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호)

벨기에 – 조세 시스템 현대화 추진안 발표
,

■

벨기에 정당 교섭자들은 2020년 9월 30일, 조세 시스템 현대화의 내용
을 포함하는 새 연방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함1)
○ 벨기에는 헌법 제2조를 통해 네덜란드어(플란데란어), 프랑스어, 독
일어 3개의 언어 공동체를 각각 인정하고, 각 언어권의 정당 간 합
의하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정당 간 대립으로 2019년 선거 이후
16개월간 임시 정부 체제를 이어오던 중, 2020년 9월 30일 최종
적으로 연방 정부 구성에 합의함2)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급 능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안을 마련함
○ 기업의 2022~2024년 회계연도 수익의 일부를 재건 준비금으로 할당
하는 것을 허용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25%의 투자 공제
혜택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함

■

일반 국내 과세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아직 마련되지 않음
○ 노동에 대한 세금 감면, 과세 기반 확대, 조세행정 단순화 등을 수반
하는 조세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혁을 시도함
○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여 정직한 공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1) News IBFD, “Belgium - Belgium Plans to Adopt New Objective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Taxation System”,
6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06_be_1 (accessed 13 Oct. 2020)
2) 『연합뉴스』, 「벨기에 새 정부 출범…유럽 첫 성전환자 부총리 임명」, 2020. 10. 2., https://www.yna.co.kr/view/
AKR20201002045400098, 검색일자: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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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의 해외 등기를 금지하여 등기 의무를 강화함
○ 벨기에 은행 계좌 잔액 정보를 벨기에 국립은행 내 담당 부서
(Central Point of Contact)에 전달함
○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 및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방안을 모색함
○ 고용주에게 직원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 감면
세율을 적용함

■

OECD 및 EU의 합의안에 부합하는 국제 조세 관련 대응책을 마련함
○ 2023년부터 OECD 디지털세 Pillar 1 및 Pillar 2 제안에 기반한 국내
디지털 조세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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