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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1.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Wisconsin Supreme Court 
Case :  Accept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for Sentencing 
State v. Loomis,

881 N.W.2d 749 (Wi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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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Tax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 사례로서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를
Robot Tax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사례임

다만, 해당 조세특례 축소는 전반적으로 조세특례를 재정
비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Robot Tax와 전혀 관련이 없음

-R&D,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조항을 축소하는 목적
이 Robot 때문이라면 Robot Tax가 될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저널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지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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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봇세(Robot Tax) 의 개략적인 구성 방향2. 로봇세(Robot Tax) 의 개략적인 구성 방향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식-생각-동작 패러다임(the“Sense-Think-Act ” Paradigm)의 반영 결과물

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1/3)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1/3)

로봇에 대해서 별도 과세 필요 소득과세 유형
-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

거래 및 자산과세 유형
- 취득세(거래세적 성격 혼합)

- 등록면허세
- 재산세

1 2-1

2-2

로봇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생산수단인 자산으로서 로봇이
가지는 가치의 거래, 보유과세

2-1) 소득과세 체계 활용 여부 검토

2-2) 거래세 및 재산세 체계
활용 여부 검토

두 가지 유형의 과세방식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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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2/3)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2/3)

소득과세 체계에 따른 흐름
- 법인세

- 소득세(사업소득)
법인세 과세

소득세(사업소득) 과세

3-1 3-1-1

3-1-2

로봇에 대해서 세법상 간주된
법인격이 있다고 하여 접근

생산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소득세 과세 체계 내에서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비용공제 제한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Robot Tax인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돌아가게 됨

① 소득세(사업소득)으로 접근하는 경우(3-1-2)에는
고용 없이 지능형 로봇을 활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를 별도로 설정할 사유가
사라짐 (다른 생산수단을 이용한 과세 체계 활용 / 세정상의 효과성 및 효율성)

② 로봇을 생산 또는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적정 고용인원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응 체계로 접근
• (세율 조정 : 예시) 적정 고용 인원을 설정한 후, 적정 고용 인원 대신 로봇을 사용 시에는 추가 세율

적용
• (비용공제 부인 : 예시) 적정 고용 인원을 설정한 후, 감가상각비용 부인 방식 등
③ 결과적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는 로봇세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됨
• 로봇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고자 한다면, ‘법인＇과세 방식이 오히려 차후 E-personality 제도 체계와

부합

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3/3)3. 로봇세(Robot Tax)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논의 흐름 (3/3)

거래 및 자산과세 체계에 따른 흐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취득세 / 등록면허세
- 거래세/자산과세 형태 혼합

재산세
- 자산의 보유과세

3-2 3-2-1

3-2-2

취득세의 경우, 현재 기계장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고려

등록면허세의 경우, 취득세의
기계장비 이상의 범위 포함

재산세 과세 범위 확대 (로봇 추가)로
매 과세연도 재산가치 평가 필요

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거래과세>(3-2-1)에서는
• 기계장비(취득세), 기계장비, 특허권, 영업권 등(등록면허세)와 같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과세하도록 범위가 일부 확장되어 있으나, 
•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를 하려면, 등기/등록 등을 전제하고 있거나(등록면허세), 재산의 취득(취득세)이

필요함

② 재산세<자산의 보유과세>(3-2-2)에서는
• 재산세의 과세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며(현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위주)
• 매 과세연도 재산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잔존함(수익창출금액 Base로 하는 평가 체계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제도 체계 존재(M&E Tax, 日本 固定資産稅)

해당 내용의 기본적인 전제

Robot은 별도의 인격이 성립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단순
생산수단(자산)으로만 취급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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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을 토대로 한 세제 활용 및 체계 구성1. 법인세법을 토대로 한 세제 활용 및 체계 구성

세법상 법인격에 관한 논의 필요

채택가능한 유사 과세 체계 (1) :
도관과세 방식 채택 - 연결납세

(법인세법 제76조의8)
(법인세법 제51조의2)

1 2-1

채택가능한 유사 과세 체계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

2-2
세율 설정의 문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 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체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2-3

3

추가 과세
세율10% 등

일반소득세율
적용 영역

미국 신탁법과 같이 접근하는 방식
(신탁재산 = Taxable Unit)

신탁은 기본적으로 수익자에게 배분한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형태 = 2-1과 연결 (세법 설정에 따라 Corp. / Partnership 
취급 가능)
로봇을 신탁재산과 같이 Taxable Unit으로 취급하되, 도관과세
부정할 것인지?

세율 구간 세분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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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Tax에 대한 제도/시스템 구성 방향

소득과세(법인세, 소득세) 방식의 관점

Robot의 전방위적 사용

수익 증가 / 비용 감소

과세소득 증가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세분화

Robot에 대한
별도의 소득과세 체계
(Ring-Fencing Regime)

법인세법
제55조의2

Type

일반 세율
구조의 누진세 체계 강화

소득세율 / 법인세율
누진세율 구조)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
세분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32

Type

거래 및 재산(보유)과세 방식의 관점

Robot의 전방위적 사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념 정의 요청의 경우 (타 법률 체계화)

해당 법률 근거 사항에 따른 과세대상 추가 등 체계화 필요

Benefit Principle에 근본적으로 기초
(Public System Use / Market Link)

거래 단계 과세
Type

등록
면허세 취득세

재산의 보유 단계 과세
Type

소득과세와

)

1

2-2

2-3 2-4

내재적 소득
(Imputed 
Income)
구성
Type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따른 Smart Machine 化 고려

지능형
로봇에
과세

기계장치
및 설비에

과세

재산세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은 ‘단체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

- 다만, ‘법인＇은 법으로 인정한 인(人)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① 앞서 살펴보았던..미국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급 방식에 대한 생각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파트너십 과세 방식(동업기업의 경우), 집합투자의 경우
 단체성에 기초한 법인세를 빌리고는 있지만, 투자재산에 가까운 상황 (Special Purpose Company)의 실제 운용

구조 생각

③ (법인의 단체성에 기초하여 유도하는 방식 예시 ) Robot이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 or 특정 매출에서
고용 인원이 일정 인원 수 이하인 경우
 Robot을 출자자산으로 하는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 (1인 회사형 단체 설립 강제)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1/3)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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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내국법인(완전子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母법인)  지방국세청장 승인으로 연결납

세방식 적용 가능함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2/3)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2/3)

- 법인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집합 투자를 위한 ‘Investment Scheme’으로, 본연의 실체가 있는 것

이 아닌 법으로 인정되어 Taxable Unit이 되는 구조임

- 그러한 이유에서 완전지배효과(완전자회사)가 있거나, 특정한 목적에서 법인이 수익 대부분을

배당해버리는 구조를 가진 법인(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배

하는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임

- 그렇다면, Robot이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를 가진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국

도관과세의 법리나 연결납세의 법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됨 굳이, 개별적인 Taxable Unit을

설정할 이유가 사라지게 됨

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3/3)2. 세법상의 법인격에 대한 검토와 과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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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

- 로봇이 가치창출하는 부분과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가치창출하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 분리예시) 미환류소득과 유사하게 인위적인 산정방식 체계를 활용해본다고 한다면,

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3. 과세 방식(1 or 2) : 유사과세 체계 활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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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주거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과세하는

논리 구조임

- 지능형로봇에 대체하여 접근해본다면, 인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지출 금액만큼을 경제적 수익으로 산정하여 내재적 소득이라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

- 굳이 세제 내에 복잡한 장치를 구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봇을 이용한 24/7 생산 또는 서비

스 구조가 형성되면 감가상각에 따른 상쇄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

조임

-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제도 장치와 구조를 채택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별도로 구현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짐

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4. 과세 방식(3) : 내재적 소득(Imputed Income)의 익금산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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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가정이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 형성되는 구조라고 볼 여지도 있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함

- 다만, 지출 측면에서 복지체계(예를 들면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를 보완하는 장치로 해당

재원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별도로 설명할 여지가 있음

5. 지능형 로봇 사용에 대한 소득과세와 세율 세분화5. 지능형 로봇 사용에 대한 소득과세와 세율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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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nefit Principle에 따른 과세 고려1. Benefit Principle에 따른 과세 고려

- 간략하게 말하자면, 제도와 제도를 운영하는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따라 형성된 경제환경 등을

통해 Benefit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Tax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임

- 그렇다면, 현재 지능형로봇법이 단순한 산업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해당 대상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갖춘 법률로 확장하여 개편되고, 이에 맞춘 제도 환경 형성과 과세를 연결하는 논리도

제시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구조에서 일정의 자산대장을 통해 보유과세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한편, 지능형 로봇은 앞서 설명한 ““인식-판단-동작”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는데, 동작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어느 지리적 지역이 특정될 수 있음

2. 현행 과세대상과의 중첩관계 고려2. 현행 과세대상과의 중첩관계 고려

-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 항공기, 선박 + 자동차(자동차세)

- 지능형 사물(기기)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용으로 쓰이는 자산 중 지능형 사물 중 과세대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누어지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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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2M Network와 모든 사물의 스마트化3. M2M Network와 모든 사물의 스마트化

- “인식-판단-동작”패러다임(the“Sense-Think-Act ” Paradigm)을 고려하면서,

-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M2M Network)도 감안하여 보면,

- 모(母) 인공지능 시스템(Mother AI System)에서 지시한 명령이 Smart 사물(기기)를 통해 특정 지역

에서 구현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미국 연방주들 중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체계(Taxation on Machinery &

Equipment)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정자산세에서 사업용 유형감가상각자산을 고정자산세 과세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각종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항공기, 대형특수자동차,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모두 포섭됨

[감가상각과세대장(償却資産課税台帳)에 등록하여 관리]

-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

- 혁신의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 on Innovation)가 거래비용 증가로 위축되는 문제

- 지능형 로봇법이 현재의 산업 촉진과 윤리 체계 구현 등 수준이 아니라, 지능형 로봇을 관리하는

체계까지 담은 법률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지고 있음

4.  거래과세 및 자산과세에서의 한계4.  거래과세 및 자산과세에서의 한계

- 미국에서 M&E Tax(재산세)가 과세되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비교한 연구 사례 : 재산세 부

담이 줄어든 만큼 그 조세비용에 따른 금액이 고용효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 한편, 신규고용에 따른 효과가 새로운 생산설비 투자보다 생산효용이 일반적으로 낮고, 이미 자

동화된 산업체계 때문에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고용 유도 현상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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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 Tax에 대한 제도/시스템 구성 방향

소득과세(법인세, 소득세) 방식의 관점

Robot의 전방위적 사용

수익 증가 / 비용 감소

과세소득 증가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세분화

Robot에 대한
별도의 소득과세 체계
(Ring-Fencing Regime)

법인세법
제55조의2

Type

일반 세율
구조의 누진세 체계 강화

소득세율 / 법인세율
누진세율 구조)

법인세
누진세율

구조
세분화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32

Type

거래 및 재산(보유)과세 방식의 관점

Robot의 전방위적 사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념 정의 요청의 경우 (타 법률 체계화)

해당 법률 근거 사항에 따른 과세대상 추가 등 체계화 필요

Benefit Principle에 근본적으로 기초
(Public System Use / Market Link)

거래 단계 과세
Type

등록
면허세 취득세

재산의 보유 단계 과세
Type

소득과세와

)

1

2-2

2-3 2-4

내재적 소득
(Imputed 
Income)
구성
Type

사물인터넷 등 네트워크 인프라에 따른 Smart Machine 化 고려

지능형
로봇에
과세

기계장치
및 설비에

과세

재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