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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ING 기사의 제목을 확인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체 내용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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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ay have one-upped
⌣

 Apple Inc. / in the battle over
⌣
 app store fees, / but both 

companies
⌣
 are likely to learn

⌣
 a harsh reality / about taxes: / No one likes paying them, / even 

when they go down. Especially the biggest payers. 

On Tuesday, / Google announced
⌣

 a chang
⌣

e / in the fees
⌣
 it charges developers / over

⌣
 its 

Play Store. The company / owned by Alphabet Inc. / has cut
⌣
 its commission

⌣
 in half / to 15% 

/ for the first $1 million in revenue / each developer earns
⌣
 every year. That

⌣
 is optically similar 

/ to a move Apple announced
⌣

 in November, / though Apple’s program limits the 15% rate 

to developers / making under $1 million a year. Google’s program applies to all developers 

regardless
⌣
 of their size, / effectively creating a progressiv

⌣
e fee structure / for everyone. 

The moves come / as both companies face growing pressure / from lawmakers
⌣
 and 

regulators / over their market dominanc
⌣
e in general / and their

⌣
 app store setups

⌣
 in particular. 

But the impact
⌣
 of such changes / on the businesses

⌣
 of two / of the world’s largest tech titans 

/ remains
⌣
 unclear. Neither Apple nor Alphabet / breaks

⌣
 out revenue from their  

respectiv
⌣
e app stores. Analysts

⌣
 surveyed by Visible Alpha / put Google Play’s revenue / at 

$10.5 billion for 2020, / with Apple’s
⌣
 App Store generating an

⌣
 estimated $17.9 billion for the 

fiscal year / ended September 2020. That
⌣
 amounts to roughly 6% / of total annual revenue 

for both companies.

Google’s Fee Cut / Won’t Quiet Developer Unrest

Reduction
⌣
 in
⌣
 app store fees / won’t buy the internet giant’s way out of 

regulators
⌣
’ sights

B SPEAKING 
TRAINING 

강의를 들으면서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발음, 강세, 억양, 연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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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Intro

won’t

• will not의 축약형 won’t를 want [워안트]로 발음하지 마세요. 

won’t에서 wo-를 [워우]로 발음한 다음에 n’t를 발음해서 

[워운트]로 발음하세요. (단, [트]를 너무 강하게 소리 내지 마세요.)

giant’s

• 자음이 연속으로 3개 나열되면 가운데에 있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과 s 자음 사이에 있는 t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발음 / 연음   Paragraph 1-2

one-upped

• up 뒤에 오는 -ed는 t 발음이 납니다. 동사 뒤에 -ed를 붙일 때 

stop처럼 동사가 p 발음으로 끝난다면 -ed는 t 발음이 난다는 점 

기억하세요.

progressive fee

• progressive에서 v를 발음할 때 윗니와 아랫입술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f를 발음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어요.  

f도 v와 같이 윗니와 아랫입술을 붙여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발음   Paragraph 3

market

• market은 우리말로 [마켓]이라고 많이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말낏]으로 발음합니다. ticket, basketball에서도 -ket은 [-낏]으로 

발음하세요.

unrest (사회, 정치적인) 불안 regulator 규제기관  

one-up 능가하다, 한 수 앞서다 revenue 수익, 수입 optically 시각적으로  

regardless of ~에 상관없이 progressive 점진적인 tech titan 기술업계 거물  

respective 각각의 generate 발생시키다 fiscal year 회계 연도  

amount to (합계가) ~에 이르다 

구글 수수료 인하, 개발사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

인터넷 대기업 구글,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

하더라도 규제기관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

을 듯

구글이 앱스토어 수수료 전쟁에서 애플을 제쳤

을 수는 있지만, 두 기업 모두 세금에 대한 가

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금이 인하되

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

을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 기

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지난 화요일,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개발

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알파벳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글은 각 개발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최초 백

만 달러의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15%로 절반

이나 삭감했다. 이는 보기에는 애플이 11월에 

발표한 조치와 비슷하지만, 애플의 경우 15% 

인하율을 연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개발사

로만 한정한다. 구글의 경우에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개발사에 이번 수수료 인하가 적용

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에 대한 점진적인 수

수료 구조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두 기업은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시장 장악력,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앱스토어 설정에 대한 국

회의원들 및 규제 기관들의 점차 심해지는 압

력을 마주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세계적인 기술업계 

거물인 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

지 않다. 애플이나 알파벳은 각각의 앱스토어

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비저블 알파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분석가들은 애플의 앱스토

어는 2020년 9월 마감된 회계 연도에 약 179

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가운데, 2020년 구

글 플레이의 매출을 105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는 두 기업의 총 연 매출의 약 6%에 해당한

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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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
 app commissions

⌣
 ar
⌣
e a more critical business for Apple. The company has publicly 

credited the App Store / as the top driver
⌣
 of growth / for

⌣
 its services

⌣
 segment / for the  

past
⌣
 two fiscal years. The growth rate and profitability of services / has been

⌣
 a key element 

/ driving Wall Street / to rerate Apple’s
⌣
 stock / over the past year. The stock has traded /  

at
⌣
 an
⌣
 averag
⌣
e of 30 times forward

⌣
 earnings

⌣
 over the past six months / —double its

⌣
 average 

multiple / from 2017 to 2019, / according to FactSet. 

That gives Google som
⌣

e advantage, / in the sense that
⌣
 it can

⌣
 afford to make more changes 

/ to its
⌣
 app distribution business model / without panicking investors. And more changes 

could be coming. Epic Games, / which
⌣
 is suing both Google and Apple / over their  

respectiv
⌣
e app store structures, / said Tuesday / that Google’s fee reduction fails to address 

/ “the root
⌣
 of the issue”— / namely, / the requirement that developers

⌣
 still use the  

company’s
⌣
 app distribution / and payment services. 

Lawmakers
⌣
 and regulators / eyeing the business models / underpinning the mobile operating 

systems / powering nearly every smartphone on the planet / may agree. Google’s
⌣
 and
⌣
 Apple’s  

recent cuts / won’t buy them much favor / from those with the biggest bills, / who also  

can
⌣
 afford to make the most noise.

B SPEAK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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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 강세  Paragraph 4

credited

• 모음 사이에 있는 d와 t는 굴려서 발음합니다. 그래서 credited는 

발음을 두 번 굴려서 [쿠레리릿]으로 발음됩니다. 천천히 먼저 

발음해본 다음에 빨리 굴려서 원어민처럼 발음해 보세요.

profitability

• ability로 끝나는 단어는 강세가 ‘bi’에 있습니다. responsibility, 

flexibility도 모두 ‘bi’에 강세가 있습니다.

발음 / 강세 Paragraph 5

advantage

• advantage를 쉐도잉할 때 ad를 [엇]으로 끊고 -van-을 [-배앤-] 

으로 올린 다음, -tage를 [-티쥐]로 읽어보세요. 세 발음을 빠르게 

연결해서 [엇배앤티쥐]로 발음하세요.

address

• address가 동사로 쓰일 때는 두 번째 음절 ‘dress’에 강세가 

붙습니다. ‘주소’를 뜻하는 명사로 쓰일 때는 ‘ad’에 강세가 붙거나 

‘dress’에 강세가 붙기도 합니다.

발음   Paragraph 6

mobile

• 우리말로 [모바일]이라고 많이 쓰이지만, 미국 발음으로는 

[모우블]이라고 합니다. i가 있지만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발음 기호 

[moʊbl]에서 i나 ɪ 발음기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식 

발음은 [모바일, məʊbaɪl]입니다.

critical 중요한 publicly 공개적으로 credit A as B A를 B로 여기다, 

인정하다 profitability 수익성 in the sense that ~라는 점에서  

distribution 배포, 배급 requirement 필요조건 underpin 뒷받침하다

그러나 애플의 경우 앱 수수료가 더욱 중요하

다. 애플은 지난 2년간의 회계 연도 동안 서비

스 부문의 최고 성장 동력이 앱스토어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서비스의 성장률과 수

익성은 지난 1년간 월스트리트가 애플의 주가

를 재평가하게 된 핵심 요소였다. 팩트셋에 따

르면, 애플 주식은 지난 6개월간 평균 30배의 

순이익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애플의 평균 주가 수익률의 두 배

에 해당한다.

이는 구글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

고 앱 배포 사업 모델을 더욱 많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리고 더욱더 많

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화요일, 각각의 

앱스토어 구조에 대해 구글과 애플을 모두 고

소한 에픽 게임즈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문

제의 근원', 즉 개발사들이 회사의 앱 배포 및 

결제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조

건을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모바일 운영 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업 모델을 

주시하고 있는 국회 의원들과 규제 당국들은 

이에 동의할 수도 있다. 구글과 애플의 최근 수

수료 인하는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가장 큰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개발사들의 

호의는 얻지 못할 수도 있다.

KEY POINT 

Tr
an

sl
at

ed
 fr

om
 th

e 
or

ig
in

al
 b

y 
N

ew
sp

re
ss

o

21

Newspresso Speaking with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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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DING 
OUT LOUD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QR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따라해 보세요.

따라읽기 연습 후 체크 표시하세요.

Google may have one-upped Apple Inc. in the 

battle over app store fees, but both companies 

are likely to learn a harsh reality about taxes: 

No one likes paying them, even when they go 

down. Especially the biggest payers.

On Tuesday, Google announced a change in 

the fees it charges developers over its Play 

Store. The company owned by Alphabet Inc. 

has cut its commission in half to 15% for the 

first $1 million in revenue each developer 

earns every year. That is optically similar 

to a move Apple announced in November, 

though Apple’s program limits the 15% rate 

to developers making under $1 million a year. 

Google’s program applies to all developers 

regardless of their size, effectively creating a 

progressive fee structure for everyone.

The moves come as both companies face 

growing pressure from lawmakers and 

regulators over their market dominance 

in general and their app store setups in 

particular. But the impact of such changes on 

the businesses of two of the world’s largest 

tech titans remains unclear. Neither Apple 

nor Alphabet breaks out revenue from their 

respective app stores. Analysts surveyed 

by Visible Alpha put Google Play’s revenue 

at $10.5 billion for 2020, with Apple’s App 

Store generating an estimated $17.9 billion 

for the fiscal year ended September 2020. 

That amounts to roughly 6% of total annual 

revenue for both companies.

Google’s Fee Cut Won’t Quiet 
Developer Unrest
Reduction in app store fees won’t buy the internet giant’s way out of regulators’ sights

mp3. 1-2B

1 2 3 4 5

By Dan Gallagher, 'The Wall Stree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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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igures are projections. All Google Play numbers are estimates.

Source: Visible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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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app commissions are a more critical 

business for Apple. The company has 

publicly credited the App Store as the top 

driver of growth for its services segment for 

the past two fiscal years. The growth rate 

and profitability of services has been a key 

element driving Wall Street to rerate Apple’s 

stock over the past year. The stock has traded 

at an average of 30 times forward earnings 

over the past six months—double its average 

multiple from 2017 to 2019, according to 

FactSet.

That gives Google some advantage, in the 

sense that it can afford to make more changes 

to its app distribution business model without 

panicking investors. And more changes could 

be coming. Epic Games, which is suing both 

Google and Apple over their respective app 

store structures, said Tuesday that Google’s 

fee reduction fails to address “the root of 

the issue”—namely, the requirement that 

developers still use the company’s app 

distribution and payment services.

Lawmakers and regulators eyeing the business 

models underpinning the mobile operating 

systems powering nearly every smartphone 

on the planet may agree. Google’s and Apple’s 

recent cuts won’t buy them much favor from 

those with the biggest bills, who also can 

afford to make the most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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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관련된 표현 읽기

이번 기사에서는 유독 숫자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표현에서 어디에 강세를 주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연음해서 읽어야 할지 같이 연습해보고 다음 기사 쉐도잉 연습에서도  

적용해보세요.

STUDY TIP

MEMO

1    $와 함께 쓰인 숫자 읽기 : $와 숫자가 함께 나오면 숫자 먼저 읽고 dollars를 나중에 읽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음과 dollars가 연음됩니다.

예문   Apple’s program limits the rate to developers making under  

$1 million a year.(= one million dollars
⌣
 a year.)

 애플의 경우 15% 인하율을 연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개발사로만 한정한다. 

2    연도 읽기 : 2000 이상의 연도는 ‘two thousand + 숫자’로 읽는데, two thousand 뒤에 오는 

‘숫자’에서 강세가 붙습니다. 강세는 각각 뒤에 오는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문   Double its average multiple from 2017 to 2019, according to FactSet. 

      (2017 = two thousand seventeen  2019 = two thousand nineteen)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주가 수익률의 두 배에 해당한다. 

3    % 읽기 : %(percent)는 강세가 ‘cent’에 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에서 강세가 한 번 붙고, 

percent의 cent에서 강세가 생기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억양(intonation)이 만들어집니다.

예문   The company has cut its commission in half to 15%.(= fifteen percent) 

 그 회사는 수수료를 15%로 절반이나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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