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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의개요및전망

세무사란

세무사는납세자를대리하여조세에관한신고, 신청, 청구등의일체의업무를

처리하여주는세무대리인입니다. 세무사는세무전문가로서납세자를대신하여조

세관청에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하는 ①세무대리,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및조세에관한신고를위한기장을대행하는②기장대리, ③각종조세관련컨설팅,

④행정심판대리등의업무를수행하게됩니다.

▶세무사의직무

1. 조세에관한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를포함한다) 등의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그밖의세무관련서류의작성

3. 조세에관한신고를위한장부작성의대행

4. 조세에관한상담또는자문

5. 세무관서의조사또는처분등과관련된납세자의견진술의대리

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른개별공시지가및단독주

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공시에관한이의신청의대리

7. 해당세무사가작성한조세에관한신고서류의확인

8. 기타위의업무에부대되는업무

10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의권리와의무 쪹세무사법제 9조~제16조의 2

쪾대리한세무신고등에기명날인 쪾조사통지
쪾비밀엄수 쪾성실의의무및품위유지의의무
쪾탈세상담등의금지 쪾명의대여등의금지
쪾직무보조자지도, 감독의의무 쪾세무사실무교육이수의무
쪾계쟁권리의양수금지 쪾공무원겸임또는영리업무종사의금지
쪾손해배상책임의보장(세무법인에소속된세무사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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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진로및전망

세무사는세무에관한전문지식을기반으로다양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데주

요업무는아래와같습니다. 

①세무법인의설립

②개인사무소의개업

③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ing)업무수행

④보험대리업무

⑤기타일반법인의회계, 세무업무의전문적수행등

세무사는고유의업무인합동세무법인참여및개인사무소개업뿐만아니라특

히, 금융기관의 PB업무는 고도의 세무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고객의 절세계획(tax

saving plan)을수행하는고부가가치업무라고할수있습니다. 

노동부조사에의하면세무사의평균근속년수는 15년으로타직종별보다상당히

높은편입니다. 이와같이세무사자격증은정년의제한을받지않고본인의실천의

지에따라무궁한영역을개척할수있습니다. 최근에는사업자는물론이고개인들

까지도재테크나경영개선방안을상의하기위해수시로세무사를찾고있습니다.

정부의역할이갈수록축소되는상황에서조세정책은국민에게영향력을행사할

수있는주요한수단이되어가고있습니다. 따라서세무에대한중요성은나날이

커지고세무전문가에대한수요는그만큼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 선진국의예에

서도볼수있듯이경제가발전하면할수록세금은경제현안의중심에자리한다는

점에서‘세무사’의중요성이부각되는것입니다.

기존에는장부기장등의고유한세무업무대행에국한되어있던세무사의활동

분야도최근에는기업회계감사, 은행세무, PB, 컨설팅, 노무업무등으로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개념의고소득전문직을희망하시는분들에게세무사는손색없

는자격증이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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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사시험제도

시험일정및응시자격

세무사법제5조에따라세무사자격시험을합격한자는세무사자격이주어집니

다. 세무사법제5조에의하면세무사자격시험은각각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제1차시험합격자는다음년도 1회에한하여제1차시험이면제됩니다.

▶시험일정

▶응시자격

제 2차시험시행일기준세무사법제 4조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및세

무사법시행령제 10조의규정에의하여응시자격을정지당하지않은자

12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구분 수험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제 1차시험
수험원서접수시 서울,부산,대구

5月
매년 4월중 수험자직접선택 광주,대전,인천

제 2차시험
(1,2차시험동시접수)

추후공고
서울,부산,대구

8月
광주,대전,인천

세무사의결격사유 쪹세무사법제 4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등록을할수없음.
쪾미성년자 쪾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
쪾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쪾탄핵이나징계처분으로그직에서파면되거나해임된자로서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쪾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또는「변호사법」에따른징계로제명되거나등록취소를당한자로서
3년이지나지아니한자와정직된자로서그정직기간중에있는자
쪾세무사법제17조제3항에따른등록거부기간중에있는자
쪾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쪾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쪾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쪾세무사법과조세범처벌법에따른벌금의형을받은자로서그형의집행이끝나거나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따른통고처분을받은
자로서그통고대로이행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자세한시험일정은매년세무사시험공고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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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및시험시간

▶시험과목 쪹세무사법시행령제1조의4

▶과목별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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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①재정학

②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객관식
제1차시험

③회계학개론 (5지택일형)

④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포함) 중택1

⑤영어(공인어헉시험으로대체) 

①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회계학2부(세무회계) 
주관식

제2차시험 ③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논술형)

④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한한다)]

●법률, 회계처리기준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는문제는해당시험전일현재시행중인법률, 
기준등을적용하여그정답을구하여야함.

●회계학과목의경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적용하여출제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과목별

40문항

09:30~10:50(80분)

11:20~12:40(80분)

09:30~11:00(90분)

11:30~13:00(90분)

14:00~15:30(90분)

16:00~17:30(90분)

09:00

11:10

09:00

11:20

13:40

15:50

1교시

2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중택 1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

과목별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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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결정및시험합격후실무수습

▶합격자의결정

▶시험합격후실무수습

세무사자격시험의합격자중개업을희망하는자는한국세무사회에서실시하는

기본교육이수를포함한 6개월간의수습세무사기간을거쳐야세무사로서개업활

동을할수있으며수습세무사실무교육은한국세무사회세무연수원에서신청받으

며교육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기본교육 (2개월) 

쪾세무사의소양교육(민법과세법, 근로기준법과4대보험, 세무사사무소경영실무등) 

쪾국세및지방세에관한교육

쪾회계및세무회계에관한교육(기업회계기준서해설, 전산세무회계실무등) 

쪾국제조세에관한교육(국제조세실무등) 

쪾기타

○특별교육 (4개월)

쪾세무사사무소및기타기관현장실습(법인세, 부가가치세등신고업무실무)

▶자격증발급 : 국세청소득세과

14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의단서규정에의하여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서동점자로인하여최소합격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당해동점자모두를합격자로결정. 동점자의점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계산

과목별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자

제 1차시험 * 영어과목을제외한 4과목
* 과목별 100점만점

과목별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자

제 2차시험
단, 과목별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을득점한자가최소합
격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동최소합격인원의범위안에서매과목
40점이상을득점한자중에서전과목평균득점에의한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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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일부면제

▶시험의일부면제 쪹세무사법제5조의 2

○제1차시험면제

쪾직전년도세무사제1차시험합격자

쪾국세(관세제외)에관한행정사무에종사한경력이 10년이상인자

쪾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있는자

쪾지방세에관한행정사무에종사한경력이20년이상인자

쪾대위이상의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이상군의경리업무를담당한경력이

있는자

○제1차시험의모든과목과2차시험과목중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2부) 면제

쪾국세(관세제외)에관한행정사무에종사한경력이 10년이상인자로서5급

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5년이상종사

한경력이있는자

쪾국세(관세제외)에관한행정사무에종사한경력이20년이상인자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제1조의6) 

시험일부면제자경력서류제출

제출서류

①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별지 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발급자원본대조확인)
③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소속기관장직인이실제날인된증명서를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원본대조필제출

제출방법

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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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영어성적의제출

▶제 1차시험영어과목 - 공인영어시험성적표대체

쪾해당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정기시험성적만인정하고, 정부기관, 회사, 학

교등에서승진, 연수, 입학, 졸업등의특정목적으로실시하는수시또는특

별시험은인정하지않음

쪾국외에서취득한공인어학성적도인정하나, TOEIC시험에한해서는대한민국

과일본에서시행하는시험성적만인정
※일본에서취득한토익성적의경우성적확인동의서 1부제출

▶공인영어성적의인정범위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실시된시험으로제1차시험원서접수마감일까지성적발표및성적표가

교부된시험

▶영어성적제출방법 : 원서접수시영어성적입력

▶영어시험성적표허위기재행위등에대한제재

쪾공인어학성적의위·변조또는부당한목적으로영어성적을허위입력한경우당해시

험은무효처리되며, 「세무사법」제5조의3에따라5년간응시자격이정지될수있음

쪾해당시험기관에영어시험성적표진위여부조회의뢰

16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131 - 350 375 43(level-2) 375

※청각장애인(2, 3급)은듣기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성적점수를인정.

영어시험성적표는사본제출도가능한가요?

1. 세무사 1차시험접수제가제출하는영어시험성적표는원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2. 인터넷에서발행한영어시험성적표원본도가능합니다. 

(인터넷증명서를복사한사본은제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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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절차

▶원서접수방법

▶전년도제1차시험합격자의원서접수

쪾별도제출서류없이제 1차시험면제자(제2차시험만응시)로인터넷원서접수

쪾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세무사 1차 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원서접수시제1차시험재응시자로선택하여접수

☞영어성적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유효한영어성적다시입력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당해

제2차시험에응시가능

4월중순

접수방법
* 원서접수일자는당해연도시험공고시정확한확인要

* 2차시험응시자(시험의일부면제자)도 1차시험과동일접수기간

내에원서접수를하여야시험응시가능

인터넷접수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 원서접수마감시각까지수수료를결제하고수험표를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접수방법

* 최근 3개월이내촬영한본인의탈모상반신반명함판

(3.5cmX4.5cm) 사진파일(JPG파일)을등록하여인터넷회원가입후

원서접수

수수료납부
응시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은전자결제이용-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원서접수및수수료결제완료후수험표를출력하여시험당일지참

수험표교부 * 2차시험대상자는 6월이후인터넷으로수험표를출력하면

2차시험유의사항및시험장소를안내받을수있음

※원서접수완료(결제완료) 이후에접수내용변경(시험의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등)은원서접수기간
내에취소한후다시접수하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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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무사 1차답안카드

[참고] 세무사 2차논술형답안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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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사시험통계

▶세무사 1차시험연도별응시현황

연도별세무사 1차시험응시자및합격자수

▶세무사 2차시험연도별응시현황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차 제49회 제50회 제51회 제52회 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제57회 제58회

시험일자 4/29(일) 4/27(일) 4/26(일) 4/25(토) 4/23(토) 4/22(일) 4/21(일) 5/4(토) 8/8(토) 5/29(토)

응시자수 6,691 7,218 7,239 8,435 9,327 8,937 8,971 8,713 9,506 10,348

합격자수 1,429 2,196 2,218 1,894 2,988 2,501 3,018 2,526 3,221 1,722

합격률 21.36% 30.24% 30.64% 22.45% 32.04% 27.98% 33.6% 28.99% 33.88% 16.64%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2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차 제49회 제50회 제51회 제52회 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제57회 제58회

시험일자 7/29(토) 7/20(토) 8/9(토) 8/8(토) 8/6(토) 8/19(토) 8/18(토) 8/17(토) 12/5(토) 9/4(토)

응시자수 3,593 4,230 4,787 4,512 5,020 5,305 5,331 5,245 5,378 4,597

합격자수 654 631 631 630 634 630 643 724 711 706

합격률 18.20% 14.92% 13.18% 13.96% 12.62% 11.87% 12.06% 13.8% 1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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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세무사 2차시험응시유형별합격자현황

세무사 2차시험응시유형별합격자의구성(최근 5년)

20

구분
일반응시자 국세행정경력자

금회합격자 전회합격자 10년이상경력자 20년이상경력자

제58회 133명 336명 86명 151명

(706명) 18.84% 47.59% 12.18% 21.39%

제57회 313명 351명 30명 17명

(711명) 44.02% 49.37% 4.22% 2.39%

제56회 234명 418명 37명 35명

(724명) 32.32% 57.73% 5.11% 4.83%

제55회 295명 322명 18명 8명

(643명) 45.9% 50.1% 2.80% 1.2%

제54회 211명 381명 23명 15명

(630명) 33.50% 60.50% 3.6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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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회세무사 2차최종합격자통계

제 58회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연령분포

▶제 57회세무사 2차최종합격자통계

제 56회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연령분포

최고득점자

최고령자

최연소자

성별현황

85.50점

55년생

99년생

남성 539, 여성 167
(여성비율 23.65%)

최고득점자

최고령자

최연소자

성별현황

80.75점

60년생

00년생

남성 443, 여성 268
(여성비율 37.69%)



아이파경영아카데미In News
30대 직장인 여성,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세무사

자격증 취득 비법 공개직장인 천지혜(여·51기 세무사 합격자) 씨는 평범한 일반 회사의 경리로

일하던중세무사가되기위해일을그만두고아이파경영아카데미세무사학원에

수강등록했다. 결국천씨는 2년동안의준비끝에최종합격을얻어낸뒤수습기간

후곧바로개업했다. 그는이어“아이파경영아카데미는기초반부터종합반까지직장인들을

위한맞춤형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보다수비고체계적으로학습할수있고세무사자격시

험에합격한같은직장인들이많다”고전했다.

한국경제 기사中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합격 비결 공개‘핵심 강의 듣고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
아이파경영아카데미주말반을수강하면서세무사시험에최종합격한마재현씨는“주말에는수업을

착실하게듣고주중에는복습하면서배운내용을나의것으로만든것이세무사합격의길을열어줬

다”고밝혔다. 집중적으로학습계획을세워세무사시험에합격한허진주씨는퇴근후의시간을최대

한활용해공부한것이도움됐다고밝혔다. 허씨는“아이파경영아카데미는세무사전문학원이다보

니같은목표와꿈을가지고공부하는동료들이많아서힘들때서로용기를북돋아줄수있었다”며

“선생님과의유대도좋아서수업을들으러학원에가는것이기다려질정도였다”고설명했다.
아이파 2015년 51회세무사합격생 인터뷰중

세무사시험 공부하는 직장인들이 장악하나 -세무사 공부하는 직장인

실제로지난 45회시험에서합격하여현재세무사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황모세무사는“늦은나이

에공부를시작해서더절실히공부할수있었다”며“10년이상의직장생활경험이사업에도많은도

움이되어서빨리자리잡을수있었다”고말했다.

매일경제 기사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원 강의를 청취하며.. 

-최연소 합격생(19)세) 윤누리님 비법
세무사 자격시험 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회계원리’과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시작한 그

는, 주말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원 강의를 청취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충했다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시험에 나올만한)핵심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수험공부에 더 유리했다”

고윤씨는 귀띔했다. 

조세일보 기사中

세무사 합격 영광, 당신도 얻을 수 있다! -직장인 합격비법

앙씨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세무사 시험 1, 2차에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학원선택이 중요했다. 그는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선택했다. 회사에서도 가까운 강남에다가 무엇보다도 직장인

위주의 맞춤형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었는데, 업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

로교육과정이체계적으로잘짜여있는것이선택의결정적인이유였다.
데일리안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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