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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납세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기술 혁신에 힘입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Pw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15년간 진행해온 Paying Taxes 프로젝트는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납세환경 개선 분야를 연구 분석해왔습니다. 

Paying Taxes 연구가 시작된 이래 14번째 발행된 올해의 보고서는 특히 몇몇 국가에서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세금납부 관련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임에 따라 기술이 세금납부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글로벌 납세환경보고서인 Paying Taxes는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각국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신고납부 관련 법령 분석과 전문가의 리서치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세전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과 신고납부 소요 시간 등 부문 별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기업들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세무행정 시스템과 타국의 제도를 비교 

가능하게 하고 세율이나 개혁이 필요한 compliance 절차 및 세금 관련 국제적인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납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기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는 PwC의 Paying Taxes 프로젝트에 매년 참여 중이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전략, 실행, 자금조달, 조세, 투자환경, 행정절차나 세무관리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국제조세 전담본부(Global Tax Services)를 두어 cross-border 투자계획 

단계부터 향후 운용, 이익회수와 철수 단계 까지를 고려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ying Taxes 2020’이 기업들의 납세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세계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의 해외투자와 시장진출 및 확장과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행물에 포함된 

전문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x Leader 

대표 주정일 드림



Foreword

Paying Taxes가 글로벌 납세환경을 비교해 온 지난 15년 동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납세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회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무 시스템의 발전이 일반적이거나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납세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기술의 구현이 어려운 탓에 

납세자로 하여금 더 쉽고 빠르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정부가 납세 의무 이행 현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는 중간 규모의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부족이든 또는 정치적 의지 부족이든,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뒤쳐지는 이유에 대한 이해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층은 “다른 국가가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프로젝트의 일환인 본 보고서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을 

구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납세 과정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의 이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의 정책이 모든 상황에 적합할 순 없으며, 정부와 

기업이 정책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이에 따른 

결과에 주목하였습니다. 

모든 정부는 세무 행정을 우선 순위로 고려합니다. 

납세는 개인과 정부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호작용이자,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납세는 정부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납세 과정이 쉽고 간단하며, 공정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면, 개인과 기업은 이를 정부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하여 연계시킬 것입니다. 만약 대중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의 

사용이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납세 의무를 준수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용이성. 올해, 글로벌 납세 

편이성이 소폭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개선의 폭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베트남은 납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23% 단축되었으며,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및 이스라엘에서는 납세 지표의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정부의 세수 창출을 돕는 선택지가 

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는 부가가치세제를 둘러싼 

다양한 전략의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는 과세 

기반을 확장하고 천연자원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부가가치세의 온라인 신고 및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챕터로, 납세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유형과 구현 방법 및 

세금 신고와 납세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지난 10여년 동안,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Total Tax and Contribution Rate, TTCR)

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미미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지나친 하향평준화

(‘race to bottom’)는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 상황에 맞게 세무 시스템을 급격히 변경시킨 

개별 국가의 경우에는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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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9 October 2019 – 12 November 2019: https://www.oecd.org/tax/beps/public-consultation-document-secretariat-proposal-unifiedapproach- 

pillar-one.pdf. See also: 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Two, 8 November 2019 – 2 December 2019: 

http://www.oecd.org/tax/beps/public-consultation-document-global-anti-base-erosion-proposal-pillar-two.pdf.pdf.

현대 기술은 조세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가나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감소하였으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일괄적인 판매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기존에 고용주와 종업원 간 기여금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대부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기여금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데이터를 통해 2018년 

미국의 세제 개편이 사례 연구 대상 기업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및 수정 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절차에 관한 지난 5년 간의 납세 이후 절차 지표 데이터에 

미루어 볼 때, 2014년 이후 납세 이후 절차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욱 중립적인 부가가치세 운영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과세

최근, 디지털 경제를 과세할지 여부 및 OECD가 발표한 

디지털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 대한 제안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1
. 현대 기술은 

물리적 실체가 없거나 거의 없는 다국적 사업의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사용자 생성 데이터와 컨텐츠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적용할지, 

또한 일상적 작업의 자동화로 비롯되는 노동 관련 세금의 

감소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 조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야기합니다. 

이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점이 중간 규모의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Paying Taxes의 연구 

결과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경된 정책의 실행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엽적인 영향은 미칠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는 

납세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와 과세당국이 

지속적으로 세무 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과세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각 국가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190개국의 세무 환경에 대한 비교를 통해, Paying Taxes는 

정부 및 기업이 그들의 세무 시스템과 국제 동향 간의 비교 및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며, 다른 국가의 세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세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이해 및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기여해 준 

기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 기업, 학계 및 사회에서 세무 시스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Rita Ramalho
Senior Manager,
Global Indicators Group,
World Bank Group

Andrew Packman
Leader, Tax Transparency
and Total Tax Contribution,
PwC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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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비해 0.7회 감소납부횟수

23.1
2017년에 비해 2시간 감소

234
시간

회

2017년에 비해 0.1% pt 증가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납세 이후
절차 지수

40.5%

2017년에 비해 1.0 증가

60.9/100

납세 절차는 점차 간편해지고 있지만

납부 횟수

60% 59% 79%

23%
브라질 및 베트남에서 감소

신고·납부 소요 시간

기술의 발전은 신고 및 납세 절차를 간편하게 

해 주고 있지만,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고·납부 소요 시간

각 경제상황 및 지역에 따른 자세한 연구 결과 

확인 및 비교를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인해 지역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납부횟수가
63에서 25로 감소

키르기스스탄

납부횟수가
63에서 26으로 감소

이스라엘

납부횟수가
28에서 6으로 감소

납세 절차의 디지털화는 
납세자의 납세 이행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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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시켰습니다.

  

중동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8.2 27.3
시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소요시간

 
 

주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시간

법인세 수정신고
소요시간

미국

감비아

중국

모로코

  

법인세 세무조사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²

25.5
주

14.6

$

중요한 정책 변화 납세 후 절차의 개선 

개별 국가에서의 중요한 정책 변화는 국제 평균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각 요소는 100점을 최고 점수로 하며, 평균값이 납세 이후 절차 지수로 사용됩니다.

가나에서는 세금 균형이

부가가치세에서 계단식 판매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에서는

소득세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이집트에서는 

최근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2. 법인세 수정신고에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113개국 제외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 the Caribbean

South America

Time

182 hrs
Time

199 hrs
Time

519 hrs

TTCR

38.7%
TTCR

42.2%
TTCR

53.3%
PFI

69.3
PFI

51.9
PFI

41.5

Payments

8.2

2018년 전세계 평균³

신고·납부
소요 시간

234 시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납세 이후
절차 지수

40.5% 60.9

납부 횟수

23.1 회

Africa

Time

285 hrs

TTCR

47.3%
PFI

56.2

Payments

34.7
Payments

30.3
Payments

24.7

 

Regional overview

3. 각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동향을 포함한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pwc.com/payingtax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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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FTA Central Asia & 
Eastern Europe

Time

161 hrs
Time

219 hrs
Time

191 hrs

TTCR

38.9%
TTCR

33.0%
TTCR

36.6%
PFI

83.1
PFI

68.6
PFI

57.4

Payments

10.9
Payments

13.9

Middle East

Time

155 hrs

TTCR

24.5%
PFI

50.0

Payments

15.3
Payments

21.1

2018년도 미국 세제 개편 

으로 해당 지역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납부 횟수도 가장 적습니다. 

3개의 국가(캐나다, 멕시코, 

미국)가 모든 세금에 대한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2018년에 소폭 감소하였 

습니다.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시스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는 가장 

높은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과 신고·납부 소요 시간 

및 가장 낮은 납세 이후 절차 

지표로 세금을 납부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시스템의 도입 미비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납부 횟수가 

가장 많고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두번째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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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두 국가는 2018년 

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 

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도입하여,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지속적으로 납세 이후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며 

신고·납부가 가장 쉬운 

지역입니다.  

2018년에는 납부 횟수 및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신고·

납부 소요 시간이 264시간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 

납부 횟수가 3회 감소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신고·

납부 소요 시간은 미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신고·납부 소요 시간 

및 납부 횟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림 1: 2018년과 2017년의 지역별 신고·납부 소요 시간 비교

법인세 노동 관련세 소비세

그림 2: 2018년과 2017년의 지역별 납부 횟수 비교

소득세 노동 관련세 기타세

10.  Paying Taxes 2020

지역 간 비교 

그림 1~4와 같이, 2018년에 Paying Taxes의 4개 납세지표의 지역별 평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난 기간의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www.pwc.com/paying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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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8년과 2017년의 지역별 납세 이후 절차 지수 비교

납세 이후 절차 지수

그림 3: 2018년과 2017년의 지역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비교

소득세 노동 관련세 기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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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자동화의 

장점: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기인한 납세 용이성



13.  Paying Taxes 2020  |  자동화의 장점

평균적으로, 매년 중간 규모의 국내 기업의 납세 의무 이행은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Paying Taxes 

2020에서 검토한 190개 국가4에서 세금 납부 횟수는 2012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본 보고서의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주요 세무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신고 및 납부 절차의 자동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잘 설계되고 효율적으로 구현된 자동화 시스템은 기업의 납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납세 용이성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개선 

되었음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납세자의 납세 의무 

이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 증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무 행정 절차 

디지털화 투자에 실패하여 납세 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세 행정에 관한 경제협력개빌기구(OECD)의 2019년 보고서
5 

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디지털 기술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1. 세금 신고·납부 촉진

2. 납세자 및 제3자 데이터 분석 강화 및 자동화

3. 납세자와 세무행정기관간의 의사소통 개선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디지털 수단 

(온라인, 이메일, 디지털 지원)의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통적 수단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예를 

들어, 직접 연락은 15% 감소함). 2017년 40개 이상의 정부가 

인공 지능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 2012년도에는 189개 국가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소말리아는 2014년부터 포함됐지만 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 Paying Taxes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OECD Tax administration,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2019: https://doi.

org/10.1787/74d162b6-en.

참고: 이 차트의 일부 수치는 반올림 되었습니다.

납부 횟수 소득세 납부 횟수

노동 관련세 납부 횟수 기타세 납부 횟수

그림 5: 전 세계 평균 납부 횟수의 변화 그림 6: 전 세계 평균 신고·납부 소요 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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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납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국가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2018년의 납부 횟수 관련 지표가 2017년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납세자에게 

유용한 포맷의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과 휴대 

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및 통신 

회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이며, 납세자가 온라인 납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문화적 장벽도 극복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확립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무화한다면 납세자의 불만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트디아부르의 국세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충분히 시험한 후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온라인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온라인 신고·납부는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며,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트디아부르의 온라인 신고·납부 

의무화 도입이 성공한 이유는 신고납부 시스템 통합과 더불어 

코드디아부르의 모든 은행이 온라인 납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신고·납부가 오래 전부터 

가능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하드카피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Paying Taxes의 지표 측정 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여러 번 납부해야 할지라도 1회 납부로 

집계되기 때문에 납부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횟수 지표의 측정

납부 횟수 지표에는 세금 및 의무기여금의 총 납부 횟수, 납부 

방법, 납부 빈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 하드카피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실제 납부 횟수가 많더라도 납부 횟수 

지표 1회로 측정됩니다.

또한, 세금이 다른 종류의 세금과 함께 신고 및 납부되는 

경우에도 납부 횟수 지표는 1회로 측정됩니다. 특정 세금을 

다른 종류의 세금과 공동으로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신고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두 세금은 한번에 납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연중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영향은 안분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에 

전자 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매달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세금의 경우 납부 횟수가 2018년에는 4회 

감소하며 2019년에는 7회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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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횟수 증가의 주된 요인 두 가지는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기존 세금의 

신고·납부 빈도 증가입니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세제가 도입된 경우는 납부 횟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영국에서 세금당 납부 횟수가 1회 증가하였고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따로 납입하는 실업보험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납부 횟수가 2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나와 네팔의 

새로운 세제 도입은 납부 횟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파푸아 뉴기니는 새로운 세제 도입은  

없었지만 부가가치세와 연금 납입
6
의 신고 및 납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했다면  

신고 빈도만 높아질 뿐 납부 횟수 지표와 납세자의  

납세의무 준수 부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특이하게도 부가가치세 신고 요건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매주 부가가치세를 

선 지급과 후 지급으로 나누어 두 번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인데,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 혼란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가장 높은 납부 횟수인 99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요건 변화에 따라 이 수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납세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고,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감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2017년부터 매달이 아닌 격주로 연금 납입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납부 횟수 증가의 영향은 2017년과 2018년의 납부 횟수 지표에 안분 

되었습니다.



16.  Paying Taxes 2020  |  자동화의 장점

전자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 단축

2018년 세계 평균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은 소폭 감소했을 

뿐이지만 각 국가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 신고·납부 소요시간이 가장 크게 단축된 

곳은 브라질이지만, 브라질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  

뒤쳐져 있습니다. 브라질의 신고·납부 소요시간은 2004년 

2,600시간에서 2016년 1,958시간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1,501시간으로 줄어 3년 만에 23%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어느 곳 보다도 브라질의 신고·납부 소요시간은 매우 

길며, 브라질 다음으로 신고·납부 소요시간이 긴 볼리비아보다 

476시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십 수년 전부터 

전자부기 및 세무신고 및 납부 시스템인 SPED(Sistema 

Público de Escrituração Digital)을 구축하고 있으나 브라질 

세제의 근본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은 세무 신고·

납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연방, 주, 

시 차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가지의 주요 소비세가 있습니다. 

SPED는 도입 이후 계속 사용되어 왔고 기업들은 납세 관리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브라질은 글로벌 평균 수준의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현재 간접세 

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
7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채택되어 시행되면 비록 상당한 과정과 전환을 

위한 과도기가 있겠지만,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을 

23%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큰 감소폭은 브라질의 상황과 

유사하게 기업과 과세당국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의 산물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주는 고급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과세당국 또한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온라인 세무 신고·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상당한 시간 

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차드에서는 기업이 

해당 지역의 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요건이 

생겼는데,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수령하기 위해 

세무서를 반복적으로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국가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할 것은 납세자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납세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새로운 

세금의 신고 및 납부에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성을 갖추고 납세자가 납세 

방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은 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바하마와 

2017년에 재화·서비스세(GST)를 도입한 인도의 경우 2018년 

세무 신고·납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7. ITR Staff, “Brazil aims to reform complex tax system,” International Tax Review, 22 August 2019: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

b1gtv5h2rdftqc/brazil-aims-to-reform-complex-tax-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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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ing Taxes의 다양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채택의 4가지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국가가 기술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1단계에서는, 비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회계 소프트웨어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의 통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대부분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정행위 혹은 오류의 

위험이 매우 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가봉과 같이 시스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는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 질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정치적인 의지 부족, 통신 

인프라 부족, 또는 서류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적 거리낌 등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른 오류의 감소와 관리 용이성의 

증대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서식 작성과 납부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2단계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복잡성과 도입된 온라인 프로세스의 

유형에 따라 감소폭은 달라질 것입니다. 납부 횟수 지표를 

감소시킨 가장 최근의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코트디아부르와 

키르기즈공화국 및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세무 신고 및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오류 감소, 위험 분석 및 세무조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등의 기타 편익을 과세 당국에게 제공합니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가 온라인 시스템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적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Paying Taxes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었더라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과세 당국이 처음부터 성급히 온라인 시스템을 의무화 한다면 

이 같은 시행 방식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도입 초기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디지털 기술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기 전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ristoph
Zenner
Partner,
EMEA Indirect
Tax Leader,
PwC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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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시스템 도입은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통제 강화 및 부정행위 방지 

강화 등 조세당국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행정을 위한 

시스템의 디지털 

고도화 증가

전통적인 

신고서 작성

조세의 디지털화 

(수평적 

모니터링)

실시간 보고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화 및 

정산 모델

모델 및 로지스틱스 과정에 따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납세 의무 이행 비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하여 

EU및 일부 조세당국은 세무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식인 SAF-T(Standard Audit File for Tax; OECD에서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 국가별로 ‘push’, ‘pull’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음)를 도입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시스템은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의 정보 교환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지만,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의 데이터 전송 외의 추가적인 

단계를 요구합니다.

실시간 시스템으로의 전환은(3단계,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긴밀한 기술적 통합) 납세자 데이터 통제 강화 및 부정행위 

방지의 강화 등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스페인 (‘SII’ [Immediate Information Supply], 

실시간 송장 정보), 이탈리아(정부가 운영하는 SDI [Sistema di 

Interscambio] 포탈로 기업과 정부,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송장 작성) 및 헝가리(KOBAK시스템을 통한 전자 송장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납세자의 의무 준수를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SAF-T에서 제공한 거래 

정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스템은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시스템 설계와 구현에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4단계)를 평가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일부를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사용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도 유망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영국 

조세당국인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가 

부가가치세 격차를 해소하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조세 및 관세 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는 블록체인 기술을 Digital Single Market의 잠재적 기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보안과 신뢰성은 부가가치세 관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널리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세당국은 조세제도의 복잡성, IT인프라의 

가용성 및 납세자의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해 도입할 적합한 기술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행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상당한 계획과 조화를 필요로 하며 

과세당국은 납세자 또는 이미 기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행정부와의 폭넓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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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디지털 행정의 진화

기술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큰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류를 

줄이고 부정행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정보를 회계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디지털 관리의 핵심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최소한의 기술 사용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장점:

• 기술 인프라 불필요

• 전문 소프트웨어 불필요

•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 절감

• 기업의 회계 시스템을 조세 행정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조정하지 않아도 됨

단점:

• 수동 오류 발생 가능

• 위험 통제 기능 거의 없음

• 부정행위 및 기타 범죄 위험 증가

• 종이 사용의 번거로움

• 자발적 납세 의무 준수에 대한 부담 증가

• 세무당국과의 상호작용이 많아 부정행위의 기회 제공

• 세무당국의 정보 수신 지연

• 세율 및 기타 규칙의 변경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움

2단계: 도구로서의 기술 활용 - 온라인 신고 및 납부 시스템 

부가가치세는 세무당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및 납부되며, 기업과 과세관청의 시스템 간 

다양한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장점:

• 납세자 및 세무당국의 효율성 향상

•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통제력 강화

• 납세 의무 준수 및 리스크 모니터링 능력 향상

• 세무당국의 데이터 동향 파악에 도움

• 추가적인 규정 준수 부담 없이 부정행위 방지 매커니즘 개선 

가능

• 오류 감소

• 조세체계 변경사항을 쉽게 이행

• 자발적 납세 의무 준수 촉진

단점:

•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초기 자본 투자

• 성공적인 구현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의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

• 기업은 조세당국의 시스템에 맞게 기업의 시스템을 조정 

해야함

• 민감 정보의 교류 확대

• 데이터의 보안, 견고성 및 무결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 사이버 공격 및 기타 관련 기술 위험

20.  Paying Tax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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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첨단 기술의 활용 -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및 납부 시스템 

첨단 기술 시스템으로, 기업은 거래 정보를 직접 과세당국과 

공유합니다. 

장점:

• 보다 세분화되고 규칙적인 수준의 정보

• 다양한 세금 및 추가 기록의 일치성

• 예상치와 비교 가능한 납세자 프로파일링 가능

• 동향 및 위험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가능

• 매입 및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치시켜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잠재력 및 세수 증가

• 전자세금계산서 준수에 대한 법적 확실성(구현된 모델에 

따라 다름)

• 대량의 거래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절감 

• 보관 및 부수적 보고의 요구기준 감소

단점:

• 회계 시스템 및 기술 구현에 필요한 초기 업그레이드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됨

• 이행 단계에서 광범위한 계획, 조정 및 납세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함. 전환 기간이 너무 짧거나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의 중단이 발생 가능함

• 지속적인 유지 관리

•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결정 능력 필요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 요구사항이 실행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단계: 미래의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은 부가가치에 

관리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더욱 높이고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스템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장점:

• 납세자 정보에 대한 통제 강화

•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투명성 향상

• 매우 민감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실시간 부가가치세 모니터링

• 비즈니스 규칙의 자동화 가능(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

• 혁신적인 환경의 최전선에서 기능함

단점:

• 대다수의 기술이 여전히 개발 단계임

• 상당한 구조조정 및 운영상의 변화 필요

• 납세 의무 준수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 필요

• 새로운 법안 혹은 세법 개정의 필요성

• 세무행정내에서 관리의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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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 World 
Bank Group의 총평: 

종이신고서에서 

전자세금신고서로의 전환과 

납세의무이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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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전자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납세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전자신고(e-filing)와 전자납부(e-payment)는 인터넷을 통해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인 바, 사무실에서 여유 있을 때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무당국이 보유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등 기업의 납세 준비 과정을 간편화 했습니다. 미국은 1986년에 전자신고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였고, 1987년에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8.

2004년 Doing Business에서 검토한 174개 국가 중 43개  

국가만이 온라인 세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후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9
. 15년이 지난 지금, 서면 신고·납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수치는 

두 배 이상(106개) 증가했습니다.

그 중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림 7 참조)
10
. 이 지역의 평균 납세의무 준수 시간은 

2004년 연간 473시간에서 2018년 225시간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세제를 단순화 및 간소화하고, 전자 신고·납부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2006년 Doing Business 검토 이후, 63개국은 온라인 

납부 모듈을 포함한 세금 신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소득층에 속한 국가들은 전자 

신고·납부를 이용한 비중(97%)이 가장 높은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가장 낮았습니다(17%).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기술 채택을 꺼려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문맹률, 신뢰성이 

낮은 IT 인프라, 회계 및 세무 신고·납부 준비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Doing Busines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2018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납부로 인해 

코트디부아르, 케냐, 모리셔스, 토고 등을 포함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납세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참고: 남아시아의 경우, Doing Business 2020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Doing Business 2006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Doing Business 2013에 몰디브가 세가지의 주요 

세제(법인세, 부가가치세, 연금)를 도입하여 신고·납부 소요 시간이 0에서 391시간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Doing Business database

그림 7: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신고·납부 소요 시간 단축에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시간 (시간/년)

8. Anna A. Che Azmi and Yusniza Kamarulzaman, “Adoption of tax e-filing: A conceptual paper,”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2010.

9. Doing Business data for 2004-05 was published in Doing Business 2006.

10. 이 보고서에서 World Bank는 국가들을 PwC와 조금은 다른 지리적 지역으로 배치합니다(부록 참조). World Bank의 지역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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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에서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외에도 납세의무이행 

수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개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Doing Business 2020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서 사전 작성,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의 사용 및 

포괄적인 국세청의 온라인 포털과 같은 기술 개혁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보유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는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시 수행하는 역할은 숫자를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며 신고서에 서명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전 작성된 신고서의 이점은 정확한 정보 및 환급 

처리, 오류 제거 및 특정 항목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11
. 평균 

신고·납부 소요시간이 159시간인 대부분의 OECD 고소득 

국가에서는 기초 정보가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대조적으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국가의 3분의 1은 기초 정보가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바, 해당 지역의 평균 신고·납부 소요시간은 

281시간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 

전세계적으로 실행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출력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지불 요청에 대한 디지털 교환 및 

처리를 보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출력된 세금계산서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류 발생이 적으며 부정행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처리 비용을 절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자의 

회계 시스템에서 바로 세금계산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세무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양 당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 활동과 소득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은 European Directive 2014/55/EU
12
의 준수를 

위해 행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안을 

채택하였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ECD 

고소득 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등 세금계산서 디지털화의 선두에 

서있습니다(그림 8 참조). 부가가치세는 개발도상국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입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과 카리브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최소한의 개입과 다양한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갖춰 쉽게 수집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르완다 과세당국은 모든 부가가치세 등록 납세자에게 

2003년부터 사용중인 EBMs을 인터넷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서서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림 8: OECD 고소득 국가들은 세금계산서 디지털화의 선두에 서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국가의 수

11.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Using 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s to Assist Taxpayers Meet their 

Return Filing Obligations - Country Experiences with the Use of Pre-populated Personal Tax Returns, March 2006: https://www.oecd.org/tax/

administration/36280368.pdf.

12. European Directive 2014/55/EU의 전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4L005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Paying Taxes 2020  |  World Bank Group의 총평

13. OECD, Technology Tools to Tackle Tax Evasion and Tax Fraud, 2017: https://www.oecd.org/tax/crime/technology-tools-to-tackle-tax-evasion-and-

tax-fraud.htm.

14. OECD, Implementing Online Cash Registers. Benefits, Considerations and Guidance, 28 March 2019: http://www.oecd.org/ctp/implementing-online-

cash-registers-benefits-considerations-and-guidance.htm.

15. 자세한 내용은 CFDI (Comprobantes Fiscal Digital por Internet) at https://cfdi.edicomgroup.com/en/cfdi-al-dia-en/cfdi-mexicos-electronic-invoicing-

model-thats-become-a-reference-across-all-of-latin-ameri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세 포털은 OECD 고소득 국가군과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 

내 모든 과세당국들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자 고지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정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예, Pan-

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PEPPOL])을 도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한 나라로는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인 XML 포맷의 경우, 납세자가 정부가 지정한 XML 

형식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변환한 후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며, 현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3
. 이 외에 과세당국은 소매 업체가 

즉각적으로 과세당국 포털에 매출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online cash register(OCR) 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의 경우 한국과 러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시스템으로 수집된 빅 데이터의 사용은 규정준수 

목적의 정보사용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OCR 시스템 

도입으로 2016년까지 현금영수증을 통해 96.5%의 거래가 

기록되었습니다
14
.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정한 XML 형식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멕시코의 경우에도,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세금 신고 관련 오류 및 부정을 사전에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증가시켰습니다
15
. 

과세당국은 온라인 조세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기업들이 전자 신고 및 납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조세 포털은 

OECD 고소득 집단 내 모든 과세당국,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국가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 아시아 및 태평양의 세무당국은 다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루기 쉬운 온라인 조세 포털은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정보 출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납세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유선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무 공무원의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폴 국세청의 

경우, 가상의 안내원 ‘Ask Jamie’ 를 통해 납세자의 질문에 

대화식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조세 포털에서 전자파일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OECD고소득 국가에서는 온라인 세액 

계산기가 더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2

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임금 및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시뮬레이터와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포함)의 일부 조세당국은 납세자에게 과거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최근 조세당국은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Internal 

Revenue Service(@IRSnews)와 핀란드의 국세청(@taxFinland)

와 같이 일부 조세포털에서는 납세자가 페이스북, 트위터로 

조세당국의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은 세금의 집행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각 나라의 

조세당국은 납세의무 간소화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온라인 

포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무 당국은 지난 15년 동안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확대시켰고 포괄적이고 신속한 위험 평가 및 신고서의 규정준수 

확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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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조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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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정부는 계속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정책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트렌드 및 변화된 업무 방식에 대응하는 것 등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와 더불어 

예산 부족, 비공식 경제 타개책, 자발적인 납세 의무 이행 수준 향상과 같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느 국가든 지속 가능한 납세 문화를 촉진하는 굳건한 세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납세 

의무 준수 문화는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납세 의식
16
에 관한 2019년 OECD 보고서는 

세수 사용의 투명성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이 지속 가능한 

세무 시스템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가 세무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식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Paying Taxes에서는 기업이 부담한 세금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TTCR) 지표를 활용합니다.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모든 종류의 세금과 의무적인 사회 기여금 17의  

합으로, 기업소득(Commercial profit)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됩니다. 기업소득은 기업이 실제 부담한 모든 종류의 

세금이 반영되기 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Paying Taxes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각 국 

정부가 사용하는 조세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2018년 글로벌 평균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40.5%로, 2017년의 40.4%(그림 9 참조)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같은 추세는 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16. OECD, Tax Morale: What Drives People and Businesses to Pay Tax?, OECD Publishing, Paris, 2019: https://doi.org/10.1787/f3d8ea10-en.

참고: 이 차트의 일부 수치는 반올림 되었습니다.  출처: Paying Taxes 2020 data

그림 9: 세목 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의 글로벌 평균치 추이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TTCR) 소득세 노동 관련세금 기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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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8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의 중대한 변화

국가

루마니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변화 변화 요인

40.0%에서

20.0%로 감소

고용주가 부담하는 6종의 세금 및 부담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고용주는 현재 2.25%의 고용 보험 기여금만 부담하며, 

사회보장금에 대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총 급여의 16.5%

에서 35.0%로 증가하였습니다.

감비아 법인세율은 30%에서 27%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에 대한 

최저한세율이1.5%에서 1%로 감소하였습니다.

56.6%에서

48.4%로 감소

미국 2018년 1월 1일 세제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의 누진 최고세율은 34%에서 단일세율 21%로 

감소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43.8%에서

36.6%로 감소

중국 2018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과세소득은 50%가량 감소하고, 법인세율 

20%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효세율은 작년 25%에서 

10%로 감소하였습니다.

64.0%에서

59.2%로 감소

모로코 단일세율 30%였던 법인세가 과세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31%, 20% 및 10%로 변경되었습니다.

49.8%에서

45.8%로 감소

가나 종전에는 환급이 가능하였던 2종의 세금이 환급 불가능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부가세 항목이었던 것들이 

계단식 판매세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기본 

부가가치세율은 12.5%로 감소하였습니다.

32.4%에서

55.4%로 증가

기니 단일 최저한세율이 3%에서 1.5%로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의 

단일 최저한세는 증가하였습니다. Paying Taxes의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은 기니에서 대기업으로 취급되므로,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증가하였다고 해석됩니다.

61.4%에서

69.3%로 증가

말리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 신규 도입되었으며, 

매출액의 0.5%의 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연대기여금은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및 납세가 이루어집니다.

48.3%에서

54.5%로 증가

동티모르 사회 보장 기여금 제도가 도입된 바, 고용주는 총 급여의 6%, 

근로자는 4%를 부담합니다.

11.2%에서

17.3%로 증가

이탈리아 2016년 고용된 종업원에 대한 사회 보장 기여금 면제 

정책은 사례 연구 대상 기업(2017년 고용 전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3.1%에서

59.1%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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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평균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큰 변화가 존재하여,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 말리, 동티모르와 같은 저소득 및 저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중상위 소득 

국가는 사회 보장의 부담이 고용주에서 근로자로 이동함에 

따라, 가장 큰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복지 제공을 위한 사회 보장 

기여금의 증가 등 2018년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에 영향을 

준 대부분의 변화는 작년의 추세를 따라가지만, 루마니아 

및 가나에서의 세무 시스템 변화가 당해 국가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에 미친 영향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편 미국의 

세제 개편은 미국 법인세율이 경쟁력이 없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변화는 정부가 

미래의 정치적 의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재정 정책 결정의 세 

가지 형태를 반영합니다.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이란?

아래 요약된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세전 이익 대비 부과된 모든 세금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예시에는 소득세, 노동 관련세 및 기타 세금이 

어떻게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을 구성하는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예시

세전 이익(PBT) 1,000

일반세 가산

사회 보장 기여금 235

재산세 25

자동차세 15

275

상업적 이익 
(모든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이익)

1,275

법인세 (220)

일반세 (275)

부과된 총 세금 (495)

세후 이익 780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  
부과된 총 세금/상업적 이익

38.8%

소득세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17.3%

노동세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18.4%

기타세의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 3.1%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법인세, 임직원의 사회보험부담금, 

소득세 및 기타 세금 등 기업의 비용이 되는 사회적 의무 

비용만을 포함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나 임직원의 사회보험부담금 중 임직원 부담분과 

같이 기업이 대신 징수 후 지불하는 세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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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s 판매세

일반적으로는 판매세(sales taxes)에서 부가가치세 내지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es)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판매 판매세(resale sales taxes)가 각 

주 및 지역별
17
로 부과되는 미국을 제외한 OECD 내 모든 

국가에서 부가가치세와 상품·서비스세 가 부과됩니다. Paying 

Taxes가 처음으로 발간된 14년 전, 일부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는 여전히 판매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Paying 

Taxes 연구의 첫 3년 간 글로벌 평균 총 세금 및 기여금 

비율은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후, 당해 비율의 가장 

큰 감소는 아프리카에서 계단식 판매세를 폐지한 것에서 

야기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계단식 판매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코모로 및 에리트리아가 유일하며, 

가장 최근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및 바하마 입니다.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적 효율성에 있습니다. 판매세는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누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누적된 가치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제도는 

기업이 구매 활동 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세 행정 측면에서 더욱 복잡한 세금이며, 부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래의 표 2에서 양자를 

비교하였습니다.

표 2: 부가가치세와 계단식 판매세의 비교

부가가치세란?

• 각 생산 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

•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중립적인 형태의 세금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음

• 탄탄한 회계시스템이 요구되며,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복잡함

• 부과 효과는 기술 수준,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한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 인프라에 따라 상이함

• 판매가 이루어진 단해 시점에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적용이 간단하며 용이함

• 대체적으로 세금 징수 및 추적이 용이함

• 소비자 가격의 증가를 유발하는 누적 효과(cascading effect)로 
인해 잠재적으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금 공제가 제한적이거나 없음

•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역진세의 
구조를 보임

부가가치세의 단점

판매세란?

판매세의 단점

1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OECD Publishing, Paris, 2018: https://doi.org/10.1787/

ctt-2018-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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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Paying Taxes에서는 중요한 세제 정책 

개편을 검토합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으며, 

가나에서는 소비세의 주요한 변화, 

루마니아에서 노동 관련 세금 부담의 변화 

및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은 정부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정치적 도전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개편이라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고, 

뒤따르는 반발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래 4가지 주요 

원칙에 따라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의 일부는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확실성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세제 개편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기업이 창업, 성장 및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개편 노력의 예로는, 2016년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Business Tax Roadmap’으로, 기업에 조세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을 시사하고, 안정적인 조세 

환경에서 기업이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결정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즉각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의 

재정지출간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및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 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바, 조세 정책 수립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단기적인 조치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세제 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과세 대상을 넓히는 조치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왜곡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조세 특례를 감소시켜 세제개편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촉진을 담보합니다. 또한, 세수를 감소시키고 

납세의식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제한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성공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Amal
Larhlid,
Partner,
Global Fiscal
Policy,
PwC UK

간단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세제 개편은 정부, 기업 

및 개인에 있어 실행 가능한 간단한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조세 체계는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잘 발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조세 체계가 전세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인 바, 

이는 최근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대한 제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과정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은 향후 조세 체계가 의도된 대로 대응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단일 세율 구조로의 개편과 같이 세법을 

간단히 하는 조치는 납세자가 세제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조세 체계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만약에 세제 개편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납세자들이 좌절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세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고 납세의무 

위반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세제 개편은 합의된 원칙에 따른 

민주적 정치변화와의 균형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세 정책 수립의 좋은 예로 자주 언급되는 

뉴질랜드는 제한적인 세금면제 및 감면 혜택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과세 대상의 확대, 낮은 세율’ 

원칙에 따른 초당파적 합의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조세 

정책 형성의 원칙에 대한 대중의 폭넓은 이해를 촉진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성급한 개혁에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세계화와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글로벌 세제 

개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제 개편에 착수할 시, 상기 

원칙을 고려한다면 개편 취지대로 작동하면서 사회에도 

공헌하는 조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제 개편에 착수할 시 상기 주요 원칙을 고려한다면 개편 취지대로 운용하면서 

사회에도 공헌하는 조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Paying Taxes 2020  |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는 조세 정책

현대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고용 

모델이 변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로봇 공학과 

같은 기술 혁신은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는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의 

근간이었던 노동 관련 세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이슈는 많은 국가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이었던 고용 관계는 더욱 유연하고 유동적인 관계로 

대체됩니다 - 임직원의 역할은 비정규 프리랜서의 근로 

형태로 대체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임직원에게 보장되는 

사회보장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고용주의 

노동 관련 세금 부담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같은 근로 형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워커들이 다양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수입 기록 

및 전반적인 세부담 산출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정부에게 초래한 주요한 도전은 조세 체계의 

복잡성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명의 

프리랜서보다 소수의 고용주의 수입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일부 정부가 고용, 프리랜서 및 다른 형태의 

고용 관계의 구분방식을 재편하고, 이러한 재편의 실행방식을 

명확하게 할 유인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줍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한 개인을 고용 상태로 구분하는 것은, 보통 비정규 

프리랜서의 근로 형태에 비해 고용주와 임직원의 사회 보장 

기여금을 증가시켜 세금 징수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고용 상태의 근로자는 보장받는 권리가 확대될 

것이며, 만약 기업이 고용 관계 구분을 잘못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면, 기업의 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의 확대가 

초래됩니다.

조세 체계는 변화하는 고용 모델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Julian
Sansum,
Partner,
Employment
and Equity,
PwC UK

또한, 최근 수십 년간에 걸친 평균 수명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의 

은퇴생활을 크게 연장시켰습니다.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을 

상승시키고 있으나, 높은 기대 수명은 자연스럽게 연금 제공 

비용을 증가시켜, 연금 지급력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조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연금 기여금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근 대두되는 또 다른 위협은 - 향후 수십 년간 수백 만개의 

직업을 기계로 대체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AI) 및 로봇 공학과 

같은 지능형 자동화입니다. 일부 연구
18
에 따르면, 자동화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직업은 가장 큰 세금 납부 층 중 

하나인 중간 소득 구간의 직업입니다. 기술 도입에 따라 

배제되는 경제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해당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역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화 추세는 다른 이유로도 조세 체계를 압박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 감소 효과는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법인세율은 

근로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으므로, 정부의 재정 수입은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본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인상하는 단순한 조치는 

기업의 사업 기반을 저세율의 국가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 변화의 추세와 규모를 고려할 때, 노동 관련 세금과 

법률의 개편은 전세계 정부에 계속적으로 과제를 부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8. For more, see PwC UK, How will automation impact jobs?: https://www.pwc.co.uk/services/economics-policy/insights/the-impact-of-automationon-

jo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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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벤트로 인한 조세 정책의 변화는 

통상 Paying Taxes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각 국 정부가 

당면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합니다. 최신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활동은 무역 관세와 

주요 경기부양책의 완화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유럽을 감돌고 있고, 독일의 제조업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채권 및 신용 시장 수익률은 

마이너스이며, 아시아 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정부는 정부 재정 

상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예산 결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글로벌 금리 수준이 낮게 유지되면서, 통화 정책으로 

인한 추가 부양책의 여지가 거의 없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경제에 중요한 완충작용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에 대한 신중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세 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셈법은 좋은 시기에도 위험이 많고,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자본, 기업 부문이나 금융 서비스 등의 특정 활동에 대한 

조세와 같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으나 왜곡된 조세 대신에, 

정치적으로 인기는 없으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재산 및 소비에 

대한 세금 쪽으로 조세 정책을 재조정할 때 특히 그러합니다.

정부는 또한 주요 무역 상대국이 도입한 조세 정책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을 비추어 볼 때, 유럽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과 같은 조직화 된 구역 내에서 무역이 진행되는 것이 

정부는 국가 간 조세 조화를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Dr
Jonathan
Gillham,
Director,
Economics,
PwC UK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블록 내 무역은 증가하고, 블록 간 교역 

속도는 감속됨에 따라, 주요 무역 상대국의 변화에 따른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세금이지만
19
 판매세보다 조세 관리가 더 복잡하고 많은 

납세 준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에서는 여전히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계단식 

판매세는 조세 관리가 용이하지만 부가가치세와 달리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글로벌 동향에 역행하는 

길을 선택한 정부는 조세 관리가 용이한 판매세를 선호할 

것이고, 이는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주요 무역 상대국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세금 포지션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들의 공급망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국산품을 외국 제품으로 대체하여, 국내 공급망을 

약화시키고, 값싼 수입품이 유입됨에 따라 국가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력 및 투자 유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비중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소비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 소득에 

미치는 가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 

기업의 유입은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자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변화가 관철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19. OECD,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OECD Tax Policy Studies, No. 20, OECD Publishing, Paris, 2010:  

https://doi.org/10.1787/9789264091085-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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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 납세 

이후 절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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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기업이 수행하는 납세 의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가장 복잡한 과정 중 일부는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에 발생합니다. Paying Taxes 2017의 Doing Business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기업이 해야하는 일을 평가하기 위한 납세 이후 절차 지표를 소개하였습니다. 

하기에서는 과거 5년(2014-18)20동안의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납세 이후 절차 지표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지표의 수준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기술 발전은 납세 이후 절차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 예외의 경우는 존재하나, 통상 

디지털화가 고도로 발달한 고소득 국가는 납세 전 및 납세 이후 

절차 모두 원활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절차 및 법인세 세무조사 방법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시행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므로, 납세 이후 

절차 지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이래, 일부 국가만이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의 환급을 연장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보다 개선된 간단한 

방식을 도입함으로 법인세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시켰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개선은 조세 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 및 광범위한 협의를 요구하므로, 쉽게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납세자의 위험수용성 평가 및 조세 

행정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조세포탈의 

발생가능성 및 환급 재정의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점차 

용이해지면서 허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지표의 개선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납세 후 절차 지표란?

납세 후 절차 지표는 100점 만점으로, 100점이  

가장 효율적이고 0점이 가장 비효율적인 절차 

입니다. 이 지표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는 0부터 100까지의 점수로 산출됩니다. 

최종 점수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소득세가 

없는 경우(또는 해당 연구에서, 자본재 구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요소는 제외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가에서 사례 연구 기업의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그 나라 지표의 부가가치세 요소는 

0점으로 산출됩니다.

어느 국가가 납세 후 지표 점수를 가지려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법적 체계가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Paying Taxes는 

이러한 체계의 실용적인 측면과 납세자들이 

이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요소의 점수는 0점이 됩니다. 감비아, 니제르 및 

지부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 신고납부 후 지수는 2015년과 관련된 Paying Taxes 2017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관련 데이터는 2014년에 수집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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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후 절차 지표의 요소

납세 후 절차 지표는 네 가지 요소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됩니다; 두 요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나머지 두 요소는 

법인세 수정신고 절차와 관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합니다. 구입비용이 고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해당 기간의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크게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합니다. 본 

보고서는 관련 영향을 두 관점에서 

측정하였습니다:

2018년, 글로벌 평균 납세 이후 절차 지표는 59.9에서 60.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는 데 18.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27.3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에는 평균적으로 

14.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76개국에서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의 25% 이상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평균적으로 27.0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데 

소요된 국제 평균 시간은 25.5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 당국이 기업의 추가적인 납세를 

허용하기 전에 잠깐 동안 대기하도록 하는 5개국
21
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언급한 대기 기간이 

추가적인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시간 단위)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환급 신고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 세무 공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50% 이상의 사례에서, 

자본재 구매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을 

위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함

법인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시간 

단위)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수정신고 준비 및 제출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

• 세무 공무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25% 이상의 사례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함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주 단위)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 기계 구입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제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는 신고 기간의 

절반에 해당)

• 환급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초과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이월되는 데에 걸리는 필수적인 기간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제출부터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50% 이상의 사례에서, 

자본재 구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이 추가적인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바, 당해 검토 기간도 해당 기간에 포함됨

법인세 수정신고를 완료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주 단위)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 법인세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최종 검토 결정을 

수령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25% 이상의 

사례에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기업이 

추가적인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

• 수정신고가 제출된 때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추가적인 납부를 위하여 대기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법인세 수정신고의 경우: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에 

간단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를 

범하였고, 법인세의 5%를 과소 

납부하였습니다. 기업은 신고 

기한 이후 자발적으로 과세당국에 

이를 알렸으며,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본 보고서는 

관련 영향을 두 관점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시간

시간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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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덴마크, 리비야, 룩셈부르크, 미얀마 및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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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이후 절차 지표 구성요소의 주요 변화

그림 9에서 종합적인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가장 주요한 

변동을 살펴보았으며, 그림 10 및 11에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요소를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두 

세목의 흥미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지표의 변화

그림 10은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연구 대상 국가 전체의 

납세 이후 절차 지수의 부가가치세 요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평균 부가가치세 요소 점수는 2014년의 40.3 대비 2018년에 

42.0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 점수는 하락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요소 점수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부터 

야기됩니다:

• 사례 연구 대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및 수행 사업의 

형태로 인하여 환급의 가능성이 증가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환급은 국내 공급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 이론적으로는 시스템 상 변화가 없어 환급이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관련된 변화

• 자본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환급 요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는지 여부

• 환급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하고, 허위 신청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술 및 행정상 절차의 개선 

납세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고, 

환급이 최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표에 있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추가적인 정보 제공 요청 

없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 지표에 따르면, 2018년, 납세 이후 절차 지수의 부가가치세 요소 점수는 105개국에서 0보다 크며 두 국가에서 0을 기록합니다. 2014년에는 2014년에서 2018

년 사이에 납세 이후 절차 지수의 부가가치세 요소 점수가 변화한 24개국만 표시되며, 비교 연도 사이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2014년에 점수가 없는 바하마와 

아랍에미리트는 제외됩니다.  출처: Paying Taxes 2020 data

그림 10: 2014년 대비 2018년 납세 이후 절차 지수(PFI) 부가가치세 요소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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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지표의 변화

그림 11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납세이후 절차 지수 

중 법인세 요소 점수가 변경된 국가들을 보여줍니다. 납세 

이후 절차 지표가 만들어진 이래로 많은 국가의 법인세 요소는 

향상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향상폭이 컸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법인세 요소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그 폭은 

미미합니다.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평균 법인세 요소 점수는 

2014년의 73.7 대비 2018년에 75.8로 증가하였습니다.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법인세 요소 점수의 변화는 아래 여러 

요인들로부터 야기됩니다:

• 법인세 수정신고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할 가능성

• 과세 당국의 조사 및 검토 접근 방식의 변화나 무작위 조사 

혹은 위험 기반 접근 조사와 같은 사용되는 시스템의 변화

• 법인세 신고, 납부 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법인세 준수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수준

최소한의 행정 업무만을 요하고, 기업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25% 미만인 국가들은 법인세 수정신고에 있어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변화는 

제한적이었으나, 변화를 보인 국가 상당수는 큰 점수 향상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세 환급 가능성을 확대하거나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방법을 변화하는 등의 전반적인 조세 

행정의 개편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세무 공무원에게 

더 개선된 자료를 제공하고 위험 평가 절차를 개선시켜 부정의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기술의 발달은 신속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과 법인세 수정신고 절차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림 11: 2014년 대비 2018년 납세 이후 절차 지수(PFI)의 법인세 요소 점수

참고: 2018년 도표는 법인세 체계가 없는 9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납세 이후 절차 지수의 법인세 지표 요소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2014년에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납세 이후 절차 지표의 법인세 요소 점수가 변화한 20개국의 지표만 보여줍니다.  출처: Paying Taxes 2020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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