8일에 개최되었으며 사이버 범죄 ,
네트워크 보호, 폭력적인 테러 행위 과련 기술 및 통신 오용, 미·중간 사이버
범죄 관련 문제에 관해 논의했음

o 유럽 연합 각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단일
국제 표준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o 유엔 무역 개발 협의회(UNCTAD) 보고서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의 차이가 사생활을 규제하는
국가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o UNCTAD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흐름 체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 핵심 원칙을 확인했는데, 이에는, 개방성, 수집 제한, 목적 지정, 사용 제한,
보안, 데이터 품질, 액세스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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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정의 디지털 무역 조항

o 디지털 무역이 무역 흐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관련 정책 의제들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o WTO 도하 라운드 협상의 현재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다자간 무역 협정은 디지털 경제의
복잡성에 부응하지 못했고, 디지털 무역은 기존의 WTO 협정에서 불균일하게 취급되고 있음
o 최근의 양자간 및 다자간 거래는 디지털 거래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음
o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조항을 잘 논의한다면, 앞으로 디지털 무역에
초점을 맞춘 미래형 WTO 프레임 워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임

1. WTO 내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 세계 무역기구 (WTO) 서비스 무역 협정(GATS)은 인터넷 및 세계적인 데이터 흐름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기 이전인 1995년 1월에 발효되었음
◦ GATS는 모든 서비스 분야를 포괄하는 비차별 및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포함함
◦ GATS는 제품 및 서비스 전달 수단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전자 수단을 통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함
◦ GATS에는 전자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통신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포함
되어 있지만 디지털 거래, 정보 흐름 및 기타 무역 장벽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포함되지
않았음
◦ 전자 상거래 및 데이터 흐름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일은 WTO에서도 최근 제기되긴
했지만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고 있음
◦ 2015년 12월에 열린 제 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 개발 어젠다(DDA)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는 회원국 간의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를
반영함
o 정보 기술 협약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WTO ITA)
◦ 세계 무역기구 내 정보 기술 협정 (WTO ITA)은 인터넷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96년에 체결되었고 2015년 12월 WTO의 10차
각료회의에서 확장되어 2016년 7월에 발효되었음
◦ 확장된 ITA는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 54개국 간의 다자간 협약임
◦ 확장된 ITA는 연간 1.3조 달러가 넘는 201개의 추가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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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증가된 범위에는 많은 가전제품, 차세대 반도체 (다중 부품 반도체 또는 MCO)
및 의료용 계측기 (예 : 자기 공명 영상 (MRI))가 포함되었음
◦ 미 무역 대표부 (USTR)에 따르면 이 협약은 미국 수출액 180억 달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8년 이전에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하여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제품 보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음
o 글로벌 전자 상거래 관련 선언
◦ 1998년 5월 WTO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재정적 개발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세계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 관련 쟁점을 조사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했음
◦ 이 프로그램을 수립한 1998년 선언에는 "회원국은 전자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11월의 결정 초안에서 회원국들은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전자 전송
관련 관세 면제에 관한 현행 유예, 기존 WTO 협정과 전자 상거래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 등에 동의했음

2. 지적 재산권의 무역 관련 사항들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대한 협정
o 1994년 4월 15일에 서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TRIPS 협정은 최소한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집행 표준을 제공함
o TRIPS 협정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디지털 환경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무역 협상 및 협약에 대한 지적 재산권 조항의
기반을 마련해 줌
o TRIPS 협정은 저작권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단체 제작자), 상표, 특허, 영업 비밀 ("공
개되지 않은 정보"의 범주에 속하는)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포함함
o 그것은 국제 지적 재산권 조약 (International IPR Treaty)을 기반으로 1800년대에 만들어졌
으며 세계 지식 재산권기구 (WIPO)가 관리함
o TRIPS는 사적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넓은 공익을 확보하는 것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됨
◦ WTO 비차별 원칙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적용
◦ 저작자의 삶에 대한 저작권 보호 조항과 50년을 더한 것과 같은 IPR 보호의 최소 기준 마련
◦ 침해, 국경 집행 및 형사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지적재산권(IPR) 시행의 최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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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지적 재산권 분쟁에 적용함
◦ 선진국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LDC에 제공하여 "그들이 건전하고 실용적인
기술 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3.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인터넷 조약
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TRIPS 협약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주요 포럼임
o WIPO 저작권 조약 및 공연/음반 조약(종종 WIPO "인터넷 조약"이라고 함)은 디지털 환경
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규범을 제정했음
o 이 조약은 1996년에 합의되었고 2002년에 발효되었으며, 기존의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새로운 온라인 권리를 창출하며, 권리 소유자와 일반 대중 긴 공정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둠

4. 미국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정
o 미국의 기존 자유 무역 협정 (FTAs)
◦ 미국은 2003년 싱가포르와의 협약을 맺은 이래에, FTA에 전자 상거래 관련 장(chapter)
을 포함시켰음
◦ 미국 FTA의 전자 상거래 관련 장(chapter)은 일반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경제 성장의 중요
한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전자 상거래에 대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또한 미국의 FTA는 디지털 제품의 차별 금지, 관세 금지, 투명성 보장, 정보의 흐름 및
전자 상거래 개발을 위한 대화 촉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 모든 FTA는 각 당사자가 합법적인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규제 유연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 예외 사항을 허용함
◦ 한·미간 FTA (KORUS FTA)는, 현재 시행중인 미국 FTA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무역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전의 FTA 조항들에 더하여, KORUS FTA는 소비자 선택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인터넷
접속 및 사용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함
- KORUS FTA가 국경간 정보 흐름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시도였음
◦ KORUS FTA의 금융 서비스 장(chapter)에는 “기관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허용하는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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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2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간에 제안된 자유 무역 협정이며,
◦ 이 협약은 미국에게 경제적 및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2016년 2월 4일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음
◦ 의회는 TPP 협약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시행 법안을 통과해야 함
◦ 현재 제안된 TPP는 KORUS 및 이전의 미국 FTA의 디지털 거래 조항들보다 더 포괄적임
◦ 전반적으로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며 열린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지털 무무역과 관련된 조항은 디지털 무역 장벽 관련 이슈의 복잡성을 보여주듯 TPP의
여러 장(chapter)에 걸쳐 언급됨:
①전자상거래

②금융 서비스

③통신

④무역장벽

⑤지적 재산권

◦ TPP를 검토한 결과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 산업 자문위원회(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ITAC)는 TPP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형평성
과 호혜성(reciprocity)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TPP 비평가들은 이 조항들이 너무 모호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함
◦ 반면, 지지자들은 TPP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개인 정보 보호 프레임워
크를 포함할 수 있는 "관련 국제기구의 지침" 관련 참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함
◦ 2016년 1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당선자는 기존에 제안된 TPP에서
탈퇴할 의사를 발표했음
o 서비스 관련 무역 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 다자간 무역 협정 (TiSA) 협상은 2013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WTO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
◦ TiSA 참가에 참여하는 23개국(미국, EU, 호주 등)이 세계 무역 거래의 약 70%를 차지함
◦ 브라질, 중국, 인도를 포함한 일부 주요 신흥 시장은 현재 TiSA 협상의 당사자가 아님
◦ 비차별(MFN) 정책이 TiSA의 모든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반면 시장 자유화 약속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 협상 중임
◦ 새로운 발명품이나 부문별 혁신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한 TiSA의 긍정적인 목록
접근 방식은 신속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무역 세계에서 잠재적인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TiSA에서 다루어질 최종 구조와 구체적 부문은 현재 협상 하에 있지만,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통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임
◦ 디지털 무역이나 전자 상거래에 대한 장(chapter) 또는 부속서는 데이터 흐름, 소비자
온라인 보호 및 상호 운영성에 대한 무역 장벽을 다루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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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때까지
협상이 일시 중지되고 있음
o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 T-TIP은 미국과 EU가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잠재적인 FTA로서 상품, 서비스 및 농업
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디지털 무역 관련 규칙 및 규율을 수
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은 대서양 횡단 무역의 중요성 때문에 중요한 관심 분야이며,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미국과 EU간의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함
◦ 현재 T-TIP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태임
◦ 미국과 유럽 연합은 서로 다른 법적 전통 및 규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대서양 횡단
디지털 경제의 통합을 제한하는 정책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잠재적인 T-TIP만의 특성화된 사항으로 지적 재산권(예: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은 소스 코드의 강제 전송을 방지하거나 사이버 도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근거가 됨
◦ 잠재적인 T-TIP에서의 디지털 거래 문제에 대한 미국-EU의 관여는 크게 4가지 사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1) EU의 "Digital Single Market" 이니셔티브
(2) 데이터 보호에 관해 새롭게 개정된 EU의 정책
(3) EU-US 프라이버시 실드 구현
(4) 영국을 떠나기로 한 EU의 결정(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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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관련 기타 국제 포럼

o G-20
◦ 영향력 있는 G-20는 공통된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중의 하나이며 디지털 무역 관련
문제는 최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2015년 11월 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인터넷 경제가 커짐에 따라 수반되는 기회와
도전을 인식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존중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IP 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 중국은 "혁신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포괄적인 세계 경제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화와 세계 규범을 수립할 기회를 열었음
o G-7
◦ G-7 ICT 각료는 2016년 4월 일본에서 만났으며 인프라 투자, 디지털 문맹 퇴치 및 접근
가능성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원칙을 강조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음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촉진, 개방형 시장,
상호 운용 가능한 표준,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연구 개발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함
◦ 미국은 G-7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러한 원칙을 광범위한 G-20에 통합시킬 수도 있음
o OECD
◦ OECD는 번성하는 디지털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규범을 논의할 수 있는 또 하나
의 틀을 제공함
◦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및 사회적 번영"이라는 제목의 멕시코에서 개최된 2016년 6월
각료 회의에서는 개방형 인터넷 및 데이터 흐름이 다루어졌음
◦ 미국은 OECD 파트너와 협력하여 특정 행동 계획이나 약속을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음
o APEC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포럼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덜 진보된 디지털 경제
및 산업 분야의 개도국에 더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함
◦ APEC 전자 상거래 운영 그룹(ECEC)은 APEC의 전자 상거래 활동을 조정하고, 예측 가능
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전자 상거래 환경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함
◦ APEC 이니셔티브는 지역별로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개발 단계별로 경제를 반영하고 산업
참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세계적인 노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APEC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의 원칙과 규범을 수립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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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규제 협력
◦ 미 의회는 디지털 거래의 특정 측면(예 :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 세관 및 국경 보호)을
다루는 미국 규제 기관이 관련 사항을 보다 잘 조율하고 데이터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관련 기관과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믿고 있음
◦ 국가 간 규제 협력이 가능한 잠재적 영역으로는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국경을 초월한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계약 규칙 등이 있음
◦ 유럽 연합과 미국 간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당국이 함께 노력하는 좋은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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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의회 관련 정책 이슈

o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및 혁신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정책은 계속 진화하고 있음
o 디지털 무역은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부문과 겹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는 다양한 목표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함
o 예를 들어 디지털 거래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의존하지만 정책 입안자는 개인 정보 보호,
법 집행 지원, 개인 및 국가 보안 및 안전 개선과 같은 공공 정책 목표와 공개 데이터 흐름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o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논쟁의 복잡성에는 상호 보완적인 이해관계가 포함됨
o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는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법 집행관과 국방 고문은
국가 안보 이익에 근거하여 정보의 흐름을 제한 또는 허락하는 방안을 모색함
o 디지털 무역은 의회가 관여하고 감독해야 할 수많은 잠재적인 관심사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
◦ 미국 경제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경제적 영향 및 수출, 현지화 및 기타 디지털 무역 장벽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 개인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권리와 안전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 필요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
◦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네트워크 신뢰성 및 보안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어떻게 보장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국내외의 디지털 무역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추구할
정부 정책을 검토해야 함
◦ 유럽 연합과 미국 간의 예를 포함하여 날로 진화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 노력을 조사하고,
프라이버시 실드 (Public Shield)와 같은 메커니즘이 공공 정책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감독해야 함
◦ 중국이 양자 간 사이버 협약 및 미국 ICT 기업의 시장 접근에 대한 약속과 양자간 사이버
대화의 효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으로 평가해야 함
◦ 미 상무부의 디지털 경제 아젠다 (Digital Economy Agenda) 또는 인프라 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연방 차원의 노력을 검토하고 현재 계획이나 자금 수준에 변화가 필
요한지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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