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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도

바로 남자와 여자다”
(People who complain about taxes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부담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 men and women).

것입니다.

이 말은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미국인들의 세금에

하지만 세금처럼 중요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많은 국민들로

대한 유머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부터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불필요한 불신을 받는 분야도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과 사회는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개념

특히, 최근 세금문제가 사회적 이슈의 하나가 되면서 단편적이고

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홈즈 美 대법관은“세금을 문명사회에

정확하지 않은 일부 언론보도 등으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는 대가”
라고 정의했고, 또 케네디 대통령은“세금은 시민권의

확산되어 행여 어렵게 쌓아온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연회비(annual price of citizenship)”
라고도 했습니다.

미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기에는 그동안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할‘회비’
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면서 납세자의 심정을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즉 세금은 국가경영의 근간이자, 우리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세금교육을 시도하거나 단순히‘우리가 뭘 잘했다’
는 식의 홍보에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치중해 온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프롤로그

그러나 똑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성한 국민의 기본의무
이면서도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냉엄한 사회적
단죄를 하면서 유독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도 하루속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조세가 전쟁이나 왕조유지를 위해 징수되었던 시대에
형성된 수탈적 개념의 부정적 조세관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는 교육·복지·환경 등의 공공서비
스를 향유하는 대가이자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써 달라고

또한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과 같은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또 한편으로는 성숙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금교육과 납세
홍보의 혁신을 통하여 성실·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
이 되어 소득계층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현행 조세제도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국민이나 납세자들이

자기의 세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흔쾌히 낸 시민이 1982년

궁금해 하거나 알아야 할 주제와 이슈들을 망라하여 누구나

부터 2000년까지 약 16,000명, 980만 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이라는

국세청(IRS)의 발표는 우리에게 참으로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이, 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세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민과 납세자들이 세금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금은 고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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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 다양합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란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국가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하여 걷는 세금으로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 주민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로 총 31개가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있으며, 이 중 국세청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14개 세목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벤자민 플랭클린(1706~1790)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세금은 정치·사회제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도 많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가 과세를 둘러싼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우리나라 조선후기 田政(전정), 軍政(군정), 還穀(환곡)의 삼정(三政)의 문란은

하나는 세금이다”
라며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잇단 민란과 사회해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국민의

그래서 論語에도 어느 여인이 세금을 뜯어가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악질관리를

한 사람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피해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속에 산다는「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라는 이야
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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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표1] 우리나라 조세체계도

창문稅와 수염稅
소

득

세

법

인

세

직접세

상

속

세

(5개)

증

여

세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도 변화시키곤 했습니다.
17세기 영국 왕 윌리엄 3세 때는 벽난로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벽난로가 있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내국세
(10개)

조사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국

그래서 집 외부에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창문의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세

부 가 가 치 세

(15개)

특 별 소 비 세

(국세청 14, 관세청 1)

부과하자, 영국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폐쇄하는 일이

간접세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표트르(Pyotr) 대제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남자들의 긴 수염을 깎도록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남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 그토록 반발하던 남자

부 당 이 득 세

(5개)

교통세

조

주

세

증 권 거 래 세
인

지

세

농어촌특별세

취

득

세

종합부동산세

등

록

세

레

저

세

면

허

세

교육세

세
(31개)

관

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너도나도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도(道)세
(7개)

공 동 시 설 세
지 역 개 발 세

지방세

지 방 교 육 세

(16개)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주행세
시·군(市郡)세
(9개)

도축세·농업소득세
담 배 소 비 세
도시계획세·사업소세

아직도 전기세·수도세라고 말씀하시나요?
세금은 정부에서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대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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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오늘의 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국세청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표2] 연도별 세입 및 국세청 세입규모 추이
연

도

세입 합계
금액(억원)

국세청 세입
금액(억원)

비중(%)

1966

1,538

700

45.5

1975

16,320

10,442

64.0
63.6

1980

66,352

42,177

1985

126,496

89,416

70.7

1990

304,534

226,778

74.5

1995

592,710

517,487

87.3

2000

1,035,523

866,013

83.6

2004

1,292,713

1,102,172

85.3

2005

1,415,332

1,204,237

85.1

※ 세입합계는 국세총액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합한 것임. 국세청 세입은 세입에서 관세, 수입
제세분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수입을 제외한 금액임

국세청이 개청된 첫해인 1966년에 700억원의 내국세 수입을
달성한 이래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규모는 1975년 1조원, 1995년
5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05년에는 120조 4천억원 수준에 이르고

정부는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그 밖에 보유 재산의 매각,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세입에서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비중은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외교·치안 등

1966년 45.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85.1%수준으로 크게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늘어 국가 재정수입면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습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

니다. 이처럼 세금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

합니다.

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인한 세원증대, 즉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그리고 국세행정의 효율화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실한 납세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
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16

세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그동안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개발, 전략산업의 육성 등 생산성
이 높은 경제분야에 집중 투자되어 왔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전체 재정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비중이 지난
40년간 20%를 상회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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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표3] 전체지출 중 경제분야 지출비중(%)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00~’
04년

OECD(’
00년)

27.0

20.7

23.2

22.8

9.5

숫자로 보는 경제 60년
▶ GDP규모는 606배 확대, 세계 12위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오면서 상대적으로

1953년의 GDP는 겨우 1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606배 늘어난
7,87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신속
▶ 수출은 1만 2,928배 증가, 세계 12위

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
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에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건강보험,

1948년 2,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2005년 2,844억 2천만 달러로
무려 1만 2,928배로 급증했습니다.
1960년 우리의 수출대상국은 59개국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227개국
으로, 수입상대국도 50개국에서 222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5위
선박은 2005년에 1,023만 7천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생산, 세계 1위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

조선강국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자동차생산량은 2005년 370여만대를

재분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기록, 세계 5위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성장동력 확충, 남북협력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각각 371억 9천만 달러, 299억 9천만 달러를 기록

이렇듯,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경제발전 성과는 국민
들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며, 메모리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세계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투자 7.5배 늘어
1967년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는 0.38%에 불과했으나, 경제가 발전
하면서 연구개발비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2.85%로 높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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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고귀한 의무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고 싶은 것이
보통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가정에서와 마찬
가지로 나라가 빚을 내서 필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결국은 모든 국민의

세금납부는 고귀한 헌법상 의무입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8조)

빚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이 나누어 내야
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즉, 성실하고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결국 누군가가 탈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성인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의무인 것입니다.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지고 세금을

따라서, 탈세행위를 통하여 본인의 소중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면서 국가와 사회에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국가재정을 튼튼히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조금이라도 축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

성실한 세금납부, 선진국민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세금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직장인들의 봉급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이
약간 늘어나겠죠. 그럼 더 부자가 되고 잘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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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느끼지 못할 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정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삽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줍니다.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화되어 사회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득
재분배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세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애국자로 대접받고 있으며 사회적인 존경을 받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10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의 기부금을 낸 이유를“나라에서 규정한
저작권법 등으로 개발한 프로그램(Windows)이 보호받아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어야 한다”
고
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의식은 국가와 국민관계의 기본이자, 국가라는 공동
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거두어 들인 세금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
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납세의식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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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1인당 조세부담액,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2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8

우리나라 부담 수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30
미래의 재정수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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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그림1] 연도별 1인당 조세부담액

1인당 조세부담액, 국민 1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한 이해
“작년 1인당 세금납부액 338만원… 사상 최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것 아니야?”등의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단순히 전체 조세를 인구수로 나누어
본 것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그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
니다.
1인당 조세부담액 =

1인당 조세부담액은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비교
기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나친 단순화로 세금 부담의 실상이 잘못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마치 국민 1명이 각각 ’
05년 기준으로 338만원씩 내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일반인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이 낸 법인세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1인당 조세부담액이 과다하게 나타납니다.

조세(국세+지방세)
인구수

최근 10년간 연도별 1인당 조세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4

1인당 조세부담액 통계의 문제점

※ 법인세수 : 9.3조원(’
96년) → 17.9조원(’
00년) → 29.8조원(’
05년)

또한,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
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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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
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6만명 중 229만명(52.5%), 근로자는 총
대상인원 1,162만명 중 627만명(53.9%)만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나 근로자 중 절반정도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과세미달자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그림3]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의 10분위 분포(2004년 귀속)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311만원
이지만,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세미달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 정도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과세미달자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조세부담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려면…

추계신고자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그림2]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10분위 분포(2004년 귀속)

위와 같이 계층간 세부담의 격차가 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중
50% 정도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대부분의 세금도 상위 10%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현실이 1인당 조세부담액에는 전혀 반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조세규모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
므로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평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1인당 조세부담액은 조세부담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상을 일반국민에게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ECD

할 때,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142만원이지만, 상위 20%가 근로

에서는 국가 간의 세금 부담 등을 비교할 때 국민경제 전체의 조세

소득세의 75.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정도나 실제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 정도를 비교하는 조세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
26

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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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경상GDP로 나눈
개념입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이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 보훈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입니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 외의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국민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최근 2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7

경상GDP

조세부담률이란 조세를 경상GDP로 나눈 것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000년 이후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3

국민부담률이란?

국민부담률 =

28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
경상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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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성장률 등 경제여건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담 수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동일한 소득수준이었을 때의 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동일 소득수준에서의 비교
그렇게 비교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
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비교

국

’
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가
달성년도

국민소득
1만 달러 조세부담률(%)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
00

’
78

’
81

’
87

’
79

’
79

19.6

21.6

19.3

30.8

25.1

23.9

각각 20.4%, 25.3%로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6.8%, 국민부담률
36.3%에 비해 낮으며, 개별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 가

한국

조세부담률(%)

20.4

국민부담률(%)

25.3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18.8

15.6

29.0

21.1

27.0

25.6

25.3

35.6

35.5

43.4

한편, 미국과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재정수요의 조달을 조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채권을
발행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히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경제규모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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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재정수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과연 높은 것일까요?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음성·탈루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할지’
에 대하여 지금부터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에 걸림돌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필요 재원을 어떻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여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조세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조달할 것인가?’
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2030년쯤에 우리도 스위스 정도의 삶의 질이
보장된 국가를 만들자’
는 미래전략‘비전 2030’
을 발표한 바 있습

’
91~’
95 평균

’
96~’
00 평균
(’
98년 제외)

’
01~’
05 평균

실질성장률(%)

7.8

7.4

4.4

조세증가율(%)

16.8

13.2

7.6

구

분

니다.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골고루 함께 잘 사는 기회의
나라, 희망한국’
을 건설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
입니다.

more service)로 갈 것인가,「低부담, 低복지」
(less tax, less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는 별도의 증세조치 없이도

service)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선택과,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인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징수기관으로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를

32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적정한 부담, 적정한 복지」
(more tax,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채발행은 미국·일본의 예에서 보듯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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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수준)은 선진국 수준(OECD 평균
27%)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과세권 밖에 있는 계층을 최대한 흡수
하고, 소득파악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감면축소 및 신규 감세
억제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국민부담률 추이
구

규모
(조원)

부담률
(%)

1인당
부담액
(만원)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GDP

578.7

622.1

684.3

724.7

779.4

806.6

조세

113.5

122.5

135.5

147.8

152.0

163.4

-국 세

92.9

95.8

104.0

114.7

117.8

127.4
36.0

- 지방세

20.6

26.7

31.5

33.1

34.2

사회보장기여금

22.8

27.3

31.7

35.9

39.7

43.4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3

-국 세

16.1

15.4

15.2

15.8

15.1

15.8

- 지방세

3.5

4.3

4.6

4.6

4.4

4.5

국민부담률

23.6

24.1

24.4

25.3

24.6

25.7
338

조세부담액

242

259

284

308

316

- 국세부담액

198

202

218

239

245

264

국민부담액

290

316

351

383

399

428

※ 조세부담률 = 조세 (국세 + 지방세) / 경상GDP
※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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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부동산 투기,

제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36
국세청은 투기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

부동산 투기 이익, 세금으로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45
<참고>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48

부동산거래관리과 02)398-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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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부동산 투기,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

따라서 거주의 목적이나 이용목적도 없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
이는 투기행위는 부동산가격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주택이나 토지를
실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실수
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주변에 부동산을 사고팔아 큰 이익을 보았다는 사람이 제법 있습
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폐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강도·절도·도박보다도 더 나쁜 폐해를 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 자식들 결혼시킬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왜냐하면 강도·절도의 피해자는 강도·절도를 당한 당사자에

아파트 한 채 사주기는 커녕 전세금 대주기도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국한되지만, 부동산 투기의 피해는 모든 국민과 국민경제 전체에

그리고는 부동산 투기꾼이 집값을 올려놓았다고 비난합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어들이면 투자이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보면 투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

또한 도박은 참여한 자만이 피해를 보지만, 부동산 투기는 이에
가담하지도 않은 대다수 국민들, 특히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으로‘투자’
는 부가적이고 창조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하며,‘투기’
는 기회를 틈타서 이익을 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국민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공재*적인 자원으로서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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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집값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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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니다.

국세청은 투기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원가상승(cost-push)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는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여 사회계층간의 위화감
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무형, 직·간접적인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여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늘어나면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회”
를
이룰 수 없게 되어 사회 전반의 보편적 정의감을 해칩니다.

부동산 투기 대응,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부동산 투기소득은 탈루소득·음성불로소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한 투기소득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즉, 부동산 투기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과세하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려는 대기자들에게 경고가 되도록 세무조사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수요측면’
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세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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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투기거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2개월간의 사전분석을 거쳐
부동산 투기에 따른 세금 탈루 사례
의사 박모씨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천만원 정도의 소득만 신고하고 약 16
억원의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
05년 4월 서울 강남지역 등 가격급등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 양도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수 여건도 어려운데 부동산 투기조사에 매진

- 강남소재 시가 2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
01년 이후 총 4채 48억원
상당의 강남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하는 것은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수확보를 더욱 더 어렵게 할 것

가정주부 김모씨는 ’
03년 9월부터 ’
05년 3월까지 남편의 사업소득 탈루자금을

이라는 의견과, 이번에는 구조적이고 전국적인 투기현상이기 때문에

증여받아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 성격으로 수도권지역 56채의 아파트에

국세청이 나서도 힘들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
- 사채를 빌려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김모씨는 가등기된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어도 신도시 건설·택지

아파트 5채(25억원)를 헐값에 인수한 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이 중 3채
(15억원)를 단기 양도한 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아니함

개발 등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효과나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부동산 투기의 특성상
어느 시점에서 투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기에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03년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 시장이 ’
05년 2월 부터

그 결과 ’
05년 한 해 총 12차례에 걸쳐 투기혐의자 3,094명에 대해

판교아파트 분양계획 발표를 계기로 서울 강남지역 및 분당 등지의

6,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4,077억원을 추징하였고, 부동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중개업법 등 법규위반자 168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투기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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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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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 이후 부동산 투기관련 주요 세무조사 일지
일

자

조사대상

대상인원

효

투기유형별로 차별화된 투기대책을 펼쳤습니다.
과

’
05. 3. 30.

강남 등 아파트
값 급등지역
투기혐의자

’
05. 6. 23.

투기조장
기획부동산 업체

’
05. 7. 6.

투기혐의
다주택 보유자

’
05. 7. 20.

인터넷 시세
조작·투기조장
혐의 업체

34개업체

매집세력과 결탁한 아파트값
부풀리기 등 유통측면의 왜곡
시정

’
05. 8. 31.

송파 등 개발
지역 투기혐의자

239명

강남신도시, 각종 지역개발
계획에 편승한 토지 투기심리
차단

’
05. 12. 5.

강남 재건축 등
투기혐의자(1차)

362명

재건축 등 개발계획관련 국지적
가격 상승 조짐에 편승한 투기
심리 차단

’
06. 3. 22.

강남 재건축 등
투기혐의자(2차)

365명

강남재건축 등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 투기심리 차단

’
06. 8. 21.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51명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진실한 실가 신고관행 정착유도

’
06. 8. 22.

판교인근지역
복등기* 혐의자
등

171명

판교분양시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분양기회
확대 및 분양권불법거래 사전차단

*복등기

1,317명

114개법인

256명

분당, 용인, 강남, 서초, 과천,
목동, 명일동 등 투기발생지역내
가수요 차단
허위 개발정보로 땅값을 상승
시키는 반사회적 기획부동산
엄단
탈세혐의가 큰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공급
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

: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자가 아파트 준공 후 당초

당첨자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방법

‘수요측면’
에서 투기적 가수요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
소득세 조사를 통해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투기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려는 일반인들에게 투기
소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송파신도시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및 개발예정지의 투기혐의자와 강남재건
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급측면’
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주택물량 증가에 초점을 두고
다주택보유자 2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물량 출회를 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표본조사 통계발표
’
00년 1월부터 ’
05년 6월까지의 강남지역 9개단지(재건축단지 6개 포함)의 아파트
거래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분석대상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
00년 1월
3억 7,700만원에서 ’
05년 6월 10억 6,500만원으로 2.82배 상승
같은 기간 9개 아파트 단지의 전체 취득건수 총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 중 무려 58.8%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언론에 발표(’
05.6.24)
언론에서는 다수주택보유 통계를 집중 부각하여 주요 기사로 다루었고, 국민들
에게 국세청의 투기조사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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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유통측면’
에서도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업체와 인터넷 시세정보제공 중개업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총 826억원을 추징하고 34개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관련

부동산 투기,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익,
세금으로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23개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사주(社主)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속칭 바지사장과 동생이
업체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4개 법인을 통해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 후 양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

전담조직 신설 등 투기에 대한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과 투기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관리 및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
06년 1월
국세청 본청에「부동산납세관리국」
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에는 투기조사전담과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부동산거래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거점별
거래감시팀(74개 팀, 619명)」
을 신설하고 강남 재건축단지, 행정
중심복합도시, 기업·혁신도시 등 주요지역의 거래동향을 중점관리
하고 탈·불법거래유형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정보수집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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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분석에 기초한 투기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06년의「3.30대책」발표 전에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홍보와 아울러 부적정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득에 비해 아파트 취득가액이 크거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겠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혐의가 높은 자 등을 사전분석하여 세금

습니다.

탈루혐의자 36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판교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도 공고 이전에 중개업소 단속, 공고 이후‘현장상황팀’
과
‘인터넷정보수집팀’가동, 당첨자 발표 후 투기혐의자 조사 등의
분양일정별 세무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분양 공고 전에 발표함
으로써 과열 분위기를 차단하였습니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가신고제 정착에 노력하겠
습니다.
’
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6월 1일부터는 신고된 실거래
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투명한 실거래가 신고
분위기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실가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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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부동산 투기는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는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입니다.
’
06년 들어서도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 860명에 대해 1,092억원을
추징하고 46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 ’
06년 5월 1.2% → 6월
0.5% → 7월 0.2% → 8월 0.2%), 시장의 완전정상화를 확신하기에
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축적이 발붙이기 어렵도록 부동산 탈루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이 절실히 요청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종 투기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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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동산 투기,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원에 파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3천 800만원으로‘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이익’
인 양도차익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서민층도 양도소득세를 걱정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효세율
(단위 : 백만원, %)

주택 보유세대의 91%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양도가액
600

476

96

비과세

3년

1,000

794

160

10(6.3)

1,500

1,191

240

34(14.2)

600

409

168

비과세

1,000

681

280

21(7.5)

1,500

1,021

419

64(15.3)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75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보유세대의 약 91%입니다.

5년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서울지역 등의 경우 2년거주 요건
추가)하였다가 양도할 때 그 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10년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고가주택은 전체주택의 2~3%에 불과하며
세부담도 양도차익의 10% 내외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15년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보유기간

600

278

306

비과세

1,000

464

509

38(7.5)

1,500

695

764

102(13.4)

600

189

400

비과세

1,000

316

666

40(6.0)

1,500

474

999

105(10.5)

※ (가정) ①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8%(10년 평균 서울지역 연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 7.99%)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집을 팔 때 실거래가액이

②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의 5.8%(과거 취득세·등록세 등)
③ 양도소득세 세액은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적용 및 주민세 포함

6억원을 넘어서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전체주택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과연 낮추어야 할까요?

또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을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
습니다.

※ 양도차익 산식 =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택 보유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집을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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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부터 1세대 2주택자(28만 세대, 주택보유세대의 2.9%)에 대해 50%
세율로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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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양도소득세 부담수준을 낮추자’
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 보유자 등이 부동산을 통하여 얻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으며, 부동산을 팔아 얻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담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되어 소득종류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사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생산적인 분야로
투자되어야 할 돈의 흐름을 왜곡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0

4편 8.31대책,

제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8.31대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52

이중계약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55

비정상을 정상으로, 실가과세로의 전환

58

8.31대책, 조세정의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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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8.31대책,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8.31대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8.31대책은 이전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세제개편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등을
포괄한 종합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간의 수십
회에 걸친 논의와 정당·전문가 및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
05년
「8.31대책」
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부동산

8.31대책은 세금폭탄?
‘국민은 세금자판기’
,‘세제만능주의’
, 그리고‘세금폭탄’
…

시장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지향점은 바로‘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개편’
과‘서민
주거 안정’
입니다.

8.31대책이 발표된 후 쏟아진 비판문구들입니다.

이러한 8.31대책은 세 가지의 기본 틀로 이루어졌습니다.

8.31대책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전면확대 및 1세대
2주택자 중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6억원 하향 조정과 세대별

①‘부동산 거래 투명화’
를 위해 ’
06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시

합산 등 과세정상화 조치로 인한 세금증가가 비판의 주된 대상이었

마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였고, 6월부터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습니다.

기재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학계 등에서 오랜 기간 주장되어 왔으나 실행
되지는 못했던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실가 신고제’
와‘실가

보유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등기부 기재제도’
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투기이익 환수를 통한 초과이익 기대심리 제거’
를 위해

더구나 주택 공급에 대한 상세한 계획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채
세금에 대한 분석만으로 8.31대책을 평가절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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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다수주택

8.31보완대책(3.30대책)을 마련하여‘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제도* ’
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3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8.31대책,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제도 : 주택 재건축시 발생하는‘초과

이중계약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익’
의 일부를 국가 등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③ 공급측면에서는‘공공역할 강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송파신도시 개발, 공공택지의 공급 증대, 분양가 인하와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주택의 확대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관행, 부동산 투기의 출발이었습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정책은 임기응변적이고 일시적
이어서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도 징수했었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으며,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등 투기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휴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1989.12.30.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8.12.28. 폐지되었음

그러나, 잠시 주춤하던 투기는 얼마가지 않아 또 다시 재연되는
반복적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실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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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간에 실계약서가 아닌 허위
가액이 적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한 이중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8.31대책,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화하는「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
06년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취득자)사이의 이익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부동산 등기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취득자는

있어, 모든 국민이 허위가액 기재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취득·등록세를 아낄 수 있다는 명분 아래 자연스럽게 담합하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

허위가액 신고,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가액을 신고하는지에 대한 이중삼중의 검증장치를

8.31대책의 기본적인 근간은‘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입니다.
이를 위해 ’
06년 1월부터「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가 도입되었

촘촘히 마련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은 더 이상
지속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시·군·구에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세조사 전문기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준가액과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가액을 비교
하여 그 신고가액이 허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허위가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 양수자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도 상당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 :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 중개업자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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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을 정상으로,
실가과세로의 전환

8.31대책,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기준시가와 실가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양도차익 비교
(1) 재건축 예정인 S아파트(18평) 양도시
- 실제 양도가액(’
06. 4) : 3억 7,500만원
〔기준시가 : 1억 2,900만원〕
- 실제 취득가액(’
99. 10) : 8,000만원〔기준시가 : 4,900만원〕
- 실제 양도차익 : 2억 9,500만원〔기준시가 양도차익 : 8,000만원〕
☞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차익의 27.3% 수준
※ 실가 계산시 총 부담세액 : 6,900만원〔기준시가 계산시 : 1,000만원〕

(2) D직할시 소재 농지 양도시(200평)
- 실제 양도가액(’
06.8) : 6억 2,500만원〔기준시가 : 2억 3,600만원〕

기준시가 과세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미등기 전매,

- 실제 취득가액(’
87.11) : 1억 2,000만원〔기준시가 : 4,500만원〕
- 실제 양도차익 : 5억 500만원〔기준시가 양도차익 : 1억 9,100만원〕
☞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차익의 37.8% 수준
※ 실가 계산시 총 부담세액 : 1억 300만원 〔기준시가 계산시 : 3,200만원〕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등 일부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양도차익에 비해 매우 적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과세원칙 하에서는 부동산 투기이익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투기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58

부동산 투기소득, 실가 과세로 환수합니다.
과거 ’
75년부터 ’
82년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
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가 불가능하여, 조사받지 않은
경우와 조사받은 경우의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조사할 대상이 워낙 많아 조사가 종종 지연되면서 오래전에
양도한 건에 대한 조사시에는 납세자가 실가를 입증할 자료를 분실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조사자와의 마찰도 없지 않았습니다.
즉,‘제도적인 뒷받침’없이 불충분한 국세청 조사인력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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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부동산 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과세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8.31대책,
조세정의의 실현입니다.

따라 ’
83년부터 단기양도*, 미등기전매*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기준시가 과세
제도’
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단기양도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
* 미등기전매 :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처럼 제도적 미비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되어
오던 기준시가 과세제도는 8.31대책에 의해서 비로소「부동산 실거
래가 신고제」
와「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
라는 실가과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도

주택 투기는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부동산 거래자가 실가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꿈을 좌절시키고 근로의욕 상실, 주거비 보전을 위한 임금인상 압력

으로써 이제 실가과세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
06년에는

및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우선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등에

폐해를 줍니다.

대해서 ’
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벌어들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비사업용 나대지 :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실가과세원칙으로의 전환은‘세금폭탄’
이 아니라, 기준시가 과세
라는 비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능력에 맞는 세금부담이라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로 개편된 것입니다.
즉, 이제야 비로소‘조세정의’
가 확립되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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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기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8.31대책에서는 ’
07년부터는 2주택자가 집을 팔면 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많은 주택을 사고 팔아서 과도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
보다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움으로써 소득종류 특성에 맞는 과세
형평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조치라 하겠습니다.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
05년부터 6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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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무상의 형편, 혼인, 노부모 봉양 또는 소송에 의해 취득
하는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함
으로써 제도개편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91%에 해당하는 1세대 1
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서울지역 등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필요) 여전히 비과세 혜택(6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을 누립니다. 즉, 8.31대책은 대부분의 중산층·서민인 1세대 1주택자
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31대책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방편책이 아닌 부동산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지향합니다.
현재 8.31대책 중 일부만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그 효과를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난
6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추후 개편된 종합부동산
세 시행 등 8.31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 효과는 보다 분명
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8.31대책이 우선 당장은 세금만 증가
시키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닌 듯해서 실효성 없는 정책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세제합리화를
통한‘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
를 도모하고 공영개발방식의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으로‘서민주거 안정’
을 이룩하여 부동산시장의
항구적 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부동산이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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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표1] 주택-자동차 보유단계 실효세율 비교(개편전)

보유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구

분

가

격

보유단계 세금

세부담률

강남 26평 아파트

3.6억원(공시가격)

17만원

0.05%

자동차(1500cc)

1,400만원

27만원

1.93%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평수넓은 변두리아파트가 보유세는 더 많아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실제 재산가치가 아니라, 새아파트냐,
평수가 얼마냐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및 건축연도 등을
적용하는 원가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에 따라 시세는 더 낮은 아파트인데도 단지 평수가 넓다는 이유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만으로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여 서울과 지방, 서울에서도 강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북간 재산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유세제 개편전인 2004년까지 부동산을

[표2]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부담 비교
구

보유함에 따라 누리게 되는 혜택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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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기준시가

대전 APT

75평

3.2억원

강남 APT

26평

3.6억원
0.9배

단적인 예로 수억원짜리 고가 아파트 보유세금이 소형승용차
보다도 적었고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1/40 수준이 되는 모순이 있었

분

단독주택과
아파트

’
03년 세액 ’
04년 세액
155만원

79만원

9만원

17만원

17배

4.6배

노원 단독

94평

9억원

394만원

432만원

강남 APT

44평

9억원

23만원

89만원

17배

4.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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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결정·고시하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시·군·구마다 과표현실화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담액이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 토지과표 현실화율(’
04년) : (최저)파주시 35.3% ~ (전국평균)39.2% ~
(최고)울릉군 47%

제고하였습니다.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각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과세표준이 조금만 올라도 세금부담은 급격히 증가
종전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분리과세대상은 0.1%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고, 합산과세대상은 0.2%부터 5%의 세율을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또한,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적용했습니다. 재산세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0.3%부터 4,000만원 초과 7%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유세 이원화

즉, 과표현실화율이 현실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한 급격한 누진세율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체계이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조금만 올라도 보유세액이 급증

우선,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1차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과한 후 전국 소유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 (예) 재산세 : 1,200만원 이하 0.3% ~ 4,000만원 초과 7%
과표차이는 3.3배(1,200만원 → 4,000만원)에 불과한데
세율차이는 23배(0.3% → 7%)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큼

초과분에 대해서는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 거래세는 완화
’
03년 10.29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
05년 2월부터
서울 강남,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급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고 세원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 격차가

이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개선하고

커서 지방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늦추어지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보유세는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의

지역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원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완화(5% → 2%)

※ 지방자치단체간 보유세 稅收入 비교(’
04년)
서울 강남구 : 1,900억원, 강원 인제군 :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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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이었던 우리나라 거래
세와 보유세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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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표3] 보유세 대 거래세 비중(2003년)
구

분

한

국

영

국

일

본

미

국

거래세

77

11

5

2

보유세

23

89

95

98

종합부동산세 바로 알기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유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으나,
세대원간 분산보유를 통한 세부담 회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조세체계
선진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률의 연차적 상향조정, 과세기준금액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

하향조정 및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으로 전환 등 보유자산 가격에

혜택에 상응하는 부담입니다.

상응하는 세부담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꾼을 지목해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표4]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요 내용
구

분

’
05년(최초 도입시)

합 산 방 식
과세기준금액
주

택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

별

세대별

9억

6억

1,2,3% 3단계

1,1.5,2,3% 4단계

과표적용률

50%

70%1)

세부담상한

1.5배

3배

세

율

합 산 방 식
나대지 등
(종합합산)

인

’
06년(개편후)

인

별

하는 부담입니다.
다시 말해 잘 갖춰진 방범시설, 편리한 도로망 등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그로 인한 주택가치의 상승 등 납세
자가 실제로 향유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적절한 부담인 것입니다.

세대별

과세기준금액

6억

3억

과표적용률

50%

70%1)

세부담상한

1.5배

3배

과표적용률

50%

55%2)

보다 나은 혜택을 위한 투자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는 근로자들이 집 한 채 마련
하려고 평생을 모으는 소득이 일부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으로 변해

※ 주1) ’
06년 70% → ’
07년 80% → ’
08년 90% → ’
09년 100% (이후 계속)
주2) ’
06년 55% → (매년 5%p 상향) → ’
15년 100% (이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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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상응하여 납부

버리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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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는 암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즉,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이로서 가치재*인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계층간 통합을 촉진시켜

방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자금을 생산부문으로

더 좋은 혜택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재분배하여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 :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 교육, 주택 등 소득수준
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줍니다.
동일시가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
입니다.
보유세 개편을 통하여 주택과 토지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토록 한 것은 이러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부동산가격 급등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만 하더라도 직장인의 내집마련 꿈이 그리 요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
79년 주택공사 자료 : 주택마련 가능시기 관련 설문조사)
- 10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2/3, 평균적으로 7.4년

근래 일부 아파트값이 평당 3천만원대로 진입했다는 보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을 미루게 하여 우리 사회는 앞으로 활력과
역동성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기에 의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소득 및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민통합에 장애가 되는 한편,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가져와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국민 모두에게 폐해를 안겨 주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가 편중되어 있고 정상적 부동산 수요가 아닌 투기적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급격히 꺼지게 되면 금융기관과 기업·가계의

때,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는…모든 국민이 쾌적한

총체적 부실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 수단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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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개인의 소비위축이 기업의 투자감소로

가수요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온“잃어버린 15년”
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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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아름다운 되돌림입니다.

니다. 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정부에서는 무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 지원강화, 장기공공

6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에서는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며, 6억원을 초과

임대주택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지원 등 서민의 주거생활

하는 과표구간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
‘공제할 재산세액’차감)한 후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합산대상 주택에서 배제하여 종합부동
산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하나의 누진세율 체계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조정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전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다?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
니다. 이는 외형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동일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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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전년
대비 몇 배 증가로 세금폭탄’
이라는 내용입니다.

에 대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액계산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

세)의 한 세목이므로, 세부담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만이 아니라 보유

다보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

즉, 종합부동산세는 세액계산시 재산세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됩니다. 올해는 보유세 부담액이 전년도 보유세 부담액(재산세와 종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

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를 넘지 않도록「세부담 상한제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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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만 전년과 단순 비교

에게 물려주는 등 재산의 소유개념도 가족단위로 보는 사례가 많습

하여 전년대비 8.6배, 15배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오해

니다. 이와 같은 가족중심의 재산 소유 현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과세하는 것은 주거 현실과 경제적 실질에

늘어날 수 있지만 3배이상 늘지는 않는 것입니다.

보다 부합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상 신고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바, 7억원 1채를 보유한 가족은

*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의 상한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
- 주택·종합합산 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3배
- 별도 합산토지 : 전년도 세액상당액의 1.5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5억원 3채(총 15억원)를 위장 세대분리
하여 각자가 1채씩 보유한 가족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부담 상한제도 사례
전년도(2005년) 주택분 재산세 250만원, 종합부동산세 50만원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종합부동산세(세부담상한 적용전) 500만원인 경우
세부담상한액 : 900만원 [ = (재산세 250만원 + 종합부동산세 50만원) × 300%]
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 100만원 ( =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1,000만원
- 세부담상한액 900만원)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 400만원 (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 500만원
- 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100만원)

선진국도 오래전 세대단위 과세 채택
세대별 합산과세는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미국 세법의
경우에도 자녀의 자산소득을 부모의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산소득은
실질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원도 국민다수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가치판단을

한편, 도시근로자가 강남지역 중형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 푼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Marriage Penalty* 를 합헌으로 판단한

쓰지 않고 약 20년 동안 모아야만 가능한 현실과 이로 인해 서민·

사례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보유세 부담

* Marriage Penalty

수준이 결코 높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그 유례가 없다?

혼인한 부부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부부의 총과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각자 개별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합동신고나 개별신고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독신일때 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세대단위과세, 경제적 실질에 부합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서‘가문의 영광이다,
집안의 경사다’
라는 표현이 일상화 되어 있고, 상속시 재산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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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세대단위 과세를 30여년간 시행중
우리나라도 1974년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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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이자 자긍심입니다.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세대 3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등 세대단위로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문제없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와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꼭 필요
일부에서는 자산소득의 부부합산 과세가 혼인한 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로 위헌결정된 사례를 들며 자녀까지 포함하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더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학계, 전문가 등의

종합부동산세는 현대적 의미의‘노블리스 오블리제’
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것을

실천입니다.

먼저 밝혀둡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별 합산대상은‘소득’
이
아니고‘부동산’
이라는 특수한 재화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è,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무제한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닐 뿐만

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

아니라 곧바로 공급될 수 있는 재화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금융

되었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

자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소득세법상 각종 인적공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가족간의 공유재산의 청산에 있다”
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부 내지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대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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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정신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철강왕 카네기,
석유재벌 록펠러에서부터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갑부 빌 게이츠와

과세는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안정이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에서

최근에 자신의 전 재산의 85%인 370억 달러(약 35조원)를 사회에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세대원별 분산등기를 통한 조세

환원하겠다고 밝힌 워런 버핏에 이르기까지 미국 부자들의 자선·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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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12대에 걸쳐 400년 동안 나눔을 실천한‘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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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최부자집’
에서는 만석 이상 재산을 모으지 않는다는 가훈에 따라

누구나 다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그 이상의 재산은 소작료를 낮춰주거나 흉년이 들면 곡식을 무료로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의무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값진

나누어 주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의무이며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나눔의 시작이 되는 의무

있습니다.

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즉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그동안 교육, 문화, 환경 등

낮았던 보유세 부담이 이제야 정상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공공재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눔의

입니다.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보다 많이 가진 분들이

나눔의 당위성이 분명할지라도 사실 서민에게 있어 그 실천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유지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지도층이

것으로서 현대적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바로 이러한 건전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외면한다면, 서민에게 이러한

납세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자긍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특정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나눔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에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 발표(’
06. 8. 10)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15만9천여호로 전국 주택의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대한민국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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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안내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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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된 내용이 본인의 실상과 일치하면 서명날인 후 우편신고
하고 납부함으로써 모든 신고납부 절차가 종료되는“사실상 고지
수준의 세액계산 안내”
와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세액계산과 함께 각종 신고관련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
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과세물건수가 적은 납세자에게는
간편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5건 이상의 과세대상 물건은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로도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최초신고에서는 수준 높은 납세의
식을 가진 국민들의 협조속에 96%의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마무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납세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 핵심정책 과제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전부터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별 책임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국 234개 지자
체와 Hot-Line 운영을 통해 재산세 관련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등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고기간 종료후에는 제도개선 T/F 운영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와 종사직원의 의견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건의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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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참고> 종합부동산세 개요

주택 (과표적용률 70%)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

과세대상
주

합산 방법

과세기준금액

3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6억원

택
세대별 합산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
(사업용 토지)

인별 합산

개별공시지가의 합계 3억원
개별공시지가의 합계 4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
건 거
축 용
물

기
타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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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합
산

재 산 의

종 류

94억원 초과

율

누진공제액

1%

0원

1.5%

150만원

2%

850만원

3%

1억 250만원

※ 주택공시가격 24억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18억원 ( = 24억원 - 6억원)
- 적용률 적용전 : 2,750만원 ( = 18억원 × 2% - 85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1,925만원 ( = 2,750만원 × 70%)

※ 법인(기타단체 포함)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구분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세

과세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
×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건물, 빌딩 등)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
○
○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70%)
과세표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운송차고용 토지 등)

○
○

분
리
과
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0% 과세)

×
×
×

율

누진공제액

1%

0원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2%

1,700만원

97억원 초과

4%

2억 1,100만원

※ 토지공시가격 24억원인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21억원( = 24억원 - 3억원)
- 적용률 적용전 : 2,500만원 ( = 21억원 × 2% - 1,70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1,750만원 ( = 2,500만원 × 70%)

별도합산토지 (과표적용률 55%)
과세표준

별
도
합
산

세

17억원 이하

세

율

누진공제액

160억원 이하

0.6%

0원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6,400만원

960억원 초과

1.6%

6억 4,000만원

※ 토지공시가격 240억원인 경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공제할재산세액 차감전) 계산
- 과세표준 : 200억원 ( = 240억원 - 40억원)
- 적용률 적용전 : 1억 3,600만원 ( = 200억원 × 1% - 6,400만원)
- 적용률 적용후 : 7,480만원 ( = 1억 3,600만원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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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
종합
과세 부동산
공시
소
표준 세액
가격
계
① (①×세율 ②
×70%)

(단위 : 천원)

국 세

지방세
공제할
재 지방 도시 재산
산 교육 계획 세액
세 세 세

보유
종합부동 농어
소계 산세산출 촌특 세계
(②+③)
③
세액 별세

-

1,938 1,240 248 450

-

-

-

-

1,938

700

2,313 1,490 298 525

250

540

450

90

2,853

8억원 2억원 1,400 2,688 1,740 348 600

500

1,080

900

180

3,768

9억원 3억원 2,100 3,063 1,990 398 675

750

1,620

1,350

270

4,683

10억원 4억원 3,150 3,438 2,240 448 750 1,000

2,580

2,150

430

6,018

11억원 5억원 4,200 3,813 2,490 498 825 1,250

3,540

2,950

590

7,353

12억원 6억원 5,250 4,188 2,740 548 900 1,500

4,500

3,750

750

8,688

13억원 7억원 6,300 4,563 2,990 598 975 1,750

5,460

4,550

910

10,023

14억원 8억원 7,350 4,938 3,240 648 1,050 2,000

6,420

5,350 1,070 11,358

15억원 9억원 8,400 5,313 3,490 698 1,125 2,250

7,380

6,150 1,230 12,693

6억원

-

7억원 1억원

※ 자진신고·납부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되며, 세부담상한 및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을 감안하지 않은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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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기부해 화제가 된 미국의 부호 워런 버핏이“상속세 회피 주장은

최근 발생한‘상속세 논쟁’

혐오스러운 행위”
라고 규정하면서“상속세는 매우 공정한 세금이며
‘세습 왕조적 부’
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고 언급하여 상속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 계
“과도한 상속세가 편법·불법 상속의 원인”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향”

시민단체 등
“상속세 폐지는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 판치는 상황에서 상속세제 개편은 시기상조”
최근 상속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위협이 되고 기업의욕을 꺾는 상속세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과, 상속세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시민단체 등의
반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70억 달러(약 35조원)라는 거액을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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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등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

되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
니다.
상속세는 위와 같이 상속이 발생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과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전체세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별로
배분하여 각각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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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필요한 이유
부의 세습억제·기회균등 제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를 성장으로
향하게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만큼 상속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차이를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극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경제의 활력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그 사회는 점점 퇴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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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다른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부를 축적하여 경제

한편,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나 세계에서

발전에 이바지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여 높은 사회적 신분에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도 상속세는‘기회균등’
을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로 통칭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보장하고‘부유층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위해서도 필요하다고

Obligè)의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설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중견기업의 S 前 회장의 유족들은 1,300여
억원을 상속세로 신고하여 변칙 상속이나 증여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대기업 사주들과 대조를 보임으로써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전에도 고인은 기업인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적자없는
내실경영과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좋은

상속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캐나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여
‘상속세 폐지’
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귀감이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상속세 폐지’
가 세계적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추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상속
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국가별 상속세 과세여부
상 속 세

과 세 국 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

상 속 세

폐 지 국 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
06년 6월 미국 상원에서‘상속세 폐지법안’
이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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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전체 상속건 중 2% 미만에만 과세되는 상황에서 상속

또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소득세율이 매우

세를 폐지하면 상속세 경감효과가 특정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

높거나,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부유세 등 보완적인

가고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세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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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유한양행을 일으킨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생전에“기업의 소유주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사회이고, 관리만 기업인이 할 뿐”
이라는 신념에 따라 전 재산을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은 대신 부유세(net wealth tax)를

사회에 환원하여 2세 상속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한 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으로 유명합니다.

※ 부유세는 프랑스·북유럽 등에서 시행중인 조세로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총액(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세금.
부유세 =【순자산총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과세기준금액】× 세율

상속세를 강화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외국의 상속세 폐지·완화가 세계적인 추세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 자산 : 부동산,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개인채권, 골프장 회원권 등
- 부채 :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등

도입하여 상속세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과세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창업주의 2세가 기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승계가 어려우며, 대재산가의 편법 증여
사례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경영권은 혈연관계에 따라 세습되기 보다는 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신뢰확보와 경영능력 검증을 통해 물려받는 것이며,

대상 외의 새로운 거래형태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사후적으로 세법을 보완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
으로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상속세 부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금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자녀에게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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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부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금액기준도 우리나라는 30억원
으로 미국 200만 달러(약 19억원), 프랑스 170만 유로(약 20억원)
등 외국에 비해 높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일 경우 미국에서는 46%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상속세 부담의 국가간 비교는 상속세 과세방식(유산과세형* vs
유산취득과세형*), 세율, 공제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사망자)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별
지분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
* 유산취득과세형 : 각 상속인별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제해주는 금액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최고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30
억원)에 달해 일부 대재산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먼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10~50%)은 일본(10~50%), 독일
(7~50%) 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나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

[표2] 주요국의 상속세율(’
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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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 가

한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일 본

독 일

이지만 대부분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주택

세율(%)

10~50

18~46

40

5~60

10~50

7~50

공시가격 등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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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시가
10억원보다 많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요
상속세 계산 흐름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인원비율은 ’
03년 0.76%, ’
04년
0.70%, ’
05년 0.80%로서 실제 과세인원은 연간 2천명을 넘지 않습
니다.
[표3] 상속세 과세인원 현황
연

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결정인원(명)

241,193

227,209

258,021

227,004

과세인원(명)

1,661

1,720

1,808

1,816

과세인원비율(%)

0.69

0.76

0.70

0.80

※ 사망자 1,000명당 8명( ’
05년)만이 실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일부 대재산
가가 상속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상속세 과세현황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3,830억원으로 전체 세액(7,256억원)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표4] 상속재산 계급별 과세현황(’
05년)
(단위 : 명, 억원)

상속재산가액
합

96

계

인

원

결정세액

1,816

7,256

10억원 이하

699

82

10~30억원

817

1,033

30~100억원

244

2,3 1 1

100억원 초과

56

3,830

상
속
재
산
가
액
상
속
세
과
세
가
액
과
세
표
준
계
산
산
출
세
액
계
산
결
정
세
액
계
산
총
결
정
세
액
계
산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합산대상 증여재산

상속 재산

(-)

과세제외재산

(-)

① 공과금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② 장례비

③채 무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X)

1억원 이하 10% ~ 30억원 초과
50%(5단계 누진세율)

세 율

상속세 산출세액
(-)

(+)

① 기납부증여 ② 외국납부
세액공제
세액공제

(신고) 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액
③ 단기재상속 ④ 문화재 등
세액공제
징수유예세액

⑤ 신고
세액공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세액

(=)

고지세액

97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상속세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누 진 공 제 액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공제제도
종 류
① 기초공제
- 가업상속추가공제
- 영농상속추가공제

2억원
-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 영농상속재산가액(2억원 한도)

②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98

상 속 공 제 금 액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3천만원
5백만원 × 20세까지의 잔여년수
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5백만원 × 75세까지의 잔여년수

④ 일괄공제

5억원
(①기초공제 + 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2억원 한도)

⑥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가액 공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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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이용하면 증여세 줄일 수 있다?

시중에 떠도는
증여세 절세방법

“전업주부 판교당첨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받는 게 유리”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지역 아파트 당첨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증여세 절세방법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는“금융기관 채무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여러번 나누어서 증여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어…”
“부모가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

재산의 무상이전에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그 재산
의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지난 2004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여유형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
하고 모두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더욱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열거
되지 않은 새로운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증여세 절약가능 ”등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여「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유·무
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사용하면 정말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일까요?

100

의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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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번의 증여를 통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10

상속세를 보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년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대해 단계별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상속세와

교육비, 그리고 혼수용품, 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억제하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여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소득

금액(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는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백
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측면에서도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부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총 5단계의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
으로써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표1] 증여세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누 진 공 제 액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6억원 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 : 6억원 × 0.3 - 6천만원 = 1억 2천만원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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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청은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잘못된 증여세 상식 몇 가지

증여할 때 공제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 때(무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 조사 때)
부채로 신고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채내역과 채무만기일 등을
전산 관리하여 매년 변제기일이 지난 부채에 대해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여부를 조회하여
그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환내역을 파악한 결과 부채상환금액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환된 자금원에 대해 소명을

아버지로부터 시가 5억원(담보대출 2억원 포함)짜리 주택을
증여받은 딸이 3억원(시가 5억원 -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향후 대출금과 이자를 딸 대신 아버지가 갚아

요구하고, 그 소명결과 본인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당초에 부담해야 할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면 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므로 부모가
대부분의 사람들은‘부담부증여*’
를 이용하면 채무 상당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그 부동산과 관련된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채무를 포함
해서 증여함으로써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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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1년 후 부모가 대신 부채를 갚아준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51,528천원으로, 5억원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했을 때보다 15,528천원(②+③-①)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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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담부증여시 납부할 세금 비교

“자금출처조사”
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
(단위 : 천원)

구

분

정상신고

당 초

신 고

추 가

결 정

증여재산가액

500,000

500,000

200,000

재차증여재산가액

-

-

300,000

채

-

200,000

-

무

액

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요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30,000

과 세 표 준

470,000

270,000

470,000

산 출 세 액
(세율 20% 적용)

84,000

44,000

84,000

다만, ①취득재산가액, ②채무상환금액 또는 ③10년 이내의 그

세 액 공 제
(기납부+신고세액)

8,400

4,400

44,000

합계액(①+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

-

11,528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75,600①

39,600②

51,528③

대출금 2억원을
본인 부채로 신고

대출금 2억원을
부모가 대신 갚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산

납부할
비

세
세액
고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표3] 증여추정 배제기준
과 세 표 준

부모 등 제3자의 경제력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부모 또는 남편의 자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취득

① 취 득 재 산
주 택

기타재산

②채무상환

③총액한도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천만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하거나 소득이 없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분양대금을 빌려 아파
트를 취득하고서, 그 원금과 이자를 부모에게 상환한 것처럼
기록을 남겨놓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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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면(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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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증여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못한 금액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의 담보자산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와 부모·자식 간 금전거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담보제공행위 등「배우자의 자산을 대출에
활용하는 것」
은 용역의 무상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부모가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한꺼번에 분양대금 6억원을 증여
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각각 3억원씩 주고, 며느리는
다시 남편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 증여 할 것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
가액이 그 만큼 작아지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며「부모·자식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그러나, 배우자간 증여가 3억원까지 공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또는 아주 낮은 이율 또는 대가로 빌리는 경우」
에는 정기예금이자액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를 통하여 우회증여를

에 상당하는 금액(현재 9%)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한다면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됩니다.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명백하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높은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및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법 §
2④) 또한, 향후 10년 이내에 며느리가 남편에게 또다시

또한, 이들 방법으로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자금
출처로 인정된 부채는 전산 관리되어 부채상환시 자력변제여부를

증여할 경우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되는 3억원을 다시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다시 검증받게 되므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의 사례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게 직접 전액(6억원)을 증여하는

방법도 일시적인 회피수단이 될 뿐 결국에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경우에 증여세로 1억원을 내야 하지만, 며느리를 통한 우회증여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하면 증여세 1억7백만원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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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분산증여시 납부할 세금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 부 할

증여세 계산 흐름도

세 액

자(子)

자부(子婦)

계

전부 증여시

(父 → 子)

100

-

100

분산 증여시

① (父 → 子, 子婦)
② (子婦 → 子)

40

44

-

실질 증여로
결정시

(①, ②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결정)

107

-

<참고> 우리나라의 증여세 개요

107 + 가산세

결국, 증여세 절세방안으로 제시된 앞의 3가지 사례들도 2004년
이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로는 올바른 절세방법이 될 수

증
여
재
산
가
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은 엄격히 검증되고,
결국 과세되므로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떳떳하게 신고하는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채무부담액

비과세 재산(생활비 등)
불산입 재산(공익법인 출연,
장애인 증여재산)

증여세과세가액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인적공제
재해손실 공제

증여세과세표준
(×)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5단계 누진세율
창업자금 : 10% 단일세율

율

증여세산출세액

결
정
세
액
계
산

총
결
정
세
액
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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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 재산 등

증여 재산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

(-)

세액 공제

(+)

세대생략증여 할증세액(30%)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기납부(증여, 창업자금증여)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 결정세액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보고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주식보유 한도초과 가산세

공익법인의 무기장 등 가산세

(+)

총 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분납, 자진납부세액

(=)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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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액
관
배

계
우

공
자

제

금

액

3억원 ( ’
02. 12. 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비속

3,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친족

증여세 가산세
종

류

신 고 불 성 실

납 부 불 성 실

112

계

산

방

법

미달세액 × 10% (또는 20%)
미달한 과세표준
※ 미달세액 = 산출세액 ×
결정한 과세표준
미납세액 × 미납기간 일수 × 0.03%

8편 근로자와 자영업자

제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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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당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121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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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결정세액*

※ 2004년 귀속 : 2004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근로자는 2005년 2월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현황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가중, 자영업자에 비해 근로자 세부담 많아”

* 결정세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것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그림2] 근로자·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

세금부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유리지갑’
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터무니
없이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정확한 것인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현황과
공평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규모
2004년 귀속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8.9조원인 반면, 주로 자영업
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6.9조원이었습니다. 즉, 근로자 전체의

114

또한, 1인당 세부담의 증가율을 보면 근로자의 경우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습니다. 이렇듯 근로자 세부담의 절대액이 크고, 세부담의

납부세금이 자영업자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많은 것이 사실

증가 추이도 근로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세부

입니다.

담이 자영업자보다 과중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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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상황에 따라 소득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자영업자의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향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고소득 근로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
입니다.
그간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고소득 연봉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
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의 세금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IMF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별로 임금의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

또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내에서 누가 얼마만큼 세금을 부담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의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의 지급이 확대되어 고액 연봉자가 급증하였는데,
연봉 1억원 이상자가 2001년까지는 3만명에 미치지 못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7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하였

근로자의 세부담 실상

으며, 이는 곧 근로소득세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표2] 연도별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앞의 자료를 보면 외견상 근로자 전체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근로자(증가율)

23(35.2)

27(17.4)

40(48.1)

48(20.0)

70(45.8)

그러나 세부담의 증가여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전체 근로자 1,162
만명 중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가 536만명(46.1%)에
이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면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 중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

[표1] 근로소득세 과세자현황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근로자 총인원

11,102

11,555

12,017

11,547

11,624

과 세 자(비율) 5,934(53.4) 6,446(55.8) 6,188(51.5) 6,258(54.2) 6,268(53.9)
과세미달자(비율) 5,168(46.6) 5,109(44.2) 5,829(48.5) 5,289(45.8) 5,356(46.1)

116

2000년 귀속과 2004년 귀속의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를 비교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2000년 귀속 13.7%에서 2004년 귀속 7.0%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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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종합소득세 과세자 현황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30.1%
에서 40.3%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임금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경감

(단위 : 천명, %)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자 총인원

3,480

3,808

4,161

4,227

4,363

과 세 자(비율) 1,631(46.9) 1,806(47.4) 2,046(49.2) 2,168(51.3) 2,292(52.5)

조치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납부

과세미달자(비율) 1,849(53.1) 2,002(52.6) 2,115(50.8) 2,059(48.7) 2,071(47.5)

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 과세자 및 과세미달자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포함

[표3] 근로자의 세금부담 추이
과세표준

2000년 귀속
결정세액

인원

1천만원 이하

4,056 (68.3)

1 ~ 4천만원

1,767 (29.8) 3조4,174(56.2)

4 ~ 8천만원
8천만원 초과
합

계

90

8,333 (13.7)

(1.5)

8,907 (14.7)

(단위 : 천명, 억원, %)

자영업자의 세부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귀속
인원
3,777 (60.2)

결정세액
6,186 (7.0)

2,242 (35.8) 4조6,984 (52.7)
208 (3.3) 1조8,729 (21.0)

21 (0.4)

9,356 (15.4)

41 (0.7) 1조7,232 (19.3)

5,934 (100)

6조770 (100)

6,268 (100) 8조9,131 (100)

※ ( )는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영업자의 세부담 실상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2000년 귀속 4.8조원에서
2004년 귀속 6.9조원으로 5년간 4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소득계정상의 개인 영업잉여가 같은 기간에 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를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보고 국민소득을 기업회계에
준해 나타낸 것으로 생산·소비·자본형성의 3분야로 구분
영 업 잉 여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잉여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금융자산·
토지·기타유형의 비생산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인사업
소득이 포함됨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5] 종합소득세 및 개인 영업잉여 현황

전체 자영업자 436만명 가운데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자영
업자가 207만명(47.5%)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과세자비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과세자비율은 매년 증가( ’
00년

(단위 : 조원, %)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세액(증가율)

4.8(35.0)

5.5(15.3)

5.7(3.8)

6.3(9.5)

6.9(10.4)

개인영업잉여

82.9

87.4

87.4

79.7

79.0

46.9% → ’
04년 52.5%)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입니다.

물론,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폭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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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자영업자에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당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함께 변호사, 의사
등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도 대부분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살펴보면, 계층별로는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계층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종 소득공제의 신설과 확대, 세율의 인하 등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감소한 반면, 과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등 세제혜택을

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 세부담은 51.4%에서 63%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평균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6]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추이
(단위 : 천명, 억원, %)

과세표준

2000년 귀속
인원

산출세액

2004년 귀속
인원

산출세액

1천만원 이하

970 (63.5)

3,416 (6.3)

1,257 (64.7)

1~4천만원

427 (27.9)

1조3,019 (23.9)

490 (25.2)

1조3,114 (16.5)

4~8천만원

88 (5.7)

9,993 (18.4)

118 (6.1)

1조2,275 (15.5)

8천만원 초과

44 (2.9) 2조8,020 (51.4)

합

계

1,529 (100)

5조4,448 (100)

※ ( )는 전체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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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3,956 (5.0)

78 (4.0) 4조9,914 (63.0)
1,943 (100) 7조9,259 (100)

[표7]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세제지원 내용
’
05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기본세율 1%P인하 :
9%~36% ⇨ 8%~35%
장애인추가공제 확대 :
100만원 ⇨ 200만원
표준공제 확대 : 60만원 ⇨ 1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04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대학생 교육비공제 확대 :
500만원 ⇨ 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확대 :
600만원 ⇨ 1,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 1,500만원 이하 47.5% ⇨ 50%
결혼비·이사비·장례비 각 100만원
공제(신설)

121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금부담, 사실은 이렇습니다.

[표8] 세제지원에 따른 근로자 세부담 경감규모

[표9]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점유비율
(단위 : 조원)

귀속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세부담 경감액

1.5

0.3

1.3

0.9

1.2

(단위 : 십억원, %)

연

도

’
90

신 용 카 드 5,323

’
94
18,875

’
00

’
02

’
03

’
04

’
05

79,592 174,023 170,529 167,096 190,463

민간소비지출 93,505 175,969 312,300 381,063 389,177 400,696 424,630

그 결과 ’
05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4만원)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면세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월급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율

5.7

10.7

25.5

45.7

43.8

41.7

44.9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

[표9] 근로소득 면세점(4인가족 기준)
귀속년도

비

※ 자료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2005년

1,318만원 1,455만원 1,505만원 1,535만원 1,582만원
(월 110만원) (월 121만원) (월 125만원) (월 128만원) (월 132만원)

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05년은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동시 가두캠페인, 현금
영수증 가맹·발급 기피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의 노력과 근로

국세청에서는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발급금액

하게 노출되도록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 113만개에 달하였습니다. 신용

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카드의 경우 사용금액 18조원 달성(’
94년)에 10년이상 걸린 것을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카드 복권추첨 및 가맹점 가입확대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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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고려하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06년에도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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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적
으로 보급하고, 주부·직장인·대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전략
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기장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간편장부 홍보, 기장신고 지도와 함께 무기장

과세 포착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을 상향조정(’
04년 귀속부터, 10% → 20%)하는 등 기장

’
05년 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민간
소비지출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대상 215조원의 약 75%
정도(161조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자동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고를 유도해왔습니다.
특히, ’
02년 귀속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여 증빙수취 관행을
확립하고, 장부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장신고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10] 민간소비지출의 과세 포착률

[표11] 연도별 기장신고율

(단위 : 천명, %)

(단위 : 조원)

연

도

2005

2004

귀속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민간소비지출 중 대상금액

①

215.3

203.2

기장대상인원

1,536

1,741

1,942

2,031

2,133

신용카드 중 해당금액

②

143.4

125.0

기장신고인원

680

790

919

1,018

1,144

-

기장신고율

44.3

45.4

47.3

50.1

53.6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인프라 포착 금액 계
인프라

포착

비율

③

17.8

②+③

161.2

125.0

(②+③)/①

74.9%

61.5%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2005년 12월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선정하고

말 현재 1,900여 개 공공기관으로부터 86종의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성실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위한 세원관리를

있습니다.

강화하였습니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시스템(TIS)과 연계하여 수입금액
검증, 세적 확인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성실신고 담보수단으로도

124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이러한 세원관리 노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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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형평과 국민개납(國民皆納), 소득파악 수준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높여야 가능합니다.
그간 조세당국은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의 소득 파악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인프라 확충·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등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혜택 확대로 소득세를 부담
하는 근로자 비율이 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자영업

앞으로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용 확대 및 과세자료제출법 등 기존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더불어

별도의 세무간섭 없이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는 사회의 유지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국민개납(國民皆納)’
원칙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개납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더욱 높여 가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수준이 높아져야 소득 계층간 세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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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소득파악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경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소득전문직, 집단상가 등 취약 업종의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거부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상

대해서는 소득공제, 포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발급을 거부한

화할 수 있고 성실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도 적정수준으로

사업자에게는 벌과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시민감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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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세부담 불균형 해소차원에
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
05년
부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금탈루가 심한 대표적인 업종·
유형에 속하는 사업자를 엄선하여 매분기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
06년부터는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약 10만명(1차로 전문직,
유흥업소 등 4만여 명 관리대상 선정)에 대해 신고내용·사업실상
등을 전산 관리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는 일회성 접근이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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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130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6

성실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의 기본입니다.

139

내가 낸 세금, 지킬 줄도 아는 소비자가 되려면

143

<참고> 부가가치세 상식

146

부가가치세과 02)39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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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얻어진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500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8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차액인 300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입니다.
거기에다 사업자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가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계산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
세무서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본 사업자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낼

만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서
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에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합니다.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매입액×세율)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이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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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소득”
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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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례] 제조·판매과정의 부가가치세 흐름
음료수 제조업자 A가 음료수 1개를 수퍼마켓 주인 B에게 500원에 팔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납부만 하고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합니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
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보석·모피·자동차·고급오락시설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술에 부과되는 주세,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B는 소비자에게 700원에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는 음료수를 500원에 팔면서 B로부터 부가가치세 50원을 포함하여
550원을 받아 50원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B는 소비자에게 700원에 팔면서 부가가치세 70원을 포함하여 770원을
받아 A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50원을 제외하고 20원을 세무서에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 B 모두 매출처에서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
지불했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A, B가 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0원과 20원으로 총 70원인데,
이는 사실 최종소비자가“소비”
에 대하여 부담한 세금입니다.

등 다른 간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을 곱해주는
132

133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것은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평균적 수준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

분

기준금액

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 X 10%) - 매입세액
(매입액 X 10%)

간이과세자

직전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소

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06년

2007년

2008년

15%

15%

20%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 등

20%

20%

20%

건설업,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 등

30%

30%

30%

음식, 숙박

30%

30%

40%

운수·창고, 통신

40%

40%

40%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유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세금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예를 들어 D라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D가 고객들로부터 음식 값으로 6개월간 2,2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200만원은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는 간이과세자이므로 2,200만원×30%(음식업종 부가
가치율) × 10%를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부담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부담한 200만원 상당의 매출세액 중 134만원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이를 제한 66만원만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율 30%를 곱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매입)세액이 평균적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단순하여 다른 세금에 비해 납세자가 쉽게
계산·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징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납세자와 정부 모두에게 유리한 세금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매입자간 세금계산서
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상호대사(cross check)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탈세 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을 적용하여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부담한 부가
가치세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시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많은 장점들로 인해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도입되어 각국의 기간(基幹) 세제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
04년 기준으로 약 35조원으로 내국세
수입의 36.3%, 간접세 수입의 80.3%를 차지하는 등 나라살림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영세율 :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줌

으로 매출세액의 70% 정도라고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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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가격(매출액)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영수증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매출에 해당하는 본래의 가격과

「영수증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

소비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하는 자는 최종소비자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를 납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자의

그림과 같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01.7.1.부터 시행해 오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영수

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 발행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거나

한편, 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즉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POS*에 의한 영수증 발행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합니다.
*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판매시점에서 바코드스캔으로 재고, 매출 등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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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의 기본입니다.

상거래시에는 항상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보관했다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거래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
액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대금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장부에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은 따로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부담하는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
므로 매출액의 10% 전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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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을 곱해줌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실제 매입

그 중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
가 국가에 제대로 내지 않는 데 대한 벌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챙겨두면, 매입액×부가가치율×10%만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역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권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서, 잘 활용하면 세금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루하거나 다른 사람이 탈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벌칙
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
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 매입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
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불성실 사업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도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한 매출
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들의 성실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
라고 생각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가산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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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 ×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일일 1만분의 3

③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관련공급가액 × 1%

④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관련공급가액 × 1%

만 발행하는 자)으로부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처리되어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세무서에서는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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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내가 낸 세금,
지킬 줄도 아는 소비자가 되려면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료상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물품구입은 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결제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소비자로서 내가 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이와 같은 행정적·법률적
제재 조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
하거나,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의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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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매월 8,608명에게 4억 8,900만원의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도 찾고, 소득공제는 물론
복권당첨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합리적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세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시민감시
시스템’
을 구축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고,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
하는 소비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 업종 간 과세형평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소비생활의 기본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투명사회를 만듭니다.
아직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격할인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떠넘기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의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T.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1544-2020)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자료상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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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가가치세 상식
부가가치세의 역사
간접세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1921년 미국에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전까지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는 형태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국가간 세율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일부에서 너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 19.6%, 영국 17.5%, 독일 16%, 이탈리아 20%, 네덜란드
19%, 스웨덴 25%, 노르웨이 24% 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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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외국인투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검찰수사 등으로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안해서 기업 못 하겠다”
는
논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계 펀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외자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세무조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과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또 외국인이 국내
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 국내투자, 세금문제와 관계없습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
05.12.22~’
06.1.6.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

경영자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
은‘노사관계 불안’
과‘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가 꼽혔습니다.

“셀코리아 촉발 우려, 외국계자본 철수 검토할 수도”
“맹목적 반외자 정서에 떠밀린 외국자본 차별조사”

또한 설문대상의 88.9%는 국내투자를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이며
단, 7.8%만이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종종 등장

이렇듯 국내 투자환경을 실제 체감하고 있는 외국계기업 경영자

하는 표현입니다. ’
05년 4월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일부 외국계

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무조사는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펀드에 대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국세청이 분명한

결정하는 데 있어 전혀 상관없는 요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도 없이 투망식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글로벌리즘에 역행
하는 행태”
라고 비판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외국인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갑자기 개정하거나
임의적인 세무조사, 관료적 절차로 인하여 한국 내 업무에 지장”
이
있다고 지적하거나“외국인 투자자들이 론스타 사례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조사받고 있다”
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내신문에서도“반외세적인 국민정서, 세무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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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조세부담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

가령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서 이자소득을 번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과세와 관계없이 총부담세액은 동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의
거주지국

한국에서
면세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100

0

12

산출세액(20% 가정)

20

20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12

납부세액 ②
총 부담세액(①+②)

OECD 조세정책국장 언론 브리핑

는 언론 브리핑에서 론스타 과세와 관련하여“한국 국세청의 접근

주한 미상공회의소 성명

100

한국에서의 납부세액(12% 가정)①

세무조사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방식은 국제조세 기준과 OECD 기준에 부합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표1]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른 조세부담 예시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투자자의 이자소득

외국계기업 세무조사에 찬성하는 등 국세청의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
06.3.17.에 국세청을 방문한 OECD 조세정책국장 제프리 오웬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가 외국인투자에

분

’
05.5.10.~5.12.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94%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신고시 해당

구

설문조사 결과

20

8

20

20

’
06.6.7.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고유권한으로 결코 부당하지 않다”
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평가, 긍정적입니다.
’
05년에 실시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정당한 과세권 행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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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동향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또한 외국인 간접(증권)투자의 경우에도 ’
06년 6월 말 현재 외국인
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의 수와 보유금액은 아래 표와

외국인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증권)투자로 구분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경영참가
또는 기술제휴 등 국내에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을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같이 ’
05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있습니다.
[표2] 외국인 지분 5% 이상 보유 현황

외국인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
01~’
03년을 제외
하고는 ’
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단위 : 개, 백만주, 억원, %)

구

분

’
05년 말

’
06년 6월 말

유가증권
코스닥 유가증권
인원
결정세액

증감률

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회 사 수

214

222

239

255

11.68

14.86

보유주식수

1,773

943

1,800

1,044

1.52

10.71

45,825

405,880

51,551

23.3

12.5

보 유 금 액 329,178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2년간( ’
04~ ’
05년)에는 경제여건의 호전,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연간 1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도착 기준)

※ 자료 :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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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국제적 탈세에 대한 엄정대처, 각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따른 차별 없는
과세원칙을 지켜갑니다

’
06.9.13.~9.15.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서는 급증하는 국제적 조세회피가 매우 심각한 각국 공통의 문제라
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적 공조
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금융의 발달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40%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내·외국자본을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내·외국법인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는 세법과 조세
조약의 기본원칙이며,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절차 등에서 내국기업과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세무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기본방침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천억원)

전체 투자(①)

외국인 투자(②)

비율(②/①)

6,550

2,602

39.7%

※ 금융감독원,「’
05년중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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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복잡한 국제거래와 투자구조를 통해 조세조약을 남용*
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국제적 탈세는 소득발생국과
거주지국의 과세를 모두 회피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유입국

[표3] ’
05년 상장법인 외국인 투자비율(연말기준)
분

맨 왼쪽부터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OECD 국장, 마크 에버슨 (Mark
W. Everson) 미국 국세청장, 한명숙 국무총리,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리차드 헥클링거(Richard Hecklinger) OECD 사무차장이 앉아있다.

이번 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펀드를 비롯한 일부 다국적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공정·투명하게 대우

구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개회 연설을 하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자본수출국의 과세기반을 동시에 잠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 :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 비과세 등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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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로 위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이에 따라 나라마다 문제의 유형과 심각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국들은 거주지국 과세회피문제와 소득발생국 과세회피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OECD 회원국의 공동인식은 국세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내·외국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외국계펀드의 변칙적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 모두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 펀드 등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탈세와 조세회피 대응에 있어 OECD회원국
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서울선언(Seoul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Declaration)」
을 회의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

’
06.9.13.~ 9.15.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국제적

습니다.「서울선언」
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각국 국세청의 공통된

조세회피 대응과 조직혁신에 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 청장들의

문제인식과 함께 실천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공동 인식과 결의를 담아 회의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인 서울선언 채택

결과였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특히,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응한 국제적 공조강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서울선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개인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의 다양한 국제적 탈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국가적 대응방안으로는“조세회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조세범칙으로
처벌, 국제조사 전담조직 설치, 대기업 최고경영자등의 세금전략에 대한
책임강화, 공격적 조세회피 조장자에 대한 대처 등”
- 국제적 대응방안으로는“정보교환 강화, 역외금융센터와 정보교환협정 체결,
이전가격지침의 갱신 및 일관된 적용,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책
마련, 과세당국과 기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제고 등”
이 있음

효과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조직혁신
- 국세청의 핵심기능인 세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조세정책의 변화, 납세자
부담경감, 비조세기능 수행, 정부서비스 기능의 통합화, 세계화 등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필요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 폐회 후「서울선언」발표(2006.9.15)
왼쪽부터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OECD 국장, OECD 국세청장회의
의장인 마크 에버슨(Mark W. Everson) 미국 국세청장, 전군표 국세청장

156

각국 국세청장들은 세법집행을 강화하고 국제적 조세회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다자간 협력 강화를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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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를「조세외교의
장」
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회의 기간 중 우리나라와 세정협력
필요성이 큰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연쇄적
으로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조세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호 세정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과세당국간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졌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글로벌 기준에 따른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입니다.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자국의 자본만으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하
에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
하는 한편, 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외국 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 및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조세외교 활동을 펼쳤

외국계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또 각종 세정지원 안내,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영문납세안내 책자

금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조세행정에서 국세청의 위상을 높이고

배포, 영문 홈페이지 및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최상의 납세

우리나라의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기간 단축운영, 이전가격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제의 합리적 적용 등 성실하게 신고하는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이 직면한 공통현안의 해결방안 모색과 미래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2001년 OECD 내에 조직된 국세청장급 회의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 중국, 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 국세청장, 지역 조세행정
기구가 참여하는 메머드 회의체로서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는 OECD 가입 1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중앙행정기관장급 OECD 회의로서, 아시아
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6개국과 중국, 인도 등 9개
OECD 비회원국, IMF·EC 등 5개 국제기구 등 40개 국가 및 기구에서
총 104명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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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2005년)
▶ 납세안내책자 발간·배포
- Liaison Office & Tax (한글, 영문)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 - end Tax Settlement (영문)
- Tax Incentive System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영문)
- 2005 외국법인 납세안내(한글), 2005 외국인투자법인 납세안내(한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한글)

▶ 영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고충처리·세무상담
- Foreign Taxpayer Advocate Service (국제조세고충상담)/Q&A (세무상담)
- 외국인전용 상담전화를 통한 상담

▶ 법인세 신고안내 간담회(2월),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간담회(7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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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 외환자유화 및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남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차익만을 노리
면서 조세회피행위를 일삼는 불건전한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강력
하게 대응함으로써 엄정한 과세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조약 남용이나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였으며,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외국계기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투기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조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비정상
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법과 조세조약 위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매각·철수시 적기에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기성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금없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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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세무조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실신고 검증을 위한 필수적 수단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본인 스스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납부
제도는 아주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자칫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금신고를 납세자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성실한 납세자와
불성실한 납세자 간에 세금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

세무조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전체 세수의 3%에 불과

니다.
세무조사는 바로 이러한 신고납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사후에 검증하고 잘못되었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를 한다는 주장을

으면 이를 찾아내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금은 모두 합해도 국세청 전체
세수의 2.5~3%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스스로 신고
하여 납부한 세금입니다.

세무조사가 잘못된 세금신고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할

이는 신고납부제도라는 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수는 없습니다. 설사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더라도 모든 신고내용을

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의의를 퇴색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으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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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진정한 역할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따라서 세무조사는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만을 골라내어 신고내용
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누락된 세금은 물론 잘못된 신고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가산세까지 징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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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과학적·기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전산성실도 분석

특히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라는

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이라는 것을 사용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위법행위는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업종별, 외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금신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탈세는 곧

상황, 경영상황, 경영의 건전도, 각종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는‘세무조사가 필요 없도록 하기

이 프로그램이 개별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위해 존재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가 그 목적을

산출해 내면, 국세청 직원은 단지 전산에 의해 출력된 순서에 따라

달성하여 모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게

조사대상자를 기계적으로 선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되면 세무조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정에는 어느 누구의 주관적 판단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전산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적게 납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

더군다나 이제는 전산프로그램의 성실도 판정기준 마련 단계에서
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대상 선정의 전 과정에 걸쳐 객관
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세무조사에는 어떠한 청탁도 통하지 않습니다.

해야 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하필이면 하고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지?’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누구에게 부탁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 세무서장이나
세무서 직원들의 자의성이 전혀 개입될 수 없도록 세무조사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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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조사공무원에게 돈을 몇푼 주거나 아는
사람을 동원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지금은
아주 실정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장 청렴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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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분야에 배치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투명화함으로써, 국세청장이라도 개별 세무조사에는 개입할 수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세원관리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그러나, 확실하고 든든한 납세자의 후원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함으로써 조사조직에서는 조사선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조사조직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편에 서서

내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조직과 이를

세무조사와 관련된 고충과 어려움을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주는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리조직으로 분리하는 등 조직체계 구성 단계

공식적인 도우미역할을 합니다.‘어디 힘 있는 연줄 없나’하고

에서부터 부조리가 발붙일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연한 고민하지 말고 전국 어느 세무서나 항상 활짝 열려있는 납세

아울러 세무조사 전과정에 걸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행동규범을

자보호담당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정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상세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누가 조사하더라도 동일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사의 품질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조사 집행조직의 복무상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내부 감찰조직

이제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돈 몇 푼 주고’해결하려 하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됩니다.

을 운영하여 그래도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직원 개인비리를 예방

금품을 제공받은 조사공무원이 처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사후에 엄격히 검증하는 자체 업무감사 활동도

국세청에서는 ’
03년 7월부터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게도 강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와 조사장소 외에서 별도로 만나는

1년치만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수년치로 확대해서 정밀조사를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비위사실에 연루되었던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퇴출시켜 비리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내부

되어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고발자(Whistle Blower)를 우대하여 직원 상호간에도 항상 긴장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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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받은 공무원은 물론 금품제공한 납세자에게도 큰 불이익

’
05년 말까지 실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딨어’
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실시하고 857억원을 부과하여 1인당 평균 28억원의 세금을 추징

그러나 국세청에는 안되는 게 분명 있습니다. 개별 세무조사 과정에는

하였습니다. 또,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담당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업무전반을 시스템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벌받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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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품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적당히 무마한다는 것
은 더 이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조사 공무원 중에

세무조사, 외국보다 많이 하는가?

서도 그런 일을 시도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 이상 없습
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금품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을 만나게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Clean 신고센터*」
나 조사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뢰도조사*때 신고해 주십시오.
* Clean 신고센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된 부조리 신고센터
*신뢰도

조사 :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받은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절차의 적법성, 조사공무원의 청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e-mail 또는 전화로 설문)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는 국민 여러분과 국세청이 함께 만들어

부동산투기조사, 외국계 투기자본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등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불평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세무
조사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가는 것입니다.

세정환경 및 조세체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 있어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는
낮고 미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
04년을 예로 들면,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의 경우 일본이 0.22%,
우리나라가 0.21%, 미국이 0.15%이고, 법인사업자 조사비율의
경우 일본이 4.34%, 우리나라가 1.72%, 미국이 0.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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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세무조사 비율, 어느 정도가 바람직할까?
너무 적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곤란
세무조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면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무조사 비율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각 나라가 처한 납세
의식수준, 거래관행, 신용사회화 진전 정도, 조사인력·예산·장비
등 세정환경과 조세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과세당국에서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수표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현금거래도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등 폭넓은 과세기반이

또 번만큼 제대로 내는 것이 당연한데도,“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과“누가 알겠어”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자신들도 항상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무조사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비율은 무한정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시민들의 성실납세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낮은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오랜 전쟁의 역사를 통해 전통적으로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도 미비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무조사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제약으로 세무조사를 무한정 늘려가기는 곤란
단순히 생각한다면 세무조사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할 정부 입장에서는 되도록 적은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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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필요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과세당국에 자동 통보되도
록 하여 세무조사라는 검증절차 없이도 사업자의 과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세인프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인력과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조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만 실시

국세청에서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용과 더불어 이러한 과세인프
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게는 조세범칙조사라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나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은 바로 제한된 인력과 예산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입니다.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가리킴

세무조사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나 ’
05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 ’
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활용 등은 성실한 세금신고를 간접
적으로 유도하면서 세무조사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좋은 수단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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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세무조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로 줄여 실시하고 장기간 현장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해 우편질문에 의한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되며, 조사
기간 연장, 금융조사, 거래처조사 등이 제한되어 명칭 그대로 납세자
에게 간단하고 편리한 세무조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성실
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조사
모범납세자’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
에게는 편리하고 따뜻한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는‘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을 세무조사 현장에
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종전보다 크게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05년에 약 26,000건이었던 조사건수가 금년에는
23,000건 수준, ’
07년에는 20,000건 수준으로 줄어들고, 조사기간
도 최고 20% 이상 단축되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중시
하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서도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기

‘불성실 납세자’
에게는 진정 두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조사
하지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은 물론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연간
최대 3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장(無記帳)*, 이중장부 작성*, 증빙서류 폐기·변조,
허위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분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의적 탈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여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로 인식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는 인식을 갖도록 세법적용이나 회계
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간편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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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無記帳)

: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기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거래사실을 기재

하도록 부과한 장부기장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이중장부 작성 :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내역등을 기재한 장부외에 세금
신고용 가짜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행위

175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조세범칙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도적으로도‘징벌적 가산세’
를 도입하여 불성실 신고에
대한 추가부담을 현재 최고 30% 수준에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등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세금을 되도록 덜 내고 싶어 하겠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당장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불이익
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자는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모험을 감행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의 절세방법은 역시 성실한 세금신고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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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세계 초일류
국세청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금신고,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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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명품 브랜드”
로 성장했습니다.

180

고객만족 100%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5
<참고> 홈택스, 이렇게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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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 세계 초일류 국세청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문제를 인터넷

세금신고,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의 개발 및 시범 실시를 거쳐서 ’
02년 4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홈택스(Hometax)입니다.

홈택스(Hometax)란?
홈택스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며 본인의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
종합서비스의 명칭입니다.

과거의 세금신고, 참 불편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금 납부서 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자연히 세금신고기간에 세무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빌 수 밖에 없었고, 납세자나 세무서 직원 모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요즘같이 교통난, 주차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납세자에게

즉, 세금신고, 고지·납부 및 민원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민원인에게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
신고·납부자료의 전산입력 절차 등이 불필요해져 세무행정의 생산
성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세무서 내에서 일일이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처리하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고객과 직접 대화함에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따라 세정의 투명성도 그만큼 높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홈택스의 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면 ’
05년 기준으로

이제는 홈택스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액 2,500억원, 국세청의 행정비용

인터넷 시대의 세금해결사 홈택스

절감액 1,000억원 등 연간 약 3,500억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발생한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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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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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홈택스 가입자 증가 추이

세계 최고의“명품 브랜드”
로
성장했습니다.

홈택스 방문자, 1억명을 넘어섰습니다.
홈택스 가입자, 4년 만에 7배 증가

홈택스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방문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
06년에는

’
02년 4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홈택스 가입자는 첫해
연말까지 60만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무서를

매일 평균 11만 여명이 홈택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림2] 홈택스 일평균 방문자수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신고 및 민원증명 출력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표] 홈택스 가입자 현황
구

분

’
06년 6월 말

총 가입자
453만명

(단위 : %)

사업자의 가입비율
전 체

개 인

법 인

세무대리인

56.0

55.5

60.2

97.1

특히 ’
06년 7월에는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방문자 1억명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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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비스 개시 4년이 경과한 ’
06년 6월 현재 453만명이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이용에 대한 보답으로 1억번째

가입하였으며, 매년 100만명 이상이 홈택스의 신규 회원으로 등록

방문자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고 앞뒤 방문자 4명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고객초청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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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주요 선진국 전자신고 비율

홈택스 방문 1억명 돌파 고객초청 기념행사를 갖는 전군표 국세청장
(2006. 7. 20.)
왼쪽부터 정영희 씨(1억번째 앞), 강순호 씨(1억번째 방문자), 전군표 국세청장,
김영숙 씨(1억번째 뒤), 한지은 씨(1억번째 뒤)

전자신고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는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앞서 나갑니다.
외국의 전자세정이 주로 전자신고에 치중되어 있는데 비해서 홈택
스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시행 초기부터 전자민원, 전자고지·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국세업무를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도입 이후 전자신고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은 대부
분의 납세자가 홈택스로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신고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납세자에게는 편리하고 국세청에는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홈택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다른
나라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의 경우 약 70%에 이르는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납세자의
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홈택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
06년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본인의 과거 신고내용과 납부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매월 약 1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가 이용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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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100%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생활세금을 편리하게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매월 약 4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으로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홈택스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통해 이루어낸 이러한
홈택스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벤치마킹을 원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간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의
국세청에서 19차례에 걸쳐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성공사례를 자국의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
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중국 등 각국 국세청장은 홈택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벤치마킹 의사를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홈택스
납세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
청은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고 홈택스는 현재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신고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첨부서류를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06년 들어 16종을 추가 개발하여 수요자가 극히 드물거나 전산
화가 불가능한 서식을 제외한 총 288종에 대해 개발을 완료하였
습니다.
’
03년에 시행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
05년 말에는 증여세 자동
계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확인 등 생활세금 안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06년 2월에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홈택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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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출업자 등 영세율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
06년 8월

세금신고를 한 우리나라의 세무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부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도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이루어 낸 홈택스의 성과는 매우 이례적인 납세서비스 성공사례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매달 세무서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는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의 제안 사항을 상시 수렴할

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가 시행되지 않는 세목에 대해서도 지속적

뿐 아니라, 매년 4회에 걸친 정기적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엄정한

으로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
06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향후에도 전자신고를 계속할 것인지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납세자의 만족도와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홈택스를 세계 초일류 브랜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여부’
에 대해 74%가“(매우)그렇다”
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는 등
홈택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대체로 홈택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참고> 홈택스, 이렇게 이용합니다.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그림4] ’
06년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결과

홈택스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시 초기에는 홈택스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납세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홈택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
한 절차를 제거하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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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각종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개인별 가입용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
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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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위·변조 및 거래사실 부인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인감
증명서로 코스콤 등 6개 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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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내하며 그에 대한 상세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납세자가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 홈택스서비스 중 세금신고·고지·납부, 민원증명내용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의 민원증명을 신청하고 납세자

각종 세금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주요 서비스로는 전자신고, 전자고지·납부, 전자민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주로 전자신고에 치우쳐 있으나, 홈택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자민원증명 발급, 양도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용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국세청에서 배포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한 후
홈택스로 일괄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납세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금고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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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C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접목되어 있으므로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지급조서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및 납부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
니다.
복잡한 세법을 몰라도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재산 증여시 증여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입력절차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증여를 하거나 받을 때 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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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져보는 것보다는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지급조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연간
소득과 세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세금 납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잘 몰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처음 해보는 납세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세무서에「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을 운영
하여 전자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전자신고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몇 번이라도 부담 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이미 작성된 신고내용을
납세자가 확인하여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간편전자
신고(One-Click)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전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약 30%가 이루어
지는 등 인터넷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도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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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왜 도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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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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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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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
00년 민간소비지출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 왜 도입했을까?

(30.2%)와 개인수표(46.1%) 사용비율이 76.3%에 달하며, 현금사용
비율은 15.8%에 불과합니다.
또한,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1유로짜리 물건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과세 정상화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문화적 성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민간소비 절반 이상이 현금거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현금을 선호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린고비 이야기’
같은 옛날이야기를 보면, 돈을 모으는 족족
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 장면이 심심찮게 나오는 등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업종 간 세부담 형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
00년부터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지정,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간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
04년에 41.7%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옛날부터 현금을 선호하였습니다.

[표1]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민간소비 점유비율

이러한 전통적인 현금선호 관행은 오늘날까지 현금으로 거래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
00년의 경우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5.5%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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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5

175,969

312,300

381,063

389,177 400,696

5.7

10.7

25.5

45.7

비

율

43.8

41.7

※ 자료 :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이에 반해 미국·유럽에서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거래투명성 제고와 세원발굴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소비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영수증을

했지만, 현금거래분이 민간소비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고받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큰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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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
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결제할 때 카드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용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전송된 자료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매일 1회씩 국세청에 전용선을
통해 전송하고, 국세청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의 개통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하고, 발급거부 신고를 받는 현금영수증

[그림1]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상담센터(T.1544-2020)와 본인의 현금거래승인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를
개설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시스템
먼저,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선택하여 가맹점으로 가입
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칩 및 S/W)를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설치하고 통신망을 통해 서로 연결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카드(13자리~19자리의 숫자인 마그네틱 카드)나 휴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수단을 제시
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면, 그 내역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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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한 소비자
들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었
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제도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현금
영수증 상담센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였
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복권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홍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맹거부와 발급거부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쳤습니다.
또한, 국세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두캠페인 등 발로 뛰는 홍보와
더불어 TV·라디오·인터넷·옥외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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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도 잦았습니다.
이에 따라 ’
05년 1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여 무료
발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등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둬
이러한 국세청 전 직원의 노력과 소비자(특히 근로소득자)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첫해인 ’
05년도에
발급금액이 18.6조원, 발급건수 4.5억건, 가맹점 수 113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자 603만명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금액 18조원 달성에 10년 이상이 소요
되었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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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소요기간별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금액 추이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표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대상금액 중 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
(단위 : 조원)

2005

2004

민간소비지출 중 대상금액

연

도
①

215.3

203.2

신용카드 중 해당금액

②

143.4

125.0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③

17.8

-

자동노출금액(과세인프라 포착) 합계

②+③

161.2

125.0

자동노출(과세인프라 포착) 비율

(②+③)/①

74.9%

61.5%

이와 같은 성과로 인해 ’
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등 각국과 IMF에서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과세포착율이 크게 개선
’
05년 민간소비지출 424.6조원 중에서 과표양성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공과금, 교통·통신, 금융·보험, 국외소비지출 등 209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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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추세 지속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대상금액은 약 215조원 수준

시행 2년차인 ’
06년도에는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했던 변호사,

입니다. 이중 민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43.4조원

법무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및 학원, 예식장 등에 대해 수입

이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17.8조원(사업자간 거래금액 제외)

금액에 관계없이 전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므로 이들을 합한 금액, 즉 지출현황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금액이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래건수가 적은 전문직, 예식장, 장례

약 161조원에 달합니다.

식장, 산후조리원과 영세 사업자(학원, 결혼상담소, 부동산중개업

이는 과세포착율이 발행대상금액 대비 75% 수준에 달한다는

소) 등에 대해서는 단말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
04년도는 발행대상금액

록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비 61.5%로서, ’
05년에는 자동으로 노출되는 지출비율이 2004년

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도에 비해 13.4%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 노출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에

되는 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과세인프라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는 등

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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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
06년도 발급금액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현금영수증 발급,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
06년 상반기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4조 7천억원, 발급건수
3억 5,40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급금액은 219%, 발급
건수는 205% 증가하였습니다.
[그림3]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반기별 추이

현금영수증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현금
’
06년 6월 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도 각각 130만개, 812만명으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
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발급

[표3]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증가 추이
(기말누계, 만개, 만명)

분

그러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에 의하여 현금
영수증가맹점은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특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구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까 말까’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05 상반기

’
05 하반기

’
06 상반기

가맹점수

100

113

130

홈페이지 회원수

378

603

812

분과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추첨을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
06년에는 전년도 대비 161% 수준인
30조원 정도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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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8,608명에게 최고 1,00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의 복권당첨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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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러한 소득공제와 복권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복권당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이므로 전혀 주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해소되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납세자료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부담의 공평성도 더욱 제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시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를 소득공제 내지 복권당첨 가능성이라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과

세금혜택 차원보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

함께 제시하면 사업자가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므로 무척

성을 높이는 인프라로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시민감시 시스템」
을 구축하여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거부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포상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발급거부 사업자에게는 벌과금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는 등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더욱

현금영수증 생활화, 투명사회를 앞당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
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현금거래를

시행이나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소액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세체계로 흡수함으로써 신용카드와 함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신고처 :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Tel. 1544-2020)

현금영수증 제도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됨으로써 근로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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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쉬어가는 코너-현금영수증
新 효녀 심청은 ~

현금은 돌아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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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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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그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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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서도‘따뜻한 세정’
을 펼쳐갑니다.

216

징세과 02)397-1502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납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근 방송되는 TV프로그램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체납자의 대부분이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체납자처럼 재산을 빼돌려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하고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체납자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납은 영업부진·부도·폐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언론에 비친 체납세금

경제 전체의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경기변동), 어떤 업종의 마진폭
이나 판매량이 어떠하냐(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영업부진·부도·

“작년 체납국세 사상최대 19조…”

폐업 등이 발생하고, 개별 납세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고액체납자가 고급빌라에 살면서 호화생활…”

세금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종종 접하게 되는 체납에 대한 보도내용
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누구는 세금 안 내고도 잘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것 아냐? 도대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아?”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며, 체납자는 어떠한
납세자들인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체납자는 모두 부도덕한 납세자들인가?

따라서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부도덕한 납세자라고
곧바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량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체납한 납세자
들이 오히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최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노력과 함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서 보낸‘언제까지 얼마를 은행 등에
납부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도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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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규모,
보다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동의할까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납발생총액’
은 체납 규모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체납국세 규모라고 보도하는 19조원은,「전년도에 현금
징수 등 체납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
과「당해년도 중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발생한 국세」
를 합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을‘체납발생총액’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연도말 등의 특정 시점에 남아 있는 체납국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혹은 당해년도에 체납이 발생하였지만

체납세금, 과연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입는 옷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듯이 경제규모가

이미 결손처분된 체납국세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앞의

확대됨에 따라 세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체납국세의 절대규모도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지난 1년동안 빌렸던 돈 모두를 합한

비례하여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금액’
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이미 갚아버린 돈’
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면 과연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체납
세금이 무려 19조원이나 되는 것이 사실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체납규모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체납국세 규모에 대한 합리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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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에 현금납부한 국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서 부채 규모를 나타내기에는 부적당한 것이지요.

체납규모는‘미정리체납액’
으로 파악해야 합리적입니다.
체납발생총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체납정리의 대상이
되는 전체 모수(母數)를 확정함으로써 연간 체납액 현황, 정리실적에
관한 관리·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체납이 얼마나 발생하였으며

‘홍길동 씨, 당신의 부채(빚)는 얼마나 되지요’하고 물어보았을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의 대상을 분명

때, 홍길동 씨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갚아야 할 부채 액수를 대답

하게 확정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체납발생총액입니다.

할 것입니다. 홍길동 씨에게 과거에 빌렸다가 이미 갚아 버린 빚도

일반적으로 체납발생총액 중 약 70~80% 정도는 현금징수, 결손

부채 규모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한다면, 과연 홍길동 씨가

처분 등의 방법으로 연도 중에 정리되고, 사업부진, 휴·폐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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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유로 약 20~30% 정도가 계속 정리대상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체납국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올바로 파악하는 방법은 정리되지

세금체납, 그 오해와 진실

못하고 남아 있는 체납액, 즉‘미정리체납액’
을 특정시점에서 파악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의 홍길동 씨의 예에 비추어 보면,‘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한
돈’
을 특정 시점에서 산정하는 경우 부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여기에는‘이미 갚아버린 돈’
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채의 규모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미정리체납액은 체납발생총액의 23%수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는가?
독촉장 발부

경제성장에 따른 국세 세입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국세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05년말 현재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정리체납액 규모는
4.4조원이며 이는 체납발생총액의 22.8%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림] 연도말 미정리체납액 규모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철저한 재산조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각종 권리,
매출채권, 금융자산 등 체납자가 보유하는 모든 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발생소득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체납정리를 위하여 구축된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파악하게 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도덕한 체납자에 대해서는‘체납
추적조사 전담팀’
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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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재산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해
자산에 대한 매각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매각절차
압류 이후에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매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한편, 철저한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무재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자의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각종 전산인프라를 개발하여 재산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대한 일괄조회*,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등 다양한 체납
정리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유무를 금융기관 본점에 한꺼번에 조회하여 예금·주식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이자·배당 소득자료에 의하여

금융자산을 확인하여 예금·주식 압류 등 체납정리에 활용

이처럼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철저히 파악되고 있으
므로 세금납부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습

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의 효율화

니다.

를 위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타인명의로 은닉하면 추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손처분 후에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국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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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하여‘체납추적조사 전담팀’
을 운영하여 왔습
니다. 이를 통해 ’
05년 중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1,04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2,666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은닉재산 신고센터」
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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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건전한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재산보유 여부 등을 검색하고,

고발의식을 기반으로 은닉재산의 포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확인된 재산·소득이 없을 경우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정적

국세를 체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
금이 붙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씩, 최고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둘째,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게 되어 귀중한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5년) 경과 전
까지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재산·소득 변동 여부에 대하여 각종
체납정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계속하게 되며, 재산·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여 체납국세 납부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한 체납세금은 최근 5년간 3조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
니다.

자산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실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이 제공
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규대출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영업허가 취소, 출국 규제 등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에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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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서도
‘따뜻한 세정’
을 펼쳐갑니다.

체납세금 정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
을 펼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상을 파악하고‘국세징수법’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특별법상 압류금지재산 관련규정을 최대
한 넓게 해석하여 소액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를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가능케 하여“기본생활은 유지

탄력적인 체납처분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과정에서 체납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지 않고“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합니다”
,“공매중지는 곤란
합니다”등의 획일적인 체납처분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매를 유예하여
서민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 주요 내용
공매유예 확대 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 거주 주택,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공매유예 확대 기준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주요 내용

-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체납자의 실상을 확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추심 등

공매유예 후 사후 관리

체납처분의 탄력적 운영

- 유예 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취소 및 즉시 공매 속행

소액예금 등에 대한 압류해제 적극 검토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승인변경 가능

- 3개월 이하 생계비 해당 예금잔액, 자녀교육비·의료비 등
- 질병·재해 등에 대비한 소액불입 보장성보험

앞으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납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

최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

- 중소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긴급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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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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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세입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
투자가 긴요
국세청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세금의 형태로
거두는 기관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동창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거두는 총무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창회 회원들이 회비를 잊지 않고, 그리고 적정하게 내도록

세금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세공무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간 국세청은 세입징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산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세공무원수는 오히려 줄어

하는 것이 총무의 역할이듯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제때에

지난 10년간(’
95년∼’
05년)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에 힘입어

정확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세무정보

우리나라의 GDP는 약 449조원에서 807조원으로 1.8배, 국세청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수규모는 약 52조원에서 120조원으로 2배 이상, 납세자수는

또한,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약 650만명에서 950만명으로 1.4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담당하는 국세청의 인력은 ’
05년 12월 말 현재 17,314명으로 ’
95년

합니다.

17,491명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과
예산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세공무원의 수는 경제규모 및 납세인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납세인원도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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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복잡·다양해지므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국제적 탈세행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다소 인력 증원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
90년대 후반이후 지속적으로“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을 목표로 인력을 운영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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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수, 납세자수 및 국세청 인력 변동 추이

하게 인력을 증원하면서도 지방청 조사인력을 감축하고, 세무서
조사과를 폐지하여 확보된 인력 672명을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
담당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의 자구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구조조정 사례
’
98년, 그동안 국세공무원이 수행했던 업무 중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던 과세자료 입력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국세공무원
595명 감축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
그동안 국세청이 인력규모를 늘리지 않고 세입징수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구조
조정 노력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
90년대 후반부터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중요도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세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증원 수요를 최대한
흡수해 왔습니다.
특히, ’
05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도입, ’
06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의

’
99년,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하고, 공무원에 의한 밀착형
세원관리 방식인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전환함
으로써 175명을 감축하고,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폐지
’
03년, 기능별 조직 도입 이후 납세자 유형 변화 등을 반영, 세무서 징세 및
조사분야 인력 848명을 세원관리와 납세서비스 분야에 전환배치
’
05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 새로운 대민 서비스 제공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을 감축하여 세무서 인력 보강
’
06년 9월,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 지방청 조사인력 약 10%를 감축하여 세무서 종합부동산세 담당부서에
재배치함으로써 납세자 신고편의 도모
- 세무서 징세과를 폐지하고 업무와 인력을 세원관리과 및 조사과로 이관함
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세무서 재산제세 분야 세원관리와 조사 기능을 통합하고, 조사과 31개를
폐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분야 업무역량 강화

대폭적인 확대에 따라 증가한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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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등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 크게 향상
국세청은 자체구조조정 외에도 전산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우리나라는 ’
05년 12월 말 현재 0.35명에 불과하여 일본(0.44명),
영국(1.07명), 호주(1.09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효율성이 낮은 일 버리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생산성을

[표] 국가별 국세공무원 규모(’
03년 말 현재)

높여 왔습니다.
’
97년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한

구

한국(’
05년)

일본

영국

이탈리아

미국

호주

구(천명)

48,782

127,619

59,554

57,478

291,049

19,881

이후 신고서 관리, 성실도 분석 등의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국세공무원 수

17,314

56,315

63,700

34,989

98,824

21,718

전산처리 역량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도

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 수

0.35

0.44

1.07

0.61

0.34

1.09

벤치마킹할 만큼 세계 초일류 수준의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

※ 미국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판매세(Sales Tax)를 주(州)에서 징수하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

분

있어, 인구천명당 국세공무원수가 낮게 표시됨.

뿐만 아니라, 업무지식과 경험을 직원 상호 간 공유·확산할

나라마다 세법체계와 납세의식, 그리고 과세인프라 구축 수준이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축·운영하여 업무생산성을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국세공무원수가 다른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일하는 방식 개선’
을 지속적으로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진국 국세청보다 인력규모가 작아
경제규모나 인구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국세공무원수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
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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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0년간 세정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시비도 완전히 사라지는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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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세정의 전산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그러나 국세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조사강도를 더욱 높여

해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진정으로 두려운 세무조사가 되도록 함으로써“성실신고가 최선의

운영을 통해 성실납세 지원, 공평한 세부담, 조세정의 구현 등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따뜻함(溫氣)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는 차가운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보다 더 공정하고, 탈세에는 더욱 엄정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국민과 납세자를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조직 운영의 효율화 등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께서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세입징수

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대한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투자와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은 이러한 따뜻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수 위주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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