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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5%에서 15%로 부가가치세를 인상
사우디(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 7월 1

왔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저유가 기조가

일부터 5%였던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하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

다. 사우디 정부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코로나

기고, 에너지 의존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19(COVID19)로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

다각화 재원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에 베푸는 정

이 증가하는 중에 유가하락으로 정부 수입이 감소

부에 익숙했던 국민정서와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함에 따른 조치이다. 사우디 재무부 장관 알-자단

를 허용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상 간접세인 부가가

은 “이번 부가가치세율 인상 조치는 국민의 건강관

치세 도입이 결정되었다.

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단

사우디의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코로나19로

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인한 소비심리에도 영향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높아지면 상
점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사우디의 신규 부가가치세율 15%는 OECD 평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역사는 그리

균 19.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2018년 부가

길지 않다. 2017년 4월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

가치세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은

하기로 합의한 후, 사우디와 UAE는 2018년부터,

도입 6개월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바레인은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200%에 달하는 높은 인상률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외 국가들은 도입 시기를 2021년 혹은 그 이후

소비심리 약화와 겹쳐 장기적으로는 사우디 정부

로 잡고 있다.

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단기 경기
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저유가에

19 사태가 완화되었을 시 부가가치 세율이 낮은

따른 재정 건전성 때문

인근 GCC 지역으로 소비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
또한 있다. 하지만 GCC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

GCC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도입을 결정한 이유

입은 시기의 차이일 뿐이므로 경영활동에 미치는

는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종교적인 이유에서이

영향과 더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

다. GCC 산유국들은 그동안 석유 수입을 기반으

해봐야 할 시점이다.

로 전기, 물, 석유 등 유틸리티 등에 대한 보조금

자료 : Al-arabiya, Gulf News, Deloitte 등

지급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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