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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2017년 전세계 기업 대상 기업 가치 순위
에서 ICT 기업이 세계 1~5위 차지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MAGA(Microsoft, 
Apple, Goole, Amazon)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세계 경제를 압도함

 인터넷 트래픽의 과점으로 중립성에 대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킴
• 유튜브나 MCN 등으로 인터넷 글로벌 스타가

탄생하는 긍정 효과도 있음

 국경이 없는 인터넷 특성상 국제조세의
회피 등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
옴

2017 세계기업가치 순위(클라이너 퍼킨스, 2017)



ICT 기업으로의 경제 쏠림 현상 심화

시가총액 기준 2006년 전 세계 상
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기업의 비
중은 7%, 2017년 54%로 급증

디지털기업과 비(非)디지털기업 시가총액 비중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21년까지 연평균 27% 증가 예상
• 동영상 트래픽‘16년 72%에서 ‘21년 81%까지 확대 예상

• EU의 경우, 하루 평균 디지털 관련 사용 규모는 온라인상 8억 개의 동영상 시
청, 4천 개의 사진 업로드, 1억 5천 만 개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게시물
업로드, 6억 5천만 번의 인터넷 검색(2017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

전망 <출처:

디지털데일리 2018. 3. 

27 관련 기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 유통시장 모델(Online retailer model)
•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

여, 거래수수료 등으로 수익 창출. 사례) 아마존(Amazon), 알리바바(Alibaba)

소셜 미디어 모델(Social media model)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타깃 마케팅 광고

를 제공함으로써 광고 수입으로 수익 창출. 사례) 페이스북(Facebook) 

구독 모델(Subscription model)
• 비디오, 음악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구독자에게 구

독료를 받음으로써 수익 창출. 사례)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공유 플랫폼 모델(Collaborative platform model)
• 방, 자동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수수료로 수익 창출. 

사례)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 대신
무형자산, 데이터, 지식 등에 의존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입
각하여 운영되어 현 조세체계로는
과세 대상을 측정하기 어려움.
• 디지털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부재한

국가에서 무형자산(특허 및 알고리즘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 창출

• UNCTAD(2017)에 따르면 테크 기업
의 무형자산 비중은 91%로, 상위
100대 기업 평균인 30%를 상회하고
있는바, 기존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
는 데 제한이 있음

다국적기업의 유형별 시가총액과 자산구성(상위 100대 기업

기준)



ICT 기업들의 국제조세 문제

 EU의 경우 디지털 기업은 실효세
율이 9.5% 정도임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을 중심
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서 순수
익에 대해 과세 원칙

기존 조세 체계로는 국제과세에 어
려움이 따르면서 세금 및 과징금
부과(EU 집행위원회)

EU의기업군별평균실효세율



 구글(Google) 과세
• 유럽재정위기 기간 중 주요 EU 회원국들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가 매출액 대비 현

저히 낮음을 비판
• 프랑스 : 2010년 온라인 광고세로 지칭되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추진. 이후 2016년 프랑스 정부는 구글 파리지

사에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를 실시

• 이탈리아 : 2017년 5월 구글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 6천만 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

• 영국 :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매출 1천만 파운드 이상 다국적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 적용

 애플(Apple) 과세
•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애플에 과징금 130억 유로를 부과함.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나, 2003년 애플에 적용된 실효세율은 1% 미만으로 2014년에는 0.005%까지 낮
아짐.

 아마존(Amazon) 과세
• 2017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아마존에 대한 불법특혜를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총 2억 5천만 유로

세금 징수 결정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룩셈부르크의 특혜로 인해 아마존 수익의 3/4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



국제조세 중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논의

 EU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3조 9천억원(30억 유로) 징수

 국제조세 중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OECD 및 EU 등이 제시한 방안과 사례 논의

 전자적용역 중 과세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예

 좀더 구체적으로는 1) 외국의 사례를 통한 부가가치세법 동향, 2) 현행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법상의 문제, 3) 국외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제도를 통한 자율적 납부 내역 등을 살펴
서 조세형평성을 논의

 국내 글로벌 ICT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제도상의 불평등 개선과 국외 글로벌 ICT 기업
의 공정 납세 제도 확립

※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나, 조세규약이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 등이 있어 차후에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

 EU의 경우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 결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또는 Goods and Services Tax) 동향

 1954년 프랑스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on general consumption) 최
초 도입

 2014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 채택

 2012년 기준 OECD 국가 전체 세수에서 31% 차지, 한국 2013년 기준
30%

디지털경제에서는 국제거래로 인해 국내거래와의 형평 보장 및 조세
중립성 유지 필요



과세대상 거래
• 과세대상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용역의 수입 : 대리 납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 수입
하는 경우에만 과세

• 국제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수출의 경우 영세율(zero rate) 적용

• 수입의 경우 – 1) 재화의 수입 : 과세

2) 용역의 수입 :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최종소비자에

따라 달라짐

• 외국의 경우 재화와 용역에 대해 다른 세율 적용 국가도 있음.

• 1998년 2월 EU는 ‘디지털 상품을 용역으로 취급한다’고 명시함.

• 2001년부터 OECD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용역으로 취급

• 최근 법률 개정 국가 : 한국, 일본, 호주 등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 원칙
• 생산지국 과세원칙 : 국제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훼손 우려

• 소비지국 과세원칙 : 수출 – 영세율 적용, 매입세액을 환급

수입 – 국내 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중립성 달성)

• 재화의 국제거래 : 소비지국 과세원칙(국경에 의한 통제가 가능)

• 용역의 국제거래 :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움
• ‘용역의 수입’의 경우 이론상 부가세법 대리 납부 규정 적용

• 개인 소비자가 부가 납부를 하지 않으며, 강제할 수도 없음

•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지국 내에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지 않은 것 으로 판명



절차적 문제
• B2B 거래 : 대리납부제도 - 소비지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

는 제도

• B2C 거래 : 간편사업자등록(simplified registration) - 공급자가 소비지국에 간
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거래 징수・납부 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등록 방식 : 의무 해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 사업자들이 평판을 의식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례

• OECD :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도
록 하는 공급자징수방식(vendor collection mechanism) 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절차

• 중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부담 가중 : 간소화 방법 도입 – 온라인 등록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논의

 1998년 OECD 관계장관 회의 시 재정위원회 보고서 ‘전자상거래 : 과
세 기본원칙’ 채택
• 중립성(neutrality)의 원칙 : 전통적 상거래인지 전자상거래인지 사이에서, 또한

전자상거래인 경우 그 형태 사이에서 과세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 효율성(Efficiency)의 원칙 : 납세자의 과세 협력 비용이나 세무당국의 행정 비
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 확실성(Certainty)과 단순성(Simplicity)의 원칙 : 과세 규정은 분명하고 간단하
여 납세자들이 거래 이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아는 등
조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효성(Effectiveness)의 원칙 : 과세 제도는 기술적, 상업적 발전과 보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2003년 전자상거래 보고서, 소비세 보고서 발표. 소비세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소비지 과세 원칙 채택

•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제적 관할권 배분 원칙 1) 생산지과세원칙(Origin Principle) 2) 소비지과세
원칙(Destination Principle)

• B2B의 경우 : 소비 기업의 사업장(business presence)

• B2C의 경우 : 소비자의 일상적 거주지(usual residence)

• 부가가치세 과세 목적에서 디지털화된 제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 으로 취급하지 않
기로 논의.

• 징수 방법에 관하여 B2B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및 대리납부제도가 권고되었고, B2C 
거래에 대해서는 우선 간단한 잠정적 방법(simplified interim method)으로 공급자가
역외에서 간이 등록을 하는 방안을 권고

• B2C 거래에서는 특히 공급자가 소비자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지 않아서 그 소재
지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밝힌 인적 사항을 기초로 하고, 보충적으로 지급
관련 정보 등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

• 그 외 소득에 관한 국제조세 쟁점 주요 검토 사항이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 생략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
• “디지털 경제는 점점 경제 그 자체가 되고 있어서 과세 목적상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경제가

아닌 나머지와 따로 분리(ring-fence)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어렵게 되었다.”

•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징이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등이 논의됨.

• 부가가치세 영역 – 국경을 넘나드는 B2C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소재지국에서 부가가치세
가 과세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개발됨.

• 소득세 영역 : 넥서스와 데이터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안 – BEPS 이슈를 넘는 과제(국제거래 과
세에 관한 기존의 틀)이며, 향후 발전방향을 지켜보고 축적되는 자료를 검토한 뒤에 결정하기
로 합의함.

 2013. 2. 12. BEPS 보고서 첫 발간

 2013. 7. BEPS 관련 15개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 : Action 1 - 디지털경제

 2015. 10. 5. BEPS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실행계획1 수정 후 발간



OECD의 부가가치세(VAT/GST)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2016년)

 무형자산 및 용역의 국제 거래시 소비지국에서 과세 하도록 권고

 B2B : 대리납부제도 도입

 B2C : 개별 소비자들의 대리납부제도는 실효성이 낮아 적용하지 않음.

 국외 사업자를 위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도입 권고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기존재 자료 활용)

 용역의 공급 장소와 소비 장소가 다른 무형자산 및 용역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컨설팅, 회계감사, 법률자문용역, 금융・보험 용역, 전자통신, 방송서비스,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디지털

재화(영화, TV쇼, 음악), 디지털 데이터 저장 용역, 온라인 게임 등



OECD –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2017년)

 2017. 10. 24. OECD ‘국제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 발표

 정책 설계 및 실행 관련 주요 고려사항 제시

•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공급받은 자의 소재지국으로 하되, 공급받는 자가 여러 국가
에 걸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용역과 무형자산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함.

• 사업자와 소비자(B2C) 간 거래에서의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공
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로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간소화 제도 실행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정보제공의 최소화, 온라인 등록 활용, 간소화된 전자신고 및 납부 제도, 온라인 장부 기록과 세금계
산서 발행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또한, 해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등록에 대한 최소 기준점(threshold)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EU MOSS(Mini One Stop Shop) 제도 후 최초 운영 연도(first year of operation)인 2015
년에 총 30억 유로(3조 9천억원) 징수

 적용 대상 용역 공급 : 전기통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온라인 용역



EU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2006/112/EC)

 B2B인 경우 소비지국에서 과세, B2C인 경우 공급지국에서 과세

 용역은 통신・방송・전자적 용역, 무형자산 제공 용역, 운송 용역, 음식점 및 케이터링 용
역, 문화・스포츠 등 관련 입장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용역별
공급장소를 규정하고 있음

 통신・방송・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에 과세

• 통신용역은 휴대폰을 통해 음성, 데이터, 영상을 전환하여 전송하는 것, 인터넷 전화, 음성메일, 음성
신호대기, 다중통화 등 전화 관련 용역을 포함

• 방송용역은 프로그램 편성표에 따라 라디오・TV와 같이 음성, 시청각 자료를 통신 네트워크, 미디
어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용역

• EU 회원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고, 소액(연간1만유로)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지국
에서 과세함.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디지털상거래를 5가지로 규정하고 예시 제시

• 간편등록제도(One Stop Services : OSS) 도입 – 통신, 방송, 전자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대상



유 형 예 시

웹사이트 공급, 웹 호스팅, 프로

그램 및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용역

- 웹사이트, 웹페이지 호스팅

- 프로그램의 원격 유지보수

- 원격 시스템 관리

- 온라인 데이터 저장

- 사용자 요구에 따라 디스크 공간 저장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 제공 용역

- 소프트웨어 이용, 다운로드, 업데이트

- 배너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 장치와 연결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다운로드(예, 프린트 드라이버)

- 웹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자동 보안 프로그램

그림, 문자, 정보의 제공 및 데

이터베이스 제공 용역

- 컴퓨터 화면 접속, 다운로드

- 화면 보호기 이미지 접근, 다운로드

- 전자책, 전자신문 등 전자출판물 제공

- 웹 방문기록과 같은 웹 통계자료

-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 법령, 재무자료를 고객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예, 주식시장 데이터)

- 배너광고, 웹페이지상 보여지는 광고공간 제공

음악, 영화, 게임 및 정치, 문화,

예술, 과학, 오락 방송과 이벤트

- 컴퓨터, 핸드폰에서 이용 가능한 음악, 벨소리 등 소리, 영화, 게임 등

-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듣고, 볼 수 있는 라디오, TV프로그램(방송국에서 편성표에 따라 실시간으

로 제공되는 라디오, TV는 제외, 방송용역에 포함됨)

원격 화상수업의 공급
- 원거리에서 인터넷, 전자통신을 통해 사람의 중재없이 제공되는 수업(선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문하생(pupil)의 작업물 등



일본

 소비세법 제 4조 1항 – 과세대상 : 자산의 이전 또는 대여, 일본에서 행해진 용역

 공급 장소를 자산의 공급, 용역의 공급, 전자적 용역의 공급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

 전자적 용역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책, 음악, 비디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용역

•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용역

• 인터넷 쇼핑, 경매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용역

• 게임 또는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용역

• 웹사이트를 통한 숙박, 레스토랑 예약 용역

• 인터넷을 통한 영어교육

 2015년 10월 전자적 용역 매출이 1천만엔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납부

• 1천만엔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님.

• 한국 : 웹사이트로 등록, 일본 : 국세청에 직접 제출

• 일본 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등록, 부가가치세 납부



국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

 현행 제도
• 현재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외사업자를 위한 간편사업자등록(SBOR) 제도 운영

•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 납세의무자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 등을 통해 전자적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은 제외.
. 신고대상거래 :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적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2015.7.1.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동법시행령 제9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사업자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사업자 및 개인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를 과세 하도록 함.

•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물건, 기계장치 등과 같은 유체물,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특허권・저작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함

•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의 제공을 말하여, 법에서 열거한 업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함.

• 건설법

• 숙박 및 음식점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

비생산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국내 법인) 디지털 상거래 중 인터넷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3D프린팅 등은 용역의 공급
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외국법인 : 국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이라 되어 있어 과세가 안됨.

 2014년 B2C 거래시 용역의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신설

• 전자적 용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게임, 음성, 영상,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또는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용역을 말함.

• B2B : 과세되지 않음(영세율(zero rate) 및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B2C :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대금 수취인 등 중개인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 개인이 간편사업자등록
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예를 들어, 앱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및 납부 의무를 가짐.

•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납세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 비거주자인 공급자들의 자신 신고・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조세 쟁점
• 법령 상의 오류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되어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

상이 아님

• 제 20조에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53조
의2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역무를 제공받는 장소에서 과세’하도록 규정

•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
리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적 용역에서는 대리납부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시
할 필요가 있음(실효적이지 않음)

• 전자적 용역의 범위의 모호성(시행령 제96조의 2)
• 특히 시행령 제96조2 제1항 제2호의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이라 표기

•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모호

※ 2018. 7. 30. 기획재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 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에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 발표



국외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국외 사업자의 국내 모바일 콘텐
츠 규모
• 국내 모바일(휴대폰, 타블렛 등) 콘

텐츠 시장만 분석(PC기반 서비스
제외)

• 2017년 플랫폼/솔루션 부문 전체
매출액 11조 2,010억원, 서비스 플
랫폼 2조 600억원
• 구글플레이 매출 4조 8,810억원

(60.7%), 애플 앱스토어 1조 9,737억원
(24.5%)(O2O서비스 제외) :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30% 기준, 구글 및
애플 각각 1조 4,643억원, 애플 5,921
억원 이익

구분

2016년 2017년(P) 2018년(E)

매출액 매출액 비중 증감 매출액 비중 증감

서비스플랫폼 18,550 20,600 18.4%
11.1

%
23,500

18.2

%

14.1

%

보안/인증 4,330 5,080 4.5%
17.3

%
5,850 4.5%

15.2

%

모바일 광고 18,060 21,400
19.1

%

18.5

%
24,500

19.0

%

14.5

%

모바일 금융
18,10

0
20,800

18.6

%

14.9

%
24,590

19.1

%

18.2

%

커뮤니케이션 6,300 6,850 6.1% 8.7% 7,450 5.8% 8.8%

비즈니스/생산성 3,920 4,620 4.1%
17.9

%
5,300 4.1%

14.7

%

모바일 상거래 27,300 31,900 28.5%
16.8

%
36,900 28.6%

15.7

%

기타 플랫폼/솔루

션
675 760 0.7%

12.6

%
880 0.7%

15.8

%

계 97,235
112,01

0

100.0

%

15.2

%
128,970

100.0

%

15.1

%

플랫폼ㆍ솔루션 부문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



• 모바일 광고 2조 1,400억원, 커뮤니케
이션(SNS, 메세징 등) 6,850억원, 총 2
조 8,250억원 : 국외사업자 매출 규모
약 30% ~ 40% 추정, 약 8,000억원 ~ 
1조원 규모

※ 법인세의 경우 2016년 구글코리아 약
200억원 이내, 네이버 4,231억원 납부

구분 2016년 2017년(P) 2018년(E)

구글플레이

매출 41,131 48,810 57,445

점유율 60.5% 60.7% 60.8%

애플
앱스토어

매출 16,656 19,737 22,992

점유율 24.5% 24.5% 24.3%

원스토어

매출 7,775 9,347 11,425

점유율 11.4% 11.6% 12.1%

기타

매출 2,473 2,596 2,578

점유율 3.6% 3.2% 2.7%

계(O2O서비스제외) 68,035 80,490 94,440

앱마켓별 콘텐츠 부문 매출액 추이(단위:억 원, %)



국내 콘텐츠 부분 전체 매출액
10조 380억원. 모바일 게임 4
조 2,100억원, 모바일 동영상
8,170억원
• 국외 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게임

과 동영상 등 일부 해당

• 모바일 게임과 동영상 매출 5조
270억원 중 국외 사업자 비중 약
1조 54억원(약 20%) 추정

구분
2016년 2017년(P) 2018년(E)

매출액 매출액 비중 증가율 매출액 비중 증가율

게임 35,800 42,100 41.9% 17.6% 48,000 40.1% 14.0%

사진/동영상 7,020 8,170 8.1% 16.4% 9,750 8.1% 19.3%

음악 4,440 5,190 5.2% 16.9% 5,990 5.0% 15.4%

이북 3,365 3,750 3.7% 11.4% 4,100 3.4% 9.3%

웹툰 1,950 2,530 2.5% 29.7% 3,300 2.8% 30.4%

생활/라이프스타

일
10,345 12,900 12.9% 24.7% 16,500 13.8% 27.9%

교육 4,205 4,800 4.8% 14.1% 5,650 4.7% 17.7%

O2O서비스 15,800 19,890 19.8% 25.9% 25,250 21.1% 26.9%

기타 콘텐츠 910 1,050 1.0% 15.4% 1,150 1.0% 9.5%

계 83,835
100,38

0

100.0

%
19.7%

119,69

0

100.0

%
19.2%

콘텐츠 부문 매출액 추이(단위:억 원, %)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의 수입 현
황(2016 콘텐츠산업 통계)
• 국내 콘텐츠 전체 수입액 1억 8,282

만달러 (1조 3천억원) (2015년)

• 수입액은 점차 줄고 있으나 콘텐츠
중 온라인콘텐츠의 비중은 약 40% 
상회

• 온라인콘텐츠는 ‘재화의 수입’이 아
닌 ‘용역의 수입’으로 약 5,200억원
추정

구분
수입액

2014년 2015년

출판 319,219 277,329

만화 6,825 6,715

음악 12,896 13,397

게임 165,558 177,492

영화 50,157 61,542

애니메이션 6,825 7,011

방송 64,508 146,297

광고 501,815 323,604

캐릭터 165,269 168,237

지식정보 656 652

콘텐츠솔루션 536 544

합계 1,294,234 1,182,820

국내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공정한 과세,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국제조세 중 불합리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서 ‘용역의 수입’이 추가되어야 함. 

• OECD 및 EU 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에서 처럼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훨씬 넓고, 자세하게 정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서 정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재정의 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96조 2 포함)

• 국외사업자의 과세 대상에 대한 기준(threshold) 필요 – 스타트업 및 벤처 보호 (OECD 및 일본의 경우 참조)

 국외 사업자의 공평 과세를 위한 당국의 노력 절실 요청

• 국경 없는 디지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조세 제도 적극 개선 노력

• 국내 기반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공평 과세 실현

• SBOR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공개 요청

• 과세 당국의 국외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SBOR 이용 권고)

※ EU의 경우 MOSS 도입 원년(2015년) 부가가치세 3조 9천억원(30억 유로) 징수

• 국외 사업자의 PC 기반 매출(온라인 게임) 파악 노력

•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공유경제, 유・무선 동영상(넷플릭스))에 따른 매출 파악

 문화 강국을 꿈꾸며...

•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은 한 나라의 문화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임

•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
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



추가 내용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4000억원 추정 근거
• 추정근거 1

• 2015년 30억 유로(3조 9천억원) 징수(전체액에서 70% 추정) – 2017년 OECD 부가가치세 보고서

• EU 전체 추정 부가가치세액 43억 유로

• EU와 한국과의 경제 규모는 대략 1/10 정도
• 실제로는 더 작으나 한국이 디지털지수가 높으므로 1/10 정도로 계산함

• 따라서, 한국의 부가가치세액은 최소 3,900억원(EU와 같은 70% 징수 기준) 이상

• 추정근거 2(최소 기준)
• 모바일 서비스플랫폼 2조, 모바일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등 1조, 모바일게임 및 동영상 1조

– 2017년 모바일산업연합회 보고서

• PC기반 게임 및 기타 콘텐츠 1조 5,000억 ~ 2조

• 합계 5조 5,0000억원 ~ 6조 => 부가가치세 총액 5,500억 ~ 6,000억원

• 추정되는 부가가치세액 3,850억 ~ 4,200억원(EU와 같은 70% 징수 기준)

• EU의 부가가치세 징수 추정 결과와 국내 산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정 근
거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증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