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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일본의 「세리사법」은 ‘서면첨부 제도’ 및 ‘의견청취 제도’를 규정하여,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 시 세리사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관청이 첨부한 서면과
관련하여 세리사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서면첨부 제도’란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 또는 신고 납부·납입 방식의 지방세 신고서
제출 시 세리사가 ①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첨부서면)1) 또는 ②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 및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첨부서
면)2)을 제출하는 것임
○ ‘의견청취 제도’란 ① 첨부서면과 세무대리권한증서가 제출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② 첨부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정처분 전’, ③ 세무대리권한증서가
제출된 경우 ‘불복신청 관련 조사 시’, 이 세 가지 경우에 세리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는 첨부서면을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 가산세액을 일부면제
하는 지원책을 제공하고, 세무사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함
○ 납세자가 첨부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고, 첨부서면 제출로서 과세관청에 상당한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음
○ 납세자의 투명한 신고와 같은 자발적인 노력에 더하여, 의견청취 결과 세무조사 단계에
1) 일본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2) 일본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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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세무조사는 「형법」상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보다 약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강제권이 수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음
 과세관청의 비용 측면에서도 세무조사 대상 건수를 줄이고,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내실 있는 세무조사 제도 운용이 가능함
○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는 우리나라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논의되었던
세무검증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세무검증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미 한 차례
진행되었으므로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의 도입이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아님
□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성실신고 정착,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의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비대면 및 디지털화 등의 목적을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를 소개함
○ 일본의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의 도입 논의, 제도의 정비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지침 및 실제 작성 사례 등을 제시함
 이에 더하여 참고 해외 유사사례로 독일의 결산서 보증제도를 소개함

○ 우리나라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세무검증제도 도입 시도를 살펴봄
○ 제도 도입 시 세목별 도입 방식 및 예상 효과를 분석함
 세목별로 도입의 적정성을 분석함
 관련 행정 절차 및 법령 규정 정비사항을 논의함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비용 및 효용을 분석함

○ 세목별 도입 및 재량·의무 방식 구별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함

Ⅱ.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1. 일본의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가. 서면첨부 제도 전반 사항
1) 개요
□ 조세 전문가인 세리사를 둘러싼 환경은 세법의 복잡화와 거래의 국제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여 세리사 제도 또한 그에 따르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 개정을 해 옴
○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세리사 업무를 다양화시켜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증가시켰지만 세리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 또한 증가함
□ 한편 세리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공익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음3)
○ 이러한 세리사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할 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신뢰에 부응하고,
세리사의 공공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의 양면성을 조화시키면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세무행정청, 세리사, 납세자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세리사의 권리로서 1956년 서면첨부 제도를 규정하여
운용하였고, 2009년도 개정으로 그 운용이 강화되어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3) 「세리사법」 1조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고,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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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현재 일본 국세청은 세리사의 서면첨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보급과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국세청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4)
○ 국세청 실적평가서에 의하면 서면첨부 제도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목표의 설정 근거로
서면첨부 제도를 보급, 활성화함으로써 정확한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첨부서면의 작성자인 세리사의 사회적
신용향상과 더불어 신뢰받는 세리사제도의 확립을 제시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고서에 첨부된 서면 기재 내용의 충실화 및 첨부
비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리사회 등과의 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관련 실적으로 세무사회 등과의 협의회 등에서 구체적인 방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첨부서면이나 세리사에게 하는 의견청취의 내용을 조사 사무에
활용하는 것 외에 세리사회 주최 연수 등에 대한 강사 파견 의뢰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함을 제시함
 서면첨부 제도의 활용 비율 증가와 서면첨부 제도에 관여한 협의회의 개최 횟수의

증가를 근거로 정성평가함
<표 Ⅱ-1> 서면첨부 비율(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단위 : %)

세목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소득세

1.2

1.3

1.3

1.4

1.4

상속세

13.6

15.6

18.2

20.1

21.5

법인세

8.6

8.8

9.1

9.5

9.7

주: 상기 비율은 세리사가 관여한 신고서 중 서면첨부가 있었던 신고서의 비율임
자료: 일본 국세청, 「세리사법」 제33조의 2에 따른 서면첨부 비율(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令和元事務年度
国税庁実績評価書」(2019년 국세청 실적평가서), p. 133

4) 일본 국세청, 「令和元事務年度 国税庁実績評価書」(2019년 국세청 실적평가서)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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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에서와 같이 세목에 관계없이 실제 신고 시 서면첨부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상속세에서 유의미하게 서면첨부의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실제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추징의 여지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됨
 2019년 총 상속세 신고 건수는 359,038건이었고5), <표 Ⅱ-2>와 같이 실지조사

건수는 12,463건이었으므로 총 상속세 신고 건수 대비 실지조사 착수 비율은 약
3.47%로 높은 편이 아니나 실지조사에 착수하면 2018년도 기준 85.7%의 높은

비율을 기록함
<표 Ⅱ-2> 2018년, 2019년 상속세 조사 통계
사무연도 등
항목

2018년
사무연도

2019년
사무연도

전 사무연도
대비 비율

①

실지조사 건수

12,463건

10,635건

85.3%

②

신고 누락 등의 비위건수

10,684건

9,072건

84.9%

③

비위 비율(②/①)

85.7%

85.3%

▽0.4%

④

중가산세부과건수

1,762건

1,541건

87.5%

⑤

중가산세부과비율(④/②)

16.5%

17.0%

▲0.5%

⑥

신고누락 과세가액

3,538억엔

3,048억엔

86.2%

⑦

⑥ 중 중가산세 부과 대상

589억엔

572억엔

97.0%

본세

610억엔

587억엔

96.1%

가산세

98억엔

95억엔

96.9%

합계

708억엔

681억엔

96.2%

신고 누락
과세가액
(⑥/①)

2,838만엔

2,866만엔

101.0%

추징세액
(⑩/①)

568만엔

641만엔

112.8%

⑧
⑨
⑩

추
징
세
액

⑪
1건당 실지조사
⑫

자료: 일본 국세청, 「令和元事務年度における相続税の調査等の状況」, https://www.nta.go.jp/information/
release/kokuzeicho/2020/sozoku_chosa/index.htm, 검색일자: 2021. 11. 10.

5) 일본 국세청, 「令和元年度 相続税 申告·課税状況」, 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
zeicho/sozoku2019/sozok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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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세청의 서면첨부 확대 의지와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개최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협의회는 국세청과 세리사 간의 협의회로서, 서면첨부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임
<표 Ⅱ-3> 서면첨부 제도 관련 협의회 개최 횟수
(단위: 회)

회계연도

2018년

2019년

개최 횟수

397

403

자료: 일본 국세청, 「令和元事務年度 国税庁実績評価書」(2019년 국세청 실적평가서) p. 133.

3) 제도 연혁6)
가) 입법화의 배경
□ 「세리사법」 제33조의 2 ‘첨부서면 제도’는 세리사의 기득권익 확대, 즉 세리사의 업무
확장을 의도로 1949년 일본 세무대리사연합회의 「세무대리사법」 개정 요강 안에서
주장되면서 시작됨
○ 그러나 1948년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이 관련되어 감사제도의 입법 혼란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 샤우프 제2차 권고7)에서 해당 제도는 세무대리사의 본질을 해치는 제도라
비판받아 시행되지 못함
□ 그 후 세리사회는 세무 서류의 감사증명 업무 확대를 적극적으로 국세청 및 국회 중의원
경제위원회에 진정하여 1956년 「세리사법」 개정으로 서면첨부 제도가 입법화됨
○ 입법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해 국가 측의 비판이 많았으나, 계리사, 세무직원의 퇴직
6) 川股 修二, 「税理士制度と納税環境整備 (8): 税理士法33条の2の機能」, 『北大法學論集』, p. 184., 2014.
7)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공공재정 전문가 칼 샤우프가 세계 2차대전 전후 일본의 재정 시스템을 수정하기
위해 1949~1950년 국세·지방세 관련 세제와 세무 행정 전반에 걸쳐 작성한 권고서로 이는 일본 전후
세제의 기본이 됨.

Ⅱ.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7

후의 세무사 등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조정책으로서 서면첨부 제도가 입법화됨
○ 그러나 조정책으로서의 입법이기에 세리사회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할 수는 없었음
 세무에 관한 전문가인 세리사가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해당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조치는 경정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즉, 세리사가 작성한 세무 관계 서류에 대하여 기업회계를 기초로 감사증명을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생략하여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이바지하는 기능은
없었음
나) 1980년 개정
□ 1980년 「세리사법」개정 중 제33조의 2 제2항(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제도)을 추가하여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관해 서면첨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해 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제도가 되어 세리사의
업무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국회 심의에서 지적됨
 이에 대해 당시 후쿠다 유키히로 정부위원은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한

경우의 서면첨부 심사 대상 신고서에는 재무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
하고, 추가적으로 이는 회사의 경리부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감사 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설명함
□ 세무사 업무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원칙적으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하여
서면첨부 할 수 있는 세목이 확대됨
다) 2001년 개정
□ 1980년까지 개정된 서면첨부 제도 및 경정 전의 의견청취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음
○ 국세청은 세리사가 서면을 첨부하는 고객과 첨부하지 않는 고객을 선별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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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우려를 가지는 점과 서면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점을 이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듦
○ 세리사 측에서는 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세리사의 세무조사 입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첨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정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사실상 부여되고 있었음을 지적함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비위 사항의 지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처분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세무관공서 직원의 종용에 의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많았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산,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에 대해
"세무관공서의 직원은 세리사법 제33조의 2에 규정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 신고서에 따른 조세에 관해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세리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정안을 발표함
○ 추가적으로 법 제35조 ‘의견의 청취’ 조문 중 "당해 신고서에 관한" 부분이 ‘해당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로 변경되어8) 의견청취는 세무사가 작성한 첨부서면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화함
 즉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는 개별 세법에 근거하는 질문 검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세리사법에 따른 세리사의 고유의 권리로서 전문가인 세리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적 의의가 확정됨
□ 또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시 국세청 차장은 의견청취 제도의 확립을 통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해결되어 문제가 없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종료하게 된다’라고 답변함

8) 「세리사법」 제35조 의견의 청취 –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33조의 2 제1항과 2항에 규정하는
서면(이하 항과 차항에서 서면첨부라 함)이 첨부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당해 신고서에 관계되
는 조세에 관해 사전에 그 자에게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 그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 당해
조세에 관한 제30조의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는 세리사가 있는 경우 당해 통지의 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해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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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0년 개정
□ 2001년 「세리사법」 개정 후 서면을 첨부한 신고서에 관한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경우
세무 당국에서 세리사에 대한 의견청취가 행해졌으나 운용상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세무 당국의 사무 운영 지침상 의견청취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한 세리사의 의견
진술에 그치므로,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질문 검사권의 행사로 해석되는 구체적인
비위 사항의 지적이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구체적인 첨부서면의 내용에 관한 질문이 세무사에
이뤄지지 않았음
○ 세리사로서는 의견청취의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 당국에
이해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의견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적
으로 실지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에는 사무 운영 지침의 일부가 현저한 증가 감소
사항, 회계 처리 방법에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그 이유 등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한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됨
□ 또한 세무 당국은 첨부서면의 내용이나 의견청취를 통해 신고서상 의문점의 대부분은
해소할 수 있지만, 납세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않을 수 없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실지조사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직원에게 주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 추후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와(이하 일세련) 국세청은 협의를
거듭하여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 정착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보급책의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 2008년 6월에는 일정한 결론을 얻어 첨부서면의 양식 개정 및 서면 조사 생략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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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를 골자로 한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 정착‘이라는 문서가 합의 사항으로 정리됨
□ 2009년 4월, 일세련에서는 ‘첨부서면 작성 기준(지침)'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
에서는 사무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동년 7월부터 실시함
○ 일세련 작성 지침은 첨부서면과 같은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하면 좋을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한편 국세청 지침에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전에 의견청취의 결과, 국세 당국에 의해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서면 “조사 생략 통지”를 하는 것이 새롭게 정해짐
□ 국세 당국은 일세련이 정한 ’첨부서면 작성 기준(지침)'에 따라 작성된 서면이 첨부되는
것을 전제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전통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조사 생략 통지를 실시하기로 함
마) 개정 변천의 시사점
□ 기존 도입 취지는 세리사의 권익 향상이 목적이었으나 점차 제도가 자리잡히며 정확한
신고서의 작성·제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함
○ 뿐만 아니라 세무감사의 의미 또한 내포함으로써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납세자의
공증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됨
□ 도입 초기에는 회계사와의 업무 영역 중복 및 실제 세무행정 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점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제도의 합리적인 개정으로
서면첨부 신고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보급 및 활성화는 제도의 개정 노력뿐만이 아니라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한 협의회와 ‘첨부서면 작성 기준 (지침)' 등과 같은 국세청과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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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책의 정착을 위해 다년간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청취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노력 하는 점은 조세
행정 정책의 도입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임
○ 세무관공서 직원과 세리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개선점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 수렴 및 협의회를 거치는 점은 제도 도입 및 추후 개선에 있어 도움이 됨

12

나. 서면첨부 제도 상세
[그림 Ⅱ-1] 서면첨부 제도 흐름도

자료: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일본에서의 세무조사 현황」(긴끼회 작성) 제11차 일한 학술토론회, https://www.kinzei.or.jp/research/semin
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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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일본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법조문 번역
조 문

내 용

제33조의 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

①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국세통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1호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한 조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한 사항을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전항에 규정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로
서 타인이 작성한 것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는 뜻을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전2항의 서면을 작성한 때는 당해 서면의 작성에 관련한
세리사는 당해 서면에 세리사가 작성했음을 표시하는 것 등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여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견의 청취)

①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서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관련한 조세에 관하여 미리 그 자에게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그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는 당해 통지를 하기 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첨부서면
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에 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경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세리사가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하거나 또는 심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세무서장(당해 경정이 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당해 직원의 조사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또는 국세국장)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또는 그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경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세불복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행정불복 심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심사청구에 관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당해 심사청구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는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무는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조사에 관련한 처분,
경정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자료: 일본 「세리사법」 제33조의 2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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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청취 제도와의 관계
□ 일본의 서면첨부 제도는 「세리사법」 제33조의 2에 규정된 서면첨부 제도와 동법
제35조에 규정된 의견청취 제도를 총칭하는 것임
○ 의견청취 제도는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와 경정처분 전 의견청취, 불복신청관련 조사
때의 의견청취로 구분됨9)
□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의 경우 신고서에 관해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 권한증서와 제33조의 2에 따른 서면첨부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하기 전에 당해 세리사에게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서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규정함10)
○ 따라서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의 경우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세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납세자에게 그 대리를 수권하여 수행할 수 있음
 일본의 「세리사법」상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고

세리사명부에 등록 시 세리사 명칭 또한 사용가능하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또한
신고 시 신고사항에 대한 서면첨부 제출이 가능함
<표 Ⅱ-5> 세리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 요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구분

세리사 명칭 사용

실무교육

등록요건

세리사시험 합격자

2년간의 실무교육

의무사항(세리사명부)

가능

공인회계사

없음(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의무사항(세리사명부)

세리사명부에 등록하면
가능

변호사

없음(변호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선택사항

세리사명부에 등록하면
가능

자료: 기은선, 「세무전문가의 규율 재설계」내용 요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9) 「세리사법」 제35조.
10) 「세리사법」 제35조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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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처분 전 의견청취의 경우 최초신고
시 서면첨부가 제출되었을 시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하여 경정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세리사가 담당했음이 인정되면 당해 세리사에 대해 당해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다만 신고서 및 이에 관하여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대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그 계산에 오류가 있음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불복청구 관련 의견청취의 경우 국세 불복 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행정 불복 심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 장관 혹은 지방 공공 단체의 장이 지명한 사람은
조세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세리사에게 관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표 Ⅱ-6> 의견청취 제도 종류
종류

첨부서면

세무대리 권한증서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O

O

경정처분 전 의견청취

O

X

불복청구관련 의견청취

X

O

자료: 일본 「세리사법」 제35조 1, 2, 3항

2) 서면첨부의 종류
□ 서면첨부는 모든 세목이 동일한 양식을 공유하며 해당 세목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한
세리사가 신고서에 대한 서면첨부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와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로 구분됨
□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의 경우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신고서와 서면첨부의 작성 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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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세리법인이 같은 경우에 해당함
□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의 경우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2항에 따라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 및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신고서와 서면첨부의 작성 세리사 또는 세리법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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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첨부의 형식 및 작성요령
가) 계산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그림 Ⅱ-2]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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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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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의 계속

20

[그림 Ⅱ-2]의 계속

자료: 일본 국세청,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서면첨부 양식」,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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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의 괄호 안의 사업연도분의 뒤에 여백에는 상속세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연월일을 「○연○월○일 상속개시」로 기재하고, 월분의 신고서의 경우 그
연월을 「○연○월분」으로 기재함
□ 서면작성에 관계된 세리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해당 서면을 작성한 세리사가
세리사명부에 등록한 사무소의 소재지(세리사 법인의 종된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함
□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제출란에는 본 서면을 첨부한 신고서의 납세자와 관계된 법
제30조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의 유무를 표시하고, 유(有)의 경우 세무대리의 위임을
받은 세목을 괄호 안에 기재함
□ 「２ 제시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 제외）에 기재된 사항」의 비고란에는
제시받은 장부서류 중 계산 또는 정리한 서류 외의 것을 기재하는 것임
□ 「３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 (1)의 「구분」란에는 계정과목, 신고조정과목 등을 기재하고, 「사항」란에는 「구분」과
같이 계산, 정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관계 자료와의 확인 방법
및 그 정도를 기재함
○ (1)의 「비고」란에는, 「구분」과 같이 계산, 정리 시 작성자가 유의한 사항 등을 기재함
○ (2)의 「(1) 중 현저한 증감사항」란에는, (1)에 기재한 사항 중 전기(전년도) 등과
비교하여 금액이 현저하게 증감한 사항에 대해 그 증감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그
원인, 이유 등을 「증감이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 (3)의 「(1) 중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란에는, (1)에 기재한 사항 중
당기(당해)에 있어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 등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그 변경 등이
있었던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그 이유 등을 「변경 등의 이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2) 및 (3)란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1)란에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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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４ 상담사항」란에는,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세무상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상담 항목을 「사항」란에 기재하고, 그 상담의 내용, 답변 요지, 신고서에
반영한 사항 등을 「상담의 요지」란에 기재함
□ 「5 기타」란에는 신고서의 작성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함
□ 「추가기재사항」란에는, 「１ 스스로 작성기입한 장부서류에 기재된 사항」 내지 「5
기타」란에도 기재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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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그림 Ⅱ-3]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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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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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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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의 계속

자료: 일본 국세청,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2항 서면첨부 양식」,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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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의 괄호 안의 사업연도분의 뒤에 여백에는 상속세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연월일을 「○연○월○일 상속개시」로 기재하고, 월분의 신고서의 경우 그 연월을
「○연○월분」으로 기재함
□ 서면작성에 관계된 세리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해당 서면을 작성한 세리사가
세리사명부에 등록한 사무소의 소재지(세리사 법인의 종된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함
□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제출란에는 본 서면을 첨부한 신고서의 납세자와 관계된 법
제30조에 규정된 서면의 제출의 유무를 표시하고, 유(有)의 경우 세무대리의 위임을
받은 세목을 괄호 안에 기재함
□ 「1 상담사항」란에는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세무상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상담 항목을 기재하고, 그 상담의 내용, 답변 요지, 신고서에 반영한 사항
등을 「상담의 요지」란에 기재함
□ 「３ 심사한 주요 사항」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음
○ (1)의 「구분」란에는 계정과목, 신고조정과목 등을 기재함
○ (1)의 「사항」란에는 「구분」과 같이 심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관계
자료와의 확인 방법 및 그 정도를 기재함
○ (1)의 「비고」란에는 「구분」과 같이 심사 시 유의한 사항 등을 기재함
○ (2)의 「(1) 중 현저한 증감사항」란에는 (1)에 기재한 사항 중 전기(전년도) 등과 비교하여
금액이 현저하게 증감한 사항에 대해 그 증감사항을 간단히 기재하고 그 원인, 이유
등을 「증감이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 (3)의 「(1) 중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란에는, (1)에 기재한 사항 중
당기(당해)에 있어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 등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그 변경 등이 있었던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고, 그 이유 등을 「변경 등의 이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2) 및 (3)란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1)란에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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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결과」란에는 신고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있는지를 기재함
○ 또한 심사에 있어 지도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5 기타」란에는 신고서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함
□ 「추가기재사항」란에는, 「1 상담사항」 내지 「5 기타」란에도 기재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기재함
4) 제출 절차 및 대상 세목
□ 세리사는 자신이 작성한 신고서 또는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작성한 첨부서면을
제출함
□ 서면첨부 제도는 개별 신고서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의 신고서별로 첨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세리사가 첨부 서면을 첨부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신고서에 대해서
작성함
□ 서면첨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신고서는 국세의 경우에는 신고 납세 방식에 있어서의
신고서,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 방식 또는 신고 납입 방식에 있어서의 신고서이며,
세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법인 확정신고의 경우 법인세, 소비세·지방소비세, 법인도부현민세, 법인
사업세, 법인시정촌민세의 신고서는 모두 신고납세방식 또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신고서이므로 모든 신고서가 서면첨부 제도의 대상이 됨
 다만, 실제 첨부 여부는 하나의 신고서마다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세에만 첨부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비세에만 첨부할지, 혹은 주민세나 사업세를 포함해
모든 신고서에 첨부할지는 세리사가 판단함
 법인주민세나 법인사업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액이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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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첨부의 필요성은 낮으나, 이러한 경우
법인주민세 등에 대한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도부현이나
시읍면에 의해 조사가 행해져도, 사전의 의견 청취는 행해지지 않음
5)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작성 지침
□ 1956년 서면첨부 제도가 입법화되고 2001년 의견청취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제도의
운용에 있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추후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와 국세청은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 정착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보급책의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국세청은 사무 운영지침의 일부를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함
○ 한편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는 연합회에서 검토·개선해야 할 사항과 국세청에 대해
검토·개선을 요망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2007년 4월에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
정착에 대해(요망)'이라는 제목의 요망서를 국세청 장관에게 제출함
 이 요망을 기준으로 일세련은 국세청에 서면첨부 제도의 보급에 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신청하고 해당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듭한 결과 각 조직에 대한 기관결정을
거쳐 2008년 6월 13일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함
 이 합의에 의해 개정된 국세청 사무 운영지침의 취지에 따라 첨부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첨부서면의 작성 기준(지침)’이 일세련에 의해 작성되어 세리사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됨
□ ‘첨부서면의 작성 기준(지침)’에는 신고서 작성(심사) 등에 있어 계산하고 정리하거나
상담에 응한 사항이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장부나 서류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계산, 정리 등을 실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특히 각 항목의 기재에 있어 주요 세목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확인·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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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서술하여 지침을 참조하는 세리사로 하여금 실제로 계산하고
정리하거나 상담에 따른 사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함
가) 소득세, 법인세
<표 Ⅱ-7> 소득세, 법인세 첨부서면 작성기준
분 류

내 용

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

의뢰인이 작성한 장부서류 중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기재함. 확인해야 할 장부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어떠한 장부서류에 근거하여 신고서가 작성되었는지가
분명하므로 제시해야 할 것에 누락이 없는지 유의
매출

계산기준 결제기준 입금관리 사항에 의해 매출계상의
누락이 없는지 검토 확인하였는가
매입 매출원가에 대해 장부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서, 영수증 등 또한 확인하였는가
기간 손익계산이 적절한지 검토 확인하였는가

매입(원가)
매상 매출원가에 대해 결산 후의 매출 입금 등의 검토를
하고 있는가
매출 매입에 대해 재고가 적절한지를 파악하였는가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재고자산(저장품)

기말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시기록 등으로 확인 계
상하였는가?

설비품·미성공사

기말 재평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가
미성 공사는, 공사 대장에 의해 현장별로 적정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소득세)사업주계정

가사 관련 경비 등 각 계과목에 대해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를 검토, 확인하고 있는가
또한, 혼재과목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의 근거 또한 적절
하게 계상되어 있는가

급여(보수)

각 인별 급여의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는가(원천
소득세 포함)
임원 보수에 대해 과대 지급한 것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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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의 계속
분 류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내 용
(소득세)전임자 급여

전임(専任)자 급여는 신고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가

그 밖의 과목

업종 및 사업의 특이성에 의한 주요한 과목의 사항

소모품비

소모품비에 대해 고정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의
유무를 청구서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여비교통비

여비 등에 관계되는 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그 장부류의 보존상황은 적절한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에 관련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가

(법인세)교제비

교제비 등의 인접과목에 대해 거래내용을 확인 검토하
고 있는가

고정자산 · 수선비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구
분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감가상각비

내용을 검토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가, 경비가 비용
이 되는가를 검토하였는가
특별상각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가

고정자산 제거손실

구체적인 제거 손실의 내용 및 확인을 하고 있는가(소비
세에 연동)

기타

그 밖의 과목에 대해서도 내용의 확인을 하였는가

(1) 중 현저한
증감사항

당기 매출의 증가·감소 및 원가계정(이익률)의 증가·저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는가
현저한 증감이 있었던 계정과목에 대해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1) 중
회계처리방법
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왜 회계처리를 변경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상담 사항

상담에 응한 사항 및 지도한 사항을 그 상황 및 그 구체적인 내용 항목을 기재하고,
동시에 그 전말까지 기재함으로써 적정 지도의 결과로 연결되게 함

기타

종합 소견에 대해서 기재함. 납세자와 세무사의 관여 상황 등을 기재함으로써 세무관공
서가 납세자의 수준과 기장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됨
또, 계산, 정리 사항, 주된 증감 사항,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 등이나 상담에 응한 사항으로
다 쓸 수 없는 것을 기재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진술하는 난이기도 함
또한 항목 전반에 걸쳐 업무 체크 리스트 등에서 확인했음을 기재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작성 지침」,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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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세
<표 Ⅱ-8> 소비세 첨부서면 작성기준
분 류

내 용

과세매상고

공제·상계 항목에 대해서도 과세 매출로 확인·계상하
고 있는가
또, 잡수입 및 보상판매에 대해서도 과세 매상으로 확
인·계상하고 있는가

과세구분

간이과세사업자로서 적절한 사업구분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가

간이과세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간주매입률
과세매상

일반과세

원칙대로 가중 평균으로 산출하고 있는가
또, 75%율과의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가

비과세매상

과세매상, 비과세매상 불과세매상 등 과세매상 비율의
확인을 하고 있는가

과세거래의
판정

혼동하기 쉬운 거래는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판정하였
는가

각 과목

오류가 많은 과목에 대해서 명세서 등에서 검토·확인하
고 있는가
(교제비·회비·경유거래세·재활용료·골프장이용세 등)

(2)
(1) 중 현저한
증감사항

과세매상의 비율의 증감 등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는가

(3)
(1) 중
회계처리방법
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세금포함 경리방식에서 세전 경리방식으로의 변경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가

상담 사항

상담에 응한 사항 및 지도한 사항을 그 상황 및 그 구체적인 내용 항목을 기재하고, 동시에
그 전말까지 기재함으로써 적정 지도의 결과로 연결되게 함

기타

개정 소비세에 의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판정의 설명·지도·계산 방법의 설명이나
예정 납세의 시뮬레이션 등, 적절한 조언에 의해 납세자가 이해한 것이나 다음 분기에
있어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작성 지침」,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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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속세
<표 Ⅱ-9> 상속세 첨부서면 작성기준
분 류

내 용

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

상속재산 확정의 기초 및 확인의 근거가 되는 서류
토지(평가)
가옥(평가)

유가증권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토지 및 가옥 등의 평가계산에 관해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 상황을 확인한 사항이나 실측 등에 의한
계산 근거를 기재하였는가

상장주식

단주, 현물보유주식, 선대·가족명의 주식 등 그 검토 내
용·확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가

거래 시세가
없는 주식

거래 시세가 없는 주식의 평가 계산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확인한 사항이나 그 계산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가

예적금 등

가족명의 예금의 귀속에 대해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한 사항이나 그 판단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가
경과 이자의 계상도 올바른가
상속 개시 전 5년 정도 간 대규모의 예·저금이나 현금
등의 증감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상속 개시 직전에 거액의 현금 인출 및 잔고를 확인하였
는가

연속 상속 및 선대로부터의
상속 관계

이전의 상속으로부터의 재산의 흐름을 검토 확인하였는가

사업용재산

사업용 재산 및 농업용 재산 유무의 확인을 이행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는가

가정용 재산

가정용 재산의 확인은 하였는가

생명보험금·퇴직수당급 등

생명보험금 및 생명보험계약에 관해 권리의 확인을 이행
하였는가
계약자와 보험금 부담자를 확인하였는가
퇴직수당금 및 조위금 등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 것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그 밖의 재산

미수금(급여, 배당, 연금, 지대 등) 및 대부금, 선급금
등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정원설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선박 등의 유무를 확인하
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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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의 계속
분 류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상담 사항

기타

내 용

그 밖의 재산

귀금속, 서화, 골동품 및 전화가입권 등의 유무를 확인하
였는가
특허권, 저작권이나 영업권 등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미수확 농산물 등을 확인하였는가
소득세의 확정 신고나 준확정 신고의 환급금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생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가산

상속 시 정산과세에 관계되는 증여에 대해 취득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채무 · 장례 비용

차입금 등을 확인하였는가(연대채무·보증채무를 포함)
미납된 세금 등을 확인하였는가
보증금 등을 확인하였는가
상속포기 상속인이 인계받은 채무를 채무공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였는가
법회나 부의금 반환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는
지를 확인하였는가
묘석이나 불단 구입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했
는가

구체적인 상담 내용과 그 전말
· 소규모 택지 등 (특례)의 적용
· 3년 이내의 증여 가산
차명재산의 귀속
· 특수관계 법인이 지불한 퇴직금·조위금
납세관계의 지도와 그 전말
납세유예(토지 등) 특례적용
종합소견
상속인으로부터의 의뢰 관계
상속재산 확정 경위
기타항목에서의 업무 체크리스트 또는 국세청 양식 “상속세의 신고를 위한 체크시트”에
의한 확인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작성 지침」,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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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여세
<표 Ⅱ-10> 증여세 첨부서면 작성기준
분 류
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

내 용
증여재산 확정의 기준이 되고 내용의 확인 및 가액, 평가의 기초가 됨
신고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적용사항의 특례 적용의 확인을 하였는가
· 상속 시 정산 과세 적용의 경우
· 주택취득 등을 위한 금전 증여의 경우
· 배우자공제 적용의 경우
· 납세유예(토지 등) 특례의 적용의 경우
증여재산의 내용의 확인 사항이나 과세 시기에 의한 내용 평가계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나 계산 근거의 기재를 하였는가

상담 사항

상담에 응한 사항 및 세리사가 적용 항목을 검토하고, 상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의해 적정한 판단을 하는 것 등을 기재

기타

납세자와의 의뢰관계나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해 적용항목에 관한 설명이나
향후의 특례·제도의 취급, 서류 등(신고서류 포함) 보관의 설명 등 기타 종합
소견에 대해 기재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작성 지침」, 저자 번역

마) 양도세
<표 Ⅱ-11> 양도세 첨부서면 작성기준

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

양도소득의 수입금액·취득비·양도비용이나 각 세법의 적용 등에 대한 확인의
기초가 됨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양도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비·양도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확인한 사항이나 그 계산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가
양도소득의 특례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나 그 검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상담 사항

납부 관계와 관련된 지도사항 등이나 특례 적용과 관련된 연장의 취지 등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세리사가 상담을 한 후 적절히 지도해, 기초 자료의 확인을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종합 소견 등을 기재함
각 조치법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 체크시트에서 확인했는지 등을 기재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작성 지침」,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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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국세청의 서면첨부 사무 운영 지침
□ 일본 국세청은 서면첨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함
○ 사무지침은 서면첨부 제도의 운용상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서면첨부 제도 관련
사무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됨
□ 개인과세, 자산세, 법인 과세, 주세, 조사 부서에 대해 사무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유형별 서면의 보관 방법 등 세부적인 면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됨
가) 서면첨부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서면첨부 제도는 세리사 등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밝힘으로써 정확한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무
당국이 세무전문가인 세리사 등의 입장을 보다 존중하고 세무집행의 원활화와 간소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임
□ 첨부서면은 신고 검증이나 준비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첨부서면의 기재사항
중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시에 충분히 청취하도록 노력함
○ 또한 서면첨부 제도는 세무 당국이 세무전문가인 세리사 등의 입장을 보다 존중하여
세무집행의 원활화와 간소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므로,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이 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의 필요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사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나) 서면첨부 제도에 관련된 사무절차 및 유의사항
□ 서면첨부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 세무대리권한증서와 서면첨부의 원본을 각
세목의 확정신고서와 함께 보관하거나 「서면첨부 제도 적용 법인 관리부」에 등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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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의 관리에 활용함
○ 신고서에 첨부된 세무대리권한증서가 복수의 세목(부흥특별법인세, 소비세 및
원천징수에 관련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는 제외)의 세무대리권한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면의 사본 및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사본을 담당하는 부문에
회부함
□ 통괄관 등(개인 과세 부문의 특별 국세 조사관, 통괄 국세 조사관, 정보 기술 전문관,
국제 세무 전문관, 심리 전문관 또는 특별 기장 지도관)은 신고서에 서면첨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실지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 세무대리
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조사담당자에게 지시해야 함
○ 이 때 단순히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 1, 2항의 서식을 아무런 기재사항 없이
제출한 경우는 첨부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어도 보정 의뢰,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조사담당자는, 사전통지 예정일의 1주일부터 2주일 전까지 세무대리권한증서에 기재된
세리사 등에 대해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취지를 구두(전화)로 연락하여 의견청취의 일시,
방법 등을 결정함
○ 이 경우, 의견청취는 사전통지 예정일의 전날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세리사 등에게 내방을 의뢰하는 방법에 의해 행하며, 첨부서면의 「사무 처리란」에
의견청취를 행하는 취지를 통지한 날 및 사전통지 예정일을 기입함
□ 의견청취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부여받은 세리사 등의 권리의 하나로서,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 등의 신고사항 중 계산 등의 실시에 관해 의견청취 전에
생긴 의문점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임
○ 따라서 의견청취를 통해 의문점이 해명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조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 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에 대해 개별·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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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지를 판정함
○ 의견청취의 질의 등은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특정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등을 인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것이므로,
의견청취의 질의 등에만 기인하여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해당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경정이 있어야 함을 예지하여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토대로 과세의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의견청취 과정에서 사후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할
사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의견청취 시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사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리사 등에게 충분히 설명함
□ 조사담당자는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응접부」를 작성하여 통괄관 등의 결재를 받고,
착안 사항 등 체크시트와 함께 개인, 법인 등 세목별로 분류하여 착안조사·사후처리
등 절차에 따라 적절히 보관함
○ 「응접부」에는 ① 상대방, 응접자, 조사 대상자, 응접 방법, 응접 일시, ② 의견청취한
내용, ③ 의견청취의 결과, 세리사 등에 대해 지도한 사항, ④ 조사로의 전환 유무,
⑤ 별지 2의 서면(「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알림」)의 송부 필요 여부, ⑥ 그 외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함
□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세리사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조사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락을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공지」에 의해 실시함
○ 구두(전화)에 의해 의견청취 결과를 세리사 등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공지」를 송부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또한 사후 첨부서면의
적절한 기재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불어 지도함
○ 세리사 등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조사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연락한
경우라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 등에 대한 새로운 의의가 생겼을 때 그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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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것은 가능함
 그때, 사전통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시 의견청취를 실시함

□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리사 등에 대해 의견청취 결과와 「조사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구두(전화)로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세리사 등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연락과 세리사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함께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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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면첨부 작성 예
가)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그림 Ⅱ-4]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첨부서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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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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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의 계속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제도안내」, 2002년, https://www.bizup.jp/tenp/pdf/tebiki.pdf, pp.
18~20, 검색일자: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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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첨부서면 양식 번역
분 류

내 용
장부서류의 명칭

작성기입의 기초가 된 서류 등

1 자신이 작성 기입한
장부서류에 기재된
사항

총계정원장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체원가
현금출납장, 은행장, 어음장
외상매출원장, 외상매입원장
매출일계표, 매입일계표
급여명세표
재고집계표, 고정자산대장

２ 제시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 제외）에
기재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비고

주주명부
퇴직급여규정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구분

사항

토지

당기에 취득한 토지에 대
해 매매계약서 및 관련자
료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
인함

영업권

ㅇㅇ사의 영업권을 인수
함에 따라 승계자산의 수
입가액의 타당성을 검사
하고, 영업권을 계상함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기중증감 및
기말잔고에 대해 원시자
료를 통해 확인함

(1)

3 계산 시
정리한
주요사항

(2)

비고

기말평가액을
적정하게 계산함

(1) 중 현저한 증감사항

증감사유

매상고, 매입고의 증가
인건비의 증가

ㅇㅇ사의 영업을 승계하여 매상고 및 매입고가
증가함
ㅇㅇ사의 종업원 ㅇ명을 인계하여 인건비가 증가함

(1) 중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등의 이유

세효과 회계의 채용 등

당기부터 충당금 등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견적을 어림잡기로 하여 그 결과, 신고조정항목
이 증가하여 세효과 회계를 채용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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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의 계속
분 류

상담 사항

기타

내 용
사항

상담의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

2002년 7월 1일에 ㅇㅇ시 ㅇㅇ 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가옥을 합계 ㅇㅇ엔에 취득하였음. 그 가
옥은 기말시점에는 존재하나, 사업용으로 쓰인
것은 아니고, 그 후 8월에 철거한 후 신사옥 건설
에 착수하고 있어 가옥의 취득가액도 토지의 취득
가액에 산입한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경리함

기장은 정확하게 처리되었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함. 계산 및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리사의 자료 요구에 대해 회사는 성실하게 응함

자료: 「서면첨부 실제 작성 예」, 저자 번역 작성표

□ 토지 취득에 있어 인수 시점에 존재하던 주택을 철거한 후 신사옥을 건설한 사실에
있어 과세관청에서는 그러한 절차상 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한 토지가액 책정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서면첨부를 통해 적절하게 책정했음을 피력함
□ 세무조사 시 주요한 계정과목의 현저한 증감 유무를 파악하는데11), 그러한 점에 있어
서면첨부를 통해 매상, 매입고와 인건비의 상승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세무대리인에게 행하는 별도 질문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또한 세효과 도입에 대해 충당금 등의 설정으로 인한 것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서면첨부가 없는 경우에 비해 관련 소명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 영업 인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의 계상과 승계자산의 수입가액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안을 주요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음을 확인함

11)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양국의 세무조사 현황」, 제11차 일한 학술토론회, Ⅱ. 일본의 세무
조사 현황, ２. 세무조사의 종류의 구체적인 체크 항목 중 ‘⑥ 과거의 동향 (상속, 증여 신고도 없는데
고가의 물건을 취득하고 있다·신고소득의 폭이 현저·경리 부문이 약하다고 과거조사 때 판명되었다)
등’이 포함되어 일본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이러한 과거 동향을 중요한 세무조사 사항 중 하나로
유의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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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
[그림 Ⅱ-5]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2항 첨부서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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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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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의 계속

자료: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 「서면첨부 제도 안내」, 2002년, https://www.bizup.jp/tenp/pdf/tebiki.pdf pp.
21~23, 검색일자: 2021. 11. 12.

48

<표 Ⅱ-13>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2항 첨부서면 양식 번역
분 류

내 용
사항

상담의 요지

토지 취득 관련 처리

토지와 동시에 취득했던 그 토지상의 가옥에 대해 취
득 후 1년 이내에 철거하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
하는 것 등을 답변함

영업 인수 관련 처리

ㅇㅇ사의 영업의 인수에 적절한 인수가액의 적정성과,
영업권의 계상에 관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함

장부서류의 명칭

확인한 내용

총계정원장, 시산표
현금출납장, 잔고증명서
보조장부, 급여대장
영수증, 청구서 묶음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각 계정과목의 추이와 내역
현금예금의 잔고와 당좌예금 잔액의 대조
임원 상여의 유무
그 밖의 회계처리의 타당성
토지의 취득가액
영업 인수 관련 처리

상담사항

심사에 있어
제시된 장부서류

(1)

심사한
주요 사항

(2)

구분

사항

비고

토지

당기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및 관련자료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함

영업권

ㅇㅇ사의 영업을 인수함에
따라 승계자산의 수입가액
과 영업권 계상의 타당성을
검사함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기중증감 및 기
말잔고에 대해 원시자료를
통해 확인함

(1) 중 현저한 증감사항

증감이유

매상고, 매입고의 증가
인건비의 증가

ㅇㅇ사의 영업을 승계하여 매상고 및 매입고가 증가함
ㅇㅇ사의 종업원 ㅇ명을 인계하여 인건비가 증가함

(1) 중 회계처리방법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등의 이유

세효과 회계의 채용 등

당기부터 충당금 등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견적을
어림잡기로 하여 그 결과, 신고조정항목이 증가하여
세효과 회계를 채용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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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의 계속
분 류

내 용

심사결과

토지 가옥의 취득, 영업의 인수에 관한 처리에 관해서는 상담한 답변대로 처리되어 있음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고, 신고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됨

기타

기장은 정확하게 처리되었고, 담당 세리사의 상담 답변 및 지적에 대해 회사는 성실하게
응하였음. 대표자의 경리 및 세무에 관한 인식은 양호하며, 경리담당자의 자질 또한 높음

자료: 「서면첨부 실제 작성 예」, 저자 번역 작성표

□ 자신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계산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와는
달리 장부 및 주요 작성 사안들에 대해 확인, 검사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주가 됨
○ 신고서의 작성 없이 심사만 하여 보조장부, 영수증, 청구서 묶음 등 계산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확인함
□ 단순히 서면첨부 세목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의 서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협응력과
납세자의 인식 및 자질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 또한 기술한 것이 특이점임
8) 서면첨부 작성 및 질문검사권 관련 실무적 관점
가) 서면첨부 제출 및 의견청취
□ 서면을 첨부한 신고서에 관련된 납세자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우 국세 당국에 있어서 해당 서면은 사전통지 전의 의견청취에 한정되지
않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신고서의 심리나 조사의 필요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됨
□ 세무대리권한증서를 제출한 개업 세리사(또는 세리사 법인)에 종사하는 보조세리사는,
종사하는 개업세리사(또는 세리사법인)가 위촉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해당 개업세리사
등의 지시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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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첨부는 「세리사법」상 별도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산이나 정리사항을 기재한 서면만을 신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계산이나 정리 등한 사항에 관한 기타 서류를 참고 자료로서 첨부해 제출할
수 없음
○ 「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첨부에 있어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재한 서면을 해당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무성령으로 정한 서면이며, 별도 서류 등을
첨부하는 것까지 예정하는 것은 아님
□ 세목별 신고서를 제출할 시 「세리사법」 제33조의 2의 서면을 누락한 경우에는 나중에
동 서면만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는 없음
○ 「세리사법」 제33조의 2에 있어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기재한 서면을 해당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서면첨부만을 제출할 수는 없음
□ 서면을 제출한 후에 해당 서면의 오류 등을 이유로 동 서면을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또한 서면을 첨부해 제출한 신고서를 경정할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 시 수정사항
등에 대해서 첨부서면 또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다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함
나) 가산세
□ 사전통지 전의 의견청취 시에 비위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 그 지적을 반영한 수정신고서
제출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12)
○ 일본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은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수정신고서의
12) 일본 국세청, 「書面添付制度について(33条の2の書面及び35条の意見聴取)」, https://www.nta.go.jp/
taxes/zeirishi/zeirishiseido/kentoukai/02.htm, 검색일자: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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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이 신고와 관련된 국세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예지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규정함
○ 서면첨부 사무 운영 지침상 의견청취에 있어서의 질의 등은 조사를 실시할지를
판단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자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 등을
인정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따라서 의견청취에서의 질의 등에 근거하여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해도 해당

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가산세의 부과 요건인 조사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임을
예측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과거 국세청 사무 운영 지침에는 「개별·구체적인 비위 사항의 지적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유의한다.」, 또한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 시 비위사항의 지적에 근거하였고 의견청취에서 최초 신고 시 경정의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기재되었음
 추후 사무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의견청취의 질의에 기인한 수정신고서가 제출

되었다고 해도 「조사가 있었던 경우」라는 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됨
○ 단, 서면첨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사실상
서면첨부의 제출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첨부를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음13)
□ 서면첨부에 의한 의견청취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연체세(우리나라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됨14)
다) 서면첨부 내용 허위 및 사실과 다른 기술에 따른 불이익

13) 일본 국세청, 「書面添付制度について(33条の2の書面及び35条の意見聴取)」, https://www.nta.go.jp/
taxes/zeirishi/zeirishiseido/kentoukai/02.htm, 검색일자: 2021. 12. 8.
14) YAHOO JAPAN, 相続税の書面添付制度…「税務調査の可能性が下がる」 という噂は本当か？【税理士の
解説】, https://news.yahoo.co.jp/articles/88a66314e4bcddf2ecd6c1e69f2939733d6a14c2?page=2,
검색일자: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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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면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세리사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계고(戒告), 2년
이하의 세리사 업무 정지 또는 세리사 업무 금지 등 일반징계 대상이 됨15)
○ 허위기재란 사실과 다른 기재로서,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는
상담한 사항」이나 심사의뢰를 받은 신고서에 관하여 「심사한 사항과 결과」를 실제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기재에 해당하지 않음16)
 즉 세리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사실인정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면 법문 구성상 반사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첨부서면은 신고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리사법」에 규정된 탈세 상담 금지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아니함17)

2. 독일의 결산서 보증제도
□ 독일의 「세무자문법(Steuerberatungsgesetz)」은 세무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직무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활동 내용 중 하나로 특정 행위가 세법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Bescheinigungen)’ 발행이 가능함
○ 세무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세무사, 세무대리사, 변호사, 공인 유럽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장부검사사18) 및 이들이 파트너인 기업,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사법인 등임19)
○ 세무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직무 활동 내용은 권한의 일부로서 납세자에게
조세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며 납세자를 대리하고 납세자의 의무 이행 절차에서
15) 일본 국세청, 「税理士が遵守すべき税理士法上の義務等と懲戒処分」, https://www.nta.go.jp/taxes/zeir
ishi/zeirishiseido/ihan/qa03.htm, 검색일자: 2021. 12. 22.
16) https://www.kinzei.or.jp/research/pdf/data11-12.pdf 질의응답.
17) 곽태순, 「일본의 서면첨부제도 해설」, 『계간세무사』, 2009, p. 106.
18) 공인장부검사사(vereidigte Buchprüfer)는 2005년 이후로 임명되고 있지 않으며, 공인회계사(Wirtsch
aftsprüfer)와 통합됨.(출처: GABLER WIRTSCHAFTSLEXIKON, “vereidigte Buchprüfer,” https://wir
tschaftslexikon.gabler.de/definition/vereidigter-buchpruefer-50759), 검색일자: 2021. 12. 13.
19) 독일 「세무자문법(Steuerberatungsgesetz)」 제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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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임20)
 조세 범칙 사건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 조세법에 따른 회계 관련 의무 지원

특히 세법상 평가 및 과세에 필요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포함함
○ 일반적인 직업상 의무로서 특정한 자의 활동은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의 직무와
일치한다고 규정함21)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 유럽 변호사, 공인장부검사사의 업무
 상담을 포함하여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자유 직업 활동
 경영 자문, 자문, 감정서 또는 신탁 및 손익계산서 등이 조세법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서’ 발행
□ 고객의 장부나 재산목록에 대해 포괄적인 감사 등을 실시하고 결산서 및 증명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두 직업군 모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22)
○ 독일 연방세무사회의 지침에 따르면 ‘증명서’를 세 경우로 구분함23)
 감사를 포함하지 않는 결산서(Erstellung ohne Beurteilungen)
 개연성 평가를 포함하는 결산서(Erstellung mit Plausibilitätsbeurteilungen)
 포괄적인 감사를 포함하는 결산서(Erstellung mit umfassenden Beurteilungen)

○ 금융기관은 개연성 평가를 포함하는 결산서와 포괄적인 감사를 포함하는 결산서를
공개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물적·인적 담보 없이 대출을 허용함24)
□ 독일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장부기장 조력, 세무 형사사건 대리 등 그 범위가 넓으며,
세무사의 감사업무는 임의감사이고 소위 ‘기준성 원칙’에 따라 세무회계 기준을 적용함
○ 독일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장부기장 의무이행 시 조력업무, 조세자문 등 나아가 세무

20) 독일 「세무자문법(Steuerberatungsgesetz)」 제33조.
21) 독일 「세무자문법(Steuerberatungsgesetz)」 제57조 제3항.
22) 川股·修二, 「税理士制度と納税環境整備 (9・完) : 税理士法33条の２の機能」, 『北大法学論集』 64(6), 2014,
pp. 26~30.
23) DATEV, “Bescheinigungen des IDW(IDW S7) in der Fassung vom 27. 11. 2009,” https://www.datev.
de/dnlexom/v2/content/files/st1442536331.pdf, 검색일자: 2021. 12. 13.
24) 독일 「신용제도법(Gesetz über das Kreditwesen)」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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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리 및 조세 소송 절차에서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임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도 세무 자문이 가능하나, 세무 자문은 주로 세무사가

담당함25)
○ 세무사의 감사업무는 임의감사이며, 특별히 강제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기업
즉, 인적회사, 유한회사 및 개인기업이 대상이 됨
 강제감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감사해야 하며, 앞서 본 「세무자문법」제5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26)
 그 밖에 법정감사로 규정된 감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산서(증명서) 작성도

가능함
 한편, 세무사는 ‘자기 감사 금지(문서를 작성한 자가 그 문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됨)’ 법리를 준수해야 함
○ 독일은 세무대차대조표에 대한 상사대차대조표의 ‘기준성 원칙’27)에 따라 상법상의
회계기준이 과세소득 산정기준이며, 상법상 회계기준과 세법상 회계기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장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결산을 실시해야 하는 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시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상법상 규정에 따라 계상되는 기업재산을 확정해야 함28)

25)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EU 회원국의 세무사제도」, 2011, p. 3.
26) 川股 修二, 「税理士制度と納税環境整備 (9・完) : 税理士法33条の２の機能」, 『北大法学論集』 64(6), 2014,
pp. 26~30.
27) ‘기준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회계원칙과 관련하여 세법상 다른 조항이 없는 한 상법상 대차대조표
항목으로의 인식원칙들과 평가방법 선택이 세무대차대조표에도 그대로 적용됨. 반면, ‘역기준성 원칙’

이란 세법상에 허용된 선택권이 상법상의 대차대조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임(독일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8)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p. 100.

Ⅲ. 우리나라 기존 관련 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
가. 성실신고 확인제도 내용
□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및 특정 내국 법인(이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이 소득신고
시 세무사 등(이하 ‘성실신고 확인자’)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실신고 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임29)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0)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임31)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
중개 등의 경우 7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 5억원 이상임32)
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제1항.
30) 조세일보, “종합소득세,” http://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bbs/board.php?bo_table=
general_income_tax&wr_id=183, 검색일자: 2021. 9. 23.
31) 「소득세법」 제70조의 2.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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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단위: 원)

구 분

대 상

금액 기준

제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
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제3호

부동산 임대업(「소득세법」제45조 제2항), 부동산업(「소득세법 시행령」제
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

주: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은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성실신고 확인자가 확인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33)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사업장 현황, 주요 사업내역 현황(주요 매출처,

주요 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검토(수입
금액 신고 현황, 매출증빙 발행 현황,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표준손익계산서 항목, 표준원가
명세서 항목),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차량 운영현황,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증빙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33)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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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 「법인세법」상 특정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34)
○ 다음 기준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달리
금액 기준은 없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제외)35)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 성실신고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주요항목은 유형자산, 차입금, 대여금 등 자산
및 여타 거래 등에 관한 사항임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사업장 기본사항, 주요 거래처 현황,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임원 현황,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금융계좌 잔액 명세,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 명세36)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장 기본사항, 수입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선급금 및 선수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34) 「법인세법」 제60조의 2.
35)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 4 제2항.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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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신고 확인 혜택 및 제재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혜택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함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월세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공제함37)
 의료비·교육비 지출금액의 100분의 1538)
 한편,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함39)
 월세액을 2021.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다만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41)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세액공제함(120만원 한도)42)
 한편,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함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5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임.
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제3항.
4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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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및 성실신고 확인자(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징계임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 금액 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43)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x (미제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44)
x 5%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함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45)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자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함
□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혜택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임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46)
 기존 신고기한보다 1개월 연장함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세액공제함(150만원 한도)47)
 한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함
43) 「소득세법」 제81조 2 제1항(2021. 12. 8. 개정 및 2022. 1. 1. 시행 예정).
44)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4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제1호.
46)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4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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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미제출 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및 성실신고 확인자(세무대리인 등)에 대한 징계임
○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됨4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함49)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음50)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자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함

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과정
□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도입되었음51)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세무조정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52), 이들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53)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임54)
「법인세법」 제7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3항 제1호.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
cntntsId=7672, 검색일자: 2021. 9. 7.
5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53)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재정포럼』 vol. 297, 2021, p. 9.

48)
49)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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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방안’으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사가 소위
교차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인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도입되었음55)
○ 정부의 초기 세제개편안에는 ‘세무검증제’로 도입되었으나 반대의견이 있었음
 ‘세무검증제’는 2010년 8월 23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었음
 2010년 10월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및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있었음
○ 관련 법안은 2011년 3월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그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검증대상을 특정업종(전문자격사 및 현금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함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10%에서 5%로 완화함
 검증을 받은 경우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 배제를 삭제하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함

2. 세무검증제도 도입 시도
□ 세무검증제도란 민간 전문가가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0년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함
○ 세무검증제도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들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는 제도임56)
54) 近畿稅理會, “士学術交流会資料(釜山地方税務士会)”, https://www.kinzei.or.jp/research/pdf/data7-2.
pdf, 검색일자: 2021. 11. 29.
55) 近畿稅理會, “士学術交流会資料(釜山地方税務士会)”, https://www.kinzei.or.jp/research/pdf/data7-2.
pdf, 검색일자: 2021. 11. 29.
56) 조세일보, 「세무검증제도, ‘공평한 세금’을 위한 제도」, 2010. 8. 31., http://m.joseilbo.com/news/view.
htm?newsid=103889, 검색일자: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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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 보완을 목적으로 함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세무조사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자 함
 검증대상자가 검증을 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사가 ‘부실 검증’을

한 경우 징계를 받도록 함
□ 세무검증제도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 외에 세무사도 징계(처벌)함
○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으나,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는 않음
□ 구체적인 세무검증 내용으로 수입금액, 거래액,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등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함
○ 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를 작성함
○ 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증함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 검증함
○ 업무 무관 비용(차량유지비 등 사적 사용분)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공 인건비 등의 존재 여부를 검증함
□ 세무검증 혜택으로 비용 또는 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하고, 이러한 혜택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세무검증 비용은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 세무검증을 받은 사업자는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의료비·교육비를 공제함
○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검증 비용의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세무검증 비용의
일정비율(예: 60%)을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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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검증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효과(35%)와 세액공제 효과(60%)에 지방소득세 감면 효과(9.5%)까지 고려하면 검증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나아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임
□ 사업자와 세무사의 ‘본인 - 대리인 관계’에 비추어 세무사의 엄격한 세무검증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장부열람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세무사에게 사업자의 관련 장부·서류열람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함
○ 제출한 검증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사업자가 세무검증 담당 세무사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 세무조사 등에 의해 부실 세무검증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자 외에 담당 세무사도 함께
처벌되므로 부실 세무검증의 소지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도의 적용 대상인 변호사협회 및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변호사협회는 제도의 도입이 권한의 한계, 「헌법」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비용 절감 효과가 의문이라고 하며 반대함57)
 신고 내용의 정확성 확인 권한을 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은「정부조직법」에 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무검증 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되므로 징세비용 절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함
 「소득세법」상 신고납세방식의 자기부과제도 취지에 반하며 납세자 성실 추정

규정과도 충돌하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이미 신용카드 가맹
의무화 등 기타 규제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함
○ 의사협회 또한 추가적인 세무검증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하며 반대함58)
57) 대한변호사협회,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http://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
code=&page=1&seq=367&types=1&category=&searchtype=&searchstr=, 검색일자: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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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며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미발행 신고

포상금제, 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 등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미 의료인들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년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개편되어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됨59)
○ 최초에는 중소기업의 편의 증진 지원을 위해 발의하였던 ‘신고검증제’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세무검증제’로 수정하여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함
○ 특정업종에 대한 차별 등 형평성 논란으로 그 대상이 일정한 규모의 개인사업자 전부로
확대되는 등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성실신고 확인제’로 입법됨
○ 외부전문가에 의한 납세 성실성 검증이라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와 세무 간섭 축소라는 제도적 취지는 납세자의 과표 양성화와 성실납세
담보가 중요한 입법 취지로 변모함

58) 한국의약통신,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수용 ‘불가’」,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3927, 검색일자: 2021. 9. 10.
59) 구재이,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제연구』 48, 2015,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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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제도 비교
제도
분류

일본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무검증제도

- 성실신고 유도
- 성실신고 유도
- 정확한 신고서의 작성 제출 도모
- 세무대리인의 사전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
취지·목적 - 세무행정의 원활화
-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행정
및 징수비용 절감
력의 한계 보완
- 감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에 대한 공증 효과
-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표준양성화 한계 보완
대상

신고방식 세목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
(「소득세법」)
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
-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내국 법인(「법인세법」)
원 이상인 자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
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세무
- 첨부서면 작성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탈루
대리인의 - 첨부서면에 대한 의견 진술(세무조사 사전통지 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성실신
여부 검증
업무
전, 경정처분 전, 불복신청 관련 조사)
고 확인서 작성
- 사업자의 관련 장부·서류열
람권,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상담한 사항 기재한
서면(「세리사법」제33조의 2 제1항)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서면
-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 등을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기재한 서면(「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세무검증 확인서

-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수입금액 증빙 일치 여부
사업자현황, 주요 사업내역 현황, 수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상담한 사항을 기재한
- 장부상 계상된 적격증빙 수
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
서면: 스스로 작성기입한 장부서류에 기재된 사항,
취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상세 작성
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3만원 초과 거
제시받은 장부서류에 기재된 사항, 계산 시 정리한 소득
금액 일치 여부
항목
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주요사항(현저한 증감사항 및 사유, 회계처리방법 세법
-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의
명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및 이유), 상담사항
계좌 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거래 검토, 차량 운영현황, 사업용 계
및 적격증빙 금액 일치 여부
좌별 잔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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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의 계속
제도
분류

일본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세무검증제도

-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현황, 수입금액, 적격증빙비용, 인
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
소득
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
세법
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성실신고 확인
자 종합의견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세리사법」 제33조의 2 제1항): 상담
상세 작성
의 요지, 심사에 있어 제시된 장부서류, 심사한
항목
주요 사항(현저한 증감사항 및 사유, 회계처리방법
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및 이유), 심사결과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사업장 기본사항, 주요 거래처 현황,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
이자 명세,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임원 현황,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특수관계인에게 - 업무 무관 비용(차량유지비
등 사적 사용분) 및 실제 근무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가
명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공 인건비 등의 존재 여부
및 담보 내역,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법인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
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금융계
세법
좌 잔액 명세, 상품권·기프트카드·선
불카드 구매 명세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장 기본사항, 수입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선급
금 및 선수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
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Ⅲ. 우리나라 기존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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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의 계속
제도
분류

일본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 사전 통지 전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문점이 해결된
납세자에
경우 세무조사 면제 가능
대한 혜택 - 의견청취 내용에 따라 제출된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납세자·
세무대리
- 세무대리인: 허위작성 시 징계
인에 대한
제재

세무검증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소 의료비·교육비 공제, 세무검증
득세법)
비용 필요경비 인정, 세무검증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 비용 일부 세액공제
액공제(법인세법)

- 납세자: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 납세자: 가산세 부과
가능
- 세무대리인: 부실검증 시
- 세무대리인: 부실작성 시 징계
징계

자료: 저자 작성.

<표 Ⅲ-3> 일본 서면첨부 제도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상세항목 비교
일본 서면첨부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1. 스스로 작성기입한
1.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기본사항
장부서류에 기재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2. 주요 거래처 현황
세리사
된 사항
-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 - 주요 매출처(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자신이
성실신고
2. 제시받은 장부서류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작성한
확인결과
에 기재된 사항
-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이상 -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대비 5% 이상
서면첨부
주요항목
3. 계산 시 정리한 주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제33조의2
명세서
요사항
- 주요 유형자산 명세(취득가격이 5천만원 3. 주요 유형자산 명세(취득가격이 5천만원
제1항)
(1) 계산 시 정리한
이상, 리스자산은 모두 작성하고 금융리스
이상)
주요사항
여부 구분)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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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의 계속
성실신고 확인제도

일본 서면첨부 제도

(2) (1)중 현저한 증
감사항 및 증감
세리사
사유
자신이
(3) (1)중 회계처리
작성한
방법에 변경 등
서면첨부
이 있는 경우 및
(제33조의2
변경 등의 이유
제1항)
4. 상담사항
5. 기타

소득세법

법인세법

-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
금은 제외)
3. 수입금액 검토
- 수입금액 신고 현황
- 매출증빙 발행 현황
-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등 검토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7. 차량 운영현황(업무용에 한함)
8. 사업용 계좌별 잔액현황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1천만원 이상)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1천만원 이상)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8. 임원 현황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표준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공사원
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15.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 명세

1. 상담사항
- 사업현황
타인이
2. 심사에 있어 제시
- 수입금액
작성한
성실신고 - 적격증빙 비용
된 장부서류
신고서를
3. 심사한 주요사항 확인결과 - 인건비
심사한
(1) 심사한 주요사항 특이사항 - 차량유지비
서면첨부
(2) (1)중 현저한 증 기술서 - 통신비
(제33조의2
감사항 및 증감
- 복리후생비
제2항)
사유
- 접대비

-

사업장 기본사항
수입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선급금 및 선수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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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면첨부 제도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득세법

타인이
(3) (1)중 회계처리
작성한
- 이자비용
방법에 변경 등 성실신고
신고서를
- 감가상각비
이 있는 경우 및 확인결과
심사한
- 건물관리비
변경 등의 이유 특이사항
서면첨부
- 지급수수료
기술서
4. 심사 결과
(제33조의2
-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5. 기타
제2항)
자료: 저자 작성.

법인세법
-

차량유지비
통신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물관리비
지급수수료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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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도의 효과 분석 및 국내 도입 방안

1.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비용 및 효용 분석
가. 납세자
□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성실신고를 충실히 하고 싶으나, 세법상 애매모호하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명하여 신고 시 과세관청과의 소통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신고 사안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납세자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실무상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세무대리인 간 경쟁이
심화되어 서면첨부에 따르는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하고 서면첨부를 기본으로 작성하게
되는 등 세무대리인의 신고 행정상 부담만 심화될 수 있음
○ 현재 일본의 경우에도 서면첨부의 보수에 있어 세리사 간 차이가 큰 상황이며 모든
상속세 신고 시 기본 보수 내에서 서면첨부 제도를 적용하는 세리사부터 서면첨부
시 건당 150,000엔을 보수로 수취하는 세리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함
 서면첨부에 의한 의견청취 대응의 경우 대략 일당 25,000~27,500엔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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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기본보수 내에서 서면첨부 제도를 적용하는 세리 법인

자료: 横浜さくら総合税理士事務所, 「상속세 신고 보수 비교표」, https://www.kuro-souzoku.com/1484716
9596835, 검색일자: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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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별도의 서면첨부 요금이 부과되는 세리 법인

자료: 税理士法人トゥモローズ Tomorrow Tax Corporation, 「상속세 신고 보수표」, https://tomorrowstax.com/
price/, 검색일자: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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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시 과세관청 입장에서 서면첨부의 유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줄 수 있어 임의사항인 서면첨부가 사실상 필수
사항이 되어 납세자의 세무대리 비용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함
□ 현재 일본의 경우 단순히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세리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장부가 작성되었다는 의미 또한 지니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금리
우대의 혜택이 존재함
○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신용 위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납세자는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유인이 생길 수 있음
[그림 Ⅳ-3] 에히메 은행 세리사회 제휴 융자 상품 금리 우대

자료: 에하에 은행(愛媛銀行), 「법인회·세리사회와의 제휴 융자」, https://www.himegin.co.jp/corporate/fun
ding/collabo.html, 검색일자: 2021. 11. 12.

나. 과세관청
□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기존 세목별 신고서와 더불어 첨부서면만을 추가로 제출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 개발과 관련한 비용 외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요인은
크지 않음
○ 홈택스 전자신고에서의 서면첨부를 제출 받기 위한 시스템상 환경 조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 성실신고 확인 또한 전자신고 제출이 가능하므로 ERP업체와 과세
당국 간 협력 시 무리 없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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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신고, 세무조사 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과 과세관청의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신고사항에 관한 분석 시 첨부된 서면에 기재된 내용으로
과세관청이 투입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현재는 신고서 제출 후 수정 사항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수정 요청이 가능하여 가산세 부과의 유무가 담당자 재량에 달린 경우가 있는데
서면첨부와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를 통해 이러한 재량 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음
□ 단, 현재 일본 국세청의 서면첨부 지침에 따르면, 신고서상 의문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무대리인의 방문을 통한 과세관청의 의견청취를 장려하므로, 세무대리인과의 면담을
위한 조세 행정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2. 세목별 도입 및 서면첨부 신고항목 분석
현재 일본의 서면첨부 제도는 모든 세목이 서면첨부의 대상이 됨
○ 법인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신고납세방식을 따르는 모든 개인 및 지방세 또한 신고
시 서면첨부가 가능함
□ 모든 세목에 서면첨부가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신고 세목인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국내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가. 상속·증여세
□ 상속세의 경우 일본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서면첨부가 활용되는 세목임
○ 우리나라와 신고 항목과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세금 체계를 고려해보면 국내 도입
시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될 세목이라 보임
□ 상속·증여세는 세목의 특성상 인적 관계,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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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평가, 사전 증여재산 등 정성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수의 요소들이 존재함
○ 특히 재산가액 산정 및 평가방법 선정의 이유에 대해 서면첨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재산의 재산가액과 그 평가방법은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1,2]를 통해 신고하는데 해당 서식의 경우 단순히 평가가액과 평가기준
코드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실재 매매거래가액이 아닌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가액 등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납세자의 부연설명이 없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별도의 소명요구가 따를 여지가 큼
[그림 Ⅳ-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자료: 국세청,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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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실무상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상의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신고서 전송 후 별도로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서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본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대비하고 있음
 하지만 제출한 자료의 양식이 납세자별로 동일하지 않고 관련 자료만 제출한 경우

여전히 상속 재산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첨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신고상 정성적 부분의 소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과세관청 또한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와 가업상속공제 및 대습상속, 세대 생략 상속 등 특수한
경우 또한 첨부된 서면을 통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선제적으로 진술하여 소명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단, 상속·증여세의 경우 농지, 멸실된 주택 등 어쩔 수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서면첨부를 통해 완전히 대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나, 이러한 경우 또한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첨부에 기재하고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친다면 과세관청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나. 법인세
□ 법인세의 경우 주요 세목 중 두 번째로 일본에서 서면첨부가 많이 활용되는 세목임
□ 우리나라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있어서는 서면첨부의 도입 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의무화하는 등 법인에 대한 엄격한 세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타 세목에 비해 떨어질 수 있음
 하지만 서면첨부의 특성상 의무가 아닌 임의라는 점 때문에 성실신고를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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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서면첨부 도입 시 성실신고 확인서보다 더 성실하게 신고서에 대해
서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할 수 있음
 또한 성실신고 확인서 서식상 미흡한 미성공사, 재고자산, 원가 관련 사항 또는

회계처리 방법의 변동에 대해 서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면첨부를
도입함으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보완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통계60)로 추정하건대, 2019년 법인세를
신고한 93,486개의 법인 중 5,250개의 법인인 약 5.6%의 법인만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으로 추정됨
○ 성실신고 확인에는 성실신고 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납세자는 그에 따르는 보수를 지급하므로 성실신고
확인 의무 대상 법인과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법인의 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임
 따라서 대다수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신고사항들을 소명하는 등 실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소득세
□ 소득세는 일본에서는 타 세목에 비해 서면첨부의 활용이 저조함
○ 이는 법인세 서면첨부의 활용 비율로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일본의 과세
환경과 법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가벼운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됨
□ 우리나라는 현재 형식상 유사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7,469,635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약 2.8%인 213,059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 신고함
60) 국세통계포털,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
2xPath=/cm/index.xml

78

○ 성실신고 확인신고는 업종별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종사자만이 의무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함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서면첨부와 달리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인 사항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상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비해 그 혜택이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서면첨부 제도의 도입 시 대다수의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없는 납세자들은
서면첨부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음
○ 서면첨부는 세목별로 신고서에 첨부되므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합산되는 종합소득세에 있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각 소득에 대해 소득의 경위 등
납세자의 다양한 상황을 유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음
□ 성실신고 대상자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성실신고 대상 법인과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 기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음
○ 또한 수출업종, 건설업종, 의·약 관련 업종 등과 같은 특수 업종과 공동사업자와 같은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 서술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상속·증여세와 유사한 도입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됨
○ 세목의 특성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농지, 인적 관계,
재산가액 평가 등 정성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다수의 요소들이 존재함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과 중과세 등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의해 복잡해진

양도세제상 구체적인 제반 상황을 서술할 수 있는 서면첨부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현재 양도세 등 재산세는 세무행정상 국세청의 실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은 성실신고를 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과세관청과의 견해 차이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한쪽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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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신고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세무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첨부
제도 및 의견청취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우려를 덜고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납세협력 비용 및 세무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재산가액 산정 및 평가방법 선정의 이유에 대해 서면첨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는 상속, 증여세와 같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면첨부를 통해 완전히 대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면첨부에 기재하고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친다면 과세관청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보임

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 세금계산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상호검증이 가능함
○ 또한 부가가치세 특성상 그 계산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예정, 확정신고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하므로 타 세목에 비해 서면첨부의 실익이 부족할 수 있음
□ 하지만 의약품업 등과 같은 겸영 업종 및 영세율 등 특수 업종에 대해 공통 매입액과
면·과세 겸용 감가상각 자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신고 시 보완 서술이 가능함
□ 또한 영세율 대상 거래, 면세 거래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및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 매입 세액이 전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명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간이과세, 면세 포기 적용,
감가상각 자산 취득, 사업 양도 등의 경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시 상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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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 있음

3.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 등 정비사항
가. 서면첨부 제도 도입의 방식
□ 서면첨부 제도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와 같은 특정 세목에 먼저 도입하고, 재량
또는 의무, 두 가지 방향으로 도입 가능함
○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도입하였을 때 현재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비교하여
도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현재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과정과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어도 의견전달 창구가
없으며, 담당 조사관이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 비로소 연락이 오게 되어 사전에
이를 설명할 수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세목별로 제도 도입의 차별화를 두어 의무사항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고 이후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 등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소득신고를

하면서 세무사에게 첨부서면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사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법인세 등의 경우 서면을 첨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량에 의하고 이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음
□ 서면첨부 제도 도입 시 법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무사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마찬가지로 각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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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방법이 있음
○ 「세무사법」에 법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권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첨부하는 서면 작성 및 의견청취에 있어서 세무사의 의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음
○ 세목별 법률에 도입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권리 또는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임
 한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61)
 서면첨부 제도는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세목별 법률에

도입 가능함

나. 납세자에 대한 지원 및 혜택
□ 서면을 첨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혜택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조사에 의해 경정이 예측된 경우가
아니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서면첨부와 관련
없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과 같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전부 면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액
감경규정과 연계하거나 유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
 현행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의 종류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임62)
 가산세 면제사유는 ①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그밖에 유사한 경우로서

61)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및 제5호.
6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제4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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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고, 가산세액은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10~90%의
범위에서 감면함63)
○ 서면첨부 제도를 활용한 납세자가 과세관청과의 소통 이후에 신고세액에 변경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거나, 전후 기초사실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서면첨부 제도의 효용을 위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신고세액에만 변경이 생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과세관청의 세무사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신고세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수정사항이 ‘전후 기초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서면을 첨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전 세무사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소명이 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무사는 첨부서면을 작성 단계에서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면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과세관청이 세무사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직업윤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과세를 위한 답변이 가능할 것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란 부담스러운 과정이며,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납세자에게 직접 청취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간편하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므로,64) ‘의견청취 제도’를 기존
제도에 포섭되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63) 「국세기본법」 제48조.
64) 「세무사법」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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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며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65) 납세자에 대하여 이뤄지는 것이므로 세무사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의
도입은 ‘세무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임
 기존의 사전통지에 더하여 ‘세무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정기 세무조사66)의 경우에 비정기조사와 달리 특정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가 상세하게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세무조사를 일부 완화하여 주는 혜택도 가능할 것임
□ 첨부서면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재산상황을 검증하여 작성한 서면과 마찬가지이므로
‘서면첨부 인증제’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

상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기관과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혜택의 범위는 세무사가 작성한 서면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
○ 금융기관이 대출하고자 하는 본인에게 재산상황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면을 작성한 세무사에게 작성 서면에 대하여
일정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함
 재산상황에 대하여 세무사의 보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다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고 부실 채권의 발행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세무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영세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을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됨

6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66)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
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출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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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무사의 제출 책임
□ 세무사가 작성한 서면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세무사가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사회의 징계 또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세무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세무사법」은 세무사제도의 확립 목적으로서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67)
 세무사가 작성한 서면에 오류가 있거나 고의로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됨
○ 세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제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67) 「세무사법」 제1조 및 제1조의 2.

Ⅴ. 시사점 및 제안

1. 시사점
□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성실 및 투명신고의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하여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
○ 납세자의 납세 의식 향상이 가능하고, 개인과 가정에서 자산에 대하여 원활한 세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납세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면첨부 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제도를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개인 납세자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사전에
납세 신고 시부터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신고가 가능할 것임
□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및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을 제도화하여 납세자 및 세무사의 권리가 법률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도 관행상 과세관청이 신고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과세와 관련한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서면첨부 제도를 통해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제고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일본의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제도는 납세자의

신고 내역 및 자산 등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일정한 확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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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68)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과세관청이 대규모 법인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납세자의 협력을 구하는 형태임
 우리나라의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기존 관계 측면에서 제도의 도입으로 법제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더하여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정착이 가능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서면첨부 제도는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는 상속세와 같은 세목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달에 두는 등 세세한 사안까지 법제화하는 일본 행정의 특징에서 유래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일본에서도 신고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의견청취를 하는 행정상 관행이 있었으나,

그러한 관행을 법제화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신고서에 기재되었지만 신고서 작성자의 부차적인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이해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자료를 참조하여 왜
그러한 사안을 기재하였는지 서술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이해를 돕고 납세협력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관련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납세자가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서류 요구 및 연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세목신고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서와

세목별 시행령에서 정한 부속서류 외의 신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음
68)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Compliance Assurance Process: CAP), 호주의 성실납세약정제도
(Annual Compliance Agreement: APA), 네덜란드의 수평적 세원관리(Horizontal Tax Monitoring: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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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고서와 추가 자료를 제본하여 직접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과세가액 등을 도출한 과정을 기술할 수는 없음
□ 첨부서면을 제출한 납세자에게 가산세 감면을 혜택으로 제공한다면 납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우려를 덜고 성실신고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를 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상
과세관청과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함
 단,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와 관련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는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조사에 의해 경정이 있음을 예상한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서면첨부 도입 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혜택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가 서면첨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일부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액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가산세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음
□ 세무행정의 세계적인 추세인 비대면 및 디지털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면첨부 제도의 혜택 중 일부로 제안한 세무조사 대상의 축소는 세무조사 시스템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세청의 개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9,264건(개인 4,662건 및

법인 4,602건)에서 2021년 7,979건(개인 3,995건 및 법인 3,984건)으로,69) 개인
대상 세무조사의 세무조사 건수가 4,000건을 밑돈 것은 9년만임70)
69) TASIS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
/index.xml, 검색일자: 2021. 12. 13.
70) 매일경제, 「코로나 여파 우려한 국세청...작년 세무조사 14% 줄였다」, 2021. 11. 29., https://ww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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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세청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조사환경
시스템을 마련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세무조사
해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71)
 국세청은 온라인으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및 해명자료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과세관청의 상세한 지침을 통한 안내로
첨부 서면의 상세한 항목 및 작성례를 미리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일본 또한 제도 도입 시 신고 후 문답을 통해 과세관청의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서면첨부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
 일본은 과세관청과 ‘일본 세리사회 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첨부서면 작성기준

및 항목별로 세리사가 작성할 수 있는 문구와 내용을 예시로 제공하여, 서면첨부
제도는 세무행정의 원활화, 간소화에 기여하는 유효한 제도로 정착됨
○ 이를 통하여 납세자들은 어떤 내용이 첨부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예측하여
세무사에게 서면첨부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 또한 서류 확인의
정도 및 구체적인 작성 항목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세무사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의 중첩 문제는 첨부서면 작성 시 심사하는 대상 서류 또는
자료의 범위를 세무사의 업무 범위 내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첨부서면 작성은 세무대리인의 신고서에 대한 의견 기술이지만 세무감사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음
 세무사의 직무범위는 「세무사법」상 ‘그 업무에 딸린 업무’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어 세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그 업무 범위임72)

co.kr/news/economy/view/2021/11/1103472/, 검색일자: 2021. 12. 13.
71) 조세일보, 「국세청장 “세무조사 해명자료 온라인으로…비대면 조사 추진”」, 2021. 10. 26., http://ww
w.joseilbo.com/news/htmls/2021/10/20211026436496.html, 검색일자: 2021. 12. 1.
72) 「세무사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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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가 서면첨부 제도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조세에 관한

상담, 자문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일종의 ‘세무감사’로 볼 수 있음
○ 서면첨부 제도의 경우에는 세무사가 세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중·소규모의 기업 또는
개인 납세자 즉,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사가 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 범위와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일본에서 제도의 최초 도입 시 있었던 논쟁과 마찬가지로 장부를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권한(‘회계감사’ 업무를 할 배타적 권한)73)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음74)
 서면첨부 제도의 두 종류 중 다른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하여 작성하는

경우에, 심사 대상 신고서에 재무 서류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가능함
□ 우리나라의 기존 전자신고 방식과 관련하여 ERP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제도
도입 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세목이 현재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면첨부 도입 시
양식을 세목별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또한 전자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양식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국내 도입 로드맵 제안
□ 본 보고서에서는 서면첨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을 살펴봄
73)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
에 관한 회계’의 직무를 행함(「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
74) 공인회계사 이외의 자는 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공인회계사법」 제50조.), 특히 주식
회사의 경우 ‘감사인’이란 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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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서면첨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본 항에서는 도입을 위한 과정을 세목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가. 세목별 도입
□ 서면첨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모든 세목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과 일부 세목에
선제적으로 도입 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로는 일본의 경우 최초부터 모든 신고세목에 대해 서면첨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세
방면에서 도입의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 서면첨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모든 세목에 일괄적으로 도입한다면

세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서면첨부의 특성상
형식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서면첨부 제도가 도입되어 비첨부자에게 실무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납세자들에게 사실상 강제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법인세, 소득세의
성실신고 대상자들에게 이중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우리나라에 서면첨부 제도 도입 시 과세관청에서 비서면첨부자에 대해 실무상 더
엄격히 신고사항을 검증하는 것과 같이 세무행정상 차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사실상 강제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모든 신고세목에 대해 도입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만약 서면첨부 제도의 도입 시 사실상 강제하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재산세제와
같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도입하거나 재산세제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수 있음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면첨부에 대해 다른 세목보다 월등히 그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예상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같은 추가 검증제도 또한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입에 대한 반발 또는 우려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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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제에만 한정하여 도입할 경우 현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에 대한 이중

부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납세자에 해당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의무가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서면첨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으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과 같은 특정 세목에 먼저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 세목을 확대하고, 재량 및 의무의 정도도 세목별로 다르게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가능함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는 첨부서면을 통해 자산의 평가방법 도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직접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도 도입의 효용이
클 것으로 보임
○ 특정 세목에서 서면첨부 제도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도입한 후, 점차 세목을 확대하고
일부 세목에서는 의무사항으로 하여 도입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제도의 도입이
가능함
[그림 Ⅴ-1] 제도 단계별 도입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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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의 관계
□ 현재 일본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같은 사후 검증 의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세리사와
과세당국 간 신뢰를 전제로 한 서면첨부 제도가 정착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약 2.8%만이 해당자이긴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존재하여 제도가 정착될 경우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음
 의무사항이며 과세관청이 요청하는 정량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선택사항이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필요 사항에 대해 정량, 정성적
으로 기재하는 서면첨부 제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이므로 제도를 충실히 인지
한다면 같은 사항을 이중적으로 제출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됨
 하지만 앞의 ‘가’ 항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제도 도입 시 서면첨부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와 제출한 납세자 간 실무상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경우, 임의제출인
서면첨부가 사실상 의무사항처럼 되어 성실신고 확인 의무자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면첨부 도입 시에는 세무조사 선정과정 등을 더욱 투명화하는
등 단순히 서면첨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야 함
 또한 재산세 등 실익이 확실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서면첨부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 또한 존재하며, 그에 따라 비첨부자에게는 차별이 없음을, 첨부한
자에게는 과세관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제1안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병행하는 방안, 제2안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병행하되 점진적으로 개선된 하나의 제도로 통합·발전시키는
방안이 있음
○ 제1안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병행하여 운용한다면, 서면첨부
제도의 항목은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항목보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Ⅴ. 시사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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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재량 및 권한을 부여하는 점이 구별됨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서면첨부 제도를 재량으로 도입

한다면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가 제도의 효용을 누릴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제2안은 제1안과 마찬가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병행하여 운용하되,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임
 제도 도입 시 제도의 운용 기한을 향후 5년 등으로 정해놓고, 실제로 제도를 운용

하면서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 효용성이 높은 제도가 다른 제도를 흡수하여 보다
개선된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정착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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