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

2018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
2018. 10. 24(수) 12:30 – 17:3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초청의 글 / Invitation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은 납세자의 70% 이상이 현재의 높은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신뢰, 그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투
명성이 오늘날 스웨덴을 움직이는 힘이며 그 중에서 스웨덴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자 서비스 기
관으로서 스웨덴 정부기관 중에서도 최고의 투명성과 소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만 해도 스웨덴 국민에게도 국세청은 두려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스웨덴 국세청 역시 납세
자에게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웨덴 국세청은 스웨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뢰도 1위의 국가 기
관이 되었습니다.
그 길고 긴 개혁의 과정에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납세행정을 바로잡고 국민과 좀 더 친화적인 환경으로 거
듭나기 위해 이를 총 기획하고 이끌어 간 두 명의 국세청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 연구소는 이 두 명을 초청하여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된 사회, 권력을 휘두
르던 막강한 권력 기관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 스웨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
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번 행사에 전문가 및 관계자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한국의 조세행정과 납세자와의 소통,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더 다듬고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컨퍼런스 개요 / Infomation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12:30~17:3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
○ 주관 : 한국납세자연맹, 김정우 국회의원
○ 주요내용 : 납세자 서비스 중심의 기관으로 거듭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 사례
납세자 친화적인 소통의 중요성, 한국의 납세자권리 보호 정책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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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시간
개회

시간
내용
13:00-13:10 환영사 및 개회사 (10′)

비고
안더스 스트리드(스웨덴 국세청)
스웨덴 국세청의 조직 문화 개혁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 국세청의 신뢰가 낮은 원인과 개선방안

13:10-14:00 기조강연1 (50′)
1부
(100′) 14:00-14:30 기조 발제 (30′)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조세범죄와 경제사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14:30-14:50 휴식 시간 (20′)
레나르트 위트베이(스웨덴 국세청)
강제집행 전략들: 강제집행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남우진(한국조세신용협회장/세무방송대표)
조세체납자를 중심으로 본 조세행정

14:50-15:40 기조강연2 (50′)

김재철(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이 운영 중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2부
15:40-16:40 패널 발표(60′)
(150′)

폐회

구재이(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위원)
납세자권리에 충실한 세법과 납세자친화적 세정의 중요성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좌장 : 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40-17:10 전체 토론 (30′)
17:10-17:20 질의 응답 (10′)
17:20-17:30 폐회 및 기념촬영 (10′)

❚강의자 소개
￭ 레나르트 위트베이(Lennart Wittberg)

￭ 안더스 스트리드 (Anders Stridh)

1988년에 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국세청 본청에

1990년 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세청 본청에

서 전략기획총괄을 담당했습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굴해 왔으며 특

서 전략가로 일했습니다.
주로 고객응대, 특히 개인과 사업자와의 관계형성에 대

히 국세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OECD,

해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및 기타 단체와의

EU 등 국제기구내에서 국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습니다.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국세행정과 납세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가신청
- 참가신청 마감은 10.18(목) 18:00이며 이후 취소 요청 등에 따라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팩스로 신청하실 경우, 본 양식 작성 후 팩스번호
02-736-1931로 발송하시고 확인문자 (010-3922-1940) 바랍니다.
- 참석 인원별로 각자 신청을 해주시고 단체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02-736-1086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최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

주관

한국납세자연맹, 김정우 국회의원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 연구소’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스웨덴 현지에 2018년 8월 설립한 스웨덴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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