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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

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바, 5월 26일에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수립하겠다고 밝힘 

- 반도체 등 핵심주력산업들의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성 강화에 정책역량 집중 

- 불요불급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변칙적 탈세 행위 대응 등 과세기반 정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동 개정안은 21

21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착수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최신 세무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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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하여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자 함 

 

개정안은 현재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하여 일반 투자와 공제율 우대 적용하는 신

성장·원천기술 투자로 구분하여 2단계로 세제지원 하던 것을 3번째 단계로서 핵심전략기

술(가칭)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러한 세제지원은 반도체 핵

심전략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하여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며,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

인 범위는 반도체 등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중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선정 예정임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한 바,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품에 대하여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달성: 한국 및 이스라엘은 전체 품

목 95.2%, 95.1%의 상품 관세 철폐 

- 서비스·투자에 대하여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수

준 이상의 상호 개방을 약속하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 인정 

-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 도모  

 

한-이스라엘 FTA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시장선

점 및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로서 빅데이터

ㆍ정보통신기술(ICT)ㆍ생명공학기술(BT)ㆍ신재생에너지ㆍ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원

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 마련이 기대됨. 뿐만 아니라 기술쳅터에

서 규정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유망 스타

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5 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미(과

소)신고자는 과태료,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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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판례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개정 전, 이하 동일함) 제167조 제5항은 양도소득의 부당행

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상장주식은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간

의 종가 평균액에 그 가액의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한편,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2021. 2. 17. 개정 전)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

우 그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었음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

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해당 법인의 거

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사안은 최대주주인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종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가액, 즉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종

가평균액에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납세의무자는 쟁점규정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일치

시키는 규정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규정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

치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인 종가로 거래하지 않은 이

번 사안의 경우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간의 평균가액에 

일정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대법2016두63439, 2021. 5. 7.) 

 

이번 대법원 판결은 쟁점규정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

로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됨 

 

한편,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하는 규정이 제167조 제7항에 신설되었고, 2021년 2월 17일 법

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중 상장주식의 시가 부분도 개정되

었는 바,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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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 경우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에 따른 취득세 추징 여부 

 

법인세법은 완전모자법인간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간 합병(이하 “완전모자법

인간 합병 등”이라 함)의 경우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

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합병의 사후관

리 적용도 배제하고 있음(법법 §44 ③ 및 법법 §44의 3 ③)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서 일정한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

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되,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지특법 §57의 2 ①)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인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으로 취득세를 경

감받은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적격합병의 사후관리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취득

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있어서는 적격합병의 사후관리를 적용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

여야 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행전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추징 규정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사후관리의 각 요건만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에 대한 별

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의 경우로서 적격합병

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음 (지방세

특례제도과-697, 2021. 3. 23.)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등의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적격합

병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 여부 판단시에는 해당 요건

을 적용하는 바, 관련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이번 해석과 더불어 유사한 취지의 조세심판

원 심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17지0241,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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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
원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youngmo.lee@pwc.com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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