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호)

OECD –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 발표
■

OECD는 2020년 10월 12일 암호화폐 조세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가 간 암호
화폐 조세정책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정책 이슈를 다룸1)
○ 보고서는 암호화폐 조세정책 입법에 대한 국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
고, 특히 암호화폐에 대하여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
용을 다룸
○ 본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조세정책 차이점에 대하여 통합적인 분석방법
으로 접근한 OECD의 첫 번째 공식 보고서임
- OECD는 가상자산(crypto assets)과 관련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고 및 교환을 위하여 기술적인 제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된 내용은 첫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개념, 둘째, 조세정책 실행과 관
련하여 발생하는 이슈, 셋째, 약 50개국의 암호화폐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
한 것임
○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정의, 특징, 암호화폐의 합법성 및 가치, 암호화폐
의 발행에서 폐지까지의 각 단계에서 조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조세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다룸
- 가치안정 화폐(stable coins)2) 및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3)에 대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

1)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 EY,
“OECD releases report on taxing virtual currencies,” November 3, 2020, https://www.ey.com/en_gl/tax-alerts/oecd-re
leases-report-on-taxing-virtual-currencies, (accessed November 17, 2020)
2) 가치안정 화폐란,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것으로 이를 발행·매각하는 주체는 시중은행 등 제3자에 법정화폐, 국채,
원자재 등과 같은 각종 안정자산을 담보 성격인 준비금으로 위탁하여 발행액과 준비금을 일치시킴으로써 가격안정성을 확보
함. 전 세계 약 30종이 있으며 그중 테더(Tether)가 총거래액의 90%를 차지하고, 리브라(Libra)는 페이스북이 고안 및 설계
하고 있는 가치안정 화폐임(한국금융연구원, 「암호화폐와 안정코인」, 『주간금융브리프』, 28(13), 2019, pp.19~21)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란,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로, 실물과
같은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 이체는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됨(김의석,
「디지털화폐와 화폐 변천과정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적패턴, CBDC, 리브라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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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룸
○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관점에서 약 50개국의 조세정책을 비교
하여 핵심 고려사항을 다룸
- 대부분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데 특히 영업권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암호화폐의 교환 및 상품·서비스 구매 시 암호화
폐의 사용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받은 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새롭게 채굴한 암호화폐
를 발행받는 행위 또한 부가가치세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2020,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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