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호)

프랑스 – 디지털서비스세 징수 예정 발표
■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15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를 2020
년 12월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1)
○ OECD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디지털세 관련 국제적 해결책 도출기한을
2021년 중순으로 연장함에 따라,2) 프랑스 정부는 예정대로 2020년 12
월에 디지털서비스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신고 및 납
부를 유예하였음3)
- 디지털서비스세 지침에 따르면 2020년도 디지털서비스세 유예란
2020년도 4월, 10월의 중간예납을 유예한 것으로 2020년 12월에 이
를 일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음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미국과
갈등을 겪어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실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5일 디지털서비스세 법안을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발효함
○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반발하여 프랑스 수입품에 대하
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의 징수를 연기함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9년 12월 2일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
사 후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프랑스 디지털서비스세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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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화장품, 비누, 가방 등의 프랑스 수입
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나 2021년 1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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