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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개선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개선방안
전병욱*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
상방식을 개선해서 택스갭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확인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추계방식
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도 연간 금액으로 환
산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들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우 포괄적인 추계방식 적용요건을 비교대상 주요 국가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
정해서 구성비율을 낮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각각 2.6배 및 3.2배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해
동(同)배율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 적용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세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산
출세액의 20%에서 4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상 매입하는 재화 용역 중 증빙을 제출하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더라
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우선 계정과목을 훨씬 세분화해서
대다수의 필요경비가 “기타비용”으로 기재되는 현행 과세실무 대신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부적
거래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와 함께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강화된 납세협력비
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
성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간편
장부의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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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Revise Sole Proprietors’ Estimated-Income Based Tax Return
Filing to Reinforce Tax Compliance
Byung Wook Ju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in order to heighten faithful
individual tax report through improv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eductible expenses and,
as a result, reducing the tax gap.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tax laws and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
current year’s revenues, not previous year’s revenues, should be made use of to decide a
sole proprietor’s tax report status - that is, whether he/she falls into either the plain
estimation method type or the simplified bookkeeping type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real substance of his/her business.
Second,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materialized so as
not to be easily taken advantage of for tax avoidance, and the magnification ratio ceiling,
over which the taxable income of a sophisticated estimation method-type sole proprietor is
unable to be computed,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type sole proprietor, should be
lowered with the same purpose.
Third, the penalty tax rate for neglecting bookkeep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generally accepting accounting principles type sole proprietors, because much lighter tax
disadvantage is unfairly imposed on those larger businesses despite their relatively stronger
obligation to be faithful.
Finally, accounting title in the “simplified book”, adopted for smaller sole proprietors
instead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much broke down to clearly report detailed
deductible expenses, and the simpled book itself should be submitted to tax authorities in
individual tax report, and adequate tax incentive should be offered to those sole proprietors
who keep the simplified book for tax purpose.
Keywords: Sole proprietors, Deductible expenses, Estimation method, Simplified book, Tax
compliance cost
* Byung Wook Jun(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 bwjun@uo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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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비사업자의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낮은 세금부담
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
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리지갑”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부담과 관련
해서 주기적으로 조세정책의 중요한 개편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부담과 실제 세금부담 간의 격차
를 의미하는 택스갭(tax gap)은 과소신고 갭과 과소납부 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
자의 낮은 세금부담 수준은 이들 중 과소신고 갭과 관련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과소신고 갭은 다시 신고기한 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과세관청이 발견한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과세관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갭과 관련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라고 하였다. 즉,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납세
자의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신고자 수가 많고,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이나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사업 등이 많아서 과소신고 갭의 발생 가능성과 소득 대비 과소신
고 세액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 김용민과 고두갑(2005)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율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
다. 또한, 김인영과 김태석(2011)은 납세자의 특성보다는 과세관청의 세원관리의 미비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낮은 소득율로 인한 조세포탈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2).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해서 택스갭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 내용이 아니라 간소화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에 따른 필요경비 계상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구체적으로, 2011년의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의 표본분석 결과 관측된 과소
신고율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이 각각 6.9% 및 17.5%로 나타나서 과소신고 갭을 나타내는 총과소
신고율은 24.5%로 추정되었다.
2) 이 밖에 개인사업자의 소득분위에 따른 택스갭의 규모와 관련해서 신영임과 강민지(2014)는 2007년-2012
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세 탈루율은 2007년-2012년의 기간에 걸쳐 33.9%
에서 21.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상위 10% 소득계층의 소득세 탈루율은 동(同)기간에 걸쳐 35.3%
에서 29.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 탈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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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도적 분석
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제도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3)4).
이러한 소득세의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분류과세
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결집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들이 종합소득으로 구분되고, 사업소득도 여기에 포함되
는 것이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개별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
득금액을 계산하고5), 개별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종합소득금액=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6%-42%의 누진세율 구조인 기본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세액감면･공제를 차감해서 최종적 세금부담인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그 결과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성, 독립성 및 계속･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
고 한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6) 반면 특정한 사업은 소
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7),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더라도
특정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다8).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모두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분은 없지만,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9) 또는 납세조합징수를10) 적용하고, 특정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의무가 있다.

3) 그 결과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데,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및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4) 개별 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은 계속적･경상
20 번 항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
적 발생분에 국한해서 각주 6)의 ◯
등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반면 기타･퇴직･양도소득은 불규칙적･일시적 발생분도 포함하는
것이다.
5) 단,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대신 귀속법인세를
합산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6)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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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사업소득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데11), 과세관
청의 결정･경정과 함께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되(이하 “장부방식”), 예외적으로 특정 사유로12) 인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방식으로 계산한
다13). 여기서 추계방식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인데,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따른 일반적인 추계소
득금액의 계산방법은 <표 1>과 같다. 여기서 <표 1>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신규사
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표 2>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
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14)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15).
단, <표 2>와 같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

농업(식량작물재배업은 제외)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A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B(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C
㉑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⑫

*A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①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② 선박 및 항공기 ③ 기계 및 장치
④ 동물과 식물 ⑤ 앞의 ①-④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특허권, 광업
권, 어업권,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B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불도저, 덤프트럭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
년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C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응하여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소
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취지이7다(2017년 이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에 따른 소득에 한정하여 사업소
득으로 과세하였다). 단,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장부 작성 등의 협력의무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종전과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7)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즉,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발급과 그 합계표의 제출, 장부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비사업자는 이들 의무를 부
담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유치원, 초 중등학교 및 대학교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 및 장기요양사업
8)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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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소득>

구분
비과세 사업소득의 범위
논 밭 임대소득 작물 생산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경우의 임대소득
소유자의 동(同)주택 임대소득 (단, 고가주택*A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
주택 임대소득 1주택
소득은 제외)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 농가부업규모의
그 밖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B
전통주를 농어촌지역에서*C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전통주 제조소득 일정한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D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산림소득 조림기간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기타 작물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
소득
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A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동(同)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B 농가부업규모 초과분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同)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0만원
기준 적용
*C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
*D 조림하지 않은 자연림과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제외
9)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 중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저술가 작곡가 등 일
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사업자 및 법인 등이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함.
①

②

*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은 전병욱(2019)을 참고함.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매월 지급금액 3%*
×

* ②에서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20%, 접대부･댄서와 기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
하는 일정한 봉사료는 5%
10)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그 세액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비해 필요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손금”으로 계산한다.
12) 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
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
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의 시가 또는 각종 요금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
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3)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
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14)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표 2>의 업종별 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단,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나 변호사업, 심판변론
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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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에 비해서는 크게 높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
금액에 미달하는”의 규정은 수입금액의 연도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법령에서는 대부분
추가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일반적인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구분
일반적인 추계소득금액의16)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 = MIN( ,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입비용과17)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종업원의 급여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임금 및 퇴직급여18)–(수입금액 기준경비율)*A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단순경비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B19)
×

① ②

①

×

②

×

A

복식부기의무자는20)

*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
*B 간편장부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

{(수입금액×기준경비율)÷2}

<표 2>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업종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
6,000만원
3억원
업, 그 밖에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하 “ 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
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3,600만원
1억5,000만원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
험업(이하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2,400만원
7,500만원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이하 “ 업종”)
①

② ③

①

②

②

③

③

15) 단,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④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
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16) <표 1>과 같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
산한다.
17)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8)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증명서류에 의해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19)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0)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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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방식과 구분해서 장부방식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세액 신고와 관련해서는 간
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
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MIN({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
득금액)×20%}, 100만원)으로 계산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한다21). 또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는22)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
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
액)×20%}로 계산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다.

<표 3> 장부신고 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기장시)

무기장가산세(무기장시)
○
○*

×

○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여기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과 관련해서 “간편장부”는 “①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참
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인데23),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간편장부 고시”에서24) 규정한 간편장부 서식상 기재사항은 <표 4>와 같고, <표 4>의 “계정
과목”의 기재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4> 간편장부 서식상 기재사항25)26)
①
④
⑦

일자
거래처
고정자산 증감(매매)*

②
⑤
⑧

계정과목
수입(매출)*
비고

③
⑥

거래내용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⑤-⑦은 금액 및 “부가세” 기재

21) 단, ①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②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소규모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신규사업
자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이다.
2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9항
24) 국세청 고시 제2018-24호(2018.7.31.)
25) 간편장부대상자는 <표 4>의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등 2개 이
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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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간편장부 서식상 “계정과목”의 기재내용

비용

구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
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고정자산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도

이와 별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27) 대해서는
세무사 등에게28) 장부의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는데, 동(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
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성
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29) 제출해야 한다30).
26) 간편장부의 일반적 기재요령은 아래와 같다.

<간편장부의 일반적 기재요령>

①
②
③
④

⑤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고란
에 기재함(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
주함).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
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2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은 아래와 같다.

업종
업종
업종
업종

①
②
③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

28) 세무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29)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다.
30) 성실신고확인서와 관련한 혜택 및 제재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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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필요경비의 계상 등과 관련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장부방식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방식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부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기장가산
세의 불이익은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신고유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가능한데,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표 6>과 같다.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성실사업자와 같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의 항목별 공제를 적용가능*A
A
B
C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 MIN(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60%, 120만원)
①
②
③

×

*A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B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C 동(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
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세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함(이처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
수시선정 세무조사 가능
①

×

②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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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2014년-2018년)31)

(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외부조정32)
1,012
22.1%
1,088
21.9%
1,174
22.2%
1,267
22.3%
1,290
21.3%
1,166
21.9%

장부방식
추계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성실신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87
133
1,442
443
1,373
4.1%
2.9% 31.4% 9.6%
29.9%
193
138
1,498
465
1,583
3.9%
2.8% 30.2% 9.4%
31.9%
212
145
1,533
494
1,738
4.0%
2.7% 29.0% 9.3%
32.8%
212
151
1,618
526
1,916
3.7%
2.6% 28.4% 9.2%
33.7%
229
209
1,762
551
2,027
3.8%
3.4% 29.0% 9.1%
33.4%
207
155
1,571
496
1,727
3.9%
2.9% 29.5% 9.3%
32.5%

계
5,053
100%
5,483
100%
5,875
100%
6,394
100%
6,911
100%
5,943
100%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상의 비판적 평가
전술한 <표 6>과 같이 장부방식 대신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41.8%로 높은 수준이고, 복식부기 대신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同)비율이 71.3%까지
증가해서 편의적 신고방식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방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개별 신고방식의 특성에 따
3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성실납세방식 신고자는 2014년의 구분에서 제외하였다(<표 7> 내지 <표
9>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2)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자기조정계산서), 복식부
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등(“외부세무조
정 대상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조정반(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에 소속된 변호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외부조정계산서).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무방하지만 외부
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업종
업종
업종
업종

①
②
③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기준
6억원
3억원
1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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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세금부담 수준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개인사업자들 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문제점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신고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전체적인 세금부담 수준의 경감으로 인한 납세자 유형 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표 7>의 평균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 8>의 비율차이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7>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2014년-2018년) 평균 총수입금액(1억
8,093만원)은 근로소득자(3,408만원)에 비해 크게 높고, <표 2>의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해서
개인사업자들 중에서도 장부방식(2억7,598만원)이 추계방식(4,845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同)기간에 장부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역시 <표
2>의 수입금액기준을 반영해서 복식부기의무자(4억7,900만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자(7,851만원)에 비해 크게 높고, 추계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8,980만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3,658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순한 수입금액 규모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차이와 관련
해서는 <표 6>과 같이 필요경비의 계상에서 장부방식과 추계방식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즉,
필요경비가 높게 계상되는) 신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율(15.4%)은 필요
경비 계상을 위해 정형화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총급여액 구간에서 공제율이
낮은 근로소득자(74.0%)에 비해 크게 낮고, 개인사업자들 중에서도 장부방식(13.5%)이 추계
방식(30.7%)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同)기간에 장부방식을 적용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12.7%)의 소득율이 간편장부대상자(18.3%)에 비해 낮고, 추
계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23.3%)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35.9%)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2.2%)은 근로소득자(5.3%)에 비해 크게 낮고, 개인사업
자들 중에서도 장부방식(2.2%)이 추계방식(2.7%)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同)기간에 장부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2.3%)의 실효세율이 간
편장부대상자(1.2%)에 비해 크게 높고, 추계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2.5%)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2.9%)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4).

33) 이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 중에서도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율(12.1%)
은 간편장부대상자(18.3%) 및 추계방식(30.7%)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이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 중에서도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실효세율
(3.2%)은 간편장부대상자(1.2%) 및 추계방식(2.7%)과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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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신고유형별 평균금액의 비교(2014년-2018년 평균)

개인사업자

(천원)

외부조정
총수입금액 346,672
종합소득금액 44,982
과세표준 38,505
산출세액 7,219
결정세액 6,228

장부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성실신고
182,284 1,870,179
27,481 225,406
21,935 216,361
3,208 67,207
2,618 59,464

간편
장부
78,505
14,348
10,057
1,269
981

추계방식
기준 단순 평균
경비율 경비율
89,804 36,580 180,927
20,894 13,116 27,928
16,245 9,584 23,184
2,681 1,383 4,737
2,273 1,061 4,044

근로
소득자
34,076
25,206
18,409
2,524
1,791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표 8>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신고유형별 비율차이의 비교(2014년-2018년 평균)

개인사업자

장부방식
추계방식
근로
복식부기
소득자
평균
간편 기준 단순
외부조정 자기조정 성실신고 장부 경비율 경비율
종합소득금액 총수입금액(소득율) 13.0% 15.1% 12.1% 18.3% 23.3% 35.9% 15.4% 74.0%
과세표준 총수입금액
11.1% 12.0% 11.6% 12.8% 18.1% 26.2% 12.8% 54.0%
결정세액 총수입금액(실효세율) 1.8% 1.4% 3.2% 1.2% 2.5% 2.9% 2.2% 5.3%
산출세액 과세표준
18.7% 14.6% 31.1% 12.6% 16.5% 14.4% 20.4% 13.7%
결정세액 과세표준
16.2% 11.9% 27.5% 9.8% 14.0% 11.1% 17.4% 9.7%
구분

÷

÷

÷

÷
÷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 및 구성비율을 비교한 <표 9>를 통해서도 납세
자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특성 차이와 이로 인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의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면세자 비율은 개인사업자(15.2%)에 비해 근로소득자(43.3%)가 크게 높고, 개인사업
자들 중에서도 장부방식(20.9%)이 추계방식(7.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同)기간에 장부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15.5%)의 면세자
비율이 간편장부대상자(26.0%)에 비해 낮고, 추계방식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기준경
비율 적용 대상자(18.8%)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4.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35) 이와 함께 복식부기의무자 중에서도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면세자 비율
(6.6%)은 간편장부대상자(26.0%) 및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18.8%)와 비교해서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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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면세자 중 필요경비의 적용으로 인한 면세자의 구성비율은 정형화된 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자는 거의 없는 반면 개인사업자(24.9%)는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40.8%) 및 기준경비율 적
용 대상자(33.7%)의 구성비율이 간편장부대상자(17.9%)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면세자 중 소득공제의 적용으로 인한 면세자의 구성비율은 개인사업자(33.3%)
와 근로소득자(29.5%)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40.6%)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66.3%)의 구성비율이 복식부기의무자(17.6%) 및 단순경
비율 적용 대상자(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체 면세자 중 세액공제･감면
의 적용으로 인한 면세자의 구성비율은 개인사업자(38.4%)에 비해 근로소득자(70.5%)가 크게
높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98.9%)의 구성비율이 복식부기의무자
(41.6%), 간편장부대상자(41.5%)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9>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신고유형별 종합소득세 면세자 비율 및
구성비율(2014년-2018년 평균)

(천명)
신고인원
면세인원
필요
경비
면세 소득
인원 공제
구성
공제
감면

외부조정
1,166
193
16.5%
80
41.4%
33
17.3%
79
41.2%

장부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성실신고
207 155
35
10
16.8% 6.6%
11
6
32.4% 57.4%
7
1
21.5% 10.3%
16
3
46.1% 32.3%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1,571
409
26.0%
73
17.9%
166
40.6%
170
41.5%

추계방식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계
496 1,727 5,321
93
71 810
18.8% 4.1% 15.2%
31
0.2 201
33.7% 0.3%36) 24.9%
62
1 270
66.3% 0.8% 33.3%
037)
70 311
0.0% 98.9% 38.4%

근로소득자
17,598
7,625
43.3%
0.2
0.003%
2,248
29.5%
5,376
70.5%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높은 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4.1%)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인식과 차이가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낮은 면세비율은 <표 1>과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다르게 주
요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의 항목이 제한적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6)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는 <표 1>과 같이 “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의 적용
을 통해서는 종합소득세의 면세에 해당할 수 없는데, 국세통계연보의 구분에 따라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결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서도 {(수입금액×단순경비율)+
결손금+이월결손금}>수입금액 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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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근로소득자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의 특징 및 개인사업자 간의 세금부담의 차이는 납세자 유형에 따른 현행 소득세법의 세액
계산구조의 차이와 함께 <표 7>과 같이 기본적인 총수입금액의 규모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2014년-2018년)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수
입금액 규모별 소득율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근로소득공제의 적용으로 인해 수입금액
(총급여)의 증가에 따라 소득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우 영
세한 수입금액 1,000만원 이하 해당자를 제외하면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라 소득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증가에 따른 소
득율 감소는 <표 8>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입금액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율이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비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표 9>와 같이 전체 면세자 중 필요경비의 적용으로 인한 면세
자의 구성비율도 복식부기의무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의 신고방식과 관련해서 개인사업자들 중에서는 복식부기의
무자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필요경비의 계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0>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의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율(2014년-2018년 평균)38)

수입금액 규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2,000만원
2,000만원-4,000만원
4,000만원-6,000만원
6,000만원-8,000만원
8,000만원-1억원
1억원 초과
평균

개인사업자
25.5%
33.4%
26.5%
20.4%
17.2%
14.6%
9.9%
11.7%39)

근로소득자
37.5%
52.3%
66.7%
75.2%
80.9%
84.0%
89.7%
74.0%

평균
33.9%
48.6%
59.4%
64.3%
66.6%
62.9%
19.8%
36.4%

*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37)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2018년의 평균에서는 세액공제･감면까지 차감한 후의 결정세액의 신고인
원이 과세표준의 신고인원보다 더 많아서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추가적 면세인원이 (-)가 되는 집계상
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동(同)면세인원을 “0”으로 기재하였다.
38) 단, <표 7> 내지 <표 9>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유형별로 구분한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없다.
39)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자 중 과세미달자는 제외하고 집계했기 때문에 <표 8>의 개인사업자 평균
(15.4%)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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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문제점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방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상해야 하지만, 소득세법은 예외적인 추계방식을 허용하고40), 장부방식의 경우
에도 비교적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에 의한 필요경비 계
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표 6>과 같이 장부방식 대신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복식부기 대신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한 간소
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同)비율이 70%를 초과하고 있다.
실제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필요경비의 산입을 허용하는 추계방식은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작성 능력이 부족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와 관계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장부방식보다 추계방식의
선택을 통해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소득율을 낮추고, <표 3>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까지 포함한 총부담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추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계방식의 과도한 허용이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
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2017.3.20.부터 2017.4.14.까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특정감사에 대한 2017.7.20.자 감사보고서(기장 및 경비율제도 운영실태)에서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표 11>과 같이 제시했는데, 소득금액의 과소신
고와 관련한 <표 11>의 개별 문제점은 모두 소득세법에서 허용하는 추계방식에 의한 종합소
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관련 문제점

경비율제도 및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관련
-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보다 높게 결정하
여 무기장 사업자의 세부담이 기장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고,
- 기장 및 증빙수취 효과를 반감시키는 소득상한배율제도를 5차례에 걸쳐 연장 운영함으로써 경비
율제도 도입취지 훼손

①

40)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계방식의 선택적 적용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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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및 사후검증 관련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조사 회피 및 세부담 경감 등의 목적으로 추계신고하는데 대한 가산세부과
등의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미납하거나 경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소납부하고 있는데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추계조사결정 기준 및 경비율 적용 판단 기준 운용 관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선 과세관청의 추계업무 혼란 및 과세형평 저해
-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결
정함으로써 납세자 간 조세형평이 저해되고 경비율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②

③

* 자료: 특정감사 감사보고서(기장 및 경비율제도 운영실태)(감사원, 2017.7.20.)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유와 무관하게 합법적인 절세수
단으로 추계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요 국가의 추계방식 소득세 신고제도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와 같이
적용요건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인 반면 구체적 추계방식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포괄적 적용요건이 우리나라의 높은 추계방식 채택비율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주요 국가의 추계방식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제도41)

국가

적용요건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에 신고소득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과세관청이 산
프랑스 금액과
정한 추계소득금액 간에 1/3 이상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규칙적으로 적용한 회계방법을 이
미국 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적용한 회계방법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장부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장부 등의
많은 경우, 동업자에 비해 소득
일본 오기탈루가
율 등이 낮은 경우 또는 이중장부를 작성하
는 경우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중요한 부분이 허
우리나라 장부
위 또는 미비한 경우

추계방식
산정요소법(주택, 별장 및 가정부 등의 12항
목 중 개별 요소에 규정한 금액 등의 산정방
법)
순자산법, 은행예금법
합리성이 있는 모든 추계과세방법(순자산증
감법, 소비액법, 은행예금법, 효율법 및 비율
법 등)
비율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동업자권
형법 등)

<표 2>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을 비교하면 <그림 1>
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표 13>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표 13>과 같이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유형① 및 유형②

41) 강동휘(2012)를 참고하면서 국가별 최신법령을 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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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추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및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를 통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고42),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큰
유형③의 경우에는 추계방식을 적용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의 부과를 통해 종합소득산출세액
의 20%에 해당하는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추계방식과 장부방식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
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중의 개인사업자가 추계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해서 장부방식에 비해 유리해서 종합소득금액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감사원이 지적한 <표 11>의 문제점은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해서 장부방식과 비교한 추계방식의 현실적인 세금부담 감소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3>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수입금액 규모
추계방식의 유형에 따른 구분
장부방식의 유형에 따른 구분
추계방식 적용시의 과세상
불이익(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비율)

유형
소규모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40%*
①

유형 43)
중간규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40%*
②

유형
대규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20%
③

*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보다 구체적으로, 장부방식과 비교한 추계방식의 현실적인 세금부담 감소 가능성을 <표
13>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유형①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사원
이 지적한 <표 11>의 ①에서 언급한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과 함께 ③에서 언급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세형평 저해의 문제점이 과도한 추계방식 적용의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기준경비율과 함께
개인사업자의 실제 필요경비 발생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가급
적 추계방식 대신 장부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낮게 규정해야 하
는데, 실제 단순경비율은 추계방식의 상대적인 세무상 이익을 제거해서 자발적으로 장부방식
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지 않게 규정되었다는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세형평 저해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 수입금

42)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
43) <표 2>와 같이 추계방식의 개별 기준수입금액이 장부방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구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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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표 2>와 같이 매우 낮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동
(同)적용 대상자에 해당해서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연
도 수입금액이 비교적 높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이하인 경우까지 동(同)적용 대상
자에 해당해서 적용대상이 매우 확대된다는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점은 높은 조기 폐업 및 재창업 비율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의44) 경우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후에 가족 등의 명의로 새롭게 개업하는 방
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업규모의 제약 없이 계속해서 편의적 방
식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조세실무 및 신고행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45).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반영해서 최
근 증가한 인건비로 인해 다시 커지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추계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유형②의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유형①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같은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세형평 저해의 문제점과 함께 <표 11>의 ①에서 언급한
소득상한배율제도의 문제점이 과도한 추계방식 적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4)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2019)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소멸 개인사업자는 698,297개로 신생 개
입사업자(913,340개)의 76.5%에 해당했고,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및 기간별 기업생존율은 아래와 같다.
추가적으로, 기업생존율과 관련해서 국제비교를 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년 생존율은
30.1%로 비교대상 국가들인 프랑스(51.4%), 이탈리아(49.9%), 스페인(45.7%) 및 영국(41.0%)에 비해 크
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및 기간별 기업생존율(2015년-2017년)>

기준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1년 생존율
61.7%
64.7%
64.3%

2년 생존율
48.6%
49.8%
52.2%

기간
3년 생존율
38.1%
40.7%
41.6%

4년 생존율
32.1%
32.6%
34.8%

5년 생존율
26.9%
27.9%
28.3%

45)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립대의 김우철 교수는 2015년의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2015
년의 국회 세제개편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창업 후 일
정기간이 지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가족 명의로 다시 등록하는 등의 폐해가 많이 발
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사업자의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창업기
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중 성실납세하는 장기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세부담과
세무행정상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2015.6.29.자 세정일보 기사(“사
업자 ‘모자바꿔쓰기’가 세수확대 걸림돌?”)에서 인용함). 국세청의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
안”(2019.1.28.)에서도 과세관청이 고소득사업자 및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명
의위장”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기로 했는데, 전술한 낮은 기업생존율과 함께 이를 통해
서도 비정상적 사업자 이력 관리가 비교적 만연한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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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은 실제 기준경비율이 최적수준에 비해 높게 규정되었다는 문
제점인데, 특히 <표 1>의 소득상한배율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기준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
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증빙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의 소득금액의 2.6배에
해당하는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서 유형①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세상 불이익이 다소 커질 수 있지만 여전히 추계방식을 채택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는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세형평 저해는 전년
도에 <표 2>의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무
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없이 모두 간
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적용대상이 매우 확대된다는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유형③의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표 11>
의 ①에서 언급한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과 함께 ②에서 언급한 추계신고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의 낮은 실효성 및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부족의 문제점이 상당한 비율의 추계
방식 적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은 추계방식 적용에 대하여 높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과
세상 불이익의 낮은 실효성 및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부족은 제재수준을 완화시키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부족이 세무행정상
문제점인 반면 과세상 불이익의 낮은 실효성은 <표 13>의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유형
①･②의 개인사업자들이 추계방식의 적용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추가적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유형③의 대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추가적 세금부담이 종
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불과한 법령상의 문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표 11>의 ③과 같이 추계방식의 적용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개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추계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적극적인 추계방식 적용과 함께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대
상자의 비중이 상당해서 <표 6>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구성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이 개인사업자들의 과도한 필요경비 계상 및 낮은 소득율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표 5>와 같이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의 종류가 제한적
이라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필요경비 계상이 어려운 것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
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필수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다르게 간편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46) 제출하면 되고47) 간편장부 및 그 증명

46)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제82호 서식
47)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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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제출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제
도적 허점이 과도한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48).

2.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개선방안
앞선 절의 분석과 같이 개인사업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유인에 의해 추계방식 및 간소화
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및 이
로 인한 낮은 소득율 신고가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점 분석 및 <표
11>의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추계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신규사
업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49) 역시 <표 2>의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에만 이들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즉, 계속사업
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편의적 신고 및 필요경비의 과
다계상에 유리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하
여 연간 환산 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대신 훨씬 높은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면서 별도의 제한 없이 전체 개인사
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는 현행 조세법령은 사업규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차등
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당초의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50). 또한,
<표 2>와 동일한 업종구분을 적용하면서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비교할 때 비일관된 법령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금액을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
빙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
48) 정지선(2016)도 간편장부 제도가 영세한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과세관청의 행정간소
화를 도입된 취지와 다르게 세금부담을 쉽게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同)제도의 폐
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9) 일반적인 세법상 연간 금액 환산방식과 같이 신규사업자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12÷사업연도의 월수)
를 곱해서 계산하되, 사업연도의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0) 예컨대, 현행 조세법령에 의하면 <표 2>의 ①업종에 해당하는 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1개월 동안 5,000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해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6억원(5,000만원×12월)
이상이 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되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완화된 납세협력의
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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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표 2>의 개별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51).
다음으로, 현행 법령의 매우 포괄적인 추계방식 적용요건을 <표 12>의 비교대상 주요 국
가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구성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각
각 2.6배 및 3.2배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해 동(同)배율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즉, 개인사업자들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는 경우 또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 대신 성실한 장부작성을 전제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한, 불성실한 장부작성 및 증빙구비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매우 높은 소득금액이 산
출되더라도 소득상한배율로 인해 이러한 과세상 불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소득금액이 유사하게 결정되는 세법상 제재의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소득상한배율의 인하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부에 기재된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산출된 기준소득금액 대
신 비교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관련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과세실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同)배
율을 폐지하거나 크게 낮춰서 장부작성 내용에 따른 근거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13>과 같이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
당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 적용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52)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세법상 제재가 가능하
51) 당해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5월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유형을 구분하
도록 해서 개인사업자에게 5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및 간
이과세자) 구분과 관련해서 직전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7월부터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하도록 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의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
생하는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조세법령의
개편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2) 복식부기의무자 중 추계방식을 사용한 사업자의 비율(ⓐ)과 간편장부대상자 중 추계방식을 사용하는 비
율(ⓑ)의 합계는 추계방식을 채택한 전체 개인사업자의 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 6>과 같이 가장 최
근인 2018년의 경우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42.5%이다(ⓐ+ⓑ=42.5%). 여기서 ⓐ와 ⓑ 간의 추가적 구
분은 <표 2>의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을 바탕으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된 2018년
기준 “수입금액규모별･업태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3-2-6)의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 국세통
계연보에 포함된 개별 업태를 <표 2>의 ①업종, ②업종 및 ③업종으로 구분한 후에 개별 업종군별로 수
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미만인 비율(각각 r1, r2 및 r3)과 개별 업종군별 개인사업자의 구
성비율(각각 w1, w2 및 w3, w1+w2+w3=1)을 바탕으로 {(r1w1+r2w2+r3w3)×42.5%}의 값으로 ⓑ를 추정하고,
다시 (42.5%‒ⓑ)의 값으로 ⓐ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와 ⓑ는 각각 34.6% 및
7.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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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서 40%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
와 함께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상 매입하
는 재화･용역 중 증빙을 제출하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를 제외
한 나머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더
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필요성
이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기타 재화･용역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계상시 직접적인 증빙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요
건이 훨씬 엄격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배
제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해
당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방
식 채택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표 5>의 계정과목을 훨씬 세분화
해서 대다수의 필요경비가 “기타비용”으로 기재되는 현행 과세실무 대신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부적 거래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와 함께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강화된 납
세협력비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
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간편장부의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개편방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을 가급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일치시켜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구분을 장부방식과 추
계방식에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표 13>의 유형
②와 같이 개념상 명확하지 않은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를 삭제하는 세법개정과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해서 택스갭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 내용이 아니라 간소화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에 따른 필요경비 계상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부방식 대신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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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고, 복식부기 대신 기업회계기준과 무관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대상자
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동(同)비율이 70% 이상까지 증가해서 편의적 신고방식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방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개별 신고방식
의 특성에 따른 세금부담 수준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해서 개인사업자들 간의 조세부담
의 공평성의 문제점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신고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
인사업자의 전체적인 세금부담 수준의 경감으로 인한 납세자 유형 간의 조세부담의 공평성
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거래상 불가피한 사유와 관계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장부방식보다 추계방식의 선택
을 통해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소득율을 낮추고,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까
지 포함한 총부담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추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추계방식의 과도한 허용이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
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과 함께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
세형평 저해의 문제점이 과도한 추계방식 적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편장
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간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같은 과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적용으로 인한 조
세형평 저해의 문제점과 함께 소득상한배율제도의 문제점이 과도한 추계방식 적용의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
도하게 높은 경비율의 문제점과 함께 추계신고에 대한 과세상 불이익의 낮은 실효성 및 과
세관청의 사후검증 부족의 문제점이 상당한 비율의 추계방식 적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계방식의 적용요건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
위인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것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개
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추계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의 계정과목의 종류가 제한적이라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필요경비 계상이 어려운 것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필수적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다르게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제출하면 되고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
청의 사후적 검증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간편장부대상자의
과도한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사업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유인에 의해 추계방식 및 간소화된 장부방식
인 간편장부를 광범위하게 적용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계상 및 이로 인한 낮은
소득율 신고가 만연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계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개선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개선방안

103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들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의 매우 포괄적인 추계방식 적용요건을
비교대상 주요 국가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구성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기준경
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각각 2.6배 및 3.2배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해 동(同)배율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 적용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이 절반 수준에 불
과해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세법상 제재가 가능
하도록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서 4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상 매입하는 재화･
용역 중 증빙을 제출하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
장부의 경우에는 우선 계정과목을 훨씬 세분화해서 대다수의 필요경비가 “기타비용”으로 기
재되는 현행 과세실무 대신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부적 거래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강화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
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간편장부의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납
세환경에서 세부적인 조세법령 및 과세실무의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하
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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