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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속세 총설
1.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을 제고하는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시키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상속세의 과세체계
세계 각국의 상속세 과세 입법례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유산세
과세방식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납세의무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합산대상 증여재산
과 추정상속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한다.
또한, 부과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재산전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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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과 재산상속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
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당
연히 승계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
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한다
2 유증 과 사인증여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死因증여가 있다.
(1)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유
류분제도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
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포괄적 유증
“내 재산의 1/5을 준다”와 같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재산을(채무포함) 법률상 당연히
승계 ∙ 취득 한다. 이점에서 상속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특정 유증
특정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
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의 승인을 포기할 수 있으며, 사
인증여와 매우 유사하다.
③ 부담부 유증
유언자의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
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유증을 말한다.
(2)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이다. 즉, “내가 죽으면
A아파트는 홍길동에게 준다”는 내용의 무상계약을 말한다. 사인증여의 경
우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은 ①수증
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이다. ②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다. ③상속인에 대해 사인증여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 의무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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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분과 재산분할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정상속분
유언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유증 받을 자로 하여
금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지나쳐 특정인에게 재
산의 전부를 상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으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도 최소한도
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
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2)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①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해당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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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정상속분
법
구

분

상

속

인

상 속 분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장녀(未婚),배우자가
자녀 및 배 는 경우
우자가 있
는 경우

정

있

장남, 장녀(出家),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
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상

속
배분율

장 남
배우자

1
1.5

2/5
3/5

장 남
장 녀
배우자

1
1
1.5

2/7
2/7
3/7

장 남
장 녀
2
남
2
녀
배우자

1
1
1
1
1.5

2/11
2/11
2/11
2/11
3/11

부
모
배우자

1
1
1.5

2/7
2/7
2/7

(3) 대습상속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
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며,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5) 기여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말하며, 기여분은 협의에 따라 결정되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는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기여자의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
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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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
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7) 유류분제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
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 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진다.
유류분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8)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한
후,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내(2개월이상)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색공고 기간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
인과 특별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
여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는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②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③ 기타 특별연고자(사실혼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
의 요양간호 종사자)
(9) 국가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여도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상속인 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를 청구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부존재 상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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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승인 및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
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에게 포괄승
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
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1) 단순승인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때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며, 단순승인의 경
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아니한 때
③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
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
도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3) 상속포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한 상
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 된다.
(4)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
소할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금치산자가 한 경우, 사기 ∙ 강박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경우에
는 취소권자가 그 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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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대상재산
1 총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
재산으로 구분한다.
(1)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 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간주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이란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의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ㆍ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에 비추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재산을 간주 상속재산이라 한다.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보험금,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
(가)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요건은 다음과 같다(전부 충족)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

③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현실적
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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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신탁재산가액. 단, 타인이 신탁이익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외
② 피상속인이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경우
그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권리의 소유 여부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추정 상속재산
사망 전의 처분으로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예금 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인출) 가액이나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용처 소명 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① 상속개시일 전 1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 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 억 원 이상인 경우
위 ①②에 해당되는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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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류별이란 다음 3 가지로 구분한다
①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기타재산
(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 년 이내에 2 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5 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한 사용처를 규명한 결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증령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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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라)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1)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전 등의 상속추정
① 상속추정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의 20%, 2 억 원)
②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MIN(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의 20%, 2 억 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① 상속추정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의 20%, 2 억 원)
② 추정상속재산가액: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MIN(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의 20%, 2 억 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채무
①

상속추정

요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② 추정 상속재산가액: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전체
4) 상속추정의 배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금액 또는 부담채무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용처
미입증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또는 인출금액의 상속추정 배제
 추정배제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내의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의 20%, 2 억 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배제
 추정배제요건: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내의 채무부담액의 20%, 2 억 원)

27

29

Ⅴ 상속세 과세가액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가액을 구한다

Ⅰ.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상속. 유증. 사인증여)
▪ 간주 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 년(2 년)내 처분,
인출, 채무부담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가액)

(-)비과세
상속재산

▪ 전사자 등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 등 재산, 금양임야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제금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Ⅱ.상속세 과세가액
(1) 비과세 상속재산
(가) 전사자 등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나) 국가 등에 유증 자산
①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국가, 공공도서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당,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②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을 위하여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③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에 증여한 재산
④ 지정문화재, 금양임야 등
* 지정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 2
억 원) 및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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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
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 제 1 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⑩ 상증법 시행규칙 제 3 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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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공제금액
상속재산에서 다음의 경비를 공제한다.
(가)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으로 납부의
무가 있는 것
(나) 장례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료 제외)
기본공제는 5백만 원이나, 증빙이 있는 경우 1천만 원까지 공제가능
②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실제사용금액으로 한도는 5백만 원 이다.
(다)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채무부담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
(4)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이 생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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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조특법 제 30 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0 조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정산한다.
1) 수증 받은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의 구분방법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서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대상 기간이 각각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상속인 여부 판단시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②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증여재산을 합산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민법 제 1000 조부터 제 1003 조까지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 1000 조에 규정하는 제 1 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증여 분은 이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 보기 때문에 5 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만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③ 상속포기자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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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법 제 61 조부터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 일지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 46 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
2) 법 제 48 조 제 1 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3) 법 제 52 조에 의하여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4) 법 제 52 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액
5) 법 제 47 조 제 1 항에 따른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가액 등
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또는 전환사채의 양도로 인한 이익
②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④ 미성년자 등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
6) 사전증여 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7)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반환 받고 사망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피상속인)의 국내 소재 총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금액
(-) 해당 상속재산 및 국내사업장 관련된 공과금 및 채무
(+) 상속개시 전 10년(5년/상속인 이외자)이내 증여한 국내 소재 재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비거주자(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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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 상속세의 과세표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 = MIN(인적공제 + 물적공제의 합계, 공제적용 한도액)>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상속공제)기초공제 2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상속세 과세최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0 만 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공제
기초공제액, 가업상속공제액, 영농상속공제액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③ 일괄공제
④ 배우자공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⑥ 재해손실공제
⑦ 동거주택 상속공제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공제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위 ①-⑦합계,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단,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기초공제 2 억 원,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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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제
(가) 기초공제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2 억 원을 공제
(나)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한다. 단,
①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영위 기간이 15 년 미만이면 60 억 원,
② 15 년 이상 20 년 미만이면 80 억 원,
③ 20 년 이상이면 100 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가업(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의 상속일 것
③ 2010.2.17. 이전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한 경우일 것이었으나, 2010.2.18.이후 상속분부터는 전체 사업영위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중 8 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일 것으로 개정되었다.
2) 가업(중소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범위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 제
5 조 제 1 항의 중소기업 일 것
② 법인 가업
가업에는 상기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속인 요건(모두 충족)
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18 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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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년이 안되어도 가능
③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 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사업인 경우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4)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
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상증법 제 73 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 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증법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가)본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므로 추징을 배제한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를 적용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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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적용할 때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가업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를 적용할 때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으로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이 낮아
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2009.1.1. 이후 상속개시 분: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 73 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
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영농 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이 2 년 이상 영농한 영농상속재산(농지, 초지, 어선,어업권)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2 억 원 한도 내 공제 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란
④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18 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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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개시일 현재 2 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영농상속공제는 (나)의 가업상속공제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함
(2)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기타 인적공제의 공제대상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
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대상인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구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 인당 3,000 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 세 이상 자

장애인 공제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 인당(500 만원)
* (20 세 될 때까지의
연수)
1 인당 3,000 만원
1 인당(500 만원)
* (75 세 될 때까지의
연수)

(3) 일괄공제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인 경우
1)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자
① 기초공제 2 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 (자녀 + 미성년자 +
연로자 + 장애인공제)의 합계액
② 5억 원
* ①과 ②중 큰 금액 선택할 수 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무신고자
위 ②의 5 억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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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즉,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4) 배우자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 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 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MIN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한도액)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
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 공제의 한도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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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 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최소
공제액 5 억 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 억 원 미만인 경우 5 억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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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
상속인 : ㉮배우자乙(3/7) ㉯자녀A(2/7) ㉰자녀B(사망)의 자C(4/35)
㉱자녀B(사망)의 처C(6/35)
다음재산 중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1) 본래의 상속재산
① 현금
130,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130,000,000)
② 예금
2,600,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1,300,000,000)
③ 거주용 토지
780,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780,000,000)
④ 거주용 건물
260,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260,000,000)
⑤ 임야
780,000,000
⑥ 상장주식
260,000,000
(2) 간주상속재산
⑦ 생명보험금
325,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260,000,000)
⑧ 퇴직금
234,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234,000,000)
(3)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금액임)
⑨ 용도불명 금액 208,000,000
(4)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금액임. 수증자 : 자녀A)
⑩ 사전증여재산 130,000,000
(5) 국외 상속재산
⑪ 일본/예금
260,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260,000,000)
⑫ 일본/아파트
910,000,000
(합 계)

(6,877,000,000)

(배우자가 받은 금액

3,224,000,000)

(6) 채무 및 장례비용 등
⑬ 종교단체 기부금
130,000,000
배우자가 위⑧의 퇴직금 수령액 234,000,000 중 130,000,000원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임(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지출됨)
⑭ 은행차입금
260,000,000(배우자가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음)
⑮ 부동산 감정평가비용 13,000,000(배우자가 전액 부담하였음)
⑯ 장례비용
19,500,000(자녀A가 전액 부담하였음)
⑰ 납골시설 사용료
6,500,000(자녀A가 전액 부담하였음)
(합 계)

(429,000,000) (배우자 부담금액 4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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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한도액은 다음의 ㈎, ㈏,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
㈏ 법정상속분 기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배우자 공제액 한도액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961,400,000원)
① 현금
130,000,000
② 예금(부산은행 본점)
1,300,000,000
③ 거주용 토지
780,000,000
④ 거주용 건물
260,000,000
⑦ 생명보험금
260,000,000
⑧ 퇴직금
234,000,000
⑨ 추정상속재산(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서는 제외한다)
0
⑩) 일본/예금(국외재산)
260,000,000 (소계 3,224,000,000)
@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 및 추정상속재산(⑨)은 제외)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⑭
260,000,000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注1)
2,600,000
-)배우자가 상속 받은 비과세재산
0 (소계 262,60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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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400,000

㈏ 법정상속분 기준(2,779,028,57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
6,747,000,000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30,000,000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
0
-)비과세 상속재산
0
-)공과금
2,600,000
-)채무액(부산은행)
260,000,000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130,000,000(소계6,484,400,000)
6,484,400,000 * 3/7(법정상속지분) = 2,779,028,571
2,779,028,571 – 0(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 2,779,028,571
㈐ 30억
배우자공제 한도액은 ㈎, ㈏, ㈐중 가장 적은
㈏의 금액 2,779,028,571원이 된다.
<참고>
㉠배우자 공제액의 최소한도는 5억 원 이다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경우 등기 등이 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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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 억 원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당해
전액

2,000 만원 이하
2,000 만원 초과
1 억 원 초과

1 억 원 이하

10 억 원 이하

10 억 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

2,000 만원
당해
20%

순금융재산가액

*

2억 원

(6) 재해손실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손실 공제 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액 5 억원)=주택가액(그 부수토지 포함) * 40%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① 200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일 것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1 세대 1 주택일 것
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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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자료전에 출력된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앞에서 서술한
인적. 물적 상속공제의 합계액에 미달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의 합계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조특법 제 30 조의 5 및
제 30 조의 6 에 해당 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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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신고납부 및 결정
1 상속세의 신고납부
(1)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
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자의 경우 간주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7.1.1.~1999.12.31.
1995.1.1~1996.12.31.상속분

2000.1.1.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증여분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누진공제

5 천만원이하 10

-

1 억원이하

10

-

1 억원이하

10

-

5 천만원초과~
2 억 5 천만원 20
이하

500 만원

20

1,000 만원

과세표준

세
율

1 억원초과~

1 억원초과~

5 억원이하

20 1,000 만원
5 억원이하

2 억 5 천만원
초과~5 억 5 천 30 3,000 만원
만원이하

5 억원초과~

5 억 5 천만원
40 8,500 만원
초과

10 억원초과~

5 억원초과~
30

6,000 만원

10 억원이하

30 6,000 만원
10 억원이하
10 억원초과~

40 1 억 6 천만원
50 억원이하
50 억원초과

40 1 억 6 천만원
30 억원이하

45 4 억 1 천만원

30 억원초과

50 4 억 6 천만원

(2) 상속세 자진납부
상속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1) 자진납부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①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법 74조)
상속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와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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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재산
② 증여세액공제(법 28조)
ⓐ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기납부 증여세 공제한도액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기납부 증여세 공제한도액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사전증여재산포함)
③ 외국납부세액공제(법 29조)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 MIN (ⓐ,ⓑ)
ⓐ 상속세 산출세액 *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한도액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④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법 30조)
상속개시 후 10 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율은 1 년 이내는 100%이고, 매년 10%씩 체감율을 적용하여
10 년 이내는 10%를 적용한다.
⑤ 신고세액공제액(법 69조①)
신고세액공제액 =
[(상속세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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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신고
기한 후 6월내 허가여부를 통지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
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자율은 연4.3%이다.
연부연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나,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 시 :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 시 :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이다.
⑦ 물납을 신청한 금액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
상장주식 제외)의 가액이 1/2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2)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다음의 금액은 납부기한 지난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는 분납 불가)
①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시 : 1천만 원 초과금액
② 분납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 그 세액의 50% 이하
(3)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가) 수정신고
①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②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 아니한다.
(나)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②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경정 등의 청구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계산근거가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때
다)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 있어서 계산근거가 된 행위 등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취소된 때(예: 공시지가의 경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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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정청구 등의 특례
다음의 경우 경정청구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
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된 경우로서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③ 할증 평가한 주식이 신고기한부터 6월내 제3자에게 일괄 매각되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매각금액이 할증 평가되
기 전 주식평가액에 미달 시 실제매각금액이 아닌 할증 평가 전의 주
식평가액으로 경정 청구 가능
(4) 가산세 제도
(가) 무신고 가산세
1) 일반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계산 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20%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①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② 허위 증빙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
③ 허위 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
한 행위
<계산 산식>
산출세액 * (부당무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나) 과소신고 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한 재산으로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10% 적용
(신고한 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상속공제적용의 착오분은 제외된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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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 산식>
미납부 세액 * 일수(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자진납부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이자율 = 연 10.95% (1일 3/10,000)
(라) 기 타
1) 가산세의 면제 및 감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③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한한다)
④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는 때
2) 가산세의 한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시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① 공익법인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분영
한 경우
②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자가 사용내역을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그 금액의 3/1000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
세로 부과한다.)
2 상속세의 결정 및 경정
(가) 결정과 경정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법정결정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② 증여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부과(납기 전 징수 사
유)할 수 있다.
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②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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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⑤
⑥
⑦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
하게 된 때
2) 고액 상속자 재산 사후관리
①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재산이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증가요인이 객관
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의 탈루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리대상이 되는 주요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서화∙ 골동
품, 기타 유형재산, 무체재산권 등이다
3) 결정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인∙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금융재산 일괄조회
상속세를 결정∙ 경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의 금융재산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 질문조사권
세무공무원은 상속세의 조사 및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피상속인과 재산의 수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납세관리인
1) 다음의 경우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의거 등록한 자)를
납세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
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
이 없는 경우
④ 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 명의
개서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제출한다
2) 납세관리인은 다음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① 세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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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③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또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① 납세자의 해임행위
② 납세자의 사망
③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3)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납세관리
인 설정(변경, 해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납세자가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이 관리인을 정하여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납세관리인 지정통
지서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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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상속재산의 평가
1 재산의 평가
(1) 기본원칙
(가)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
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
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시가로 인정되는 것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
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중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확인
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따른다.
구

분

시가로 인정되는 것

①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거래가액(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부
이 있는 경우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해당 재산(주식 및 출자지 감정가액의 평균액(다만, 상속세ㆍ증여세 납
분은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 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감정가액은 제외한
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 다)
정가액이 있는 경우
③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다만, 물
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ㆍ공매로 취
득한 경우, 경매ㆍ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의 가액이 해당 법인 발행 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후 수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
우의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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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
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
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가액을 시가로 본다.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
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한
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액 = MAX(①,②)
①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여기서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
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
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재산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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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4)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
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
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2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의 평가방법
구

분

보충적 평가방법

(1) 토지

① 원칙: 개별공시지가
② 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ｘ 배율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고
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국세청장 지정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
지역 안에 있는 오 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 포
함)
(4) 주택
(부수토지포함)

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가
격(다만,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독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주
택가격*1)

*1)다만,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빛 공동주택가격을 고려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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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재산의 평가방법
(가)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구

분

평

가

방

법

① 지상권

*

n:

해당지상권의

잔존연수(민법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 다만,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유형재산
구

분

평

가

방

법

①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재취득가액 –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은 제외 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②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목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
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순
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③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그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
밖에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대상이 되는 동산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MAX
[①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
액]

⑤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따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
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기타 는 가액
유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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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의 특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위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MAX [① 위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
료/18%]
3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기 본 흐 름
(2)예외적인 평가방법
기업공개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

(1)원칙적인 평가방법
① 주권상장주식
② 비상장주식 등

(3)할증평가의 특례
최대주주 등이 보유
하는 주식 등에 대해
할증평가

(1) 원칙적인 평가방법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
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러한 평가액은 이를 해당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시가’로 본다.
이러한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다
음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구

분

기

간

(1)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터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3)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평가기준일 이전 사유발생일의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사유발생일
의 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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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평가액 계산
(계산례)
과세시기
2009년 5월11일
평가기준일 전∙ 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에 의거 평가
(2009년 3월12일부터 2009년 7월10일까지의 종가평균)
상장회사 A사주식 1,000주 소유
4개월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85일간 종가평균액은 3,042원
따라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3,042원 * 1,000주 = 3,042,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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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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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장주식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1)평가방법의 기본구조 : 비상장주식(또는 출자지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
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ｘ 3 + 1주당 순자산가치ｘ 2] ｘ

1/5

*다만, 부동산과다법인(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
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
로 한다.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해당 법인이 게속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의 1주당 순이익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를 나타낸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순손익가치 환원율’ 이라고 한다.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경
우의 1주당 잔여재산 분배액을 나타낸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③순자산가치에 의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
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따른다.(상증령 54 ④)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경우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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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① 원칙적인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
/

이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ｘ1) +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ｘ2) +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ｘ3) >
6 = 1주당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각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①
②
③
④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내국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1)과 그에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액·지방소
득세액
②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③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④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⑤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⑥ 업무무관비용
⑦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⑧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⑨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각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
*1)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손금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
되는 경우해당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
업연도소득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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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외적인 계산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의
원칙적인 계산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
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경상손익 중 일시적인 것 포함)의 최근 3년
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 시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 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
여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는 상속세(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
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자산가액-부채가액)*1)
*1)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① 자산과 부채의 범위: 이 가운데 특수한 사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자

산

①영업권 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다만,
청산절차 진행 등으로 1주당 순
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
리가 확정된 가액은 자산에 포함
한다.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으로 확정된 것에 한함)및 무형
고정자산 중 개발비는 자산에 포
함하지 않는다.

부

채

①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평가기준일 현
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등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은 포함
②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금 추
계액은 부채에 포함한다.

충당금과 준비금은 부채에 포함
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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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산의 평가 :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중 큰 금액에 따른다.
자산가액 = MAX(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장부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10%이하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등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예외적인 평가방법 :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유가증권신
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한국거래
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액 = MAX(①,②)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 가격
②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나)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신고 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액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액 – 배당차액
1주당
배당차액 =

직전기
ｘ

액면가액

신주발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 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ｘ
배당률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해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을 배당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배당차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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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특례
(가)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액(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포함)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
50%이하

가산할 금액
일반적인 평가액 ｘ 20%(일반기업에 한함)

50%초과

일반적인 평가액 ｘ 30%(일반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10년12월31일 이전에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해서는 10%· 15%를 가산하지
않고 일반적인 평가액에 따라 평가.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
는 주주 등의 보유주식(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러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은 해당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결
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인 경우
②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전화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
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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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액 계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3 ; 2 가중평균(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 : 3임)
과세시기

2010년 1월11일

발행주식총수 : 300,000주
1주당 발행가격 : 10,000원
A사의 최근 3년간 순이익 및 2009년도 대차대조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순이익
구

분

계

전1년(2009)

전2년(2008)

전3년(2007)

①각사업년도 소득

420,449,085

492,626,807

36,569,315

-108,747,037

②공제할 금액

131,130,744

57,934,292

20,925,090

52,271,362

48,590,550

4,044,000

4,372,420

40,174,130

벌금 등 익금산입액
손금 부인 공과금

1,297,232

접대비 한도초과액

36,870,870

9,518,200

16,552,670

10,800,000

법인세 등 총결정세액

44,372,092

44,372,092

0

0

289,318,341

434,692,515

15,644,225

-161,018,399

900,000

300,000

300,000

300,000

⑤주당 순손익액

964

1,448

52

- 536

⑥가중 평균액

652

③순 손익액
④사업년도말 주식 수

⑦최근3년간 가중평균액

1,297,232

6,520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6,520원이 된다
2) 직전년도(2009년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은 다음과 같다
(장부상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은 시가와 일치한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①자산 가산 또는 차감

16,864,386,101

대차대조표

부채액 12,252,363,702

559,261,245 ②부채에 가산액

44,372,092

+)법인세법상 유보액

584,452,160

+)법인세 등

44,372,092

-)선급비용, 이연자산

25,190,915

-)제 충당금

0

자

산

총

계

③순자산(영업권포함전)
④영업권

17,423,647,346

부

채 총

계

12,296,735,794

5,126,911,552
0

⑤순자산가액

5,126,911,552

순자산가액 기준 1주당 가액은 17,089원이 된다.
(5,126,911,552 / 300,000주 = 17,089)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을 반영한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7,089 * 2) + (6,520 * 3)> / 5 = 10,7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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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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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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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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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평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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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 국·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구

분

평

가

방

법

(1)국·공채 및 사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 MAX(①,②)

채

①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가액에 따른다.
2) 기타의 것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발행기관·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로 직접 매입액 제외)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②기타의 것 : 처분예상금액,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이상
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2) 전환사채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 :
국채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위1)에 해당하지 않는 전환사채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가액에 의하되,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①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 발행 후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②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 위 ①의 가액과 해당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3) 대부금·

1)원본의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외상매출금 및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받을어음
등의 채권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적정할인률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
한 금액의 합계액
2)위 1)외에 채권의 경우 :
원본의 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①적정할인률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
세청장이 정하여 고사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4) 집합투자
증권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
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예금·적금·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 +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미수이자 상당액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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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가)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 –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나) 매입하지 않은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
구

분

① 영업권

보 충 적

평 가 방 법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평균순이익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수)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비상장주식의 경우를 준용하여
계산)
*n =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
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어업권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③ 특허권· 그 권리에 따라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
실용신안권 각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상표권·
의장권 및
저작권 등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20년을 한도로 한다)는 해당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
하여 계산한다.
④광업권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
및 채석권 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등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만 평가한다.

(n :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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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구

분

평

가

액

(1)조건부 권리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
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
정을 참작한 적정가액

(2)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3)소송 중의 권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
리
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4)신탁의 이익 ①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상속세
을 받을 권리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평가기준일 현재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
금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
(5)정기금을
을 권리

받 ①유기정기금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유기정기금의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무기정기금 : 1년분 정기금 ｘ 20배
③종신정기금 :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그 밖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조
건부권리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위에서 서술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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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상속세 계산사례

피상속인

배우자

갑

을

향년65세

60세

자

망자

처

Ａ

Ｂ

Ｄ

35세

이전사망

30세
손
Ｃ
7세
障害者

일본
법정상속인/법정상속분

한국
법정상속인/법정상속분

배우자 을

1
2

배우자 을

3
7

자A

1
4

자A

2
7

손C

1
4

손C

4
35

처D

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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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도
피상속인

배우자

甲

乙

향년65세

60세

자

망자

처

Ａ

Ｂ

Ｄ

35세

(이전사망)

30세
손
Ｃ
7세
장애자

피상속인 갑
배우자 을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전무이사로, 2010년1월25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향년65세
피상속인 갑의 처, 상속 시 연령60세

자A

피상속인 갑의 장남, 상속 시 연령35세

자B

피상속인 갑의 차남, 2006년6월6일 사망.(이전 사망)

손C

자 B의 장남, 피상속인 갑의 손, 신체장애가있다(일반장애), 대습상속 시 연령7세

처D

자B 의 처, 피상속인 갑의 사망 시 연령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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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 국내재산

상속개시일 2010년1월25일

(1)본래의 상속재산
①현금
②예금(부산은행본점(注1)

금 액

배우자乙

130,000

130,000

780,000

780,000

④거주 건물(동거1동(注2)

260,000

260,000

⑤임야 (注3)

650,000

⑥상장주식(부산은행)

260,000

계

孫C

처D

2,600,000 1,300,000 390,000 520,000

③거주용토지(300㎡) (注2

합

子A

금액단위:천원

390,000

650,000
260,000

4,680,000 2,470,000 650,000 1,170,000 390,000

(注1) 예금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이자소득세 공제 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注2) 거주용 토지 및 건물
정부에서 공표한 주택의 공시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매년 4월경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함/증명원 발급처 : 구청)
10년 미만 동거주택으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은 아니다.
(注3) 임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금액은 650,000,000원이었으나, 2010년3월31일 780,000,000
원에 매각되었다.(따라서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금액을 시
가로 본다).(시가 우선주의)

(2)간주상속재산(注4)

금 액

배우자 乙

⑦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

325,000

260,000

⑧퇴직금

234,000

234,000

559,000

494,000

합

계

子A

孫C

妻D
65,000

0

0

65,000

(注4) 간주상속재산(생명보험금, 퇴직금)
수령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다.

(3)추정상속재산
⑨처분재산사용불명액(注5
합

계

금 액

배우자乙

子A

孫C

妻D

260,000
260,000 -------- ------ ------- -----123

(注5) 추정상속재산
2009년12월30일 보유부동산을 260,000,000원에 처분한 금액으로 전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다. 전액 용도불명 금액으로 이 중 과세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260,000,000 – (260,000,000 * 20%(한도:2억)) = 208,000,000원(과세대상금액)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경우 – 2억 원 이상
*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경우 – 5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금액(또는 채무부담액)이 2억 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注6)
⑩현금
합

금 액
。

계

배우자乙

130,000

子A

孫C

妻D

130,000

130,000

0

130,000

0

0

(注6)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사전 증여시의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130,000,000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10% = 10,000,000원
납부세액 10,000,000 – 1,000,000(신고세액공제10%) = 9,000,000원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수증자가 자A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만20세 이상이므로 30,000,000원을 공제하며 만
20세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0,000원을 적용한다.

3 국외재산
국외의 상속재산

。

금 액

배우자乙

⑪三井住友銀行 (注7)

260,000

260,000

⑫아파트(大阪所在) (注8)

910,000
1,170,000

子A

孫C

妻D

910,000
260,000

910,000

0

0

(注7, 8) 국외재산
일본의 경우, 재산취득자가 거주무제한 납세의무자인 경우 국외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나,
한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국외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며, 피상속인
이 비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재산 중 국내소재 재산만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국내에 있는 위 국외재산에 대하여 일본 내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외국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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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00円 이며, 원화환산금액은 다음과 같다.(164페이지 신고서 참조)

(777,800엔 * 13.00(환율) =

10,111,400원)

(참고)
일본에서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 20,000,000엔 ②아파트 70,000,000엔 (상속재산 합계 90,000,000엔)
② 90,000,000엔 – (50,000,000기본공제 + 30,000,000엔(상속인 3명))
= 10,000,000엔(과세표준)

*기초공제액은 80,000,000엔 임

③ 산출세액 1,000,000엔(10,000,000엔 이하 세율 10%)
④ 배우자의 세액 경감액
산출세액 1,000,000엔 *
20,000,000엔(배우자 법정상속분)/90,000,000엔(취득재산가액) = 222,222엔
(10엔 이하 절사로 222,200엔 적용)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식
(총재산90,000,000엔 – 기본공제50,000,000엔) *
배우자지분 1/2 = 20,000,000엔
⑤ 납부세액
1,000,000엔 – 222,200엔 = 777,800엔(원화 환산액 10,111,400원)

4 채무 및 장례비용 등
채무 및 장례비용 등

금 액

배우자乙

⑬종교단체 기부금 (注9)

130,000

130,000

⑭은행차입금(부산은행

260,000

260,000

⑮부동산감정평가비용(注10)

13,000

13,000

⑯장례비용(注11)

19,500

19,500

⑰납골시설 사용료(注12)

6,500

6,500

(18)재산세

2,600

2,600

431,600

405,600

합

.

미납부액(注13)
계

子A

26,000

孫C

妻D

0

0

(注9) 종교단체기부금
상속재산으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목적 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注10) 부동산 감정평가비용(비거주자도 적용한다)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시가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 지급한 감정평가수수
료는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위원회가, 주식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127

수, 의뢰기관별로 각각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평가가액의 인정여부와는 관계없음)
(注11, 12)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사용 된 비용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며(증빙이 없으면 기본 5백
만 원), 납골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과 납부할 상속세액은 다음과 같다
⑴ 총 상속재산 (6,747,000,000)
① 상속재산가액

6,539,000,000

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208,000,000

⑵ 비과세 재산가액 ( - 0 )
① 금양임야, 문화재가액, 기타

0

⑶ 과세가액 불산입 ( - 130,000,000)
① 공익법인 출연재산

130,000,000

② 공익신탁 재산가액

0

⑷ 공제금액 ( - 277,600,000)
① 공과금

2,600,000

② 장례비용(5백+1천만)

15,000,000

③ 채무

260,000,000

⑸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30,000,000)
① 사전증여재산

130,000,000

⑹ 상속세 과세가액합계 (6,469,400,000)
⑺ 상속공제액 (3,619,028,571)
①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635,000,000

ⓐ 기초공제

200,000,000(기본)

ⓑ 자녀공제

30,000,000(1명)

ⓒ 미성년자공제

65,000,000(5백*13년)

ⓓ 연로자공제(60세이상)
ⓔ 장애인공제

0

340,000,000(5백*68년)

단, ①기초공제 및 인적공제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한다
② 배우자 상속공제

2,779,028,571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0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0

⑤ 동거주택 상속공제

0

⑥ 평가수수료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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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과세표준

2,850,371,429

⑼ 산출세액(40%)

980,148,571

⑽ 세액공제

116,115,117

① 증여세액공제

10,000,000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10,111,400

③ 신고세액공제

96,003,717

(980,148,571-10,000,000-10,111,400) * 10% = 96,003,717
⑾ 납부할 세액

864,033,454

① 2010/07/31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1/2 이상 납부

납부금액 434,033,454

② 2010/09/30까지 분납 금액(법정신고 기한 후 2개월 이내)
1/2 이하

분납금액 430,000,000(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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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의 상속세 과세 비교표
금액단위(한국:원, 일본:엔)
구

분

한

(1) 취득재산가액

환율:100엔/1,300원

국

일

6,617,000,000

(2)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본

424,600,000

△ 277,600,000

△ 22,000,000

130,000,000

10,000,000

(4) 과세가격

6,469,400,000

412,600,000

(5) 상속공제액

3,619,028,571

80,000,000

기초공제

200,000,000

80,000,000

자녀공제

30,000,000

0

미성년자공제

65,000,000

0

340,000,000

0

2,779,028,571

0

200,000,000

0

5,000,000

0

(3) 사전증여재산

장애인공제
배우자 공제액
금융재산 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6) 과세표준/과세유산 총액

.

(7) 산출세액
(8) 할증과세(20%)

2,850,371,429

332,600,000

980,148,571

85,410,000

0

(9) 세액공제

1,366,560

116,115,117

52,487,472

증여세액공제

10,000,000

2,31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10,111,400

12,579,576

배우자 세액경감액

0

33,037,896

미성년자공제

0

780,000

장애자공제

0

3,780,000

96,003,717

0

864,033,454

34,289,088

신고세액공제
(10) 납부세액

(10원 미만 절사)

(100엔

미만

절

사)

(외국납부세액)

(10,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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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2,330)

[상속세 신고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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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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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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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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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자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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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자녀B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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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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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149

(9) 배우자공제 계산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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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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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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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납부세액 상속세 신고서(일본 관할세무서)
(12-1) 상속세 신고서/제1표(배우자 乙)

피상속인 甲

배우자 乙

상속재산총액

기초공제/8천만

산출세액

배우자세액경감

납부세액합계

배우자납부세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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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속세 신고서/제1표(자A, 손C)

자 A

손 C

상속재산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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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속세 총액계산서/제2표

기초공제액

과세가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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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산 총액

(12-4) 배우자 세액경감액 계산서/제5표

배우자의 법정상속액(9천만*1/2)이
1억6천만엔에 미달시 1억6천만 적용

<배우자세액경감액>

1,000,000(산

출세액)*2천만(배우자가받은금액)/
9천만(총상속재산) = 222,200

163

(12-5) 상속관련 재산명세서/제11표

자A가 상속받은 오사카소재 아파트
가격 70,000,000엔

배우자가 받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의 예금액 20,000,000엔

총 취득재산 9천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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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속세 과세현황
1 상속세 과세통계(출처:국세청 통계기획팀)
(1)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 명, 억 원)

연도

피상속인수

상속세과세가액

과세표준

2006

2,221 22.3%

42,442

2007

2,063

-7.1%

56,394 32.8%

36,167 44.1%

11,665 53.9%

2008

3,997 93.7%

72,740 28.9%

44,133 22.0%

13,328 14.2%

2.6%

25,104

결정세액
7,575

-5.1%

4.4%

*2008년 기준으로 국세 총합계 1,575,286억원 중에서 상속세는 0.75%,
내국세 1,365,563억 원 중에서 상속세는 0.86%의 비중을 차지함
*비율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율을 표시함
(2)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피상속

상속재산

피상속

상속재산

총결정

피상속

상속재산

인수

가액

인수

가액

세액

인수

가액

2006

304,215

178,046

2,221

47,363

7,575

301,994

130,682

2007

355,789

211,034

2,603

65,428

11,665

353,186

145,605

2008

383,001

193,625

3,997

86,359

13,328

379,004

107,265

*피상속인 수를 기준으로 과세비율은 2006년 0.73%, 2007년 0.73%, 2008년
1.0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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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구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인원

금액

2006

2,221

40,213

18,398

7,057

5,757

6,479

2,519

2007

2,603

56,394

22,933

12,081

9,315

9,315

3,012

2008

3,997

72,740

29,828

19,776

9,154

10,490

3,492

*2008년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비율은 토지 41.0%, 건물 27.2%, 유가증권
12.6%, 금융자산 14.4%, 기타자산 4.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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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조직현황
국세청조직도

국세청

지방국세청(전국 6개)

세무서(전국 107개)

업무지원팀
징세과

· · · · 일반행정, 행정정보공개 및 전산업무 등 업무전반지원

· · · · · ·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 수납 관련 업무 및 국세 환급금 관리업무
· 납세자 진정 및 고충처리, 과세쟁점자문, 과세전 적부심
사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및 세무상담
과세적부심 심의

민원봉사실

· · · · 사업자 신규등록 및 정정 관련업무, 민원증명서류 발급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 ·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 · · · ·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개인원천세,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소득세 체납관리업무

소득지원계

· · · ·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및 지급(심사)

법인세과

· · · · · · 법인사업자의 세원관리,부가세,원천세업무,체납관리업무

재산세과

· · · · · · 재산세제(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업무,
재산조사업무,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

조사과

· · · · ·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관련 조사업무 및 탈세제보 접수
처리, 세원정보 자료 수집업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 · ·
· · · ·

· · · · · ·

세무공무원 교육 및 훈련, 납세자 무료 교육
국세청 산하 심사청구관련 심리 및 결정
국무총리 산하 심판청구관련 심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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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속세 세무조사
(1)상속세의 세무조사
1)상속세 세무조사 운영절차
상속세 신고서 접수 – 세무관서의 내부 서류 심사(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대사) –
상속세 조사대상 분류 – 상속세 조사 실시 – 상속세 부과결정 – 상속세 사후관리
2)상속세 조사시 중점 조사사항
①차명재산 은익 유무 확인
②고액 부동산 처분 후 처분대금 은익 여부 확인
③상속개시전 분산 출금한 예금의 사전 증여 여부
④부채의 가공 또는 과대계상 여부 확인
⑤허위의 자금출처 증빙서류 확인
⑥제3자간 중간 개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여부 확인
⑦사전증여 관련 금융거래 확인(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피상속인 예
금)
⑧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후 처분 재산 여부 확인
⑨상속인 직업, 소득 등과 상속세 납세자금 출처 확인
(2)상속세 결정 현황(2008년)
1)신고현황
①상속세 신고건수 : 3,703명
②상속세 납부세액 : 12,602억원
2)결정현황
①상속세 과세건수 : 3,997명
②총결정세액 : 1,332억원
③가산세 : 902억원
④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현황
ⓐ토지 : 2,983억원
ⓑ건물 : 1,978억원
ⓒ유가증권 : 915억원
ⓓ기타 : 3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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