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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T 도입 경과 및 현황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중임
- 2017년 5월 GCC 합의서에 따라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 예정

2. VAT 도입 실무 이슈
- UAE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방 세금절차법을 정비함
- 시행 이래 법의 적용 및 실무사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UAE 부가가치세법 개관
- UAE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수입/수출, GCC 내 거래, 경과규정,
비거주자, 매입자납부제도, 프리존과 지정구역, 회사 인수 합병, 감가상각자산 및 고정자산,
분쟁해결, 구속력있는 사전 유권해석의 여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
정확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앞으로 해결 과제
- UAE의 부가가치세제 시행으로 세수확보, 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단, 사업비용구조 악화, 부가세 환급 관련제도의 미흡성, 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묵과하기 어려움

1. VAT 도입 경과 및 현황
지난 2017년 8월 23일 UAE연방시행법령이 제정되었고 2018
년 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제가 UAE에 도입되
었습니다(cabinet decision no. 52/2017 및 federal decree-law
no.8 of 2017 on value added tax 이하 “부가가치세법”).
이는 2017년 5월, GCC 연합국가들이 “통합 걸프연합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골자에 관한 합의서(이하 “GCC 합의서”)”에 최종
동의함에 따른 것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에 거쳐 각 GCC
연합국가 정부는 이에 근간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하
기로 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2018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였으며,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이 합의서에 근간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및/또는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러나, 카타르는 2019년 내에는 GCC 합의서대로 이행할 수 없
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1)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도입은 그
동안 오일에 의존했던 국가제정에서 벗어나 세제 정비를 통한
다른 방편의 국가수익 개편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이루어졌
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31일 UAE 내각은 부가가치세법

도입으로 거두어들인 세수 약 270억 AED의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간 배분을 두고 연방정부가 30 및 지방정부 가 70의 몫
을 가진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2)

2. VAT 도입 실무 이슈
UAE의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및 시행은 연방 토후
국 출범 이후 첫 번째 세금제도의 도입이었기 때문에 부가가
치세법 도입을 위하여 우선 연방 세금절차법을 정비해야 했습
니다(Federal Law No.7 of 2017 on Federal Tax Procedures
law). 연방 세금절차법에 따라 연방과세당국을 설립하고 과세
의무대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정비한 이후 비로소 부가가치세법
을 제정,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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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부가가치세법은 EU 국가의 관련법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나, 국제거래의 경우 프리존 내 거래, GCC 국가 간
거래, 비거주자의 GCC 내 사업수행, 회사 인수합병과 면세 및
영세율 적용 경계 등을 GCC 합의서에 기반하여 제정, 시행하
였으며, 시행 이래 법의 적용 및 실무사례에 있어 많은 해석
례를 필요로 하는 등 적응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까지는 세금분쟁조정위원회(Tax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TDRC)가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의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
하던 것이 지난 4월 위 TDRC 설립으로 조세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3)
이외에도, designated zones, voluntary disclosures, and
other elements that frequently occur in disputes with
the Federal Tax Authority 등의 이슈에 대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된 이슈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 지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AE의 부가가치세법의 이슈는
아래 3항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3. UAE 부가가치세법 개관4)
A. 재화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재화의 공급장소와 각 공급 당사자들에게 부과된 의무
입니다. GCC합의서에 기초하면 재화의 공급장소란 기본적으
로 공급이 일어나는 때 재화의 소재입니다. 단, 재화의 국제
거래, 물, 에너지, 부동산의 경우 특례규정5)이 적용됩니다.
B. 용역의 공급장소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가 곧 용역의 공급장소로 간주됩니다.
단, 그룹 내 파견과 같은 국제용역제공, 부동산관련용역 및 전
기공급용역의 경우 특례규정6)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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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입
국외에서 UAE 내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었고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

매입자납부규정(Reverse Charge)

우

에 따라 수입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7) 만약 수입자가 납
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당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

매입자 납부 규정
(Reverse Charge)
판매자(매출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게 하는 제도

을 통해 납부하며,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내 수입자의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수입 당시
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만약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다
면 과세당국의 승인과 절차에 따라 세금환급을 통해 매입세액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 수출
수출자 역시 수출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일반
적으로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8) 납세의무자
로 등록된 수출자는

매입세액

으로 매출세액을 상계할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
세기간에 환급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출자의 환급세
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요청하여 현금환급(Cash refund)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비거주자에게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하
는 경우, 해당 용역은 양국 모두에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하여UAE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이 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E. GCC 내 거래
GCC 국가 내 납세의무자와 다른 GCC 국가 내 납세의무자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매입자납부

(reverse charge) 규칙이 적용되어 매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매입자가 납세의무자 대상이
아닌 경우, 수출자는 수입국가에 부가가치세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국가에 연간 공급가치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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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말합니다. 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의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시 매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F. 경과규정
과도기 절차로서 GCC 국가에 모두 전자서비스시스템이 도입
되기 전까지는 다른 GCC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납세의
무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수입으로 간주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자가 다른 GCC 국가
로 공급한 재화는 수출로 간주됩니다.
유사하게 UAE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로 제공되는 모든 재화
를 수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G. 비거주자
UAE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설립된 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 place of establishment
및 fixed establishment는 부가가치세법에 정의되어 있습니
다.9)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UAE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반드시 공급일
로부터 30일 내 납세의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
자가 UAE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세의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납세의무자인 매입자가 매입자납부
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H. 매입자납부제도
매입자납부제도는 과세당국으로의 납세의무를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것입니다.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
면, 공급자는 과세하지 않고 대신에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
세액으로 잡으며, 동시에 매입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즉, 매입자는 공급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급을 받는 것으
로 보일 수 있는데, 환급 가능하다면 net 부가세 효과는 영세
율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고 매입자납부제도
는 단지 부가세를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습니다.
I. 프리존과 지정구역
부가가치세법상 프리존 내 설립 회사는 UAE 내 프리존 밖에

“Designated Zone 이란?”

설립∙ 등록된 회사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

통상 Fenced Free Zone으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상 지정된 구역으로 지정
구역에 해당하는 곳은 UAE/GCC 밖에
있는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세의무자 등록의 핵심이슈는 오히려 해당 회사가 지정구역
(Designated Zone)인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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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지정구역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UAE/GCC
밖에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10) 지정구역으로 분류되려면
지리적으로 담장이 설치되고, 보안관련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
며, 그 지역으로 오가는 재화를 감독하기 위한 세관이 있어야
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구역은 내각 결
정에 따라 정의됩니다(Cabinet Decision No. 59/2017 On
Designated Zones for UAE Federal Decree-Law No
8/2017).
만일 프리존 내 설립 회사가 지정구역 내에 있지 않다면, 수
입품에 스스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고 재화공급의 경우
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공급은 5%
기준 부가세가 적용되며11),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존 내 설립 회사가 지정구역에 포함된다면 수입품
은 면세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구역내 재화공
급시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단, 지정구역 내 사업
중 특정 용역제공에 관해서는 지정구역 외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표 1. UAE 주요 지정구역
아부다비 (Abu Dhabi)
① Khalifa Port Free Trade Zone(Kizad)
② Abu Dhabi Duty Free
③ Khalifa Industrial Zone

두바이 (Duba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Jebel Ali Free zone (north - south)
Dubai Cars and Automotive Zone (DUCAMZ)
Dubai Textile City
Al Quoz Industrial Area Free zone
Al Qusais Industrial Area – DAFZA
Dubai Aviation City
Dubai Airport Free Zone

샤르자 (Sharjah)
① Hamriyah Free Zone
② Sharjah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아즈만 (Ajman)
① Ajman Free Zone

움 알 콰인 (Umm Al Quwain)
① Umm Al Quwain Free Trade Zone - Ahmed Bin Rashid Port
② Umm Al Quwain Free Trade Zone - Sheikh Mohammed Bin Zayed Street

라스 알 카이마 (Ras Al Khaimah)
① Ras al Khaimah Port Free Zone
② Ras al Khaimah Maritime City Free Zone
③ Ras Al Khaimah International Airport Free Zone

푸자이라 (Fujairah)
① Fujairah Free Zone
② FOIZ (Fujairah Oil Industr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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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회사 인수 합병 등
회사 주식 매각은 부가세 제외 대상입니다. 즉, 주식의 인수나
주식의 양도에 부가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자산이 양도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
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양 당사자의 사
업양도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필
요로 합니다.
K. 감가상각자산 및 고정자산 등(Capital Asset)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
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매
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12) 단, 공급받은 물품이 부가가
치세에서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규정에서 정
한 공식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감가상각자산)13).
고정자산(capital asset)14)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5백만
AED 이상(세금 제외), 건물과 같은 경우 10년, 이외 자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를 가지는 경우 단일 항목으로
정의됩니다.
고정자산(capital asset)은 또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장기사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산 또는 투자로 정의됩니다. 이러
한 경우 규정에 따른 관련 기간은 자산의 실제 내용 연수이거
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이동 가능한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경우 6년, 부동산 등에 영구 부착물로써 분리할 수 없는 유형
자산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 분쟁해결15)
UAE 세관당국이 부과한 세금평가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세관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당국의 결정이 나기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는 없으며, 고지
받은 내역의 세금은 납세해야 합니다. 세관당국의 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결정일로부터 20일 내 세금 분쟁 해결위원회(Tax
Disputes Resolution Committe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분쟁 해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부터
20일 내 UAE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해당 절차는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담당 장관은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세관당국
및 납세자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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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속력 있는 사전 유권해석 여부(advance binding rulings)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이 특정한 경우에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계당국의 구속력 있는
사전 유권해석(advance binding rulings)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관련법은 UAE 내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달리 납세의무자는 세관당국
에 그들이 수행하는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경제활동 또는
관련법과 규제가 특정 경우에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에 관
하여 구속력 있는 사전 유권해석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유권해석 결정 요청 시, 공적인 사안 또는 사적인 사안
인지 여부를 특정해야 하며,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이라 하
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상세정보 공개 없이 전자적으로 출판되
도록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관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사전
결정요청 없이도 재량으로 사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세관당국은 해당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에 의해 공적인 사전 결정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사전 유권해석이 없다는 것은 부가가치세제의 정
착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는, 해당 유권해석을 하는 “행정문화”가 전혀 정착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Tax Authority 역량 역시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앞으로의 해결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은 다양
한 긍정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A.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수 확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능
을 하고 있습니다.
B. 기존 주먹구구식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매출에 대해 증빙을 남겨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장부를 준비하고 이를 외부
감사기관 혹은 회계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수반
합니다. 세금 폭탄 혹은 과징금을 부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
도 회사의 재무 및 회계관리는 사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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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와 같은 재무 및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회사 운영의

UAE 부가가치세제 도입의 장단점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회사를 개인 사유물로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 중동지역의 기업문화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

장점

으로 예상합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수익 및 사업자금에 대해
서는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이고, 불법자금의 유통이 상당부
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부정적 측면도 묵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 세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위한 비용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B. 부가세환급관련제도의 미흡과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제도 운영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
다.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경우 패널티 부과 규정을 두고 있고
(내용 상세 각주 참고16)), 부과된 벌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금부과결정 불복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17)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해석기준이 마련되고, 제도가
정비되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부가세와 관
련하여 UAE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C. 해외투자요인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킬 우
려가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와 같이 외국인의 비중이 높고,
GDP의 대부분을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산업구조
에서는 “비과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두바이가 Tax Free
의 이점을 버리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
택”이었는지는 시간이 조금 더 흘러봐야 확인 가능할 것 같습
니다.
UAE는

내각

결정(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31/2019)으로 2019년 4월 30일부터 발효하는 UAE 내 경
제실체규칙(Economic Substance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BEPS에 대한 OECD Inclusive
Framework에 가입하고 최소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으로, 오직 세재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관할
구역으로 법인의 활동을 옮겨 기업구조를 설정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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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수확보
② 투명성 제고

단점
① 비용구조 악화
② 관련제도의 미
흡과 운영 불
투명성
③ 투자 위축

UAE 내 기업은 국내∙ 국외기업을 막론하고 2018년 부가가
치세법 제정 시행에 이은 2019년 경제실제규칙의 제정 시행
까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업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는 그동안의 UAE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것으로 UAE
는 이제 막 국제거래질서와 나란히 어깨를 두고 세계경제질서
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AE 내 기업들은 관련한 내각 결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 시행이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실질적인 대응을
통한 사례축적의 주인공으로 이미 UAE 경제 역사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UAE의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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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able 3 - On the Violations and Administrative Fin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Law No
8/2017 on Value Added Tax
S

Violation

Administrative Fine in AED

1

Failure of the Taxable Person to present the prices including tax.

(15,000)

2

Failure of the Taxable Person to notify the Authority of its
application of the
tax based on the margin.

(2,500)

3

Non-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goods at a specific area or their transfer to
another specific area.

The fine
shall be the
highest amount from (50,000)
or (50%) of the tax, if
any,
imposed on the goods
concerning the violation.

4

Failure of the Taxable Person to issue the tax invoice or the
alternative document upon making any supply.

(5,000) per each tax
invoice or alternative
document.

5

Failure of the Taxable Person to issue the tax credit note or the
alternative document.

(5,000) per each tax
invoice or alternative
document.

6

Failure of the Taxable Person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issuance of the tax invoice and the
tax credit note electronically.

(5,000)

per each incorrect
document.

17) Article 5 – Objection, Cabinet Decision No. 40/2017 On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ax
Laws in the UAE “The Person may object to the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et forth in the Federal Law No. 7/2017 on Tax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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