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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현황) 2017년 10월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존 비거주자의 기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관리 규정의 주요 문
제를 해소하고자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공포,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원인과 분석) <공고>는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배당금의 원천징수시기 개정, 과세표준 계산 방식의
명확화, 외화환산 기준일 세분화, 비거주자 자진 납세 기한 완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규정 관련 명확화, 계약서
비안 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전망과 시사점) <공고>의 시행으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징수관리 측면에서도 정
부기관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비거주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1. 이슈 현황

2017년 10월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존 비거주자의 기업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관리 규정의 주요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공포하였으며, 본 <공고>
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공고>는 「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의 심화 및 조세 환경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세총발[2017]101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동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동법 실시세칙 등에 근거하여 작성
- <공고>의 시행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 방법(국세발[2009]3호)」 및 「비거
주자기업의 지분양도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국세함[2009]698호)」의 전문을 폐지하고
기타 관련 법규 중 일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

□ <공고>는 기존 원천징수 업무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행정 부담과 조세순응 비용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한편 ‘팡관푸’의 행정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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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이양 원칙에 따라 징수관리 기관을 명확히 함.

2. 원인과 분석

<공고>는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주식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 시기를 ‘실제 지급일’로 개정

□ (배당금의 원천징수 시기) 기존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
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4호)」에서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 시기를 ‘이익 배당 결의일 또는 실
제 지급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였으나, <공고>에서는 ‘실제 지급일’로 개정함.
- <37 공고>의 개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익 배당 결의일 이후 실제 지급 시에 원천징수를 함에
따라 계약서 준비 기간 및 자금관리 측면에서 조세 행정의 편의성이 증대됨.

<공고>는 비거주자의 재산 양도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와 재산 양도소득 중 주주권 양도소득을 지급하
는 경우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함.

□ (재산양도소득의 분할 지급 시 과세표준의 계산) 비거주자기업에 재산양도 소득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
자원가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

□ (주주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기존 <국세발[2009]3호> 및 <국세함[2009]698호>의 주주권 양도 소
득의 과세표준 방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주주권 양도 수익에서 세무상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세무상 취득가액 계산 시 피투자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주주이익잉여금 중 해당 주주권으
로 분배 가능한 금액을 차감할 수 없음.
- 주주권을 단계적으로 취득하고 그 주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무상 취득가액 중 양
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주주권의 취득가액으로 확정함.

<공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한 화폐성 자산에 대하여 비인민폐화폐로 지
급 혹은 계산한 경우에 대해 외화 환산 기준일을 납세 방식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였으며, 특히 재산
양도소득의 경우 취득원가와 양도가액을 양도 시점의 인민폐로 환산하는 규정을 개정함.

□ (외화환산 기준일의 세분화) 외화 환산 기준일을 납세방식에 따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화폐성 자산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도래
로 지급하는 일을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을 외화환산 기준일로 함.
- 주관 세무기관의 징수부과 이전에 비거주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 납부서 발급일의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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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외화환산 기준일로 함.
- 주관 세무기관이 비거주자기업에 징수 부과하는 경우에는 징수부과 결정일의 전 날을 외화 환산 기
준일로 함.

□ (재산양도소득의 외화환산) 기존 <국세함[2009]698호>의 재산양도소득의 외화환산 방법을 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보다 명확해짐.
- 재산양도소득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외화환산이 필요한 화폐성 자산이므로 외화 환산 방법
에 따라 인민폐 재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음.
- <공고>는 본 공고 제4조의 외화환산 기준일에 따라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인민폐로 환산하고, 양
도가액은 양도시점의 인민폐로 환산한 후 <기업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재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함.

<공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
우 비거주자가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를 자진 신고함에 있어 납세 기한을 기존 규정보다 완화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도록 개정함.

□ 기존 <국세발[2009]3호> 및 <국세함[2009]698호>에서는 비거주자기업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기산일로
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기한 경과 시 체납금 발생
- <국세발[2009]3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하거나 기간 도래로 지급할 날로부터 7일 이내
- <국세발[2009]3호> 계약서상의 지분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

□ <공고>는 비거주자기업이 자진 납세 기한을 완화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여되며 기한 경과로 인한 체
납금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하지 않아 세무기관이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기한’ 내 신고 납부
-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 납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 비거주자기업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납세한 것으로 간주함.

<공고 37호>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과 원천징수 의무 이행은 하였으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구체
적인 상황을 열거하여 명문화함.

□ <세수징수관리법>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체납금 부과 규정을‘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공고 37호>는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
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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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사실을 고지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 재무제표에 원천징수 할 세액을 인식한 경우
- 납세 신고 시 원천징수 세액을 별도로 공제하거나 별도로 상계 처리한 경우
-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고>는 계약서 비안 제도의 폐지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
하는 한편 비거주자기업의 소득 발생지가 다양한 경우 등에 대해 주관 세무기관을 명확히 함.

□ (계약서 비안 제도의 폐지) 기존 <국세발[2009]3호>에 따라 계약서를 비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국
의 요청이 있을 시 사후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로 개정함.
- <세총발[2017]101호>에서 비거주자기업 원천징수 계약서 비안을 취소하는 의견을 공고함.
- <국세발[2009]3호>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기업과 매번 원천징수가 필요한 계
약(수정, 보충, 연장 계약을 포함)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기
업소득세 계약서 비안 등록서>와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

□ (제출 서류의 간소화) 기존 <국세발[2009]3호>에 따라 계약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잔금 청산일 이전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전체 계약금액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보고서, 과세 증빙 등을 정산하여 제
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공고>는 이를 폐지함.
- 다만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원천징수 관련 계약
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여전히 원천징수 세액 장부와 계약 자
료를 보관 및 기록할 의무가 있음.

□ (징수관리 기관의 명확화)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과 소득 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이 확정하
고, 일정한 경우 세무기관 간 상호 업무 협조 체제 및 처리 절차를 법규화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의 과세대상 소득마다 소득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을 공고
-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동일 항목의 소득이 여러 소득 발생지가 있는 경우 및 비거주자 기업이 미
원천징수 소득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거주자기업이 한 지역의 세무기관을 선택하여 납
세하면 이를 접수한 세무기관이 관련 세무기관에 고지하도록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자의 주관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득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각 세
무기관은 상호 협조 하에 사안을 심사하고 고지하도록 함.

3. 전망과 시사점

- 4 -

CSF 이슈분석

<공고>의 시행으로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징수관리 측면에서도 정부기
관 간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비거주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됨.

□ <공고>는 비거주자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관련 법규의 명확
화, 원천징수 절차의 간소화, 배당금의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기를 실제 지급시기로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함.

□ <공고>는 계약서 ‘팡관푸(放管服)’개혁의 심화 및 조세 환경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에 따라 계약서 비
안 제도를 폐지하고 징수 관리 기관 간에 정보 공유 및 고지해야 함을 명문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징수관
리가 가능해짐.

참고문헌
- 中国政府网(2017.04.27.), 国务院常务会议确定进一步推进“多证合一”和削减工商登记前置审批等
- 国家税务总局(2017.05.23.), 关于简化税务行政许可事项办理程序的公告_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21号
- 国家税务总局(2017.06.19.), 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简化税务行政许可事项办理程序的公告》的解读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
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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