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호)

스페인 – 디지털서비스세 및 금융거래세법 의회 승인
■

2020년 10월 16일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금융거래세(FTT)에 관한 법
률이 스페인 의회 승인 후 스페인 관보에 게재됨1)

■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2)
○ 디지털서비스(예: 온라인 광고, 중개 및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매
출액의 3%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됨
○ 과세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3)를 초과하면서 국
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이 300만유로4)를 초과하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세가 면제됨
- 중개 역할을 하지 않는 공급자의 웹페이지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중개 서비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사용자 간에 직접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
- 주된 목적이 디지털 콘텐츠, 통신서비스, 또는 결제서비스의 공급인
온라인 중개서비스
-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서비스
-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서비스
- 100% 직·간접적 지분 참여를 통하여 그룹의 일부를 구성하는 회사
간의 디지털서비스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1) Bloomberg Tax, Spain Gazettes Laws Implementing Digital Services Tax, Financial Transactions Tax, 검색일자: 2020.
11. 23.
2) IBFD, Parliament Approves Digital Service Tax, 검색일자: 2020. 11. 23.
3)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82억원임.
4)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5,26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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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FTT)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5)
○ 주식 매입 이전 연도 12월 1일 기준 시가 총액이 10억유로6)를 초과하
며, 스페인 증권거래소나 EU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적격 증권거래소에
서 거래되고 있는 스페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의
0.2%가 금융거래세로 부과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세가 면제됨
- 주식 또는 예탁증서의 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
- 기업 공개(IPO)로 발행된 주식의 취득
- 위의 두 항목과 관련하여 최종 투자자들에게 주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Placement Agents)의 수단적 주식 취득
- 공식적인 주식 상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담당하는 금융
중개인에 의한 주식 취득7)
- 중앙청산기구나 중앙예탁결제기관의 청산 또는 결제로 인한 주식 취득
-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용하는 시장 관행 내에서 유동성 제공자로서의 기능
을 수행하는 주식 발행자를 대신하여 금융 중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
식 취득
- 시장 창출활동에 따라 발생한 주식 취득
- 그룹 내 회사 간에 실현된 주식 취득
- 인수합병 조세제도하의 주식 취득
- 증권 파이낸싱 거래 및 특정 소유권 이전 담보 약정8)
- 단일청산이사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또는 국가청산기구의
결의에 따른 주식 취득9)
- 특정 환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한 그룹 내 회사의 자사주 또는 모회

5) IBFD, Parliament Approves Financial Transactions Tax, 검색일자: 2020. 11. 23.
6) 2020. 11. 25. 기준 원화 환산 시 1조 3,175억원임.
7) EU, REGULATION (EU) No 59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59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8) EU, REGULATION (EU) 201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R2365&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9) EU, REGULATION (EU) No 806/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uly 201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806&from=ES, 검색일자: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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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식 취득
○ 동 법률은 2021년 1월 16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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