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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번역문

第二章 遺產稅之計算
第十三條

제2장 유산세 계산

(稅率)

제13조 (세율)

遺產稅按被繼承人死亡時，依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本法規定計算之遺產總額，減除

때에 이 법이 규정하는 유산총

第十七條、第十七條之一規定之

액으로 계산하며, 제17조·제17

各項扣除額及第十八條規定之免

조의1이 규정하는 각 항 공제액

稅額後之課稅遺產淨額，依下列

및 제18조가 규정하는 면세액을

稅率課徵之：

공제한 뒤 과세하는 유산 순액
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징수한
다.

一、五千萬元以下者，課徵百

1. 5천만 위안 이하인 경우

分之十。

에는 100분의 10을 징수
한다.

二、超過五千萬元至一億元

2. 5천만 위안을 초과하고

者，課徵五百萬元，加超

1억 위안 미만인 경우에

1

過五千萬元部分之百分之

는 5백만 위안을 징수하

十五。

고 5천만 위안을 초과하
는 부분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징수한다.

三、超過一億元者，課徵一千

3.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

二百五十萬元，加超過一

우에는

億元部分之百分之二十。

징수하고 1억 위안을 초
과하는

1,250만

부분의

위안을

100분의

20을 추가로 징수한다.

第十四條

(遺產總額範圍)

제14조 (유산총액 범위)

遺產總額應包括被繼承人死亡

유산총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時依第一條規定之全部財產，及

하는 때에 제1조가 규정하는 모

依第十條規定計算之價值。但第

든 재산 및 제10조가 규정하는

十六條規定不計入遺產總額之財

계산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產，不包括在內。

다만, 유산총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제16조가 규정하는 재산
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第十五條

(視同財產)

제15조 (유산총액 범위)

被繼承人死亡前二年內贈與下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

列個人之財產，應於被繼承人死

에 아래의 개인에게 증여한 재

亡時，視為被繼承人之遺產，併

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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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其遺產總額，依本法規定徵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稅：

유산총액에 산입하고, 이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一、被繼承人之配偶。

1. 피상속인의 배우자

二、被繼承人依民法第一千一

2. 피상속인에 대하여 민법

百三十八條及第一千一百

제1138조와

四十條規定之各順序繼承

규정하는 각 순서에 따른

人。

상속인

三、前款各順序繼承人之配

제1140조가

3. 각 관의 각 순서에 따른

偶。

상속인의 배우자

八十七年六月二十六日以後至

87년 6월 26일 이후부터 앞

前項修正公布生效前發生之繼承

항 개정의 공포 및 효력 발생

案件，適用前項之規定。

전의 기간에 발생한 상속 사건
에도 앞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十六條

(不計入遺產總額)

제16조

左列各款不計入遺產總額：

(유산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

一、遺贈人、受遺贈人或繼承

1. 유산 증여자·유산 수증자

人捐贈各級政府及公立教

·상속인이 각 급 정부

育、文化、公益、慈善機

및 공립 교육·문화·공익·

關之財產。

자선기관에 기부한 재산

二、遺贈人、受遺贈人或繼承

2. 유산 증여자·유산 수증자

人捐贈公有事業機構或全

·상속인이 공유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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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公股之公營事業之財

기구 또는 전부 국가 소

產。

유인 공영사업에 기부한
재산

三、遺贈人、受遺贈人或繼承

3. 유산 증여자·유산 수증자

人捐贈於被繼承人死亡

·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時，已依法登記設立為財

에 법에 따라 등기 설립

團法人組織且符合行政院

한 재단법인이면서 행정

規定標準之教育、文化、

원이 규정하는 교육·문

公益、慈善、宗教團體及

화·공익·자선·종교단체

祭祀公業之財產。

및 제사 공공사업에 부
합하는

조직에

기부한

재산
四、遺產中有關文化、歷史、

4. 유산 가운데 상속인이

美術之圖書、物品，經繼

세무조사·징수 주무기관

承人向主管稽徵機關聲明

에

登記者。但繼承人將此項

문화·역사·미술 관련 도

圖書、物品轉讓時，仍須

서·물품. 다만, 상속인이

自動申報補稅。

이 항의 도서·물품을 양

공표하고

도하는

때에도

자진신고하고

등기하는

여전히
추가적으

로 납세하여야 함.
五、被繼承人自己創作之著作

5. 피상속인이 스스로 창작

權、發明專利權及藝術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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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발명특허권

品。

및 예술품

六、被繼承人日常生活必需之

6. 피상속인의 일상생활 필

器具及用品，其總價值在

수 도구 및 용품 가운데

七十二萬元以下部分。

총가치가 72만 위안 이
하인 부분

七、被繼承人職業上之工具，

7. 피상속인이 직업상 사용

其總價值在四十萬元以下

하는 도구 가운데 총가

部分。

치가 40만 위안 이하인
부분

八、依法禁止或限制採伐之森

8. 법에 따라 채벌을 금지

林。但解禁後仍須自動申

하거나 제한하는 삼림.

報補稅。

다만, 금지가 해제된 뒤
에는 자진신고하고 추가
적으로 납세하여야 함.

九、約定於被繼承人死亡時，

9.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給付其所指定受益人之人

에 지급하도록 수익자가

壽保險金額、軍、公教人

지정된 생명보험 금액·

員、勞工或農民保險之保

군인보험·공교육자보험·

險金額及互助金。

노동자보험·농민보험의
보험금 및 공제금(共濟
金)

十、被繼承人死亡前五年內，

10.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

繼承之財產已納遺產稅

년 안에 상속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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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

유산세를 납부한 재산

十一、被繼承人配偶及子女之

11.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原有財產或特有財產，經

자녀가 등기하였거나 사

辦理登記或確有證明者。

실증명을 하여 원래 가
지고 있던 재산이나 고
유 재산

十二、被繼承人遺產中經政府

12. 정부가 대중 통행로 용

闢為公眾通行道路之土地

도의 토지 또는 그 밖의

或其他無償供公眾通行之

공공 통행로 용도의 토

道路土地，經主管機關證

지에

明者。但其屬建造房屋應

주무부서가 증명한 피상

保留之法定空地部分，仍

속인의 유산. 다만, 그

應計入遺產總額。

토지가 주택건설에 속하

일부를

편입하여

는 경우 법적으로 공터
인 부분은 여전히 유산
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十三、被繼承人之債權及其他

13. 사실증명을 수취하거나

請求權不能收取或行使確

행사할 수 없는 피상속

有證明者。

인의 채권 및 그 밖의
청구권

第十六條之一

(不計入遺產總

제16조의1 (유산총액에 산입하

額)

지 아니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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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贈人、受遺贈人或繼承人提

유산 증여자·유산 수증자·상속

供財產，捐贈或加入於被繼承人

인이 재산을 제공하거나, 기부하

死亡時已成立之公益信託並符合

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左列各款規定者，該財產不計入

이미 아래의 각 관 규정에 부합

遺產總額：

하는 공익 신탁에 가입한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은 유산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一、受託人為信託業法所稱之

1. 신탁업법이 신탁업이라고

信託業。

일컫는 수탁인

二、各該公益信託除為其設立

2. 설립 목적상 사업 운영에

目的舉辦事業而必須支付

필수적으로 지급하는 비

之費用外，不以任何方式

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방

對特定或可得特定之人給

식이든지 개인에게 특별

予特殊利益。

이익을 특정하거나 특정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
하는 각 해당 공익 신탁

三、信託行為明定信託關係解

3.

신탁행위가

신탁관계의

除、終止或消滅時，信託

해제·정지·소멸을 명확하

財產移轉於各級政府、有

게 정하는 때에 각 급 정

類似目的之公益法人或公

부·유사 목적의 공익법인

益信託。

·공익신탁에 양도된 신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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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七條

(扣除額)

제17조 (공제액)

左列各款，應自遺產總額中扣

아래의 각 관은 유산총액 중

除，免徵遺產稅：

에서 공제하고 유산세 징수를
면제하여야 한다.

一、被繼承人遺有配偶者，自

1.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배

遺產總額中扣除四百萬

우자가 있는 경우, 유산

元。

총액 가운데 400만 위안
을 공제한다.

二、繼承人為直系血親卑親屬

2. 상속인이 직계혈족 비속

者，每人得自遺產總額中

인 경우, 각 사람은 유산

扣除四十萬元。其有未滿

총액 가운데 40만 위안

二十歲者，並得按其年齡

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距屆滿二十歲之年數，每

중에서 만 20세가 되지

年加扣四十萬元。但親等

아니한 자는 만 20세가

近者拋棄繼承由次親等卑

되기까지 햇수에 따라 매

親屬繼承者，扣除之數額

년 40만 위안을 추가로

以拋棄繼承前原得扣除之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數額為限。

친족 중 가까운 자가 상
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의 비속인 자가 상속하는
경우, 공제 금액은 상속
을 포기하기 전에 원래
공제 가능하였던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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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한다.
三、被繼承人遺有父母者，每

3. 피상속인에게 남겨진 부

人得自遺產總額中扣除一

모가 있는 경우, 매년 유

百萬元。

산총액 가운데 100만 위
안을 공제받을 수 있다.

四、第一款至第三款所定之人

4.

제1관에서

제3관까지가

如為身心障礙者保護法第

규정하는 자가 심신장애

三條規定之重度以上身心

자 보호법 제3조가 규정

障礙者，或精神衛生法第

하는 중등도 이상의 심신

五條第二項規定之病人，

장애자이거나 정신위생법

每人得再加扣五百萬元。

제5조제2항이 환자로 규
정하는 경우, 각 사람은
500만 위안을 추가로 공
제받을 수 있다.

五、被繼承人遺有受其扶養之

5.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형

兄弟姊妹、祖父母者，每

제자매·조부모가

남겨지

人得自遺產總額中扣除四

는 경우, 각 사람은 유산

十萬元；其兄弟姊妹中有

총액 가운데 40만 위안

未滿二十歲者，並得按其

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

年齡距屆滿二十歲之年

당 형제자매 가운데 만

數，每年加扣四十萬元。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
는 만 20세가 되기까지
햇수에 따라 매년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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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六、遺產中作農業使用之農業

6. 유산 가운데 농업에 사용

用地及其地上農作物，由

하는 농업용지 및 그 밖

繼承人或受遺贈人承受

의 농작지를 상속인 또는

者，扣除其土地及地上農

유산 증여자가 이어받는

作物價值之全數。承受人

경우에는 해당 토지 및

自承受之日起五年內，未

농작지 가치 전부를 공제

將該土地繼續作農業使用

한다. 이어받는 자가 이

且未在有關機關所令期限

를 받는 날로부터 5년 안

內恢復作農業使用，或雖

에 해당 토지를 지속적으

在有關機關所令期限內已

로 농업에 사용하지 아니

恢復作農業使用而再有未

하였고 관련 기관이 다시

作農業使用情事者，應追

농업에 사용하도록 명령

繳應納稅賦。但如因該承

한 기한도 아니거나, 관

受人死亡、該承受土地被

련 기관이 다시 농업에

徵收或依法變更為非農業

사용하도록 명령하였으나

用地者，不在此限。

다시 농업에 사용하지 아
니한 정황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복
구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七、被繼承人死亡前六年至九

7.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년

年內，繼承之財產已納遺

전부터 9년 전까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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產稅者，按年遞減扣除百

재산에 대한 유산세를 이

分之八十、百分之六十、

미 납부한 경우 전년 대

百分之四十及百分之二

비 100분의 80, 100분의

十。

60, 100분의 40, 100분의
20을 연간 공제한다.

八、被繼承人死亡前，依法應

8.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納之各項稅捐、罰鍰及罰

에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金。

하는 각 항의 세금·과태
료·벌금

九、被繼承人死亡前，未償之

9.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債務，具有確實之證明

에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

者。

가운데 확실한 증명이 있
는 채무

十、被繼承人之喪葬費用，以

10.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一百萬元計算。

100만 위안으로 계산한
다.

十一、執行遺囑及管理遺產之

11. 상속 집행 및 유산 관리

直接必要費用。

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
용

被繼承人如為經常居住中華民

피상속인이 주로 중화민국 국

國境外之中華民國國民，或非中

경 밖에서 거주하는 중화민국

華民國國民者，不適用前項第一

국민이거나, 중화민국 국민이 아

款至第七款之規定；前項第八款

닌 경우에는 앞 항 제1관에서
11

至第十一款規定之扣除，以在中

제7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華民國內發生者為限；繼承人中

앞 항 제8관에서 제11관이 규정

拋棄繼承權者，不適用前項第一

하는 공제는 중화민국 안에서

款至第五款規定之扣除。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상속
인 가운데 상속권을 포기하는
자는 앞 항 제1관에서 제5관이
규정하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第十七條之一

(配偶剩餘財產

제17조의1 (배우자 잔여재산의

差額分配請求權)

차액 분배를 청구할 권리)

被繼承人之配偶依民法第一千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

零三十條之一規定主張配偶剩餘

1030조의1에 따라 배우자 잔여

財產差額分配請求權者，納稅義

재산의 차액 분배를 청구하는

務人得向稽徵機關申報自遺產總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징

額中扣除。

수 주무기관에 신고하여 유산총
액 가운데 공제받도록 한다.

納稅義務人未於稽徵機關核發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징수

稅款繳清證明書或免稅證明書之

주무기관이 세금납입증명서 또

日起一年內，給付該請求權金額

는 면세증명서를 심사·발급하는

之財產予被繼承人之配偶者，稽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청구권에

徵機關應於前述期間屆滿之翌日

따른 금액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起五年內，就未給付部分追繳應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12

納稅賦。

경우, 세무조사·징수 주무기관은
앞에 서술된 기간이 만료된 다
음날부터 5년 안에 미지급 부분
을 납세하도록 추징하여야 한다.

第十八條

(免稅額)

제18조 (면세금액)

被繼承人如為經常居住中華民

피상속인이 주로 중화민국 국

國境內之中華民國國民，自遺產

경 안에서 거주하는 중화민국

總額中減除免稅額一千二百萬

국민인 경우에는 유산총액 가운

元；其為軍警公教人員因執行職

데 면세금액 1,200만 위안을 공

務死亡者，加倍計算。

제한다. 군인·경찰·공무원·교육자
가 직무 집행 중 사망하는 경우
에는 2배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被繼承人如為經常居住中華民

피상속인이 주로 중화민국 국

國境外之中華民國國民，或非中

경 밖에서 거주하는 중화민국

華民國國民，其減除免稅額比照

국민이거나, 중화민국 국민이 아

前項規定辦理。

닌 경우에는 해당 공제대상 면
세금액을 앞 항의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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