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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  징수한다

-서울시,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522명 일제조사 실시

-지 까지 39명 1억8천만원을 징수,246명에 한 해외주소지 확보

-246명 우선,33명에 해서납부 구문 행정제재통보EMS발송

-재외국민재등록정보와출입국실시간 황도확보,해외도피자끝까지추

□ 서울시는 고액의 세 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이 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 다고 밝혔다.

□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최고액

체납자는 국 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조사 상 최 액 체납자는 지

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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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국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에서 지 까지 39명에

해 그간 1억8천만원을 징수하 으며, 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46명의 해외거주지 분석하여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외교통상부 해외공 을 통하여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 구하기로 하 다.

<해외거주자의 세 체납, 납부의식 결여가 주요 원인> 

□ 행 이민제도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세 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는 이민을 할 수 없으나,이민신고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국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 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로 체납이 발생한다.

□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와

추심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나,처음부터 세 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146명 로 60%, 캐나다는 52명>

□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에 한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으로 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52명,호주 18명,일본 12명,독일․스 스 등 기타 국가

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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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재외국민 등록자 246명 가운데 체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

는 미국은 로스엔젤 스 72명,뉴욕 20명,시카고 등 기타 도

시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권자로서 지에서 외

국인등록번호를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악 다.

○ 체납 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9명으로 92억원을 체납

하여 체 체납 액 207억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으며,1

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자는 56명 37억원이다.

○ 해외거주체납자 522명의 해외거주 형태로는 지 이민자가 254

명,국외 이주자가 193명,국 상실 말소자가 74명이며,이 에

서 국 상실 말소자는 외국국 을 취득하고 있다.

<표-1>국외거주체납자 거주국별 황

(단 :명/백만원)

합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기타국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52220,712146 4,653 52 2,608 18 890 12 154 29412,407

<표-2>국외거주체납자 체납 액별 황

(단 :명/백만원)

합계 1억원 이상 1억원~5천만원 5천만원~1천만원 1천만원 미만

인원 액 인원 액 인원 액 인원 액 인원 액

522 20,712 39 9,277 56 3,769 315 6,902 112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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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자 피난처가 없음 실 > 

□ 서울시는 해외주소지로 1차 납부 구하는 33명에 한 재외국민 등

록 정보와 해외우편물 추 정보(우체국 EMS 행방정보)를 바탕으

로 납부 구문 발송후 우편물 수령자 정보를 통해 확보한 해외 화번

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납부독 ,징수할 정이다.

○ 이번에 우선 으로 발송하는 33명의 체납액은 12억5천만원으로

이 에서 미국 거주자는 21명 체납액 10억원,캐나다 거주자는

6명 1억 2천만원,스 스(3명)․뉴질랜드(2명)․호주(1명)등

3개국 거주자는 6명으로 체납액 1억3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 이들은 주로 2011년도에 부과된 세 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2010년도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로서 신고된

해외주소지에 부분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납부 구문

발송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서울시는 상하고 있다.

□ 한,이들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상하여 부동산, 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보유 여부

도 수시 조사 하는 등 끝까지 추 ,압류와 추심 공매를 통하여 징

수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 외국국 을 취득한 해외거주체납자가 국내 입국후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 국내재산을 취득하거나, 주권을 취득한 해외거주체납자

가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할 목 으로 법무부에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취득 후 국내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이 부분에

한 정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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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서울시는 33명 이외에 거주여부가 불명한 나머지 해외거주

체납자 에도 일부는 지공 에 주소지 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외교통상부 조를 받아서 해외거주체납자의 재외국민거주지 재등록

정보를 수시 조사하고,법무부의 조를 받아 출입국 실시간 정보도

확보하여 출국 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522명의 해외거주자 에서 출국 지 상에 포함되는 5000

만원 이상 체납자는 95명 체납액 130억원으로 이들에 한 입국

여부를 실시간 조사하여 입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출국 지도 실시

하고 있다.

□ 이외에도,서울시는 향후에 해외 지출장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

활동규모를 조사하고 체납자 직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도시내에서 한인의 권리보호 등을 하여 조직 으로 활동

하고 있는 한인회나 재외동포재단의 조를 받아서 체납자의 경제

활동 내용과 거주지 등 활동정보를 지출장을 통하여 조사하고

○ 특히 번에 국제우편 발송하는 33명 에서 일부는 해외에서

납부 구문 우편물 수령후 회피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단하고 이들에 하여는 특별 리자로 분류후

지 출장시 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권해윤 38세 징수과장은 “해외거주체납자가 보유하는 해외재산에 하여

국내법을 지에 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국내에서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효율 인 징수방법을 계속 으로 발굴하여 해외

도피성 체납자에 해서도 끝까지 추 하여 반드시 조세정의를 구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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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해외거주체납자 추 징수 출국 지 사례>

○ 건설사업을 했던 장00는(60세)2008년 4월에 부과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건 6천8백만원을 체납하고 2008년 9월에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로

5년간 한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내 출입국 사실도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2011년 12월 법무부에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실시간 통보 요청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후 입국한 체납자의 입국신고서 정보를 인천공항출입국

사무소로부터 확보후 입국시 체납자가 신고한 한국체류지 정보(서울 송 구

00동 00아 트 동 미기재,호수만 기재)에 나타난 주소지 10개동 동일

호수를 일일이 방문조사하여 체납자를 당일에 면담,외국인 출국정지 통보후

즉시 1천만원을 징수하 으며 분납계획을 받았다.

○ 체납자인 홍00(83세)는 2010년 12월 충북 진천에 있는 토지를 매매 양도후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 1건 1천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호주로 출국

지이민 거주하고 있었으며,국내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못하

고 있었으나 2012.5월에 체납자 융재산 조사를 실시하던 00은행에 체납

자가 최근에 개설한 계좌를 발견 후 즉시 압류 조치하 다.

그 후 호주에 거주하던 체납자가 국내 지인을 통하여 입 받은 액을 인출코자

00은행과 국제 화로 상담하던 서울시에서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체납자로부터 국제 화 수신,납부상담하여 체납액 1천만원 액을 징수하 다.

○ 2001년 1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건 9천7백만원을 11년간 체납한

임00는(69세)국 상실 말소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 출입국을 빈번하게 하는 을 추 조사한 바,국내에서 아들 명의로 무

역업을 실질 으로 하며 로00(주)회사명의로 외제차와 에쿠스를 취득

하고 활동하고 있음이 포착되어,2012.7월 외국인체납자 출국정지 조치를

취해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