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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that a person paying incomes 

prescribed by the tax laws is subject to withhold the income tax on 

salaries, benefits, interests, pensions and dividends and to pay it to 

the government.   In turn, the effect of the tax payment is attributed 

to its tax obliger.  Through this system, not only a tax collecting 

cost collection cost can be reduced but also a tax evasion can be 

prevented using collected taxation materials and the government 

expenditures can be established in advance by the utilization of its 

documentary taxation.   However, regardless of his or her intention, 

the tax obligation is handed over to the withholding agent with 

economical and time consuming burdens and the agent will be 

penalized by an additional tax, if he or she fails to withhold tax at 

source or fails to pay the tax within the payment period.

  In this paper, a number of problems of the withholding tax system 

are examined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are discussed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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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a rational direction to develop the withholding tax system much 

further.

  Firstly, the object of the withholding tax should be adjusted.  

Although there are no financial profits in cases like constructive 

bonuses, deemed dividends and accrued dividends by a surplus 

appropriation, the agent is still subject to pay the tax.   This may be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 of the withholding tax system and the tax 

on imputed time of payment should be excluded.

  Secondly, cooperation cost for the payment of taxes should be 

minimized.  Regarding to the additional taxation on insincere withholding 

tax, it is at first identified that who and how much is legally responsible 

for and that person should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responsibility.   Moreover, unlikely other taxes, the withholding tax dose 

not require a tax collecting cost of the tax office and that saving should 

be allocated to be benefited by the agent.

  Thirdly, the tax incentive of the electronic filing tax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electronic filing tax 

system, the government gives incentives for those who file  tax 

bases electronically.  However, same incentives should be also given 

to taxpayers whose electronic filing tax is made by their tax agents 

rather than themselves.  

  Fourthly, measures to prevent possible dishonestly filed tax returns 

by tax obligators should be introduce. The withholding tax of salary 

incomes is finalized by the year-end adjustment.  For tax refund, 

tax obligators hand in related documents  to the withholding agent, 

but there is alway a possibility that the document may be tampered.  

It is more efficient that the tax office sets up a system  to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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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documents directly to the agent electronically.

  Fifthly, the process of the withholding tax should be simplified.  

Under the existing system, the taxation's objects are too wide and 

complex that may differ from the original aim of its laws.  The 

responsibility of withholding agents should be minimized and its 

process and method should also be modified to be simple and clear.

  In conclusion,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based on the mutual 

interests and benefits among the tax office, withholding agents and 

obligators.   In order to maintain this system efficiently, a legislative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to share the benefit of the tax system 

equally among them without imposing a heavy burden on on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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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ⅠⅠⅠⅠ장  장  장  장  서론서론서론서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세제는 대부분의 세목을 세금의 부과 ․ 징수절차에서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이므로 세법의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제

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성실도가 중요

한 요소이며 납세성실도의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법 중에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원천징수제도는 특정소득의 지급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등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잔액만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

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

징수절차를 통하여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에 의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

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징세비의 절감이나 납세편의의 도모, 근거과세확립의 기반제공,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기확보 등 하는 등 과세권자에게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의무 해태나 불이행시 가산세 ․ 행정벌만 가해질 뿐 아

무런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擬制配當 ․ 認定賞與 또는 支給擬制에 해당할 경

우 소득의 지급 없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등 징수 ․ 납부 ․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과세형평 상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제 ․ 시

간 ․ 노력의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등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일방적 불

평등 규정인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을 연구 ․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조세행정에 있어서 합법성 ․ 효율성과 형평

성의 조화를 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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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

천징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천징수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의 본질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와 관계되는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논문 등의 문헌에 대하여 조사 ․ 연

구를 하였으며, 원천징수제도에 관련된 세법의 조항과 그와 관계되는 학술지 

및 실무전문지를 참고하였고, 조세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후 제기된 

방안을 취합 ․ 정리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제도를 중심으로 원천징수제도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

펴보고,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고찰하여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제

Ⅲ장에서는 원천징수제도의 발전적인 전개방향을 모색하고자 제도상의 문제

점을 살펴보았고 제Ⅳ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였고, 제Ⅴ장

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요약하였다. 



- 3 -

제제제제ⅡⅡⅡⅡ장  장  장  장  원천징수제도원천징수제도원천징수제도원천징수제도 

제1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 원천징수의 개념

1) 원천징수의 개념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무를 이행하

여야 하고 조세의 징수 또한 징수권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무관청에 직

접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외의 제3자로 하여금 그가 원천

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공제 ․ 징수하여 

세무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징수납부제도1)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일정

액의 국세 또는 지방세(이하 ‘원천세액’이라 한다)를 미리 징수하는 행위

를 원천징수라 하고 이 제도 하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를 원천납세의무

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

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법 상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27조 이하), 법

인세법(제73조, 제98조),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지방세법(제17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위 규

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됨과 동시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

징수의 대상소득에 대해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원천납세의무를 부담함과 동시

에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징수의 상대방으로서 受忍義務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 최명근, 『세법학총론』(서울 : 세경사, 2004),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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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 취지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법정기한까지 세무관청(국고)

에 납부하게 되면 그 납부의 효과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이 제도

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서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

하는 일종의 예납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는 통상 다음과 같다.2) 

① 과세기간 종료 전에 있어서의 세입의 평준화

② 세입의 조기확보

③ 징세의 편의

④ 납세의 편의 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는 국민의 희생위에 국고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된 제

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징수의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

의 본래의 납세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납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 ․ 

시간 ․ 인력의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의 해태에 대

하여는 각종 제재를 받아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된

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제 ․ 시간 ․ 노력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산시켜서는 안되

며, 그 대상은 가급적 명확하고 단순한 소득 등의 지급에 국한시켜야 함을 

뜻하고 있다.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 조세법상의 관계규정

기간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렇

2) 최명근, 앞의 책, pp.32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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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함으

로써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는 첫째, 소득금

액 등을 지급할 때에 징수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3) 둘째,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4)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세액의 확정에는 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

신고 등과 같은 절차나 세무관청의 과세표준의 결정과 같은 절차5)를 필요로 

함이 없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과세에 있어서 소득세의 본래의 납세의무는 과

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데 원천소득세의 징수는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

가 성립하기 전인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는 것은, 단지 원천징수

절차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성립의 효과는 본

래의 납세의무로서의 조세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

는 여전히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 ․ 납부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의 평등하다’(제11조), ‘모든 국

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제23조) 또는 과잉금지원칙(제37조)에 위배되는 문

제의 소지가 있다. 

과세관청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대한 1차적인 납세의무자를 소득귀속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 함에 따라, 소득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관청

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7) 

3) 국세기본법 제21조 ②항 1호

4) 국세기본법 제22조 ②항 3호

5) 소득 귀속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확정절차

6) 소득세법 제127조~제159조(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제75조(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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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의 확정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어떠한 행위도 개입할 여지는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어느 범위까지 하여야 되는지 등의 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납세의무자의 3

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8)

           

①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는 위탁과 수탁의 관계라고 볼 수 있

다. 징수의무자는 부과과세방법에 있어서의 과세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또한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공제신고 ․ 근무지신고 등을 받으며 소득의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지급하는 소득에서 이를 공제 ․ 징수하는바, 이

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기관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징수된 세액은 그의 현실적인 국고불입 여부에 관계없

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 세액을 납부한 법 효과가 발생한다. 원천징수의

무자가 당해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된다.  

세법은 원천납세 한 세액의 환급에 있어서 초과납부 된 원천세액을 징수의

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절차상의 위

임징수기관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납부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환급받기 위하여 세법에서

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지 

또는 과세관청의 위법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8)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 (일반논문, 조선대학교, 2002),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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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급신청 관련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9)

그리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이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과소징수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누락세액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

세관청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누락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고, 

당해 세액을 먼저 과세관청에 납부하더라도 조세법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

지 아니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②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무를 이행하도록 납세의 고지, 체납처분 등의 

제반 절차를 취하며, 원천납세의무자 또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거나 과오납의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납세의무의 이행은 원천징수의

무자에 의한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세

액의 납부에 있어서 당해 세액을 납부할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1차적인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제2차적인 의무자라고 볼 수 

있다.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관

계에 국한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에 대해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해 소득에 대한 수급자의 본래 납세의무까지를 인수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당해 소득에 대한 수급자의 본래의 납세의무는 비록 원천

징수 절차상의 원천납세채무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의무자에게 채무인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급자에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9)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36호(1,2)서식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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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은 원천납

세의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징수하고 그 고지에 

의해 대위납부한 금액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민사관계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징수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것이어서 어디까지나 징세절차상 세무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의무자

의 희생을 강요하는 협력의무이다.  그리고 본래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수급

자가 지고 있다. 그렇다면 징수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으로만 귀책시킬 것이 아니고 징수의무자에게 현행보다 행정과태료적 성

격의 가산세를 더 무겁게 과세하더라도 원천징수했어야할 본 세액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다고 본다. 

10)

 

③과세관청과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원천납세의무자는 실체법상의 납세의무자이나 원천징수절차에서 과세관청

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지 아니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

자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

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누락된 원

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배당 ․ 상여 ․ 기타소득)은 결정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는바,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에게, 특별한 사유11)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주주 또는 처분을 받

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 지

위에서 직접 추가신고 ․ 추가자진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12)  

10) 최명근, 앞의 책, pp.333~334 

11) ①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③체납처분이 종결

되어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④체납처분중지의 사유가 있을 때 ⑤ 체납자의 행방불명이

나 재산이 없을 때 ⑥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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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에 대하여 충당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과세관청에 직접 경정청구권을 

가지며, 직접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 납부의무

1. 원천징수의 의의

1) 원천징수의 성격

원천징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및 퇴직

소득 등 특정한 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의무자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할 금액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하여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당해 소득의 지급자인 원

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는 납세에 있어서 국가

와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데 불과하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은 절차법상 원천징

수의무자의 원천징수 ․ 납부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고지를 받게 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자이

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기관적 성격과 납세의무자적 성격의 양면성

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기관적 성격에 기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무관청의 징세행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 요구되고 만일 

게을리 할 때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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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 제도적 의의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을 조기에 포착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국가에 대위하여 원천징수

하게 되므로 징세비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점,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징수를 하게 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점, 소득의 발생과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납부 사이의 시차를 

단축함으로써 경기의 자동기능을 강화하는 점 등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13) 

반면에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시에는 가산세와 행정벌이 가해

지고 있는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조세징수 협력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

급하지 않는 점,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미래 세액

을 미리 징수당하는 점, 의제배당 ․ 인정상여 등 지급의제에 해당하여 소득의 

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점, 원천징수

의무자의 성실성을 담보로 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 등은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으로 계속 개선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도이기도 하다.  

위 원천징수제도의 장단점은 <표1>에 요약하였다. 

<표1> 

원천징수제도의 장단점

13)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 P.3

구분 장점 단점

과세권자(국가등)

1. 징세비의 절감

2. 과세자료 파악용이(조세포탈미연방지)

3. 근거과세의 구현

4.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

1.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성 담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납부 시차발생

2.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1. 조세징수협력에 대한 보상 없음

2. 납세협력비용이 수반된다.

3. 사전과세의 문제점

4. 분리과세의 경우 조세부담 불공평

5. 지급시기의제과세시 자금부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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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소득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

라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적 원천징수로 구별되며 이를 비

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2>와 같다.  

①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납

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이

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다. 그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소득금액

나. 일용근로자의 급여

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

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마. 조특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

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소득금액이 연간 4

천만원 이하.(선택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포함) 단, 국외소득은 종합과

세

사.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와 

복권당첨금

아. 연6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②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소득자의 원천납부의 원인이 되었던 소득을 과세소득

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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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것을 말한 것으로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가 이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그 주요 대

상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나. 특정의 사업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라. 급여에 대해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표2>

유형별 원천징수의 비교

구분 완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

내용 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확정신고 의무 신고의무없음 확정신고(또는 연말정산)

조세부담 원천징수세액 기본세율로 확정신고시 정산

대상소득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이외의 소득

* 예납적원천징수 시 원천납부한 소득세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③ 종합적 원천징수

 매월 급여 등의 지급 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

간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

한 세액과 과부족을 연말정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이에 속한다. 14)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1) 원천징수의무자

14) 임종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서울:한국세무사회, 2004),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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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의 구분 및 세법적용에 관하여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수익

자)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며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27조, 지방세

법 제179조의3,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의 원천징

수는 개인 ․ 법인 모두 해당되고 사업의 영위여부에 관계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

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소령 184②)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는 <표3>과 같다.

<표3>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대상소득

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금액 ․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

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게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 증권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부동산 ․ 산림 및 양도소득 제외)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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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천징수의무자의 특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 또는 위

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

다. 

또한 금융기관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2) 원천징수 대상소득

현재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국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소득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중 일부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갑종퇴직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소득세

법 제127조 및 제156조) 

②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증권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

③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농특법제7조)

④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15)(지방세법 제179조의3)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과 세율을 요약하면 <표4>와 

같고, 세목별로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를 요약하면 <표5>와 같

다. 

15) 지방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는 용어 대신 특별징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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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요약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해당여부

비    고

이자소득 ○
지급액의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신청분 30%, 
비실명이자 90% (종합소득합산제외)

배당소득 ○ 지급액의 14%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반 사업소득

○ 부가세면세인적용역․의료보건용역 지급액의 3% 
※ 봉사료 5%

갑종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 시 기본세율 적용
※ 일용근로자 8%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20%

퇴직소득 ○ 기본세율 적용

연금소득 ○

기업 ․ 개인연금 : 지급액의 5%
공적연금 :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  
           수 후 종합과세
※연금소득이 연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허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수입)에 
원천세율적용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양도소득

× 일반 양도소득

○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급액
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산림소득 ×

※을종근로소득과 을종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 2005년 10월 현재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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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세목별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

세목 원천징수의무자 대상소득

소득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  

  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모든 법인에 한함)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특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퇴직소득금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  

  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의 특정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에 귀  

  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건축․설계․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적용역소득

법인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특정수입포함)
□배당소득 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 귀속이 아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  

  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의 특정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대상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건축․설계․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인적용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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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원천징수의무자 대상소득

농어촌특별세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  

  면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16)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금액

주민세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에게 대상소득을 지  

  급하는 자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  

  는 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 없는 비거주자  

  에게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대상소득을 지  

  급하는 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없는 외국법인  

  에게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16)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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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 또는 거소이고,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

점 또는 주사무소가 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개인사업자의 경

우 원천징수한 사업장이며, 法人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또는 주사무소가 된

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지점 ․ 영업소 ․ 기타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

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납세지는 <표6>과 같다.

<표6>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

의 무 자
원칙 예외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주된 사업장소재지 이외에서 

원천징수할 경우

☞ 그 사업장소재지

그 거주자의 주

소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

주된 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

에서 원천징수한 경우

☞ 그 국내사업장 소재지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

류지

법    인
법인의 본점17) 

또는 주사무소

법인의 지점(영업소․기타사업장)

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의 소재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납세조합 납세조합의 소재지

17)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 :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지점․영업소․기타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일괄 원천징수․납부가 가능하다. (소법 제7조①, 소령 제5조③ : 2002.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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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의 종류와 면제 및 배제  

1) 원천징수의 종류

①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소법 제130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

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18)한다. 다만, 1년간 발생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원천납세의무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9)

②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

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익년 1월분의 급여를 지

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되나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익년 5월 1일부터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20)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8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원천징수세율(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55%)액을 공제한 잔액을 소득

세로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 납부로서 납세절차가 

완료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지급조서의 제출

18) 이 경우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제193조 제3항) 

19) 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3조 제4항 

20)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금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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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 없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계산구조를 보면 <표7>과 같다. 

<표7>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구조

①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8만원) = 일 용 근 로 소 득 금 액

② 근로소득금액 × 세          율 ( 8 %) = 산    출    세    액

③ 산 출  세 액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생산직에 속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전액 비과세이다. 

(계산사례)

일용노무자의 1일 근로소득 20만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200,000 - 80,000 = 120,000

  120,000 × 0.08  =  9,600

  9,600 - (9,600 × 0.55) = 4,320 → 원천징수소득세

  4,320 × 0.1 = 430 → 원천징수주민세 

③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오랜 재직 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

된 소득을 퇴직시점에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소득으로 퇴직급여,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일반근로자의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와 근속년수공

제를 한 후에 연도별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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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21)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

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징수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22) 또

는 원천징수세율2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익년 1월분의 연금소

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24)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며 이때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⑦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

며 연말정산 또한 같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10%를 납세조합공제로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22)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

23)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소득

24) 소득세법 제143조의4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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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①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5)  여기에는 이자소득으로서 공익신탁의 이익, 근로

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비과세소득으로서 상훈법에 의한 상

금, 기타소득26)으로서 과세최저한인 건당 50,000원27) 이하인 기타소득금액

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② 원천징수의 배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

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28)  이 

경우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소득이 일정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서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

바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의 원천징수가 제외된다. 

(원천징수의 배제사례)29)

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익년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미지급한 소득을 

소득자가 확정신고 납부하거나 기 과세된 경우

25)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6) 상금 ․ 사례금 및 경마당첨금 등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이자 ․ 배당소득 등 여타소득에 해당

되지 않은 소득을 말함 

27) 2004년 12월에 세법개정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금액이 종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

28)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29) 본 사례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별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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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익년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미지급한 소득

을 소득자가 확정신고 납부하거나 기 과세된 경우

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을 익년 종합소득세신고기한까지 미지급한 소득

을 소득자가 확정신고 납부하거나 기 과세된 경우

③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라 함은 지급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소액이어서 징수 및 

납부비용을 감안하여 과세의 실이익이 없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

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제

외)가 1,000원 미만인 때,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 비거

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 중간예납세

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30)  또한 법인세법상의 소액

부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다.31) 이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의 

경우에도 같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납세자별로 소액부징수 금액을 적용

하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납세자별이 아닌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

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일반 비원천징수대상 

납세자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다.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와 의무  

1.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영

수증을 교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하거나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 불이행으로 징수의무자가 대위납부

30)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31)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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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액(가산세제외)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32)

원천징수제도가 어떤 이론적 논거 하에서 정립된 제도가 아니라 징세편의

를 위한 제도로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

만 원천징수제도에서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천납세의무자

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

우에는 납세고지 ․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 소득의 귀속자의 납세의무와 다를 

바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3)를 원천징수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의 승인34)을 얻거나 국세

청장이 定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징수부의 비치

국내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각각 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

록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

3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 과세관

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추징하므로 동 추징세액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됨.

33)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말한다. 

3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25 -

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에 

해당한다. 

3) 원천징수관련 지급조서의 제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근로 퇴직 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익년 2월

말일 까지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이면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

음달 말일까지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산 상으로 근로자의 종전근

무지 소득 유무에 대한 자동검증은 불가능하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

자는 반드시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게 된다.  

그러나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상에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소득공제 이중공제, 종전근

무지소득의 합산과세문제 등 오류자료의 소명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매년 부

담지어지는 업무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는 퇴직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개선하여35) 퇴직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중도입

사자에 대한 종전근무지 소득자료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일 경우는 수동자료를 제출하여도 문

제가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도록 관세관청

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5) 익년 2월말까지로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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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천징수제도상의 권리구제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인 국가, 소득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귀속

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세 당사자가 있다.  이들 세 당사자간에 형성된 법률

관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다르게 된다. 

국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방법이 있

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상호간에 권리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와 원천징수세액의 직접 

징수납부자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부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권

리구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구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징수의

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이행하

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를 다투어 항고

소송과 함께 이와는 별개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

편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

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

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특별

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36)   

2.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고지의 전제가 된 원천납세의

36) 대법원 1997.12.26.선고 97누44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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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소극적으로 판시한

다. 37)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원천납세

의무자의 법률상의 권익을 직접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당사

자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계기로 하여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 ․ 퇴직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납

세의무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위법하게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경정처분을 당하거나 

환급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다툴 수 있다. 38) 

국세기본법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 당사자로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

로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9)

37) 대법원 1994.9.9.선고 92누22234판결

38)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문제”, 『계간세무사』, 가을호,2004. p54

3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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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ⅢⅢⅢⅢ장 장 장 장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제1절 납세협력비용의 문제점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납 또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미달납부세액의 10% 한도)

과 5% 중 큰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

며,40) 이 경우 국가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

으며 귀책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을 경우에만 미달납부세액의 5%의 가산

세를 직접 징수한다. 

원천징수관련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동일하

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가 국가 등일 경우나 납세조합

일 경우에는 차등적용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헌법

제11조)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어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미징수 

또는 미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41)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한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를 징수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

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조합으로부터 추징한다. 

40) 소득세법 제15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라한다)

41) 조세범처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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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관련 지급조서 제출제도

1) 지급조서제출의 개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근로 퇴직 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익년 2월

말일 까지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이면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

음달 말일까지이다.  

2) 지급조서제출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자가 제출기한 내에 지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유무에 관계없이 미

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를 지급조세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실시를 앞두고 소득자료의 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게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3) 지급조서제출제도의 문제점

근로소득에 있어서 현행 원천징수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제도 하에서는 원천

징수의무자가 전산 상으로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종전근무지 소득 유무에 대

한 자동검증은 불가능하다. 종전근무지가 있는 중도입사자는 반드시 종전근

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불이익

이 없게 된다. 그러나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대하여는 납세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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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상에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소득공제 이중공

제, 종전근무지소득의 합산과세문제 등 오류자료의 소명이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매년 부담지어지는 업무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2절 지급시기의제 과세의 문제점

1. 원천징수시기와 지급시기의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를 거

치지 않고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지급시기의제에 의한 원천

징수라고 한다. 

2. 문제점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지급일이 원천징수를 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지만,  지급이 

지연될 경우 과세행정에 부담을 주고 세수에 차질을 가져오므로 현실의 지급

이 없더라도 지급시기를 의제하기도 하고 의제배당과 같이 소득의 현실적인 

지급이 없이 경제적인 이익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시기를 판정하

기 어려우므로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다. 42)

이와 같은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함에 있어서는 시기의 선택이 실제 담세

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해야 함은 물론이나, 현행법에서는 적

정하지 못한 시기를 선택한 예를 볼 수 있다. 

42) 소득세법 제132조, 동법시행령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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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 미지급상태에 있을 경우 잉여금 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원천징

수의무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 문제, 법인의 귀속불분명소득이나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의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

세하는 것은 소득의 성격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자본감소나 

주식소각 및 해산, 합병분할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의제배당에 관한 지급

시기의 의제가 합당한 여부에 있어 문제점이 많다. 

의제배당이란 현실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부여되거나 

실현된 이익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

수는 실제 소득자에게 소득이 지급된 것과 같은 정도의 사법적 효과가 생기

고 이를 처분하여 소득화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43) 

  

제3절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의 문제점

1. 소득처분의 개요

법인세법 제67조에서는 소득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의 방법

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사외 

유출이 없는 경우에는 유보, 상기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2. 문제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있어서 귀속이 분명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익금에 

43) 이철송,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계간세무사』여름호, 2005.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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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유출이 분명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규정과 동조 제2항에서는 추계과세방법으로 결정된 

법인의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갑종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은 과세편의주의에 입각한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본다. 귀

속이 불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는 대표자에게 관리책임을 묻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으로서 불합리하다

고 하는 이유는, 어느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과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관련 원천소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법인이 그 소득을 지급한다는 의

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여처분된 소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능성

과 지급의사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기본적으로 과세의 편

의를 기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의 수입이 발생하는 시

점에 그 지급자에게 징수책임을 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급자에게 원천

징수의무를 과하기 위해서는 필히 지급자가 수입자에게 귀속될 수입을 관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를 요하는 것이며, 지급자가 지급의사를 가지고 지급하

여야 하며, 지급자가 세부담을 수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는 어떤 형태의 소

득으로 보든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소득의 지급이나 징수를 

정당화하는 어떤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지급자의 의사에 기해 지급된 것

이 아닌 만큼 수입자에게 귀속시킬 수입금과 세액을 배분하여 전자는 지급하

고 후자는 납부하는 등의 관리행위가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4)

44) 이철송, 앞의 책,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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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

1.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도

1) 납세조합의 의의

납세조합이라 함은 소득세의 징수가 곤란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농 ․ 

축 ․ 수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세사

업소득자 등이 조합을 조직하여 그 조합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징수 ․ 납부하

도록 한 단체로서 납세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납세

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를 진다. 

납세조합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세금을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점에서 원천징수제도와 같으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

수의무자의 의무와는 성질이 다르다. 

2) 납세조합의 조직요건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째,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

의무자가 50명 이상으로서 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둘째, 농 ․ 축 ․ 수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기타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 ․ 납부 및 환급에 관한 납세관리와 납

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넷째,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

로 규정을 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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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조합 원천징수제도

납세조합제도는 을종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세수

증대와 조세채무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행

정절차에 있어서 과세청의 시간과 비용 등 징세비를 상당히 절약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

에게 납세조합영수증을 교부하고 원천징수부를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또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할 경우 매월분의 소득세액에

서 10/100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데 이 공제세액을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이러한 납세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납세협력 유도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

으로45) 정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 ․ 납부함에 있어서 소요

되는 경비를 보상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금46)을 지급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에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의 지급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금전적 지원에 해당하는바 납세조합에 지원하는 교부금 수

준에 준하는 금액을 일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의 해소나 원천징수 

업무협조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

로 보인다. 

2. 문제점

영세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을 계산

할 때 실지 산출되는 소득에 관계없이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

45) 김두형, “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46)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 납부한 소득세액의 2%~10%범위 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 ․ 납부한 세

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한다,.



- 35 -

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따라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일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으며 영업상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익년도 5월 31일까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매월 납부한 소득세

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이는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제5절 연말정산제도의 문제점

1. 연말정산의 의의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매

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

시 연간소득(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

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연금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특별공제나 기타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각

종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세

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레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

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자금세액공

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47)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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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연말정산제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모

든 사업자는 반드시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또는 반기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거나 회피하고 있어 원천징수제

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특성상 수입이나 소득이 은폐될 가

능성이 높아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부담의 회피로 이어지게 되어 사회 계층간 불평등을 초래한

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비원천징수대상 

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를 선납하게 되므로 납부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자

간에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납부시기의 차이로 인한 소득자간

에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근로소득의 경우 특별공제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소득자가 제출하는 

특별공제서류를 제출받게 되는 바 특별공제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 세금 탈루는 물론 

성실 제출한 원천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48) 허위영수

증 등에 의해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본세는 물

론 가산세까지 추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원천징수업무의 확인49)이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에 있어 추징하는 사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연말정산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연적으로 납세협

력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증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48) 기부금납입증명서와 의료비납입증명서 또는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의 위변조 서류

가 많다.  

49) 소규모업체에 대한 원천징수업무의 확인은 과세 실이익이 없어 생략하고 있으며 대기업이나 정

부투자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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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련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주어진 허용 범위 내에서라도 과세관청은 납세

협력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법집행상에서도 융통성이 필요하다. 

제6절 전자신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문제점

1. 전자신고의 개요

1) 전자신고의 의의

전자신고(Electronic Filing System)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자신의 개인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

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

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

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정에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

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50) 

전자신고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조세행정시스템(TSM ; Tax System 

Modernizatiion)의 현대화를 통해 1992년부터 개시되었고, 영국은 ELS 

(The Electronic Lodgement Service)라 불리는 전자신고제도를 1996년경

부터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세종합관리시스템(KSK)이 도입되

어 2000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토대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2002년 4월1일부터 홈택스서비스(HTS ; Home Tax Service)51)를 시범적

으로 실시하여오다 11월부터 일반납세자에게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현재는 

50) 국세기본법 제2조 18~19호

51) 홈택스서비스는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신고, 민원증

명, 납부, 고지, 과세자료제출, 세무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세무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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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목 및 원천징수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HTS를 통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민원증명, 고지, 납부, 과세자료제출, 세무상담 등 거의 모든 국

세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0년 7월

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전자신고가 시범적으로 실

시되었고, 2001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전자신고의 신고대

상 세목도 특별소비세, 원천징수 및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여 주요 세

무신고의 대부분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시행초기 전산접속장애 및 각 

세무프로그램과의 호환상 애로, 이용자의 보안(신뢰성)에 관한 염려 등과 이

용자의 학습 및 전자인증서 교부와 설치 변환 등에 순응상 문제가 제기되면

서 국세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홍보와 교육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왔다.  

그 결과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세무신고서 정리 및 입력에 따른 징

세비용이 현저히 축소되었다.52) 그러나 최근53)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

은 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민원을 통하여 발급받은 서류의 신뢰

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전자민원서류의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하

였다. 

2) 전자신고제도의 도입효과

세법상 각종 신고는 조세채권 및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형성이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어느 부분보다 신뢰성

(무결성, 검증가능성)의 보장이 중요하다. 전자신고는 신고당국과 납세자간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의

사소통의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할 때 작성에 있어 

30%의 오류가 있었으나 전자신고의 경우 3%미만으로 축소할 수 있었다고 

발표된바 있다.54) 서면신고의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전산입력과정에서

52) 이종영, 전자신고제도의 의미와 효과 발전적 전개방향에 관한 고찰,『계간세무사 』, 여름호,   

  2004. pp. 51~52

53)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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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가 중첩하여 발생하며 원격지간 소명확인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전자

신고와 비교하면 이에 관련한 비용이 매우 증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세

무서에서 신고서를 접수받아 전산입력과 입력된 자료의 오류수정에 대부분의 

인력을 소모하던 것을 전자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입력비용 및 오류에 관한 

부담은 혁신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력과 비용은 감소되고 행정의 

신뢰성 등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전자신고의 효과를 과정별로 나누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편리성이 향상된다. 서면신고서의 접

수는 이동하여야하는 부담과 서로 확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누락 훼

손될 염려도 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행되었던 투입식 신고서 접수

제도는 접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방법이 없어 납세자와 세무당국간에 마찰

을 빚기도 하였다.55) 

둘째. 조세행정이 효율화 ․ 신속화 된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

가 없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비용도 절감된다. 각종 구비서류나 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신고의 경우 서면출력을 요하

지 아니하므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셋째, 납세정확도가 개선된다,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를 전산수록할  

경우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약3%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전자

신고의 경우에는 오류발생이 없으므로 수정에 관한 노력의 부담이 사라져 생

산성이 향상된다. 디지털화를 통하여 기업은 전자장부 및 증빙, 납세자의 납

세협력을 세무당국은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었다. 

넷째, 납세자에 대한 각종 자료정보의 관리가 촉진된다. 전자신고시스템에 

등록된 납세자정보는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청의 서버에 보존되어 전국

의 세무관서, 기타 관련부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개인 납세정보의 연결이 가

54) 이종영, 앞의 책, p. 54

55) 이종영, 앞의 책, p. 53



- 40 -

능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납세실적, 체납상황 등 각종 통계자료의 

획득과 분석이 간편해진다. 이에 따라 납세자신고사항에 대한 검토, 신고내용

의 조사, 부 적정한 신고의 선별과정이 종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2. 문제점

1)전자신고의 유용성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성이 제고되고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납

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부조리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신고내용의 입력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신

고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업무상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

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내용과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전자신고에 대한 지원56)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57)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

하여 소득세(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납세자

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신고를 모두 전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하며(총공제대상금액을 100만원, 세무법인이면 세무법인 

사원 1인당 100만원을 총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56) 조특법 제104조의8

57)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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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에 전자제출58)하면 지급조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최소1만원 최대

100만원)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59)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세

무사가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최소1만

원 최대100만원, 세무법인이면 사원 1인당 100만원 총300만원 한도) 세무

사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문제점

전자신고제도 이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전자신고를 활성화하

고 전자신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세무대리인

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고 있다. 전자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가 전자신고를 활성

화 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이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거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도 확정신고와 신고방법이 동일하

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업무는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

나 확정신고만 세액공제의 대상이고 예정신고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다. 

58)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59) 조특법 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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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ⅣⅣⅣⅣ장 장 장 장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제1절 납세협력비용의 개선방안

1. 징세비 지원제도의 도입

1) 원천징수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산정

  원천징수업무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의 산정은 원천납세의무자

의 인원 ․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리 소요되어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과세권자가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자의 과세자료 포착이 어려워 소규모사업장

의 은폐된 소득까지 과세소득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징세비용이 수

반되므로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하

여 원천징수세액과 총징세비용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원천징

수세액에 대한 징세비용을 납세협력비용으로 산정하였다. 

2)내국세징수실적 및 징세비 

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징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조세징수절차

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협력의무인 원천징수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원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협력비용을 본의 아니게 부담하

게 되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우리나라의 연간 내국세의 징

세실적에서 유추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먼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내국세 징세비 추이는 

<표8>과 같고 연도별 ․ 세목별 징수실적은 <표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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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연도별 내국세 징세비 추이

연 도
구 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징수세액 억원 704,769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징세비 백만원 595,132 691,228 755,329 817,575 879,652

정원 명 15,153 15,153 15,145 15,158 15,158

1인당징수액 백만원 4,651 5,715 5,894 6,374 7,062

1인당징세비 백만원 39 46 50 54 58

징수세액 100
원당 징세비

원 0.84 0.80 0.85 0.85 0.82

주 ① 정원은 매년 12월31일 현재 인원임

   ② 징수세액은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자료 : 국세청 제공 2004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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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연도별 ․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세목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70,476,911 86,601,302 89,271,712 96,616,603 107,048,638

○ 내  국  세 56,393,091 71,106,081 74,027,343 82,225,915 92,231,159

1. 직  접  세 27,138,489 36,913,454 36,759,872 39,261,692 47,734,645

  소  득  세 15,854,601 17,508,873 18,662,954 19,160,496 20,787,302

    신 고 분 3,531,014 4,279,134 5,454,554 6,860,358 7,167,847

    원 천 분 12,323,587 13,229,739 13,208,400 12,300,138 13,619,455

  법  인  세 9,365,392 17,878,435 16,975,149 19,243,149 25,632,684

  토지초과이득세 57 54 -85 -2 -

  상속증여세 901,176 988,873 948,392 856,163 1,315,058

    상 속 세 480,670 448,711 429,955 397,819 485,302

    증 여 세 420,506 540,162 518,437 458,344 829,756

  자산재평가세 1,017,263 537,219 173,462 1,885 -399

  부당이득세 - - - - -

2. 간  접  세 27,705,423 32,353,213 35,080,615 40,605,629 42,514,026

   부가가치세 20,369,037 23,212,042 25,834,726 31,608,756 33,447,038

   특별소비세 2,713,271 2,984,560 3,633,613 4,288,222 4,732,985

   주      세 2,077,975 1,962,493 2,468,163 2,655,001 2,726,181

   전  화  세 1,191,414 1,458,176 1,346,194 17,845 1,361

   증권거래세 1,353,726 2,735,942 1,797,919 2,035,805 1,606,461

3. 인  지  세 370,929 387,560 476,559 482,179 456,513

4. 과년도수입 1,178,250 1,451,854 1,710,297 1,876,415 1,525,975

○ 교  통  세 7,255,658 8,403,613 10,534,875 9,479,279 10,000,473

○ 방  위  세 1,552 -3,008 -1,035 730 2,198

○ 교  육  세 5,296,940 5,798,300 3,782,500 3,531,575 3,651,326

○ 농어촌특별세 1,529,670 1,296,316 928,029 1,379,104 1,163,482

주：①2003년 징수실적은 2002년 대비 10.8% 증가

    ②관세, 수입제세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함.

    ③교통세, 농특세는 1994년 신설   ④토지초과이득세는 1998.12.28폐지

    ⑤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폐지  ⑥전화세는 2001.09.01부터 부가가치세로 통합

   자료 : 국세청 제공 2004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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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천징수관련 징세비의 추산

우리나라의 내국세 징수실적과 징세비 추이(<표8,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징세비는 상당한 수준이다.  <표8, 9>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소득세에 대

하여 징세비를 별도로 산출하였을 경우는 <표10>과 같다.  

<표10> 

원천징수소득세 징세비의 산정

연 도

구 분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징수세액 억원 704,769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소득세원천분 억원 123,236 132,297 132,084 123,001 136,195

소득세원천분

제외징수세액
억원 581,533 733,716 760,633 843,165 934,291

징세비총액 백만원 595,132 691,228 755,329 817,575 879,652

원천분징세비

추   산   액
백만원 125,256 124,636 131,163 119,268 128,230

총징수세액

대비징세비율
% 0.84 0.80 0.86 0.85 0.82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3년 기준 징세비총액은 총징수세액 대비 

0.82%에 해당하나 소득세원천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징세비용이 수반되지 않

으므로 소득세원천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사실에 접근 가능한 수치라 생

각된다. 따라서 소득세원천분을 제외한 징수세액은 934,291억원에 해당하므

로 동 금액 대비 징세비총액의 비율은 0.94%에 해당한다. 동 비율을 기준으

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여하고 있는 징세비를 산정하면 1,282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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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교부금 지급제도의 신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

기의 징세비용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수반하고 있

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납부세액의 일정율(약5%)을 교부금을 지급하도

록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종의 사무보조비의 성격으

로 납세조합에 대하여 매월 징수 ․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2%~10% 범위 안

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을 지급하는 규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원

천징수납부세액의 규모, 원천납세의무자의 인원,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의 규모에 있어서는 차등을 둘 수는 있다

고 본다.  

2.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의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

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최소 미납세액의 5%)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1)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는 가산세의 부과 원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있든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든지 관계없이 상기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10%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의 부담을 완화시키자

는 취지에서 하한선을 5%, 상한선을 10%로 정하고 미납일수제도를 도입하

였다.  실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미달하여 납부하

였을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는 사실상 원천징수가 아닌 여타 가산세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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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담이 너무 가볍다.  대부분의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이루어져 업무의 과실 경중에 따라서는 20%~30%까지 부담이 되

고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에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고 납부불성실가

산세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원천징수제도를 악용하여 과세관청의 징세행정

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도입하여 신고의 성실성

을 담보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납

부불성실가산세를 하한선 5%를 삭제하고 상한선 10%를 기간에 비례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가산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원천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2항을 보면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자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

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원천

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이 아

닐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등이 아닐 경우의 

현행 가산세제도는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납부책

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는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부담이 상반되고 있어 국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58조 4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

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 보다는 한미간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개선방안

이중근로소득자의 발생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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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원천징수관련 지급

조서의 제출시기를 개정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자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익년 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을 종전60)처럼 퇴직월의 익월 말일이나 반기별 신고기한인 반기익월 10일까

지로 개정하여61) 퇴직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중도입사자에 대한 종전근무지 소득자료

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시기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하여 매월 또는 반

기별로 전자신고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 납부하고 있거나 (일정규모미만 사

업자일 경우는 수동자료를 제출 가능)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도

록 관세관청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급조세제출에 

관하여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특

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제2절 지급시기의제 과세의 개선방안

1. 지급시기의제에 관한 세법규정

소득세법 상 지급시기의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지급시

기의 의제],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

의 의제], 제143조의3[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

기의 의제]에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잉여금처분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처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

는 날까지 미지급일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소법 제132조 제1항)

60) (구)소득세법 제193조

61) 익년 2월말까지로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월의 익월 말일까지로 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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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

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그 신고일(소령 제192조 제3항), 세무

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에

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소령 제192조 제2항).

셋째,  의제배당의 경우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일, 준

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면 배정기준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이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이면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이면 분할등기를 한 날

에 지급한 것으로 각각 의제한다. (소령 제46조)

지급시기의제에 의한 소득별 원천징수의 시기를 요약하면 <표11>와 같다.

<표11> 

지급시기의제에 따른 원천징수시기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 시기
소득별 내용

이자소득
정기적금에 연결된 정기예금이자 정기예(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만료 시

할인매출방식어음 할인매출하는 날

배당소득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금미지급액 이익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의 제  배 당

주식소각, 자본감소 또는 전입 의결기관의 주식소각, 자본감소 또는 전입결의일

법인의 합병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의 해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  상
처분되는배당

법인소득 결정시 처분되는 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소득 신고시 처분되는 배당 법인의 과세표준및세액의 신고기일

근로소득

미지급 급여 12월 31일(단, 12월분은 익년1월31일)

법인의 이익
처 분 상 여

이익처분이  1~10월에 결정분 이익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익처분이 11~12월에 결정분 익년 1월 31일

법인세법  상
처분되는상여

법인소득 결정시 처분되는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소득 신고시 처분되는 상여 법인의 과세표준및세액의 신고기일

사업소득 보험모집인(간편장부대상자)의 모집수당 12월 31일(단, 12월분은 익년1월31일)

퇴직소득

미지급 퇴직급여 12월 31일(단, 12월분은 익년1월31일)

법인의 이 익
처분퇴직급여

이익처분이  1~10월에 결정분 이익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익처분이 11~12월에 결정분 익년 1월 31일

기타소득
법인소득금액 결정 시 처분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소득금액 신고 시 처분소득 법인의 과세표준및세액의 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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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지급시기의제의 규정은 원천징수의 시기를 정하여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운

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

게 보상없이 과하는 의무이므로 대상의 선정과 징수시기의 선정에 있어서 징

수의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한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거나 원천징수대

상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원천세액을 추징당하였을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를 과함

에 있어서는 그 대상과 징수시기의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입법적 배려를 해

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속불분명소득과 추계결정으로 인한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으로서

는 전혀 적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이 당초 상여나 배당 등의 목적으로 

부적정한 사외유출을 하였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라면 숨겨진 목적에 따라 소

득분류를 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에서는 제외함

이 타당하다. 

둘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의제는 私法상의 효력발생시기와 조화시키는 것

이 옳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제

배당이나 주식 ․ 지분의 형태인 경우에는 환가하여 원천징수할 재원을 조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법상의 의제배당소득이 확정된 시점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 등으로 시차를 두어 법인의 원천징수업무의 편의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62)

셋째,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지급시기의제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일로

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을 지급의제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제도는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지

급시기의제로 보는 기간을 지급조서의 제출시기와 같은 익년 2월 말일까지로 

62) 이철송, 앞의 책,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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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키거나 배당소득지급내역을 제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본

래의 원천징수제도상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절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의 개선방안

1.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그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렇게 귀속이 의제된 상여 등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결정 ․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에게 통지63)하여야 하나, 당해 법

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의 귀속자로 의

제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상여 등은 지급된 것

으로 의제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규

정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등은 소득처분 행위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므로, 결정 ․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그 귀속을 확인하였으므로 원천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 ․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 ․ 확정시키고, 원

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동일한 조세채무에 

대해 중복적으로 납세의무를 성립 ․ 확정시키는 것은 법리상 허용할 수 없는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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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귀속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소득금액 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도록 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수인의무를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64)  

  따라서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의 처

분을 받은 귀속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92조 제2항인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4절 납세조합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1.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농축수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의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각 조합

원의 매월분 소득금액(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65)를 한 금액에 기

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고, 여기

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산출세액의 10%)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1달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는 1월로 한다.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

합의 매월징수세액 계산의 흐름을 보면 <표12>와 같다. 

여기에서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실지소득유무에 관계없이 

64) 이승웅,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2003), pp.48~49

65)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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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66) 

<표12>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의 매월징수세액 계산의 흐름

 
(계산사례)

납세조합에 가입한 채소중도매인 A씨의 10월분 수입금액이 3억원일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면?

※ 코드번호 512215 ( 단순경비율 96.8% 기준경비율 2.5% )

  300,000,000 - (300,000,000 × 0.968) = 9,600,000

  {(9,600,000 × 12) × 0.35 - 11,700,000 } / 12 = 2,385,000 

  2,385,000 - 238,500 = 2,146,500 → 소득세원천징수세액

  2,146,500 ×    0.1   =  214,650 → 주민세원천징수세액

2. 개선방안

상기 계산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유무에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의 매월분의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실지 소득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매월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67)하고 있는 

바 이는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고 있는 비조합원과의 소득금액의 계산과 신고납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

지 않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납세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월분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

66)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3항

67) 소득세법시행령 제205조3항

 ① 매월분 소득금액 = 매월분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매월분 소득세 = {(매월분소득금액 × 12) × 기본세율} / 12

 ③ 매월 징수납부할세액 = 매월분소득세 -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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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순경비율대상자와 기준경비율대상자를 구분하여 기준경비율대상자일 경

우에는 직전년도 신고에 의한 소득율과 주요경비에 의한 기준경비율, 실지 

지출증빙에 의한 사업실적 중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주요경비에 의한 기준경비율 중 선택적용 

하여 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68)

제5절 연말정산제도의 개선방안

1. 소규모 사업장의 원천징수의 개선방안

  연말정산제도에서 나타나는 소규모 사업장의 원천징수 은폐 또는 회피문제

는 단지 원천징수세액의 탈루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비용의 축소로 인한 자

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거나 소득계층간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

하고 사회보험의 부담회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이

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모

든 사업자에게 불이행에 따른 행정벌(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원천징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천징수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업무를 간편화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

등을 간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의 부담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부담비율은 대략 급여대

비 약15%69)(업종에 따라 다름)에 달한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자가 과세자료

가 노출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회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

68)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무기장의 경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69) 국민연금보험료부담율 9%, 건강보험료부담율 4.48%, 산재보험료부담율 약0.6%(도소매, 음식점

업기준), 고용보험료부담율 1.15% 합계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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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세액 선납부세액공제제도의 도입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매월분의 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일정율을 근로소득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하여 타소득과 납부시기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완화한다. 

  이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일종의 납

세저축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원천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소득의 수령전에 원천징수되므로 보험료

나 공과금 등과 같은 자동납부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동납부할

인제도와 같은 성격이며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도에서 납세조합공제와 성격

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신청하여 1월31일까지 선납

할 경우에는 1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선납부세액공제제도와의 차이를 표로 나

타내면 <표13>과 같다. 

<표13>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선납세액공제제도와의 차이  

자료 : 이윤복외 5, 재정학, 학현사, 1999년 (세율은 2005년 10월현재)

구분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선납부세액공제제도

취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른 
소득과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제
하는 세액공제제도

개산공제의 성격이 아닌 실지로 선
납한 세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납
세순응에 대한 보전성격

공제대상
산출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이면 
무차별하게 적용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일정율

공제액
산출세액의 55%(산출세액50만원초
과이면 30%)

연말정산 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
에 공제율을 적용

효과

연간 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수준에 
비하여 혜택이 미약하고 산출세액
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므로 선납부
세액에 대한 배려가 없음

일괄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외에 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세저축
의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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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공제서류 제출제도의 개선방안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제도는 근로소득자를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항목으로 지출

한 것 가운데 특별한 조건을 갖춘 일부를 소득에 따라 정액 또는 일정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위변조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천징

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원천징

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납세의식이 투철하지 못한 

일부 약국이나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간이영수증 등을 남발하고 있어 

실지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허위기재하여 공제대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재는 I/T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소득공

제대상금액의 파악이 가능해졌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빙을 발급한 

사업체(기부처 포함)에서는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을 과세관청에 사전 제출

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동 자료를 전산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를 개발하여 허위 부당공제는 물론 원천납세의무자의 서류발급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원천납세의무자가 원

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전산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HTS)에 접속하

여 당해 소득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전산자료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공제대상 지출액은 신용카드

자료, 현금영수증자료, 보험료납입금, 교육비불입액, 주택자금상환액, 연금저

축납입액, 개인연금납입액 등이다.  

4. 원천징수업무의 단순화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 제도가 복잡 ․ 

난해하여 원천징수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원천징수

제도는 세무관청이 수행하여야 하는 징세절차의 일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부

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부담이 최소화되고 절차도 단순 ․ 명료할 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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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달리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지급시기의 의제,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 단순화 시키고 징수납부횟수도 더욱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세자가 효과적인 납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간편하게 저비용으

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납세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은 납세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용어가 어렵고 불명확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서식의 간소화도 필요하다.70) 따라서 현재의 납세

절차와 신고서식은 더욱 간편하고 작성하기 쉽게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전자

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되 보안성은 철저하게 유지하여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하는 세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6절 전자신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의 개선방안

 

1. 전자신고이용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1)

정부에서는 전자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72)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

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

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납세자

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총공제대상금액을 

70) 최명근, “세경칼럼.” 한국세경신문, 2004.

71) 조특법 제104조의8

7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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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으로 하되 세무법인인 경우 세무법인 사원 1인당 100만원을 한도

(총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2)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73)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Home Tax Service)에 의해 전자제출74)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최소1만원을 공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전자제

출하는 경우에도 지급조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인원 1인당 100원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최소1만원을 공제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세무

법인의 경우 세무법인 사원 1인당 100만원 총300만원 한도로 공제)을 세무

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개선방안

전자신고제도 이용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전자신고를 활성화하

고 전자신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8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

우에는 건당 1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

리인이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전자신고방법으로 

모두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을 공제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만 세액공제 대상

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

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신고자의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

73) 조특법 제104조의5

74)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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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므로 납세

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거

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

신고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에 따른 보수를 부

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도 확정신고와 

신고방법이 동일하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에서 규

정하고 있는 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1인당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월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원천

징수이행상황표의 제출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신

고업무에 있어서는 매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법인세 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보다 오히려 신고횟수가 많은 원천징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과세관청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

를 할 경우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방법에 의한 제출에 대하여

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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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ⅤⅤⅤⅤ장 장 장 장 결론결론결론결론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서 원천징수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징세실적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원천징수제도를 통하

여 과세관청은 징세비를 절감하고,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파악하여 조세포탈

을 미연에 방지하며, 근거과세를 구현하고,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

다는 장점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업무의 당사자에게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원천징

수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그 대상은 

명확하고 단순한 소득의 지급에 국한시켜야 한다. 원천징수제도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지

급시기의제에 따른 원천징수나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시 재산권 침해,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 기장소득의 무시,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서류의 제출

제도, 전자신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차등 등이 있다. 이는 세부담의 불균형

을 심화시키고 과세의 형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측면을 중점으로 하거나 

근로소득에 관련한 적정성, 형평성 등 실체적인 사항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규정된 구체적 사항들이 원천징수의무자라

는 제3의 법률적 주체가 매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의 미흡

성, 세부담의 왜곡 등 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간과하여온 것

이 사실이다. 실체적 규정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고 적절한 사후관

리 장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정에서 적시한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자 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개선문제이다.  원천징수관련 가산세의 부담은 착오

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부과하며, 원천납부세액의 일정액을 납세

협력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퇴직자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제도를 

퇴직월 익월 말일까지로 하고 종전근무지 자료를 공유토록 하여 이중근로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급시기의제 과세문제이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시에 세액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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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것인데 소득의 지급없이 원천징수의무를 과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과 

징수시기의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입법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제시기

를 적정하게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

해야 한다. 

셋째,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문제이다. 소득의 처분행위가 그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귀속자

에게 직접 과세토록 하며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서 조합원의 매월 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 소득과 관련없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

합리하므로 기장의무에 따라 직전연도소득율과, 주요경비를 반영한 기준경비

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사업장이 원천징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편화 하

고 사회보험율을 인하하며, 특별공제를 위한 서류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공제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신고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하는 납세자까지 확대하여 모든 이용자간에 혜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제도, 그 중에서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나름대로 개선방안

을 모색해 보았으나, 연구자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

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차후에 보다 깊은 연구를 해주길 바라면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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