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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 소득세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
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
다. 그리하여 2015년도 내국세 세수 185조 2,403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62조
4,397억원(33.7%)으로 내국세 세목 중 첫 번째로 큰 세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논문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소득세행정을 국세청 개청 이전과 개청 이후로 나누고, 주요 소득세 행정의 내용을 역사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세행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연구방법중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
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의 실제운용에서 얻는 경험은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
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
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
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소득세, 소득세제도, 소득세행정, 국세청, 역사적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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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득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에 있
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
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를 도입한 시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미국이 1913년,
일본이 1887년이다. 미국보다 앞서 소득세를 도입한 나라들로는 일본, 네덜란드, 스
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본, 호주 등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
가에서는 소득세가 기간세목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간세목이라 함은
소득세 세수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커서 세수 비중이 첫째나 둘째, 또는 셋째가
는 세목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5년도 내국세 세수 185조 2,403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는 62
조 4,397억원(33.7%)으로 내국세 세목 중 첫 번째로 큰 세목이다1).
이처럼 소득세제는 우리나라 세제의 기간세목의 하나가 되어있다. 사실 세제는 기
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의 생산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제는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소득세제를 조금 더 체계적
이고 적합성 있게 운영하여 소득세제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II.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이상과 과제
1. 소득세제의 이상
1) 이상적인 소득세제의 모습
이상적인 소득세제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가능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대상 소득
의 범위를 넓게 잡아,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부담을 지우고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
부담을 지우며, 납세자가 부담없이 납세에 협력할 수 있는 간편한 세제가 되어야 한
다.
1) 62조 4,397억 / 185조 2,403억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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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효율성이 높고 공평성이 확보되며 간편한 세제는 세제당국이 오랫동안 추구
해 온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포괄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달리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물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세 면세점(basic allowance)을 높
여 저소득층을 과세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최
하 소득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계층을 과세자로 지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부담 없이 납세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납
세자들이 소득의 신고와 납부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즉 세법
이 복잡하여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세무사·회계사
등의 세무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초과부담2)
을 하고 있는 것이다.3)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소득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는 매
우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제는 이상적인 소
득세제와는 거리가 멀다.

2) 소득세가 이상적인 조세인 근거
소득세를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장점)로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소득세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둘째, 소득세는 시장가격구조에 대한 중립성이다.
셋째, 소득세의 장점은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다른 어떠한 조세보다 높기 때문에 경
기 변동에 따른 경제안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다. 소득재분배의 의의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라
도 자유경쟁 경제체제하에서 소득재분배가 갖는 의미는 유효수요의 창출 등 경제정책
2) 어떤 조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총액은 경제효율의 상실(efficiency loss)로 인한 초과부
담이 발생 때문에 그 조세에 의해 징수된 조세수입액을 초과하게 된다. 즉, ‘납세자의 부담총액>
정부의 징수세액’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초과부담은 정부의 징수세액을 초과한 납세자의 부
담액을 말한다
그리하여 민감부문이 지게 되는 부담은 조세수입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초과부담, 후생
비용(welfaire cost), 효율비용(efficiency cost)또는 사중손실(死重損失 : dead weight loss)등
으로 불리우고 있다.
서희열·서정화·서정우 (2017),「세무학개론」, 50-51.
Harvey S. Rose. Public Finance. (Homewood, Illinois : Richard D. Irwin, inc.,
198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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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 외에 중산층의 형성을 통한 정치·사회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
에서도 그 중요성은 큰 것이다.

2. 소득세제의 과제
소득세제의 이상 내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나라가 소득세 중심만의 조
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몇 가지 측면에서 소득세제의 문제점 내지 한계(단점)
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만으로는 현대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소득세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공평부담에 대한
비판으로서 소득세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담세력을 가진 많은 소득이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탈루되고 있어 소득세의 이상처럼 공평부담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의 의하여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포착되어 다른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중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지적되고 있는 소득세제의 문제점으로서 소득세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소득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갖추어야 되지만 소득세란 높은 수준의 납세의식과 납세도
의를 토대로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탈루소득을 적출할 수 있는 징세기
술과 사회적 여건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의 경우 현실적
으로 소득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갖출 수가 없다는 점이다.

3. 소득세의 현황
1)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추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들어가 첫 소득세 신고를 받은 1997년 125만 명 정도였
던 확정신고 인원은 1999년 123만 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00년 134만 명,
2005년 224만 명, 2010년 357만 명, 2015년 505만 명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추이
(단위 : 명)

신고인원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247,442

1,342,153

2,235,905

3,570,816

5,0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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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추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1997년 3조 6,690억 원, 2005년 6조 9,438억 원, 2015
년 20조 7,978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결정세액도 1997년 1조 5,727억 원,
2005년 3조 9,719억 원, 2015년 15조 2,6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 및 결정세액 추이(신고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신고소득금액

24,109,250

24,676,282

49,179,843

90,225,673

144,782,71
7

결정세액

3,669,079

3,557,819

6,943,835

11,699,258

20,797,821

3) 국세청세수 중 종합소득세 점유비율
1995년 2조 8,945억 원이었던 종합소득세 세수는 2015년 13조 4,469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세수 중 종합소득세 점유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세청세수 중 종합소득세 점유비율
(단위 : 억 원)
1997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국세청세수

517,487

866,013

1,204,237

1,660,149

2,081,615

종합소득세

28,945

28,493

46,069

68,062

134,469

점유비

5.59%

3.29%

3.83%

4.10%

6.46%

III. 소득세행정의 역사적 고찰
1. 국세청의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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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세국의 분리
1966년에 국세청이 개청하기 이전에는 구 재무부 사세국이 세무행정까지를 총괄하
였고, 사세국 산하에는 정책부서와 더불어 징세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사세국과 세무
서 조직이 있었다.
국세청 발족의 주된 목적은 세수확보에 있었다. 탈루 세원을 포착하고 신규 세원을
적극 개발해 내는 것이 국세청에게 부여된 주된 업무였다. 국세청 개청 후 이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의 규모가 GNP 대비 10% 미만으로 축소되었고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세청 개청의 공과(功過)
외형상 국세청은 이제 장년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의 국세청 업적을 평가하여 몇
가지 공과(功過)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功’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세수증대를 통해 경제개발 및 부흥기의 재원조달
에 기여하였고, 세수 확보에 따른 인력의 증원을 억제하여 낮은 징세비용5)을 실현하
였다.6)
다음은 ‘過’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상당기간 세수목표에 얽매어 고압적이고 자의
적인 세무행정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관계가 불평등해져 과세당국
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전산화가 상대적으로 늦어져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들 까지도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을 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 낸 점을 들 수 있
다.

3) 공과(功過)비교의 한계
실제로 ‘功’과 ‘過’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들의 경중을 가리려 하면 각각의 크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
제는 124조7000억원 규모이며, 그해 GDP(국내총생산)의 8%였다고 2월 17일 밝혔다. 조세재
정연구원이 밝힌 지하경제 구모는 기존 연구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서희열·서정화·서정우 (2017),「전게서」, 118.
5)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세비용이라 한다.6)
6) 박명재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 7.2배… 걷는 비용보다 내는 비용이 더들어”
국세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2014. 8. 26. 이투데이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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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계량화하여 비교해야 한다. 즉, 추가적인 세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한계적인 효
과와 고압적인 세무행정으로 입은 납세자의 정신적·물리적 부담을 비교하고, 인력증
원 억제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과 증원을 통한 엄밀한 세무행정에 따른 납세자 편의
증진의 효과를 비교하며, 재량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 창업초기 기업을 포함한 한계
기업들의 수익성 제고에 미친 효과와 과학화가 늦어져 발생한 세수결손의 효과를 서
로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양자의 비교
를 넘어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작업이 아니
다.

2. 소득세행정 개선 노력
1)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개선 노력
해방 이후 70여년이 지났고 국세청이 발족한 이후도 50여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소득세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세당국이 취해야 할 단계적인 이행조치와 장기비전을 제시한 체계적인 조사보고서
가 금방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 네이산(R. R. Nathan)(1954) 보고서
네이산 보고서7)는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경제개발보
고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조세와 관련한 사향을 싣고 있어 주목을 끈다. 본 보고서에
서는 독립된 조세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조세의 조사결정과 징수방법을 개량한다면 세
수 증대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8).
(2)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1965) 보고서
머스그레이브는 그의 보고서9)를 통해 사업소득 및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와 관련하여 고액납세자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개인적 접
촉의 최소화, 소득표준율의 인상, 조세부과에 대한 계속적 표본조사 업무를 사세국 및
세무서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자료처리기를 이용한 행정실무의 능률 제고와 고액납
세자에 대한 납세자 번호 부여 등을 제안하였다10).
7) 1954년 3월에 제출된「네이산(R. R. Nathan)보고서」이다.
8) 한국산업은행 (1954) ,「네이산 보고 – 한국경제재건계획」, 410-422.
9) 네이산 경제고문단의 일원으로 내한한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 교수는 1965년 9월 「한국
의 경제개발을 위한 세입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10) 머스그레이브 (1965)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세입정책」, 26-28. 원보고서는 Revenue
Policy For Korea`s Ecomonic Developme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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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샤우프(Shoup)(1973) 보고서
샤우프는 그의 보고서11)에서 납세자들의 낮은 기장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청
색신고제도가 성공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녹색신고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지정된 장부를 이용해 기장하고 이를 비치하며, 과세당국은 인내심을 갖고
이같은 기장을 정직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녹색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매입송장의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12).
(4) 테이트(Tait) 등의 (1979) 보고서
테이드 등은 보고서13)에서 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전체감사의 낭비성을 지적하면서 부분감사로 전환하고 남은 여력을 이자, 배당
소득의 발생과 징세 관련 감사에 투입할 것을 건의하였다14).
(5) 김완순 등(1980) 보고서
김완순 등은 보고서15)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중기적으로 포괄
적 소득세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16).
(6) 세제발전심의위원회(1985) 보고서
동 보고서17)에서는 소득세 행정과 관련해 추계조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단
순화시키며, 관련 작업의 준비 후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할 것과 소득표준율표상의 산
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8) 또한 벨기에에서 시
행하는 순환조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하였다19).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는「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와「소득세법」상의 수익실현시
11) 1973년 7월에 국제연합 개발 계획(UNDP) 업무와 관련하여 내한한 샤우프( Shoup) 교수는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건의」라는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12) 머스그레이브 (1965), 전게 보고서, 47-48.
13) 1979년 4월에 테이트(Tait), 파리아(Faria), 헬러(Heller)의 IMP 스탭 3인이 1980년 l월에 방
한 결과를「1980년대의 한국세제에 관한 IMF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14) 머스그레이브 (1965) , 전게 보고서, 142. 원보고서는 Korea : Taxes in the 1980s. 이 밖에
동 보고서에는 녹색신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우대조치를 폐지할 것 (53-54)과 부가가치
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처리 절차를 개선해 부담이 적은 자료처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3).
15) 1980년 11월에 IMF 보고서에 대응하는 형태로 김완순 교수외 10인이 작성한「중장기 세제개
편에 관한 연구」가 있다.
16) 세정 개혁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법인세 신고납부제(243-252)와 부가가치세의 정착화를 위해
필요한 세정 측면의 개선사항(294-313)등 일부 사안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17) 1985년 12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세제발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8) 세제발전심의위원회 (1985), 전게 보고서, 228-229.
19) 세제발전심의위원회 (1985), 전게 보고서,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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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일치시키고 대리납부제도를 폐지하며, 불합리한 가산세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
하였다20).
이상의 보고서는 모두가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연구보고서들로 세무행정개혁에 관
해서는 한정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7) 유시권․박정수 외(1994) 보고서
유시권 등은 보고서21)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신장, 신고납부제도의 도입과 정착,
과세정보관리, 세무조사, 체납세액정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 조직개편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세청 개청이전의 세무행정
(1) 조세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1948년 정부수립 후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1949년 7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정부는 각종 세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집행할 조세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해 세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더구나 6·25전쟁의 발발로 조세행정은 정착되지 못하고 더욱 혼란에 빠진 채 전시
체제로 전환됐고, 종전 후에는 재정이 외국원조에 크게 의존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조세행정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22)
조세행정기관으로 재무부의 사세국과 4개의 사세청, 77개의 세무서가 있었지만, 세
무공무원의 사기 또한 낮은 상태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었다.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을 세제 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1961년에 정부수립 후 가
장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했으며, 그 후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보완적인 개혁
조치를 취했다.
(2) 국세청의 출범
경제개발과 사회정책 등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른 재정의 팽창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면서 만연했던 탈세를 근절하고 경제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세무행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정부 내에서 공감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64년부터
국세청의 신설이 재무부와 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1965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조세증수를 위한 행정기구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을 밝혔다. 1965년 7월부터 2개월간 네이던(Nathan) 경
20) 세제발전심의위원회 (1985), 전게 보고서, 417-417.
21) 유시권·박정수 외 (1994)는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최초의 조사연구서
라고 할 수 있는「국세행정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22) 국세청 (2015),「전게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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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문단의 일원으로 내한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R.A. 머스그레이브 교수는 ‘한국
의 세제개편을 위한 건의’에서 국세청을 신설해 새로운 세원개발과 탈루방지에 주력
하도록 조언했다.23)
1966년 1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연내에 국세청을 신설할 것임
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세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던 재무부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
으로 하는 ‘국세청설립추진위원회’와 관계 실무과장급의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
때까지 검토한 설치안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재무부는 1966년 2월에 최종안을 확정
하고, 2월 28일에 정부조직법과 재무부직제를 개정한 다음 국세청직제를 제정해 3월
3일 역사적인 국세청 개청식을 거행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청·차장 밑에 4국·14과·법무관·공보관을 두었고, 본청 정원은
208명으로 책정됐다. 서울·대전·광주·부산에 있던 4개의 사세청은 지방국세청으로
개칭됐으며, 산하에 77개의 세무서를 두어 현재의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세무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 밖에 재무부에 두었던 양조시험소도 직제가 개정돼 국세
청으로 이관됐다.

3) 당국에 의한 세무행정 개선 노력
1966년 국세청 개청 이후 납세자 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위해 국세청이
노력해 온 세무행정 개선사항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4).
(1) 1960년대 개선사항
1960년대의 개선사항으로는 녹색신고제도(1966. 5), 세무행정개선 5개년 계획
(1967-71) 수립(1966. 12), 세무공무원 윤리강령(1967. 6), 서울시내 개인납세자에
대한 녹색카드제(1967. 8)와 서울, 부산, 대구로의 확대(1968. 6), 기장신고지도 5개
년 계획 (1969. 1) 등을 들 수 있다.
(2) 1970년대 개선사항
1970년대의 개선사항으로는 성실신고법인제도(1970. 6),「밝은 세정」지 창간(1971.
1), 납세자의 날 제정(매월 5일과 20일)(1971. 1), 컴퓨터센터 개설(1971), 세정확인
단 발족(1971. 3), 세정직소센터 개소(1971. 3)와 전국 확대(1971. 2), 개인영업세
자동부과율에 의한 자진신고납부 제(1972. 7)와 적용 확대(1973.), 국세행정발전연구
단(1973. 2), 국세청비위신고처리센터(1973. 2), 대민업무창구를 새생활상담실로 일
원화(1973. 4), 정직기장제(1973. 7)의 개선이 있었다.
23) 국세청 (2015) ,「전게서」, 77-78.
24) 이하의 내용은 국세청「국세청 20년사」 및「국세청 30년사」의 주요 세정연표에서 발췌 정리한
것이다. 각각 (1348-1384), (1140-1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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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1차 대중세 행정 혁신25)(1973. 7), 제2차 대중세 행정 혁신26)(1973. 11),
표준영수증 제도(1974. 1), 제3차 대중세 행정 혁신27)(1974. 5), 세무서 발부 납세고
지서에 세액산출 근거 명기(1974. 10), 제4차 대중세 행정 혁신28)(1974. 11), 영업
감찰제도를 영업자 납세자 번호증 제도로 전환29)(1975. 1), 제5차 대중세 행정 혁
신30)(1975. 5), 제6차 대중세 행정 혁신31)(1975. 11), 영업자 납세자 번호증 혁신32)
(1976. 1)이 있다.
이어서 제7차 대중세 행정혁신(1976. 5), 제8차 대중세 행정 혁신(1976. 11), 금전
등록기용 영수증 및 감사테이프관리규정(1977. 5), 영수증 복권제(1978. 4), 소득세
우편신고제(1978. 5),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 보관시의 기장 인정제(1978. 8), 납세
자 출석요구 규제에 관한 규정 제정(1979. 3) 등의 개선을 들 수 있다.
(3) 1980년대 개선사항
1980년대의 개선사항으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폐지와 세무상담실 개설(1980.
1), 국세청 중앙세무상담실(1980. 9), 지역담당제 폐지(1981, 6), 영수증 주고받기 생
활화 운동을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1982. 5),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간이조사제(1982. 7),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실현방안 연구기획단(1984. 3), 부가
가치세 자율신고자 관리규정(1984. 9), 지역별·업종별 세부담 전산화 비교 분석
(1985. 5), 세무대리인 성실도 종합평가 (1984. 9, 1985. 10)가 있다.
한편 세무대리규정 개정33)(1986. 2), 부실 납세조합 통·폐합 및 교부금 지급 중단
등 관리 강화(1986. 9), 세금 납부에 1천만원 이하의 당좌수표와 우체국 등 발행 자
25) 제1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영세·성실업자 호순조사 폐지, ② 자동부과율 인하,
③ 추계자 전면 재조사가 있다.
26) 제2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영업감찰, ② 영수증, ③ 기장지도 분야가 있다.
27) 제3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자동부과대상 확대, ② 영세·성실납세자 보호, ③
신규 휴·폐업자 중점조사, ④ 업종별 전담조사가 있다.
28) 제4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과세자료, ② 영업감찰, ③ 표준영수증, ④ 기장지
도분야가 있다.
29) 영업감찰제도를 영업자 납세자 번호증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녹색 : 일반법인
② 황색 : 일반법인
③ 청색 : 지정 원천징수의무자
30) 제5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자동부과대상자 이분, ② 서면조사결정이 있다.
31) 제6차 대중세 혁신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① 과세자료 양성화, ② 차등과세 확대, ③ 재량규제가
있다.
32) 영업자 납세자 번호증 혁신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천징수의무자 : 청색
② 개인 : 분홍색
③ 법인 : 남색
33) 세무대리규정의 개정은 세무사 수수료를 30%까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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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앞수표 사용 허용(1986. 11), 과세특례자 우편신고제(1987. 9), 자료상 근절대책34)
(1987. 10), 영세사업자 등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충 처리제 실시(1987. 10), 전
국 15곳에 지역민원봉사실 설치(1987 11), 대민봉사기획단(1988. 1), 고충처리제 대
상 확대(1988. 1), 이동민원실 확대(1988. 1)의 개선이 있었다.
이어서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신고지도 강화 및 법인의 성실도 분석 5개년 누적평
가제(1988. 2), 금전둥록기 수리상 및 불법테이프판매상 일제조사(1988. 3),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1988. 4), 세금계산서제도의 절차 간소화35)(1988. 06), 전화 자동세무
상담서비스 TRS 개통식(1989. 3), 부가가치세 우편신고 전업종으로 확대(1989. 6)등
의 개선을 들 수 있다
(4) 1990년대 개선사항
1990년대의 개선사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백지 매출전표 교부금지 명령사항」제정
(1990. 6), 세무민원서류 16종 FAX 신청 발급(1990. 7), 헌법재판소 국세우선징수권
위헌 결정(1990. 9), 신용카드 변칙거래 둥 집중조사(1990. 10), 부가가치세 부문 세
무공무원「지역담당제」폐지(1991. 4), 세금 통장 자동이체제(1992. 1), 위장가맹점 세
무조사(1992. 4), 세무공무원 수칙(1992. 6), 전산 세무조사제(1992, 7),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우편처리제36)(1992. 8)가 있다.
또한 납세증명 전산발급 확대(1992. 8), 국세환급업무 전산화 추진계획 (1992.
11), 복식부기 기장의무 연 수입 3억원으로 상향조정(1992. 12), 세무관서에 제출하
는 납세증명의 폐지, 유사 중복 민원서식의 통폐합(1993. 1), 알기쉬운 초·중·고 세금
교과서 발간(1993. 3), 전산테이프(디스켓)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고시
(1993. 4), 토지초과이득세 우편신고서 발송(1993. 9), 국세전산망 프로젝트 STM에
발주(1993. 12)등이 있었다.
이어서 영세 제조 업체 갑근세 원천징수분 분기별 납부제(1994. 2), 국세 자동납부
제도 서울 전지역 확대(1994. 4), 종교단체에 납세번호 부여(1994. 6), 미등록사업자
도 외형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는 과세 특례세율(2%)적용(1994. 7), 세무민원서류 신
청서식 PC통신 통해 제공(1994. 9), 자유직업 종사자 과세강화(1994. 12), 비상장기
34) 자료상 근절대책의 내용으로는 ① 명단 전산관리, ② 조세범으로 처벌, ③ 관련 세무대리인은
중징계가 있다.
35) 세금계산서제도의 절차 간소화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검인제도 폐지
② 전산양식 사용승인제도 폐지
③ 전산제출제도 간소화
36)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우편처리제에 포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표 외 7종 150만건 제공
②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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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배당금 내역 등 국세청 통보 의무화(1994. 12), 1995년 이후 팩시밀리 이용 세무
상담(1994. 12), 변호사 수입금액 조사(1995. 3),「신고서 작성대행 세무대리인 보수
기준」신설(1995. 5)등의 개선이 있었다.
또한, 국세행정 선진화 추진 지침(1996. 1), 신용카드 변칙 거래 규제업무 추진
(1996. 5), 종합전산망 가동(1997. 1) 국세예규의 DB구축과 PC통신을 통한 검색 활
용(1997. 2), 강남세무서 기능별 조직 시범운영(1997. 4),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1997. 7), 납세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1997. 7), 징세심사와 관련한 납세자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접수증 발급(1997. 7)등의 개선이 있었다.
(5) 2000년대 개선사항
국세청은 2004년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했다.37) 이에 따라 1996년 시행한 우편신고
가 빠른 속도로 전자신고로 대체됐으며,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신고대상자에게 전자신고 안내문
을 발송했다.
2007년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 6,000명을 개별 관
리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납세자를 특성에 맞춰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맞춤안내를 실시했다.
2009년 신고안내문을 통해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소
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등을 신고안내문에 표시해 안내했다.
2010년에는 수입금액에 누락하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
도록 안내했다.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6) 2010년대 개선사항
2011년 소득세 신고를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했
다.38) 대신 사후검증에 초점을 맞춰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마련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 계상비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 비교를 통해 가공비용 계상
여부를 철저히 검증, 분석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들을 개별관리 대상자 및 조
사 대상자로 선정, 관리했다.
2013년 납세자별로 수입금액 중 누락하기 쉬운 영업권보상자료·보조금교부자료·관
세 환급금자료 등을 수집해 안내에 포함하고, 신고유형·수입금액·경비율·소득금액, 기
납부세액 등이 수록된 맞춤형 신고안내문 13종을 배포했다.
201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납
37) 국세청 (2016),「국세청 50년사」, 369.
38) 국세청 (2016),「전게서」, 3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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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를 분류해 개별특성에 맞춰 안내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우편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서를 사전 작정해 제공했다.
2015년 세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
원으로 전환했다. 즉, 성실신고 안내문을 서면 배포하는 등 소득세 성실납세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에서도 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장신고에
비해 추계신고가 세부담이 적다는 납세자의 그릇된 인식과 장부작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Ⅳ. 소득세행정에 있어 주요 제도의 도입 실시
1. 성실신고납세풍토의 촉진
조세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진신고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세무행정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러한 소득세의 성실신
고납세 이행을 위하여 그 동안 국세청이 노력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성실신고납세를 위한 신고관련 세법규정의 변천
자율적 성실신고납부를 위한 신고관련 세법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1934년 소득세제 시행 당시부터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여, 미군정을 거쳐 정
부수립후인 1949년 7월에 제정된「소득세법」에서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였다.
둘째, 1954년 부터 자진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10%의 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을
주어 처음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1958년 12월에는 자진신고납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신고
및 과소 신고가산세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1961년에는 매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경정세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하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1962년에는 과세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자에 대하여 기장신고를 의무화하
였으며, 1956년에 도입한 납기내 납부공제제도는 납기내 신고공제제도와 혜택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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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고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폐지하였다.
다섯째, 1969년 7월에는 1966년부터 실시해오던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여 자진
신고납부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또한 1974년 말에
는 종합소득세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1977년 부터는 4월말, 1979년부터는 5월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현재는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 녹색신고제도의 운영
정부는 세무행정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자율적 신고납부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녹
색신고제도를 운영하였는 바,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얼마간의 소득세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무간
섭을 점차 축소하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제도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1966년도에 ‘녹색신고 운영요강’ 및 ‘동
시행세칙’에 의한 행정통칙에 따라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1969년 7월에는 그간 행정통칙으로 시행하던 녹색신고제도를 정식으로 법제
화하여 녹색신고제도의 법적요건과 시행상의 문제를 입법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녹색
신고 지정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셋째, 그러나 일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생략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동 녹색신고제
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녹색신고업체에 대한 순환조사 요
강’을 마련하여 1968년 6월부터 2년마다 1회의 정기적 순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녹
색신고제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납세자의 인식부족 둥으로 녹색신고제도를 적용받
는 납세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2. 서면조사결정제도의 확대
서면조사결정이란 납세자가 자진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율 세무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5월 녹색신고제도의 실시와 함께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그간의
소득세 행정은 서면조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점이 주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1975년에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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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율 이상을 신고한 납세자
를 서면조사 결정대상 으로 하였다.
1985년에는 성실신고기준율을 보다 더 체계화하여 기본기준과 차등기준을 두고 성
실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서면조사 결정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신고납세기반을 조성하였다.
1994년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해 종전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복식기장 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일기장 의무자로 구분해 실시해 오던 기장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를 의무화했다.
1996년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간이소득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상
품·제품 등의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때
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장편의를 향상
시켰다.
1999년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8항을 신설해 종
전의 복식장부 의무자, 간이장부 의무자, 일기장 의무자의 구분을 복식기장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개편했다.

3. 소득세의 세무조사 행정39)
1) 소득세 세무조사
1949년「소득세법」이 제정된 이후,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에
도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불안정하였고 납세자의 기장기피현상과 자진신고납세에 대
한 인식부족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극소수 납세자를 제외한 대
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추계결정방법이 소득세 결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성실기장을 유도하여 추계결정대상자를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는 한편 객관적인 추계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세무행정의 역점이 주어졌다.
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6년 5월에는 「녹색신고운영요강」및「동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녹색신고자
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는 매 2년마다 순환조사실시(1968년), 법제화(1969
년) 및 순환조사제 폐지(1975년)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둘째, 1975년에는 녹색신고자에만 적용하여 오던 서면조사결정방법을 녹색신고자
39) 한국조세연구원 (2015),「광복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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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납세자 중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성실신고자에게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으
며, 계속하여 서면조사 결정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셋째, 1975년에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로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
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기준율 이상을 신고한
자를 서면조사 결정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1980년에는「질적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한 서면조사결정
을 더욱 확대하고 불성실한 대납세자40)에 대한 조사업무는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관
리하도록 하였다. 1984년에는 실지조사를 유예하여 익년도에 2개년도분을 동시에 조
사하는「순환조사제」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1985년에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직접
세무조사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납세자를 세무조사없이 서면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정부조사결정 범위를 축소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납세자가 자기의 실제 영업활동에 대한 성실한 기장에 근거하여 납세를 하
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율에 맞추어 신고납부함으로써 이러한 기준율 세무행정은
행정의 능률은 크게 향상시켰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41), 실질과세원칙42) 및 공평과
세원칙43)에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 소득표준율의 적용과 변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명백한 객
관적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정부에서 정해
놓은 소득기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소득표준율제도는 1954년 12월 처음으로「소득세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었으며, 이
후에도 주된 추계결정방법으로 2001년 귀속분까지 보편화되어 왔다. 소득표준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 개청 이전에는 주로 단일화된 업종별 기본율에 큰 변동없이 적용되어
왔으나, 1966년부터는 지방국세청에서도 기준업체를 선정, 실제소득률을 파악하였는
바, 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각종 재정경제지표를 고려하고 경제단체와 동업자
조합의 자문 등을 받아 6개월마다 한번씩 제정하였다.
둘째, 1968년에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률제도를 실시하여 서울·부산지역의 업종
40)
41)
42)
43)

대납세자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납세자를 말한다.
서희열 (2016),「세무학의 이해」, 세학사, 149-153.
서희열 (2016),「상게서」, 156.
서희열 (2016),「상게서」,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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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기본율에 10%를 가산하여 높은 율을, 또는 타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한 낮은율을 적용하는 등 가급적 소득률의 현실화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1969년
에는 서울 강남지역내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기본율의 2배인 높은 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 기본율의 10%를 가산한 높은 율을,
1973년에는 이중가격 형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업자에게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
하였다.
셋째, 1975년에는 종합소득세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함께 종래에는 경제단체와 동
업자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소득표준율심의회를 설치·운
영하였다. 1976년에는 차등률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종래 대외비로 관리하던
소득표준율을 공개함으로써 세부담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1979년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하던 차등률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순화하였고, 1980년에는 소득표준율에 사업규모별 이
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표준율을 이원화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자에 대하여서
10%를 가산한 높은 기본율을 적용 하도록 하였다. 1984년부터는 기장능력이 있으면
서 고의적으로 기장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연동
시켜 추계과세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1955년 도입한 소득표준율제도는 2001년까지 46년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일률
적인 방법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여섯째,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2000년 12월 기준
경비를 제도 도입을 골자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으며, 2002년 귀속분부터 시행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1) 의의
소득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모든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기장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적용해 왔던 소
득표준률제도는 사업자가 지출한 실제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소득표준률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결정한 제도이었다.
그리하여 소득표준률 제도는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
고 많은 수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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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기장제도의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정직한 기장제도의 확립을 저해하는 소득표준률제도를 2002년 1
월 l일 이후에는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의 실상을 반영하여 스
스로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2) 기준경비율제도의 장점과 과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장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점
① 신고납부제도와의 부합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가 지출한 주요 경비에 의해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
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에 부합한다. 사실 무기장사업자에게 1년
동안 지출된 모든 필요경비를 밝혀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② 기장유도 효과 확실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인건비 등 주요 경비의 증빙
을 갖추게 하여 기장능력을 배양하며,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도록 함으
로써 주요 경비에 대하여는 기장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조사받게 된다.
그러므로 추계신고자들의 소득세 조사회피를 꾀하기 위한 기장 기피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는 추계신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무기장 사업자의 경
제불이익이 커지게 하므로 기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③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주요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사업자간에 확산되면 과세자료 노출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며, 과세자료 인
프라 구축에 있어서 기업측면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④ 기준경비율이 소득표준률보다 실제 소득률에 근접
소득표준률은 일부 업종의 표본조사와 경제지표에 의해 소득률을 제정하므로 실제
소득률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기준경비율도 실제경비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성실한 사업자의 실지 신고자료에 의해 제정하므로 소득표준률보다는 훨
씬 실제 소득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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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수입 금액의 현실화 문제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가 지출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소득
금액을 대폭 줄여서 신고할 우려가 있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가 대응되는 필
요경비는 실지 지출액 전액을 공제할 경우에는 주요 경비가 그만큼 많아져서 소득금
액은 실제소득보다 적게 계상될 것이다.
② 기준경비율에 사용하는 신고자료의 신빙성 문제
기준경비율 도입초기에는 소득표준율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을 조절하여 신고한 신고
자료를 사용하므로 소득율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게 되므로 신고자료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경
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③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불편
소득표준율에 의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에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데에는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 등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기장사업자들과는 형평성측면에서
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시의 불편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④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는 소득세 부담과 직
결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위장44)·가공45)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으
며, 또한 적격 증빙서류의 수수를 소흘히 한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연
도말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빙서류를 징구하려 할 것이므로 자료상46)이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정보시스템(TIS : Tax Information System)에 의하여 자료
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 감시가 필요하고, 자료상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정기검
44) ‘위장세금계산서 거래’란 재화의 이동은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변태적으로 이루어
지거나 실지로 거래한 기업이나 거래품목이 은폐되어 위장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
는 거래를 말한다.
서희열·서정화·서정우 (2017),「전게서」, 367.
45)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란 실지로는 도매업자 또는 자료상 등으로부터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면
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가공원가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의 거래를 말한다.
서희열·서정화·서정우 (2017),「전게서」, 370.
46) ‘자료상’이란 실제로는 영업행위르 하지 않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일정한 수수료의 취득
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이다.
서희열·서정화·서정우 (2017),「전게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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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고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과세 정상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세무행정의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이
다47). 이는 조세 형평성 확보뿐 아니라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납세의식 및 국세행정
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국세청은 2006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방
향을 정하고, 이에 앞서 2005년 12월 고소득 자영업자 및 탈루조장 세무대리인 422
명에 대한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국세
청은 총 1,094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를 2006년 3월 21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에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신고소득자료와 재산보유자료, 소비지
출자료를 통합 비교해 불성실신고 혐의자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중점관리 대상자를 조
금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선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 사각지대에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
사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세무행정 역랑을 집중했
다.
그리고 2011년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검증에 초점을 맞춰,
수입금액 및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개
별관리 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2013년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행위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로 선정해 차명계좌 사용, 현금결제 유도 등 편법을 동원해 소득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에는 그동안 국세청이 사후검증에 활용해왔던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탈루혐
의가 높은 납세자 53만 명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분석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해 불성실
신고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47) 국세청 (2016),「전게서」,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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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지금까지에서 보듯이 과세당국에 의한 세무행정개선 노력은 지난 50여 년간 꾸준
히 지속되어 왔다. 아쉬운 점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중
상당수가 이미 과거에 한 두 차례 이행하여 실패한 적이 있는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정책들이 제시되었다가 유명무실화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
다.
국세청은 지난 30여년간 영수증 주고 받기와 근거과세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많
은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신용카드제도
보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이 중도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그래도 우리 세무행정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동
안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 운영기법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터득한 전산조직이 버티
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전산조직이야말로 21세기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을 세계 최
고수준으로 끌어 올릴 국세청의 보도(寶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전산관련 시책이 우리 세무행정의 발전
에 눈에 뜨일 만큼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행정 당국이 앞으
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전산을 이용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에서 그간의 전
산 이용 수준의 정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동안 많은 학자 등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세무행정의 개선과 관련한 제
안들의 경우에, 과세당국이 이들 제안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혼적이 곳곳
에서 확인되지만 상당수의 정책 제안은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에
는 세무행정의 한계 때문에 제도 실행후 철회했거나 유명무실화한 정책이 있는가 하
면 아예 시도해 보지도 못한 정책도 상당수가 있다.
주목할 것은 50여년 전에 제안한 머스그레이브 교수의 제안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
도 우리 세무행정의 핵심 추진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샤우프 교수의
녹색신고제도의 장기적 육성과 관련한 제안 역시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창고에 파묻
히고 말았다. 또한 지난 1985년 세제 발전심의위원회가 제안한 보고서의 제안들은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인지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숙제로 남아 있
고, 이때의 제안중 상당수는 지금도 세제개혁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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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Hi-Youl Suh*·Yeon-Yeop Cho**

Abstract
The income tax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34. It was years
ago when Japan wa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 few years ago to create various
specifications to attract funds fo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The share of income tax in Korea's national tax has been on the rise since
1984. As a result, the income tax is 62.4397 trillion won (33.7%) based on the
domestic tax revenue of 185.24 trillion won in 2015,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of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by dividing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after the opening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examining the history of major income tax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income tax administ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literature study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the experience gained from the actual operation of the income
tax in Korea is considerably distant from the ideal of the performance burden
or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re is a limit to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of income by the income tax. Especially, since the income tax is
ineffective as a means of low-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that suggests that
the guarantee of the cost of living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such as public assistance.
<Key Words> Income Tax, Income Tax System, Income Tax Administration, NTS,
Histor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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