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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개요
스위스는 작은 정부, 낮은 세금 및 관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 적용되
는 낮은 세율은 국제 기업들이 스위스에 진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낮은 세율 
이외에도 스위스가 기업에 인기 있는 소재지로 꼽히는 데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이 있
습니다. 여기에는 당국과 기업간의 효율적인 협력, 광범위한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낮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5월 19일, 스위스 의회는 세제 개혁 및 AHV 재정(TRAF) 관련 연방법을 66.4%
의 과반수로 채택했습니다. TRAF의 채택은 스위스의 과세 제도가 현대화되었으며, 국
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세 제도와 일치하는 매력적인 과세 환경을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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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프로그램

유럽의 법인소득세
Worldwide Tax Summaries 2019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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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는 동산(動産), 백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스위스 복
권 당첨, 특정 보험금에 대해 직접 징수되는 연방세입니다. 

• 스위스는 증권 발행 및 거래에 대하여 법적 세금의 형태로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첫째, 신규 발행 증권에 대한 인지세는 
발행 증권과 주식에 대해 부과됩니다. (1백만 스위스프랑 이
상) 둘째, 거래세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 거래시 부과되며, 이
는 증권 거래자가 계약 당사자 또는 중개인으로 참여하는 경
우에 적용됩니다. 그룹 내부 구조조정 적격성에 대해서는 예
외가 있습니다. 
 

• 스위스의 재정 수입 쿼타는 27.9%로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사회 보장을 포함한 세금 재정의 GDP 비
중)

스위스의 세금 제도
• 스위스의 세금 제도는 연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과

세가 연방(국가), 주(칸톤)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위스 기업에 적용되는 유효 세율은 주마다 다릅니다. 최저 
세율은 11.91%이고, 평균 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스위스
는 국제 기준 대비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 연방 수준에서는 8.5%의 법정 세율이 기업 및 협동조합에 적
용되며, 협회, 재단 및 기타 법인과 투자 기금에는 4.25%의 세
율이 적용됩니다. 

• 여러 이중 과세 방지 협약(DTA)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과 법인에 이중 과세가 발생하
지 않습니다. 현재 100건이 넘는 DTA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 스위스의 VAT는 7.7 %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 안정적인 정치 환경은 세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기업이 장기 계획을 수행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과세 당국과 기업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해 복잡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과세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스위스는 사전 과세 통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의    
(재정적) 법적 자격에 대한 당국의 사전 확인입니다. 사전 과
세 통칙 표준 관행은 기업이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가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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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부가가치세(VAT)
Worldwide Tax Summaries 2019 유럽국가 비교에 따른 VAT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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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정 수입 쿼타
2018년 재정 수입 및 사회 보장의 GDP 기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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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스위스는 지주, 관리 및 혼합 
기업의 특권을 갖추었던 이전의 시스템을 새로운 규정으로 대
체했습니다.

스위스는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조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여 기업의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세 개혁의 목적은 국제적 발전을 고
려하면서 스위스의 조세 제도를 현대화하고 장기적인 국제 경
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9일 스위스 유권
자의 과반수 이상인 66.4 %가 STAF를 승인한 후, 2020년 1월 1
일 연방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개혁은 칸톤, 즉 스위스의 
주(canton) 차원에서도 시행됩니다. 칸톤 시행령 또한 2020년 
1월 1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TRAF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허 박스: OECD 규정과 일치하는 특허 박스는 특허 및 유사
한 권리로(예: 특허 라이선스 수입) 인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우호적인 과세를 적용합니다. 

• 연구 개발 비용 공제 증가: 칸톤에서는 연구 개발 비용 투자 지
향 특별 공제로 특허박스(patent box)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감면 특허 박스를 통한 소득세 감면과 R&D 지출 공제는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두 가지 세율 해법/구 법령에 따른 단계적 상승: 많은 주(州)
에서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잠정적 해결책은 
조세 특혜를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동안 세금의 
부담은 현재의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함을 뜻합니
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州)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세율을 낮
출 수 있는 권한은 주정부에 있습니다. 여러 주(州)는 이미 효과
적인 전반적 세금 부담 수준인 13% 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州 및 지방자치단체 세금). 칸톤 및 공동체 차원에서의 
세율 인하를 여러 칸톤, 즉 스위스의 각 주(canton)에서 계획 중
이거나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칸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AF의 핵심 요소와, 여타 지역에 비
해 법인 소득세가 낮은 이점으로 스위스에서 운영되는 기업은 
국제 경쟁 프레임 워크 조건의 혜택을 확실히 계속 누릴 수 있
습니다.

특허 박스 OECD 표준
OECD는 2015년 10월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 특허 박
스 미래 표준 한도 협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Nexus 접근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협정은 지적 재산
을 통해 창출된 수입의 상당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기본 연
구개발의 주요 부분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세금 우대가 적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우대는 연구 비용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해당 
국가 또는 주(州)는 경제적 실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는 이러한 지침 하에서 최대로 사업 친화적인 특허 박
스를 설계했습니다.



최근 현황
•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윤을 줄이고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윤을 이동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인
세 관련 국제 규칙을 정의하기 위해,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15 조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룹
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소위 마스
터 파일(Master-File)과 로컬 파일(Local File)을 각 국가의 세
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에는 초 국가적 가치 
사슬의 그룹 전체 구조, 기능 및 위험성 분포, 가격 산정 방법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CHF 9억 이상인 
그룹의 경우, 스위스의 그룹 모회사는 매출, 이익, 직원 수, 세
금 납부 등과 같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국가별 보고 (CBCR-
Country-by-Country-Reporting)를 각각의 상주 국가 세무 당
국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제적 정보 교환을 통
해 이를 외국의 세무 당국에 전달합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스
위스에서의 지역 경제 실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당국 및 규제 기관
스위스 연방 조세부

estv.admin.ch

국제 금융 문제

담당 사무국 SIF

sif.admin.ch

스위스 연방 재무부

efd.admin.ch

협회 및 네트워크
스위스 연방 세무국  
(Swiss Tax Conference)

steuerkonferenz.ch

스위스 재무 이사 컨퍼런스

(Conference of the Swiss Financial

Directors)

fdk-cdf.ch

PwC: 법인세 및 세금 구조 
pwc.ch

OECD: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www.oecd.org/tax/beps

혁신 및
신생기업 자금 조달
agire.ch

swissparks.ch

technopark-allianz.ch

간행물 
PwC: World Tax Summaries Online 
taxsummaries.pwc.com

SIF: 법인세 과세 / BEPS 
sif.admin.ch

S-GE 리소스
투자자를 위한 핸드북 
s-ge.com/handbookforinvestors

이 보고서는 PwC 스위스 (www.
pwc.ch)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
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추천의 글

‘스위스에 자리를 잡는 기업들은 스위스 당국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좋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
습니다. 세금 당국과 기업 간의 협력이 뛰어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사전 과세 통칙 제도는 세금 문제에 대한 법적인 
예비 평가로서, 기업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스위스의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 안전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안전성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테판 슈미드 STEFAN SCHMID

세금 및 법률 서비스 파트너, PwC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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