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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

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

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

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

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의 제재 관련 동향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틱톡의 위협에 대한 행정명령」과 「바이트댄스

의 뮤지컬리 인수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내 틱톡 관련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 상원은 정부 제공 기기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틱

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틱톡의 모회사

인 바이트댄스는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상무부도 첨단기술 보유 업체의 해외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

구하고 있어 틱톡의 매각 과정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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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전 세계 규모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별･국가 간 부가가치 발생 양상

의 급변을 초래했다.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제도의 체계는 이 같은 산업･경제의 근본적인 변

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개별 국가의 국내 법･제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 및 국제규범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괴리로 인한 문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발생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의 발

생 배경과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산업 중심의 시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1) 논의배경

디지털세 관련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업의 경우 법인

세 부과의 근거인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더 이상 필수

적인 생산 투입요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기

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주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부가가치가 규모에 체증적으로 발생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

조를 형성하기 쉽다는 점이다.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면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

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야기되어 국가 간 양극화 심화가 가속되게 

된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다.1) 따라서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

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양극화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도 한다. 시장국가의 부가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것

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최근 동향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1) 경기연구원, 「디지털세(Digital Tax)의 현황 및 쟁점」, 2019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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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이탈

리아, 영국 등 유럽의 국가 및  인도, 브라질 등 개도

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2))’를 중심으

로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논의해 왔

다.  OECD는 2019년 10월, ‘통합접근법’3)을 제시

하여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

한세4)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ECD는 또

한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연구 및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5)

EU는 2017년 10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이

고 공정한 조세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

했다. 그리고 디지털세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6)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8년 12월 EU 경제재

정이사회(ECOFIN)7)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8) 

EU 차원의 합의가 지연되자  프랑스, 이탈리아, 영

국과 같이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2)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3)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은 새로운 과세기준으로서 ①사용자 참여

도, ②마케팅 무형자산, ③중요한 경제적 실질이라는 세 가지 척도를 제안하

는 방식을 의미함

4)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공제나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납부해

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임. 글로벌 최저한세는 해외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미만으로 과세된 때,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하

는 방식을 의미함

5) 최지현,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16호, 2019년 11월 27일.

6) 디지털 서비스세는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이용자들이 가치창

출에 기여한 장소에서 디지털 활동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임

7) The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8) 임동원,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KERI Brief」,  2020.5.27.

예를 들면 프랑스는 2019년 3월부터 글로벌 매출

액( 7억5천만 유로 이상) 및 프랑스내 매출액(2천5백

만 유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

에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9)이므로 미국은 와인과 명품백

과 같은 프랑스 제품 일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한발 물러서 2020년의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

R10))는 브라질, 오스트리아, EU, 체코, 인도, 인도네

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10개국이 실

시하거나 검토 중인 디지털세가 자국의 글로벌 디지

털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974

년 통상법(Trade Act)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동 법률은 무역협정 권리 보호 및 미국 수출에 대한 

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서 이를 위반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의 조치가 가능하다. 최근 프랑스에 대한 무역제재 역

시 이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 6월 17일에 미국은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으며 미국 외의 130여 

개 참여국 간 견해 차이로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연

내 타결이 불확실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1) 이중과세 및 역차별의 문제

디지털 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과세

하는 단기대책을 도입할 경우 WTO 비차별원칙에 따

라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내

9)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주요 과세 대상 기업의 앞글자라 따라 ‘GAFA

세’라고 불리기도 함

10)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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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과세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중복 과세 우려가 적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네이버

나 카카오 등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이들 기업에게

는 법인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디지털세 도입은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역

차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019

년 국내 앱 시장에서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 9조 

4,574억 원 중 87.8%를 구글과 애플이 가져갔지만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존재한다.11) 그러나 디지털세 도입 시 

앱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납세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

2) 과세대상 확정 및 통상마찰의 문제

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서비스

사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

러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대상사업12)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

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소비자 대상 사업 기업에 

포함된다. 

디지털세의 논의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조세회

피행위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

으므로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 서비스세의 과

세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11) 국회예산정책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2020.6.

12) 소비자 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

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의미함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의 범위가 디지털 서비스 사업에 

국한될 때는 과세 대상이 주로 미국계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지만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제조업 분야 비중이 높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 기업들

에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현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감소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

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9년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EU차원에서 디지털세 관련 단기대책 도입을 논의하

였으나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

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함에 따

라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다. 

3) 국가별 손익계산의 문제

세수의 국제적 배분은 대상 국가들의 자본수출국 

또는 자본수입국13)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라 국가별 

재정수입의 손익계산의 결과가 달라진다.14) 

일반적으로 원천지 과세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자본수입국인 신흥국이

나 개발도상국의 재정확보에 유리한데 반해, 거주지

과세는 자국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다국

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의 재정확보에 유리

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진행단계 및 산업구조

가 상이한데 디지털세 도입시 글로벌디지털 대기업

을 보유 여부 및 국내 디지털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분포에 따라 국가적 손익여부가 다르게 계산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3) 자본수입국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외국에 대한 

유출보다 적은 나라를 말하고, 자본수출국은 이와 반대임

14) 자본수출입국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조함. 한국공인회계사회, 「디지털 경

제에 따른 조세현안과 과제」,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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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적 시사점

1)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 대응

 소비자대상사업을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

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우리기업

이 과세대상이 된다.  소비자대상사업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디지털서비스세 당초의 취지와 부합

하지도 않다. 그리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에

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공

조체제를 유지해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에서 소

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5)

2)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전략 수립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큰 자본수출국이므로 디지털세와 같은 원

천지과세 유형의 과세 강화 추세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과세대상산업의 범위를 고려

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을 선정할 경우

에는 손실규모를 다소 줄일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산업 분야의 시장 선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될 경우 단기적 정부 세출입 

증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

15) 임동원, 앞의 글,  2020.5.27.

시킬 수 있으며 양극화의 정도와 속도 역시 높은 수준

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디지털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은 지

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가 한계체

증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산업 고유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다. 소비자 데이터의 독점적인 축적과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이기 때문이다. 

반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전 노동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증가할 수 있으

므로 노동수요 및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이

는 시장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적인 범세계적 경제성장은 전 세계적 소득재

분배를 통한 시장규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

제공조가 필요하다.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이러

한 국가 간 공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제규범의 변화가 가시화된 형태로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양극화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세계 경제가 지속가능

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국제공조의 초석이 될 수 있

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국제적 논의가 전개되고 성

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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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Huawei) 장비사용 금지, 휴스턴 중국 총영

사관 폐쇄에 이어 트럼프 정부가 중국 소셜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

다. 틱톡은 전 세계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15초~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공유하는 서

비스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틱톡을 비롯,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20년 8

월 6일 「틱톡의 위협에 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

통령은 미국 내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틱톡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중

국의 스파이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 행정명령은 발효일 45일 이후부터 모든 미

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ByteDance)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1) 또한 트

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바이트댄스의 뮤지컬리 인

수에 관한 명령(Order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Musical.ly by ByteDance Ltd)」을 발표하고, 바

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관련 자산을 90일 안에 모

두 매각하도록 요구하였다.2) 

한편, 미 의회 내에서도 틱톡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있어왔다. 미 하원

의원 25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틱톡 사

용금지를 촉구한 바 있고,3) 척 슈머(Chuck Schumer) 

1) 미 백악관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3.), <https://www.white
house.gov/ 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
threat-posed-tiktok/>

2) 미 백악관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3.), <https://www.whitehouse.
gov/presidential-actions/order-regarding-acquisition-musical
-ly-bytedance-ltd/>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코튼(Tom Cotton) 공화당 상

원의원도 매과이어(Joseph Maguire) 미 국가정보국 

국장(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틱톡의 위협에 대한 조

사를 촉구한 바 있다.4) 또한 2020년 8월 10일 미 상원

은 정부 제공 기기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을 통과시켰다.5) 뿐만 아니라 5월 15일 미 하원에

도 같은 명칭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3월 5

일에는 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직원이 정부에서 제공한 모바일 장

치에서 틱톡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안이 통과되었다.6)

현재 행정명령에 의한 매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오라클(Oracle)과 같은 미국 기업

과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에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 중국 상무부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보유 업

체의 해외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어, 틱톡의 매각 과정은 더 복잡

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livemint, 2020.7.16.(최종 검색일: 2020.9.3.), <https://www.livemint.
com/ news/world/25-us-congress-members-urge-president-
donald-trump-to-follow-india-s-lead-and-ban-tiktok-1159488
2269517.html>

4) 톰 코튼 의원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9.3.), <https: //www.cotton. 
senate. gov/?p=press_release&id=1239>

5)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 임･직원이 정부가 제공한 어떤 
기기에서도 틱톡 또는 틱톡 개발자가 제공하는 후속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
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3455-116th Congress (최종 검
색일: 2020.9.3.),<https://www.congress. gov/bill/116th-congress
/senate-bill/3455?q=%7B%22search%22%3A%5B%22tiktok%
22%5D%7D&s=1&r=1>

6) H.R.1140-Rights for Transportation Security Officers Act of 2020
(최종 검색일: 2020.9.3.),<https://www.congress.gov/bill/116th-
congress/house-bill/1140?q=%7B%22search%22%3A%5B%22
tiktok%22%5D%7D&s=2&r=3>

틱톡(TikTok)에 대한 미국의 제재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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