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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
1.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배경
� EU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기업(ICT)의 低 법인세율 국가를 이용한 조세회피로 회원국
간 갈등이 발생하자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서비스세1)
도입 논의를 본격화
ㅇ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은 서비스 사용 국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사업 활동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 다른 회원국의 소득도 이전해 법인세를 낮게 납부
-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아이리시 기법2)으로 각각 2017년 199억 유로3) (약 24조
4천 380억 원)와 2018년 218억 유로 (약 28조 390억 원)의 소득을 조세 회피 지역인
버뮤다 소재 지사로 이전한 것을 적발, 2019년 9월 약 10억 유로 (약 1조 2862억 원)의
벌금 및 가산세를 부과
- EU는 2016년 8월 아일랜드 정부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애플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130억 유로 (약 16조 7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명령
ㅇ EU는 글로벌 ICT 기업의 회원국 소득이 아일랜드를 통해 버뮤다나 바하마와 같은
1)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 사업인 글로벌 정보통신기업(ICT)에 법인세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세
율을 과세. EU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세(DST:Digital Services Tax)로 명함.
2)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하나는 아일랜드 내, 다른 하나는 버뮤다에 지사 형태)과 하나의 네덜란드 법인을 설
립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최종적으로 조세 회피국인 버뮤다로 보내는 수법. 이 기법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음
3) 1286.21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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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지로 이전, 세원잠식이 문제가 되자 아일랜드를 강하게 비판
- 아일랜드는 2014년 세법을 개정, 더블아이리시 기법을 무효화하고 이미 자국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기법의 유예기간을 2020년으로 한정
� 미국과 가중되고 있는 무역 갈등도 EU차원에서 미국 ICT기업이 주 타깃인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ㅇ EU-미국 무역협상이 농산물 이슈 등으로 답보상태인 가운데 미국이 2018년 고율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위협까지 가하고 있어 EU도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필요
- 트럼프 미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018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무역갈등이 고조되자 무역협정을 체결, 해결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주목할 만한 진전이
없음
- 트럼프 미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영향 평가를 끝낸 후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 의사를 지속 피력

2.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와 내용
� 논의 경과
ㅇ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제안서4)를 통해 글로벌ICT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 없이 영업 하더라도 발생한 수익에 대해 회원국이 과세권을 갖는 새로운
기준 제시
ㅇ EU경제재정이사회는 2018년 12월 디지털 서비스세 초안을 제안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도출 실패5)

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2018.3.21
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advertising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digital advertising services,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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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한 조세제도를 제공하며 글로벌 ICT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가 투자 매력 감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스웨덴, 덴마크 등도 이에 동참6)
ㅇ EU이사회는 회원국 전원합의7) 불발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2019년
5월 국제적 차원인 OECD를 통해 2020년 말까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
ㅇ 유럽의회 최다수당인 유럽국민당도 2019년 12월‘디지털화된 글로벌 경제의 공정과세’
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에 찬성,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힘을 실어줌
- 유럽국민당의 마르쿠스 페버 의원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사업장 위치가 아닌 이익이 발
생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OECD가 반드시 국제적 표준을
정립할 것을 강조8)
� 주요국가 디지털 서비스세 내용
ㅇ EU 국가들은 전 세계 및 자국 매출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
- 세율은 2-7%이고, 전 세계 기준 매출은 약 7억 5천만 유로(약 9천647억 원) 이상
ㅇ 프랑스는 회원국 중 제일 먼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했으나 지난 1월 20일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보류하기로 결정.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도 유예9)
-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 기업은 27개로 미국(17개)과 프랑스,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의 기업이 포함. 세수 증가액은 2019년 4억 유로, 2020년 6억 5천만 유로로 예상10)
ㅇ 영국은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예정, 세수증가액은 연간 4억 파운드로 예상11)
- 다만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함

6) Euractiv, The EU’s digital tax is dead, long live the OECD’s plans, 2019.3.8
7) EU회원국 만장일치 시에만 세제도입이 통과됨
8) European Parliament, Fair taxation in a digitalised and globalised economy - BEPS 2.0 (debate),
2019.12.16
9) Politico, France agrees to pause collection of tech tax amid talks with US, 2020.1.21
10) De Tijd, Franse Senaat stemt voor digitale taks, 2019.5.22
11) UK Parliament, 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 236552,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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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내용〕

국가

세율

시행(예정)시기
2019년 1월 매출액

프랑스

3%

부터 소급적용,
현재 보류중*¹

이탈리아

3%

2020년 1월

오스트리아

5%

2020년 1월

영국

2%

2020년 4월

체코

7%

2020년 6월

스페인

3%

검토중

전세계매출 (이상)

과세대상

해당국가매출 (이상)

사업활동

7억5천만 유로
2500만 유로
7억5천만 유로
550만 유로
7억5천만 유로
2500만 유로
5억 파운드
2500만 파운드
7억5천만 유로
약 400만 유로
7억5천만 유로
300만 유로

*¹ 프랑스 : 2019년 7월 24일 법 제정. 2020년 1월 20일 유예 발표

매출액*²

매출액
온라인 광고 매출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 출처: KPMG, Tax foundation12) 저자 재가공

*² 매출액 : 인터넷 광고, 온라인 중개 수수료, 광고 및 데이터 판매

3. OECD의 디지털세13) 논의 속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전망
� OECD논의 동향 및 내용
ㅇ OECD/G20에서 137개국이 참여하는 BEPS14) 이행체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조세문제 해결방안이 2015년부터 논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다자간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를 구성, 디지털세 논의 진행
- OECD의 국제 합의안에 대한 회원국가의 도입 유무는 권고수준이며 강제되지 않음
ㅇ OECD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는 부과 대상 산업 범위가 글로벌 ICT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도
포함.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보다 광범위한 산업군이 범위에 들어옴
12) Tax Foundation, Digital Services Taxes in Europe, 2020.1.30
13)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명칭은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이나
OECD 디지털세로 통용됨
14)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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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과 계획
2018.12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G20에서 디지털세 조세 기준제안서 제출15)

2019.1.26

정책브리핑 (Policy note)16)에서 디지털세 부과원칙으로 과세권 기준 정립,
조세회피 방지용 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접근법 (Two-pillar approach) 제시

2019.3.13.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과세 문제에 대한 공청회 (Public consultation)17) 개최

2019.5.29

디지털세 장기대책 실행계획 (Programme of work)18) 발표

2019.7.17.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19)와 G20에서 승인한
실행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합의문 완성 목표를 밝힘

2019.10.9

Pillar 1 통합접근법 (unified approach)에 기반한 디지털세 제안서 발표20)
:디지털세 부과 대상 사업의 초과이익에서 이용자 창출 가치를 계산하여
이용자 거주국에 이익 배분. 디지털세 부과 대상 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기업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도 글로벌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

2019.11.8

Pillar 2 글로벌 ICT 기업의 세원 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서
발표21)
:잠재적 조세회피 수단에 대비한 접근법으로 현지법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춰 법인세 납부 실적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

2019.11.21

Pillar 1 통합접근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9.12.13

Pillar 2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15) OECD general report, 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 2018.12.3
16) OECD policy note,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1.26
17) OECD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3.13
18) OECD,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19.5.29
19) France24, G7 ministers ‘agree in principle’ on deal taxing digital giants, 2019.7.18
20) OECD,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2019.10.9
21) OECD,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 - Pillar Two,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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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9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IF총회를 통해 디지털세 초안 합의22)
- 디지털세 부과대상 산업범위를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 사업23)과 소비자 대상
사업24)으로 지정. 단, 적용 대상 산업의 기업 중 글로벌 매출이 일정액
이상인(예: 7억5천만 유로25)인 9천647억 원) 곳만 대상
- 이중과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국 이외의 국가에 디지털세를 납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본국에서 공제되도록 제안

2020.7

디지털세 초안의 세부사항 결정

2020.12

최종 합의안 발표

�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전망
ㅇ 2019년 12월 취임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치적 가이드라인 (Political Guidelines)
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6대 사업분야를 제시, 이 중 디지털 시대 유럽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분야 책임자로 베스타거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Executive Vice-President)을 임명
- EU경쟁담당 집행위원도 맡고 있는 베스타거는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등에
각각 조세회피, 불공정 거래 등의 이유로 거액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ICT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의지가 강하며 국제적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합의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EU내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재추진 의사
표명26)
ㅇ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OECD차원의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힘27).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산업정책 담당관도 OECD 에서 합의가 도출 되지 않을
22) OECD Statement,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0.1.29
23) 온라인 검색·광고·중개·게임, 소셜미디어, 컨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딩 서비스 등
24) 컴퓨터제품, 휴대폰, 가전, 소프트웨어, 옷, 화장품, 사치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25) BEPS Action 13에 따르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
26) The guardian EU tech regulator backs UK plans for digital tax, despite Trump threats,
2020.1.23
27) World economic forum, France Leads Way on Tackling Tax Challenges of Global Digital
Economy,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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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U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28)
- 이런 움직임은 OECD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ICT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미 무역협상력 제고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ㅇ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 또는 도입 검토중인 국가들은 OECD차원의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국가의 제도를 중단하고 OECD규칙에 따를 전망
-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면서 국제 기준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확인
ㅇ 프랑스는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이 프랑스 재무부 출신(파스칼 생-아망)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는 디지털세 논의가 충분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
하겠다고 강조29)

4. 국내 현황과 EU, OECD의 디지털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
� 국내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현황
ㅇ 글로벌 IC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로 정당한 법인세 과세가 어려움
- 2017년 네이버가 4천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200억 원 미만을 납부
ㅇ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18.12월), 2019년 7월 1일부터
B2C(기업과 소비자간)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경제, 온·오프라인 연계
(O2O) 거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국내에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유사한 단기대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우리 ICT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미국과의 국제통상·조세분쟁 유발 우려, 매출액 기반
28) Politico, Thierry Breton-European companies must be ones profiting from European data,
2020.1.20
29) OECD, https://oecdtv.webtv-solution.com/6228/or/Press-conference.html,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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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국내에 미칠 영향
ㅇ EU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해당국가의 기준매출액 이상인 글로벌 ICT기업만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현재 국내 기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향후 EU내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국가 내에서의 매출이 과세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영향권에 들 수 있고,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EU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30) 경우 아시아 진출 ICT기업의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
� OECD의 디지털세 도입시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ㅇ 기업의 대응
- OECD의 디지털세는 조세회피로 부당하게 이익을 축적해온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재무·회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OECD 기준 디지털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제품 판매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왔다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도 세금 총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조세회피로 부당하게 이익을 축적해온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므로 이러한 기업의 경우만 세금납부로 인한 수익 감소 예상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는 해외 디지털세 납부 금액만큼 국내에서
공제될 예정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국가별로 배분, 디지털세를 납부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갖출 경우 법률·조세·회계 자문 등 관련 행정비용 발생
- 글로벌 기업의 해외거점 선정 시 조세혜택보다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 있음

30)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Internal Tax Division, Guide on digital services,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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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의 대응
- 국제적인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세수권이 생기는 대신 기존 세수권을 다른 국가에
할애해야 함. 국내 진출 해외 기업의 정확한 매출 파악과 함께 디지털세 시행 후
국가간 세수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구글·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의 국가별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내 매출액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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