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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판결 후 손실 지방재정 보전방안
李 載 殷1)

시작하는 글1.
년 월 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위헌심판요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2008 11 13

렸다 세대별 합산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이고 주거목적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 1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종부세의 목적은 정당하며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문제도 위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결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일단 법적 효력에 의해 세대별 합산
과세조항은 무효가 되었고 기왕에 부과했던 세수는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주택 장기보유. 1
자에 대한 입법조치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주택의 경우 억원의 공제를. 1 3
설정해 실제로 억원 이상부터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차등 공제율을 도입9 ,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세율인하나 공제율 등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
해 결정할 것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은 종합부동산세의 존재의의를 크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 는 최초의 입법목적은 크게 훼손되었다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악화될” .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불안이 높아질 것이며 지방재정의 균형발전도 꾀하기 어려워졌다, , .

당장 합산과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명1 ,
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세율인하 등의 개편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
냐는 우려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듬에 따라 초래되는 부동산교부금의 축소
가 곧바로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
는 별도의 재원으로 보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조1.1
원을 목적성 예비비로 설정하고 이를 부족해지는 지방재정 재원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에 한해 취해지는 한시적 대책일 뿐이며 그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항구적인 재원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논
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자료와 통계적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음을 양해바라며 다.
만 시급한 현안과제를 토론하기 위한 발제로서 한정적인 글이므로 공식적인 인용은 사절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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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서 위헌판결까지의 경과2.
종합부동산세의도입배경1) 2)

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2002 ‘ , ’◆

부동산보유세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에 불과해 국가 중 최하위권- 2% OECD
에 속했으며 주택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가가 주로 면적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강남, ‘ ’ ,
의 소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은 대단히 높지만 세금은 가격이 훨씬 낮은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보다 적게 내는 일이 생겼음

표 과거 재산세의 부담불공평의 사례< -1>

자료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 2007, p. 113.
부동산보유세 자체가 너무 적어 투기성 부동산 과다 보유의 억제효과가 없었고 지역 간 형평,◆
성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년 월 초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보유세 현실화를 중- 2003 1 ①
점 과제로 설정해 보유세를 연차 목표 로드맵 에 맞춰 올리고 그 성과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하( )
며 당시 수준에 머물던 과표 현실화율을 임기 말까지 수준으로 올리는 동시에, 30% 50%②
지역별로 보유세 현실화율이 격차가 나는 것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음

그런데 보유세를 지방세로 그대로 존치시킨 채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2) 도입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전강수 남기업 이태경 김수현 지음 부동산신화는 없다 투기잡는 세금 종합부동산, , , , -『
세 후마니타스 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음, ( , 2008.9) .』

구분 면적 기준시가 년세액2003 년세액2004
지역간 대전시아파트 평75 억원3.2 만원155 만원79

강남구아파트 평26 억원3.6 만원9 만원17
단독주택과
아파트

노원구단독 평84 억원9 만원394 만원432
강남구아파트 평44 억원9 만원23 만원89

보유세액계산법
종전의보유세액계산법은 보유세액 기준가격 적용률 세율로 기준가격자체가시세를제대로반“ × × ” ,‗ ①

영하지못했고 이를세금의기준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면적을많이반영하는등현실가격과는차이가컸,②
다 따라서시가대비과표의비율인현실화율이전국적으로평균약 정도였지만 지역이나개별부동산에. 30% ,
따라서는 까지들쑥날쑥이었다10~50% .
이러던것이 년 정책을통해보유세액계산법에큰변화가생기는데 보유세액 공시가격 과표적2005 831 , “ ×‧ ‗

용률 세율로바뀌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전국의부동산을매년평가해정부가공시하는가격으로대체× ” . ①
로시세의 선이며 과표적용률은보유세를연차적으로현실화하기위해바로 를적용하지않고80% 100% ,②

년 에서시작해단계별로높이는계획으로되어있다 종합부동산세의경우 년 가되고 재산2005 50% . 2009 100% ,
세는 년 단 주택은 년 에 가된다2015 ( , 201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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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시군구가 징수하는 지방세인데 서울의 강남권은 이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 ․
때문에 보유세를 올릴 이유가 없는 반면 재원이 부족한 지방의 시군은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더 올릴 경우 상대적 부담률이 서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정부는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택했음◆

즉 저가의 부동산은 저율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재산세로 징수하고 고가의 부동산은 중앙정부- , ,
가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 이를 다시 지방에 나누어 준다는 구도였음

고가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전체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만 당시- ,
종합토지세의 취지와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 고가 부동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해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
를 목적으로 년부터 도입된 세제로서 어떤 사람이 여러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1990 , ,
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해 합산해 가액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음 과세한 다음 이를 각( )
각 해당 지자체 소유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에 땅을 가진 경우에는 지방 땅까지 합산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자 지자체는 가만히 앉아서 관내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자체가 혜택을 더 많이 보았으며 따라서 이를 아예 국세로 할,
경우 이런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고 형평성을 기하려는 국가적 과제가 지자체에 맡겨진 상태에서는 근본◆
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국세화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과정2)
년 월 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별개로 국세인 종합부동산2003 9 1 ,◆

세를 년부터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으나 그해 가을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2006
서 정부는 월에 소위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10 10 29‧

가구 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거래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된 이 종합대책에서는 애초 예정된1 3 ,◆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를 년 앞당겨서 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준비1 2005 ,
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음

년 초 재경부 부동산세제 실무기획단이 실무준비에 들어갔지만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2004 ,◆
새로운 문제가 생겼음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 토지로 각각 나누어 평가하다 보니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따로 매기- ,
기가 간단치 않았고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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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상적 거래가 토지 건물을 포함한 주택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상식과도 부합할- ,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세 이론에 따르면 토지를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과할 필요가,
있지만 주택에 한해서는 통합해 평가 및 과세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은 주택대로 전국적으로 인별 합< -1>◆
산해 과세하고 토지는 별도로 합산하는 구조가 정해졌지만 주택 이외의 건물이나 농지 공장, ,
용지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음

그림 종합토지세와종합부동산세체제비교< -1>

주 종합합산토지 나대지등일반적인토지로건물부속토지등과합산해종합토지세나종합부동산세: 1) :
토지분 를부과( ) .
별도합산토지 사업용토지등은세율이높아지지않도록별도합산하되 종부세의경우기준금액2) : ,
이다름.
분리과세토지 농지와공장용지는생산활동장려차원에서낮은단일세율로과세하고 골프장등3) : ,
은높은세율로과세 종부세대상이아님. .

년 말 이러한 기본 틀을 가진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음2004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개인별로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해서 주택은 억 원- , 9
이상 나대지 등 토지는 억 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억 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전년 대비 최, 6 , 40 ,
대 인상 폭을 로 하고 과표 적용률도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로 확정했음50% , 50%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자 기준 금액을 애초 논의되던 억 원에서 억 원 주택 으로6 9 ( )◆
높였고 또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함으로써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가 되었다, “ ”
고 비판이 제기되었음.
더구나 최대 인상폭과 과표 적용률이 낮아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헌적인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난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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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제도화되었지만 그것이 처음 부과되기도 전에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과,◆
판교 분양을 계기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노무현 정부는 년 월 일 소, 2005 8 31 ,
위 정책으로 알려진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8 31 ’ ‘ ’‧
을 발표했음

이 정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소유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하◆ ①
고 기준 금액을 주택은 억 원으로 토지는 억 원으로 낮추었으며 전년 대비 인상 상, 6 , 3 ,② ③
한폭을 로 올렸고 특히 과표 현실화율 강화 계획을 법에 담아 년에 를 적용200% , 2006 70%④
한 후 매년 씩 올려 년 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음 이와 함께 재산세의10%p 2009 100% .
과표 적용률도 매년 씩 올려 년까지 로 올리는 장기 계획도 포함되었음 표5%p 2015 100% (< -2>).

이러한 개정안 년 월 일 국회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모습의 종합부동산2005 12 31◆
세가 탄생하게 된 것임

표 정책의 과표 적용률 계획< -2> 831‧
연도별

과세구분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년2015
종합
부동산세

주 택 80% 90% 100% 100% 100%
종합합산토지 80% 90% 100% 100% 100%
별도합산토지 60% 65% 70% 75% 100%

재산세 토지상가등‧ 60% 65% 70% 75% 100%
주택분재산세1)2) 50% 55% 60% 65% 90%

주 서민들의급격한세부담을완화시키려고인상기한을연장해 년 에도달하도록함: 1) 2017 100% .
매년올릴수있는상한선도 억원이하 억원이하 로제한2) 3 5%, 6 10% .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과 개편과정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치며 현
재와 같은 형태의 종합부동산세가 성립되었다 큰 틀에서 보유과세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산과세를 개편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방세로서의 재산세만으로는 보유과세 강화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는 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월에 와9
서 개편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을 통해 개편은 불가피해졌.
지만 국민들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은 한편에선 분노하고 한편에선 우려하고 있다, .

년 월 일 서울 행정법원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2007 6 8 ,
년 월 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조정 하반기 검토 발표2008 1 14 , “ , ”

월 일 서울 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소지 판단4 17 ,
월 일 정부 세제개편안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년 수준 으로 동결 세부담9 1 ‘ ’ , 2007 (80%) ,

상한선 배로 하향 조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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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헌재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9 18 ,
월 일 정부 종부세 개편안 발표 과세기준 억원 상향 세율 로 인하 고령자에9 22 ‘ ’ , 9 , 0.5-1% ,

세금 경감10-30%
월 일 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세대별 합산 위헌 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11 13 , , , 1

불합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서 일부 위헌판결까지의 경과를 개관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왜 종합부동‘
산세를 폐지하려는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년 월’ . 2008 9 24
일 한국선진화 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하여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포함하여 감세정책의 당위성과
의미를 역설했다고 한다 중요한 말들을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새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 시장경제나 순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원칙적으......
로 새롭게 정비하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에...... ,
합당한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
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
책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 그러나...... .....
정치라는 현실이 있어서 일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필패 정책의 제......
공자들에 대한 처벌없이 결과적인 수혜자들에게만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부족 조세......
로 투기를 잡는 국가는 없으며 국가 통치의 근본인 조세를 남용하면 국가의 권위가 없어진다 국가권, .....
력은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편으로는 시민의 저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억압적 폭력성이 다수 시민의 동의에 의한 합법성을 전제로 할지라도 소수 시민의 동의나
합법성이 없으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 야당과의 마찰이 있겠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확실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종부세수..... .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인상이나 별도재원 등을 방법을 강구할 것이
다.

강만수 장관의 연설에서 확인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순리에 맞지 않고 소수에 대한 징벌적
조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가장 상징적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
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문제점 부동산투기문제 재산세의 불공평성 문제 지방, , ,
세로서의 재산세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를 도입할 당시에 다음과 같이 비판의 글을 쓰고 있다.

강남에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나 가격을 올렸나 이사하자니 무겁게 올린 양도소득세가 무?
섭고 눌러 살자니 종부세가 버거우니 어쩌란 말인가 특정 지역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벼락 세금을 세, ?
금이라고 생각하나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빌딩 가진 부자는 왜 빼나 차라? ‘ ’ ?
리 아파트 빌딩 증권 골프 회원권 다 합쳐 평등하게 부유세를 하자 인식과 목적과 원칙이 착오된 종, , , ‘ ’ .
부세는 다수를 앞세운 질투의 경제학이다‘ ’ .3)

아마도 고가의 가구 주택자의 심정을 글로 쓴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고1 1 .
있다 왜냐하면 종부세 부과 결과를 보면 종부세 납세자의 이상이 가구 주택이고 대부분이 강남지역. 60% 1 2
을 비롯한 투기대상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라리 부유세를 하자는 주.
3) 년 월 일자 한국경제신문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 강만수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2004 11 17 , “ , ”(
현 기획재정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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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왜 앞으로 더 나가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런데 왜 강만수 장관은 부동산투기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의아하다 왜냐하면 다음의 글을 보면 경제위기 직전에는 부동산투기와 땅값 상승에 대해. IMF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의 글의 요지를 보면 토지의 천부성을 지적하며 지대.
의 환수를 위한 조세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헨리 조지의 생각과 매우 닮았음을 알 수 있다.

경제는 어려운데 왜 집값은 올라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땅값은 올라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 , .
나라의 땅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땅값이 반 가까,
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땅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땅과 물과 공기는 조물주가 창조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물과 공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땅만은 가는 곳마다 임자가 정해져 있을까.
땅 때문에 인간을 죽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의 속박과 고통 속
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한을 삭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던가 요지의 땅 몇백 평을 물려받은 사.
람은 자손대대로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땅값이 오른다는 우울한 뉴스에다 대낮에 골프장이 차고 해외...................
관광 예약이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진보와 빈곤과 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한다4)

종합부동산세는 강만수 차관께서 당시에 느꼈던 그 울분과 한숨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
데 장관이 되어서는 종부세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으니 어느 것이 진정성,
을 지닌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갈수록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고 평생 벌어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 대낮에 골프치고
해외관광을 즐기는 부유한 계층을 위한 감세정책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은 진보와‘
빈곤과 토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진다’ .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3.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에 대해 반색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
향을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년 세대별. 2006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만명에게 약 천억원이 년 만명에게 약 천억원이 환급될12 2 , 2007 16 4
것으로 보인다.

세대 주택 장기보유자가 낸 종부세는 개정 입법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함에 따라 환급대상에1 1◆
포함되지 않게 됐다 다만 내년말까지는 입법을 보완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방향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월 일 정부는 헙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 며 주택 장11 14 “ ” “1◆
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선 당과, ,
협의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헌재 판결에 따른 종부세 변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4) 년 월 일자 중앙일보 월 일자 칼럼 강만수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1997 3 5 3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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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조치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되나 선고일인 년 월 일부터 효- ? -> 2008 11 13
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분부터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할 수 없고 인별 과세로 바.
뀌게 된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된 년에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게 된다 과다납 - 2006~2007 ? -> .
부한 종부세 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 조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45 2
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2 .
를 위해 가급적 환급신청을 받아 올해중 환급할 계획이다.

 
그 규모는 약 천억원 정도다 년엔 인별 합산과세였으므로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 -> 6 . 2005 ‘ ’
다 문제는 년과 년도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년도분은 만명에게 약 천억원. 2006 2007 . 2006 12 2 ,

년도분은 만명에게 약 천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2007 16 4 .
 
인별 과세에 따른 올해 세수감소액은 약 천억원 정도다 당초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조- ? -> 5 . 2 6
천억원 정도다 이는 과표적용률동결 세부담 상한 축소 등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 (80%), (150%)
과될 경우 억원 가량 세수가 감소될 것을 감안한 수치다 여기에 인별 과세로 바뀌면 천3,400 . 5
억원 정도가 줄면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조 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2 1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부분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1 , ? ->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현행2009 ,
규정은 법률 개정시까지는 점정적용하고 년 월 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보유동, 2010 1 1 .
기나 기간 조세지불능력 주거생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 ,
준이나 세율 조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주택 장기보유자가 낸 종부세는 환급받을 수 없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 1 ? ->
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 ‘ ’
해당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환급 계획은 없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주거목적 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 ? -> 1
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 ,
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장기보유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입법 사항이므로 당과 협의해서 세부 사항을 마련- ? ->
할 계획이다.

과세기준을 억원에서 억원으로 올리겠다고 지난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6 9 ,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당시 억원에서 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헌재 결정과 아무 상? -> 6 9
관없이 정책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황변화가 있는 것을 감안해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
다.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중장기적으- ? ->
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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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부과실태4.
1) 년 종부세 신고대상 인원2007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만 천 세대이며 이 중 개인 은 만 천 세대임38 3 , 37 9◆ 「 」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만 세대의 년은 행정자치부 인구 및 세대 현- 1,855 2.0%(2006 1.3%)( ,「
황 월말, 2007.6 )」
전국 주택 보유 세대수 만 세대의 년은 임 행정자치부 자료- 971 3.9%(’06 2.4%) ( , 2005.8.30 )

표 신고대상 인원 개인 법인 단위 개인 천 세대명 법인 천 개< -3> ( , ) ( : ( ), ( ))․
구분 년2007 ( )① 년2006 ( )② 증감( - )① ②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486 471 15 351 337 14 135 134 1
주택 383 379 4 240 237 3 143 142 1
토지 129 115 14 132 119 13 3△ 4△ 1

주 주택토지 인원의 단순합계가 계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중복해서 보유한: “ ”․
인원이 있기 때문임 년 천명(2007 26 )

다주택 보유자는 만 천 세대로서 개인 주택분 만 천 세대의 이며 세액 점유율은23 2 , 37 9 61.3% ,◆
71.6%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과세대상 인원은 기준 주택 가격의 상승 등으로 년- 2 2007. 1. 1. 2006 16
만 천 세대에서 년 만 천 세대로 만 천 세대가 증가9 2007 23 2 6 3 (37.1%)→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천호로서 과세대상 총 주택 천호의- 978 1,125 86.9%

표 주택보유 분포 단위 천 세대< -4> ( : , %)
구 분 합계 채1 채이상2 소계 채2 채3 채4 채 이상5
인 원 379 147 232 112 40 19 61
점유비 100 38.7 61.3 29.5 10.5 5.2 16.1

표 신고대상인원의 시도별 분포 단위 천 세대< -5> ( : , %)․
구 분 총인원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 원 년2007 379 239 112 4 3 3 1 3
년2006 237 154.3 64 2.1 2.7 2.1 0.8 2.3

점유비 년2007 100.0 63.1 29.5 1.2 0.9 0.8 0.3 0.8
년2006 100.0 65.2 27 0.9 1.2 0.9 0.3 1.0

구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1 2 1 3 1 1 2 2 1

0.5 1.3 1.0 1.6 0.7 0.5 1.0 1.3 0.6
점유비 0.2 0.5 0.4 0.7 0.3 0.2 0.4 0.5 0.2

0.2 0.5 0.4 0.7 0.3 0.2 0.4 0.5 0.3
주 상단은 년 하단은 년 수치임: 2007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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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인원의 지역별 분포 개인 주택분 를 보면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과세인원이 전체의( ) ( )◆ ․ ․
이며 이는 지난해 보다 늘어남93.8% , 92.8% 1%p

납세인원 점유비는 서울이 감소하였고 경기는 증가됨- 2.1%p 2.5%p

표 주요 시군구별 분포 단위 천 세대< -6> ( : , %)․ ․
구 분 총인원 강남 서초 성남 송파 용인 양천 용산 고양

인 원 년2007 379 59 42 36 34 20 17 11 15
년2006 237 45 28 27 24 12 8 7 6

점유비 년2007 100.0 15.7 11 9.5 9.1 5.2 4.4 2.8 4.0
년2006 100.0 19.0 11.8 11.4 10.1 5.1 3.4 3.0 2.5

거주세대대비*비율* 년2007 2.0 26.4 26.2 9.7 14.7 6.7 9.3 10.3 4.5
년2006 1.3 20.3 18.0 7.3 10.5 4.4 4.4 7.4 1.8

자료 행정자치부 의 인구 및 세대 현황 년 월말: (www.mogaha.go.kr) (’07 6 )「 」
주 강남구의 거주세대 대비비율 는 강남구의 신고 대상 세대수를 강남구의 주민등록 세대: 26.4%

로 나눈 숫자임

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2) 2007
년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조 억원이며 년 신고대상 세액 조 억원보다2007 2 8,560 , 2006 1 7,273◆

조 억원 증가1 1,287 (65.3%)

주택분은 조 억원 년 억원보다 증가 이며 토지분은 조 억원 년- 1 2,855 (2006 4,572 181.2% ) 1 5,705 (2006
조 억원보다 증가1 2,701 23.7% )

이 중 개인 주택분은 조 억원으로서 년 억원보다 억원 증가함- 1 2,416 , 2006 4,552 7,864 (172.8%)

표 공시가격대별 인원 및 세액 분포 개인 주택분< -7> ( )
구 분

공시가격
인 원 세 액

세대천세대( ) 점유비(%) 금액억원( ) 점유비(%)
합 계 379 100.0 12,416 100.0

억원6초과( ) ～ 억원7이하( ) 106 27.9 316 2.6
억원7 ～ 억원8 69 18.3 675 5.4
억원8 ～ 억원9 48 12.6 763 6.2

소 계 223 58.8 1,754 14.2
억원9 ～ 억원10 37 9.8 895 7.2
억원10 ～ 억원11 24 6.5 832 6.7
억원11 ～ 억원12 21 5.4 916 7.4
억원12 ～ 억원13 15 3.9 807 6.5
억원13 ～ 억원14 11 2.9 709 5.7
억원14 ～ 억원15 8 2.1 600 4.8

소 계 116 30.6 4,759 38.3
억원15 ～ 억원16 7 2.0 647 5.2

억원 초과16 33 8.6 5,256 42.3
소 계 40 10.6 5,903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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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가격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억원 초과 억원 이하가 인원 세액 공, 6 9 58.8% , 14.2%,◆ ～
시가격 억원 초과 억원 이하가 인원 세액 공시가격 억원 초과가 인원9 15 30.6%, 38.3%, 15～

세액 임10.6% , 47.5% .

주택분 공시가격이 억원을 초과하는 천명 세대 중 다주택자는 천 세대로 동 구간 인원의- 15 40 ( ) 31
를 차지77.1%

표 부담세액계급별 현황 개인 주택분 단위 천 세대 억원< -8> ( ) ( : , , %)
구 분

종부세액
인 원 세액

세대수 점유비 금액 점유비
합 계 379 100.0 12,416 100
만원 이하100 142 37.4 606 4.9

만원100 ～ 만원300 119 31.3 2,051 16.5
만원300 ～ 만원500 44 11.6 1,704 13.7
만원500 ～ 만원1,000 47 12.4 3,279 26.4

만원 초과1,000 27 7.3 4,776 38.5

한편 종부세 부담세액 계급별 구성을 살펴보면 만원 이하 납부자가 인원 세액, 100 37.4%, 4.9%,◆
만원 이하 납부자가 인원 세액 천만원 초과 납부자가 인원 세액300 68.7%, 21.4%, 1 7.3%,
를 차지하고 있음38.5%

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세액 점유비율은 임1 71.6%◆

표 보유 호수별 세액 개인 주택분 단위 억원< -9> ( ) ( : , %)
구 분호수 세액 점유비

합 계 12,416 100.0
채1 3,532 28.4

채이상 소계2 8,884 71.6
채2 4,029 32.5
채3 1,859 15.0
채4 919 7.4

채 이상5 2,077 16.7

표 년 주택분 보유세 실효세율 단위 천원< -10> 2007 ( : , %)
구 분 공시가격

억원6 억원7 억원8 억원9 억원10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 1,938 2,973 4,008 5,043 6,558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26 0.34 0.40 0.45 0.52

구 분 공시가격
억원11 억원12 억원15 억원20 억원25

전체 보유세 부가세 포함( ) 8,073 9,588 14,133 21,708 31,683
실제 가격대비 실효세율* 0.59 0.64 0.75 0.8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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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 전체 보유세1)
부동산 실제가격 공시가격(= ×1.25)2)

전체 보유세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부세 부가세 농특세1) =[ + ( + )]+[ + ( )]
시가의 를 공시가격으로 보고 역산 공시가격 시가2) 80% ( = × 0.8)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표 에서 보듯이 주택의 공< -10>◆
시가격 억원까지는 실제가격대비 실효세율이 을 넘지 않고 공시가격 억원이 넘어서야10 0.5% 25
실효세율이 수준이 되고 있음1%

참고로 주요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행 보도자료 주요국의- ( (2005.9.15,
부동산 세제 비교 미국 개 주 대표도시 중위 실효세율 영국은 잉글랜드 평균세율) 50 1.54%, 1.

일본은 임0 1.2%, 1.0%～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현행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11>
구 분 공시가격 세율 누진공제

주 택
억원 이하9 1% -
억원 초과 억원 이하9 20 1.5%1) 1,500,000
억원 초과 억원 이하20 100 2% 8,500,000
억원 초과100 3% 102,500,000

나대지 등
억원 이하20 1% -
억원 초과 억원 이하20 100 2% 17,000,000
억원 초과100 4% 211,000,000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억원 이하200 0.6% -
억원 초과 억원 이하200 1,000 1% 64,000,000
억원 초과1,000 1.6% 640,000.000

별도 특례 토지( ) 억원 초과200 0.8%2) 비례세율( )
주 년 이후 주택분 과세기준을 하향 억 억 함에 따라 구간 신설: 1) 2006 (9 6 ) 1.5%→

년 이후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 적용 토지 개 업종 는 년간 로 과세2) 2007 (8 ) 3 0.8%

정부의 개편안대로 과세기준금액 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과세대상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음9◆

표 지역별 과세대상인원 변동 년 기준 단위 만세대< -12> (2008 ) ( : , %)
구 분  지 역 과세기준금액 증감현황 증감율억원6 억원9
전 국 합 계 38.7 16.1 22.6△ 58.3%△

수도권
소 계 36.1 15.2 20.9△ 57.8%△
서 울 25.0 11.6△ 13.4△ 53.6%△
강남 구3 13.6 7.7 6.0△ 43.7%△
경 기 10.4 3.4 7.0△ 67.1%△
인 천 0.6 0.15 0.45△ 74.7%△

비수도권 소 계 2.6 0.94 1.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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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5.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세의 일부이므로 재산 과세의 원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는 점에서 처음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에는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를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 )
방안과 지방의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거래세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세율을 만 내리더라도 종부세 전체를 투입해도 모자- 1%p
랄 정도이었으며 더구나 종부세는 애초에 시군구 재원이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용으로 사용,
할 경우 시군구의 세수를 광역시도에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제기됨․ ․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분만 년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결손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2005

종합부동산세는 년도 당시의 재산세 및 거래세 결손분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를 전액 시2005◆ ․
군구에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부동산교부세란 금액만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지방에 이전하는 것으로 용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자유도를 높여주는 재원임

시군구에만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은 년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취약한2005~06◆ ․ ․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고 시군구의 지방세 운영 상황 재산세 규모 순으로(80%) ‘ ’(15%), ‘ ’(5%)․ ․
반영했음

이 중 지방세 운영 상황이란 지방세 징수율 신 세원 발굴 노력 등 지자체의 세정 발전 노력을- ‘ ’ ,
감안한 수치였고 재산세 규모란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고가 부동산의 재산세가 해당, ‘ ’
지자체의 몫으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배분기준에 대해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작고 도시 지역의 빈곤층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세수가 크게 증가하자 관련중앙부처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년부터는 재정 수요를 만 반영하고 지역의 복지 수요2007 50% , ‘ ’ 25%,
교육 수요 재산세 규모 로 바꾸었음‘ ’ 20%, ‘ ’ 5%

이 중 복지 수요는 노령 인구 비율 빈곤층 및 장애인 숫자 등을 종합한 지수로 평가하고 교육- , ,
수요는 방과 후 학습 및 보육 수요와 지역 교육 현안을 감안한 지수로 평가하고 있음

물론 배분기준에 대한 이견은 상존하며 모든 시군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임◆

재정력을 주로 반영하면 지방 낙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반면 복- ,
지 및 교육 수요를 반영하면 도시의 서민 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임

그러나 어떤 배분 기준이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고소득층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계층이 낸- ,
세금을 낙후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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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종부세 부동산교부금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13> 2007 ( : )
구분 년2007

종합부동산
세수

년2007 년2008
차분 월분2 (12 ) 차분 월분1 (4 )

소계 세수감소분 균형재원 균형재원
전국 2,487,769 1,378,612 987,847 390,765 1,109,157
서울 406,909 300,051 266,475 33,576 106,858
부산 286,798 207,655 178,980 28,675 79,143
대구 235,552 189,900 173,171 16,729 45,652
인천 72,079 20,856 2,796 18,060 51,223
광주 85,119 57,169 46,829 10,340 27,950
대전 91,665 64,430 54,683 9,747 27,235
울산 30,068 9,766 2,612 7,154 20,302
경기 141,919 44,922 10,041 34,881 96,997
강원 120,392 32,366 1,684 30,682 88,026
충북 80,717 21,072 108 20,964 59,645
충남 169,763 95,358 69,463 25,895 74,405
전북 118,281 38,968 9,697 29,271 79,313
전남 167,334 46,541 3,100 43,441 120,793
경북 168,621 50,512 8,818 41,694 118,109
경남 273,003 179,251 146,853 32,398 93,752
제주 39,549 19,795 12,537 7,258 19,754

자료 행정안전부:
주 년도 종부세는 월과 월로 나뉘어 세수감소분과 균형재원으로 분리되어 교부됨: 2007 07.12 08.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감소는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6.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세.◆
제개편안을 기초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향후 지방재정은 크게 위축될 지도 모
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재정의 규모축소(1)
년도 정부의 세제개편 안 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별도의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후 지2008 ( )◆

방재정의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에서 년도에 감세에 따른 일반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의 축소는 조 억원 교육자- < -14> 2009 3 7749 ,
치단체의 재정규모 축소는 조 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축소효과는 총 조 억원1 4080 5 1829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억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고 있음 교육여건2009 4,477 .◆
의 개선을 통한 지역교육여건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교부금의 감소는 지역간 교육수
준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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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앙정부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기준년도 대비 추계방식< -14> ( )
구분 2008 2009 2010

지방자치단체 일반 교육 재정 축소 총액( + ) 25,480 51,829 97,645
일반 지방자치단체 재정 축소 총액 16,060 37,749 66,495

지방세
감소

주민세 소득세할 소득세액( 10%) 3,582 2,606 5,255
주민세 법인세할 법인세액( 10%) - 3,055 8,206
주행세 교통에너지환경세( 26.5%) 3,336 3,660 1,656

이전재원
감소

지방교부세 내국세( 19.24%) 7,532 13,208 28,648
부동산교부세 1,600 15,190 22,700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세( 100%) 10 30 30

지방교육
재정 감소

교육세 1,590 350 1,370
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 7,830 13,730 29,780

자료 및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에 따른 감소분 미반영: NABO ( )

여기에 종부세 일부의 위헌결정 선고로 인해 부동산교부세의 결손 폭이 더욱 확대2008.11.13◆
될 것은 자명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별합산에 따른 세수감소는 년도에 약 천억원 정도( 2008 5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재원 감소 효과가 비수도권지역 단체에 집중된다는 점
세제 개편 효과를 시도별로 추계시 재원 감소 효과의 약 가 지방에 집중- 60%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가 비수도권으로 집중 배분되고 있는- 76.6%
데 일부 위헌결정으로 인한 재원의 추가 감소가 비수도권 단체에 집중될 것임

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시도별 재원 축소 효과< -15> 단위 억원 년 기준( : , 2010 )

구 분
지방세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총 재정효과
주민세
감소

농특세
전환 국세감세 목적세

폐지
종부세
감세 세액 비중

전 국 -13,102 6,218 -27,958 34,067 -22,700 -23,475 100.0%
서 울 -5,317 1,225 0 0 -2,209 -6,301 26.8%
부 산 -668 366 -508 621 -1,643 -1,832 7.8%
대 구 -387 178 -567 690 -952 -1,038 4.4%
인 천 -547 295 -249 304 -1,048 -1,245 5.3%
광 주 -215 95 -439 535 -597 -621 2.6%
대 전 -309 97 -218 266 -565 -729 3.1%
울 산 -443 95 -200 244 -409 -713 3.0%
경 기 -2,543 2,365 -1,654 2,016 -2,064 -1,880 8.0%
강 원 -220 191 -3,071 3,742 -1,742 -1,100 4.7%
충 북 -239 141 -2,089 2,545 -1,201 -843 3.6%
충 남 -491 213 -2,443 2,976 -1,477 -1,222 5.2%
전 북 -197 112 -3,289 4,007 -1,650 -1,017 4.3%
전 남 -357 89 -4,352 5,302 -2,456 -1,774 7.6%
경 북 -544 215 -4,620 5,630 -2,384 -1,703 7.3%
경 남 -549 405 -3,420 4,167 -1,894 -1,291 5.5%
제 주 -75 136 -839 1,022 -409 -165 0.7%

비
중
수도권 64.2% 62.5% 6.8% 6.8% 23.4% 40.2% -
지방 35.8% 37.5% 93.2% 93.2% 76.6% 59.8% -

주 자료를 현 시도별 비율로 나누어 추계 목적세의 본세통합은 년 결산 기준 종부: NABO . 2007 .
세 일부 위헌에 따른 감소분 년도 기준 천억원 미반영(200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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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는 표 에서 보듯이 목적세의 본세통합에 따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어떻게 할2010 < -16>◆
것이냐에 따라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임

표 목적세 통합에 따른 지방재정 변동< -16>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재원보전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년도에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를 재정보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의 증액2009
은 지방재원보전이 아니며 목적예비비 조원 로 종부세의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것은 회성 대(1.1 ) 1
책에 불과함

결국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은 자치활동 그 자체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건,◆
전성을 악화시킬 것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2)
년도 정부의2008◆ 세제개편 안 이 실현되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규모 자체가 축소( )

될 뿐 아니라 지방세의 구조도 세수탄성치가 낮은 부동산과세의 비중이 더욱 커져 지방재정의
탄력성은 크게 낮아질 것임

-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가 본세 통합에 의해 지방세화 되기 때문에 부동산과세 비중은 년2008
수준에서 년 최소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42% 2011 45%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 전환은 시도의 세목인 취득세이므로 광역단체의 세수는 증가하지- ․
만 주민세가 축소되는 많은 시군의 세수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더․
욱 취약해지고 결국 적절한 보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큼

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구조 변화 추정치< -17> ( )
구분 년2009 년2010 년 이후2011

지방세 증감 조- 0.5 조- 0.7 조- 0.9
주민세 감소 조-0.5 조-1.3 조-1.5

농특세 지방세 전환 조+0.6 조+0.6

복지지출과 같이 중앙정부 의무부과에 따른 세출증가에 대한 재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을 높이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복지지출을 축소해야 할
것임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부담은 억원인데 지방비부담은 억원으로 국고보조- 2009 2,814 4,544
의 배이며 지방비부담 중 억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비용임1.6 4,297

내용 2010 비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변동 총액 1 40,277 목적세 통합에 관계없이 현행 교부세율 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변동 총액 2 26,210 목적세 통합에 따른 교부세율 인하 조정할 경우
목적세
폐지

지방교부세 증가 34,067 목적세 본세통합에 따른 내국세수 증가효과
지방세 증가 6,218 농어촌특별세 본세통합 취득세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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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3)
◆ 세제개편으로 인해 기초단체의 재원이 급격히 감소하며 특히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일부 자치,
구는 자체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의 유명무실화

표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예산 축소 사례 단위 억원 예산 기준< -18> ( : , 2007 )
구 분 현 자체사업 부동산교부세

결손액 자체사업 축소율
특별시 노원구 355 128 36.1%△
광역시 부산 북구 100 128 128.0%△
시 전남 나주시 787 119 15.1%△
군 충남 서천군 336 104 31.0%△

자료 행정안전부:
주 부동산교부세 결손액은 년 이후 매년 발생할 조원 규모 위헌결정분 미반영 기준 분석: 2010 2.3 ( )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7. ?
◆ 기획재정부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양요구에 대해 주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며 다른 한편에서 자체적인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획재
정부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음
교부세 재원 조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인센티브 교부세 신설1①
지방세의 탄력세율 인상 통한 재원 조달②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③

◆ 이러한 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음
◆ 인센티브 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자주재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의 국가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재원 중 조원을 분리하여 인센티1
브용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그런에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재원을 전남 등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로부터 각
출하여 마련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인센티브 교부세 재원 출연액 비교 서울 원 전남 억원: 0 , 1,557※

- 또한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시혜적 포상의 성격으로 중앙 집권적 시각이 반영된 제도로서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요소이며

- 동 제도는 문민정부 시절 시범 실시된 적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측정 및 관련 예산,



- 18 -

예측이 어려우며 실효성이 없어 정착되지 못하고 폐기된 제도임( 문민정부가 시행한 인센티브
교부세 제도 지방 신설 또는 확장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액의 에 해당되는 금액: 50%
을 교부세에서 우선 지급)

- 이 방안은 세수 결손분에 대한 보전이 불가능하므로 세수결손에 대한 보전방안이 될 수 없음

◆ 지방세의 탄력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은 취득세등록세 광역단체세 주민세재산( ),․ ․
세 기초단체세 의 탄력세율( ) 법정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방세율 인상 통해 자체조달
하도록 하자는 방안임

지방재정에서 기간재원인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수준 이어서 탄력세율을- (34.8%)
이용해서 재원을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예산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율을 올려서 조달할 경우 취등록- 10%
세 등 수백 인상이 불가피하여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큰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예산 증액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율 인상수준10%❖
일반회계예산의 를 증액하기 위해 광역지자체는 취등록세 기초지자체는 재산세주민10% ,▪ ․ ․
세 세율을 각각 절반씩 인상하여 조달 가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구분 성남시 강진군 장성군
주민세 인상비율 10% 13%(151%)→ 10% 80%(804%)→ 10% 38%(383%)→
재산세 인상비율 0.3% 0.6%(198%)→ 0.3% 3.7%(1,218%)→ 0.3% 2.5%(823%)→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구분 서울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취득세 인상비율 2% 2.9%(147%)→ 2% 6.5%(326%)→ 2% 6.1%(306%)→
등록세 인상비율 2% 3.5%(176%)→ 2% 7%(351%)→ 2% 11.9%(595%)→

지방의 경우 예산조달 위해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의 수백 인상이 불가피하여 부동산%➡
시장이 완전 마비

탄력세율 인상 통한 재원조달은 실질적으로 세원이 풍부한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
만 가능할 뿐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 등 농산어촌지역단체들에게는 무용지물임.․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방안은 재산세를 종합부동세와 통합하여 자주재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얼핏 타당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중 수도권지역에서 징수되는 비중이- 수준이어서 재산세로 통87.3%(2006)
합할 경우 수도권 단체의 세수증가는 크지만 지방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재원배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단체의 재원이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됨

또한 재산과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수출문제나 가구 다주택자가 유리해질 가능성 그리고 한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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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수성으로서의 재산세의 재분배기능 등은 해결될 수 없음

◆ 금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원감소 효과가 지방에 집중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① ②
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현재보다 제약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③
큰 데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으로는 재원감소에 대한 보전이 전혀 되지 못할 뿐 아니, ①
라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지방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②
음

◆ 세제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통한 보전을 기본으로 하,
되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찾을 필요

지방의 재원보장을 위해서는 항구적 효과가 있는 세원이양을 추진해야 하며 학계에서 건의하◆
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보유과세,
의 문제점인 조세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유 부동산과 개인이외 법인 등 소유 부동산( )
을 구분하여 후자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문
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부처이기주의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반대하기보다 지방의 재정◆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주재원의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지방소득
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적극 동의해주어야 할 것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 수도권에 더 많은 세수가 집중되는 제도적 한계를 극◆
복하고 비수도권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8.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1)
세원이양 논의의 기본원칙(1)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세원□
이양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부분균형론적 지방세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첩경이 될 것임

세원이양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원재배분 논의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이 법률은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한 군사정부가 년에- 5.16 1962
경제개발계획의 재원조달을 위해 강력한 재정집권집중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만 실․
제로는 형해화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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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헌법이 제정되고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세제개편에 대한 법률적 이의제기가 빈번해지-
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을 폐지해야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 개혁이 원활해질 수 있음

둘째 지방세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경우 지방세 세목배분의 기본 틀을 기존 두 개 특(◇
별광역시와 구 도와 시군 에서 더 세분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도 문제지만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문제는 말 그대로 천-
양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을 선택하더라도 지역 간 세수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
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조정을 통한 세원이양문제가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

지방세의 기본 틀을 다양하게 설정하면 경제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세목을 배분하는 동시에 재-
정력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의 범주 자체를 차등화 하는 문제까지도 근본적으
로 재검토할 수 있음

예컨대 특별시와 광역시 제도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로서 재정적 관점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

왜냐하면 기업과 인구가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밀집한 대도시를 기존의 도로부터-
분리하는 순간 광역단체의 세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결국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제력재정력 격․
차를 조정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크게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임

부자들끼리 잘 살게 두고 나머지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끼리 가난하게 나누어 살게 하는 제도가-
광역시 제도임

대도시 지역의 슬럼화와 도시빈민문제 도시형 서비스의 급증 등 도시문제의 특수성을 특례제도- ,
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광역시를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세목을 배분할 때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자치단체의 속성을 기초에서 광역으로 변경해야 할
명분은 없음

기존의 자치제도를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더라도 기존의 두 가지 틀을 최소한 네 개의 틀로◆
세분할 필요가 있음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의 네 가지 조. < >, < >, < >, < >
합 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을 배분하면 기존에 제기되는 재정력 격차문(set)
제는 현저하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셋째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조정을 통한 세원이양을 논의할 경우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
재의 수준에서 동결시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과 실질적 배분의 괴리를 축소방안을
논의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 세원배분은 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조세부담배분- 79.5:20.5
비율은 년도 당초예산기준 대략 인 바 지방이 사용하는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은2007 40:60 , 60

에 불과하므로 중앙정부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해주는20.5
재원의 비중은 에 달함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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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능배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줄이고 그 몫만-
큼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일본의 위 체개혁의 틀과 유사 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3 1 )

일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배분 몫의 추가적인 증액요구는 분권적 지방세제개혁의 논-
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며 기능배분의 조정이 없다면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적 재원이양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세원이양논의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넷째 세원이양은 원칙적으로 소득소비와 같은 기간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 ․
는 것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를 설계하고 세원 그 자체의 불균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세수격차는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책임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방교부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다섯째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면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인 공평 효율< , ,◇
간소화 에 입각하여 국세의 지방이양만이 아니라 지방세의 국세이양도 동시 고려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재조정 지방세 안에서의 광역과 기초간의 재조정 그리고 다양한 목적세와 조세감, ,
면조항 등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제의 전면적 재설계 라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과세원칙과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의- (tax redesign) (
행정인 부동산등기업무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경우 지역 간 세원분포가 매우 편향적이고 과표설)
정이 응익원칙에 배치되는 경우 입장행위가 아니라 도박금액을 과표로 하는 레저세의 경우 에( )
해당하는 지방세목은 국세로 이관하고 그 대신 지방세원칙에 부합하고 세수신장성이 좋은 기간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섯째 세원의 재배분과 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세입의 자치를 확보한 다음에는 지방◇
의 추가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반드시 탄력세율의 조정이나 임의세제의 선
택 등을 통해서 조달하여 재정책임성이 발휘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2)
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그대로 두고 과표나 세율구조를 개□
편하는 방안과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하고 대신에 독립된 지방소득세나 지방법인세를 창설하는
방안이 있음.

주민세 법인세할을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한다면 별도의 독립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도 좀 더 축적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중기적으로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향을 고려할 때 지방세로서의 법인과세는 외형표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적자법인이 많을 경우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응익원칙에
비추어 법인의 이윤이 아니라 법인의 외형표준에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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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긴요함

지방법인과세에서 소득 이외의 외형표준과세가 바람직한 것은 이 세목이 응능원칙에 의한- ①
인세가 아니라 응익원칙에 의한 물세이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도로 항만 교, , ,②
육 위생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이고 법인이 행하는 수익사, , , , ③
업 그 자체에서 담세력을 찾아서 소득이 아니라 경비로서 지불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임

즉 그 법인에 소득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
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해야 할 조세라고 생각하는 것임

소득세할의 경우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과표결정권이나 세율결정권 각종 공제제도의 도,◇
입가능성 등 과세자주권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세목도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의 과표와 세율구조
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임

이 경우 주민세 소득할과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총부담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과표나-
세율구조를 개편하여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을 제거할 수 있고 주민의 부담은 증가하- ,
지 않지만 국세로 내는 대신 지방세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조세부
담의식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역경제력의 증대노력이 지방세수의 탄력,
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요컨대 조세부담중립을 기본원칙으로 비례적 지방소득과세를 통한 세원이양방안으로서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개편하는 것은 세제개편에 대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

나 과세대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을 어떤 범주까지 설정할 것인가는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가능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지방세원칙에 비추어 모든 소득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와의수익관계에 있음이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름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산림소득처럼 지역에 뿌리를 둔 소득가득행위에 대해서는 편- , , ,
익과 비용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자배당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획득가능한 소득에 대해․
서는 지역공공서비스와의 직접적 대응관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음

금융소득의 경우 국세 소득세에서도 분리 과세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세계화추세 속에서-
세원의 이동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타◇
당성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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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지방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에는 국세만 부과되-
기도 함.

법인세할의 경우에도 법인소득보다 부가가치나 종업원임금지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외형표준-
과세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도 있음.

현실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이처럼 소득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
는 것은 종합소득과세제도와의 관계에서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현행의
국세 소득세제도를 바탕으로 세원을 국가와 지방에 재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바람직함

금융소득의 경우 여전히 응익성이 취약하고 서울 등 대도시에 세원이 집중되어 있음은 문제점-
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지역적 귀속성이 강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지방세로 부과할
경우 응익원칙과 근로복지 원리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workfare) .

법인세할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에 따라 호불호가 다를 수 있지만- ,
역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외형표준과세방식
을 도입하여 법인관련 지방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음

결론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소득세할의 과:□
세대상을 그대로 적용하되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하고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제도개편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며 세원이양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다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

과세대상을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할 경우에 과세표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기존의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중앙정부에 의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세의 세율구조가 갖는 누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래의 소득금액보다 과표의 지역간 불균등
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따라서 비례적 소득과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과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동 이용◇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각종 공제제도에 의해 조정된 국세의 과세표준보다 원래 납세◇
의무자가 가득한 소득금액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 )
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세자주권이라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지만 탈루세원을 독립적으,
로 파악해야 하고 공제제도 등 개별사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 세무행정상의 비용과 납세협
력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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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주민◇
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세 소득세의 과세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차후 지방의 세무행정능력이 향상되고 전자정보처리가 발전되면 지방이 독자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질 것임

결론 과세표준은 기존의 과표인 국세 부담액이 지니고 있는 누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세:□
과세표준 소득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국세 공제제도를 반영한 국세과표액을 그대로 활용하고
지방의 세무행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독자적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

라 세율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비례적 지방소득과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세는 편익과 부담의 응익관계가 기본이므로 개인의□
소득과 지방소득세의 부담은 비례적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세율은 비례세율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우선한다면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수 있지만 조세경쟁조세수출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방정부가 독자과세를 할 경우,․
가 아니라면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이 수반할 것임

비례세율로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비례세율을 설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① ②
경제력을 고려하여 지역간 차등적 비례세율로 설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균일세율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균일한 비례세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권형 사회를 위한 세원이양은 응익성과 재정책임성 부담분임성 등 지방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세원배분조정방식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야 함

하나의 세목만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전국 획-
일적인 비례세율이어야 함.

전국 획일적 비례세율로 할 경우 기본의 소득세율과 주민세율을 합한 실효부담율이 변동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면 됨.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율을 비례세율로 설정할 경우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3%
의 세율을 합산한 한계세율 년도 기준 은 이므로 주민세 소득세할(2005 ) 8.8%, 18.7%, 28.6%, 38.5%
을 비례적 소득과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설정을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함

국세와 지방세를 별도 과세할 경우 하나는 일단 주민세 소득세할을 로 설정했으므로 국세: 3%①
인 소득세율은 로 설정하는 방안임5.8%, 15.7%, 25.6%,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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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득세의 다양한 세액공제방식 등에 의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부담이 변동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을 로, 8.8%, 18.7%, 28.6%, 38.5%
설정하고 주민세 소득세할 의 부담을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면 개인의 조세부담은3%
세제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음.

표 세율구조 예시< -19>
과세계급 현행

실효세율
독립된 지방세를 도입할 경우 기초세율을 이양할 경우

지방소득세율 소득세율 총부담율 소득세율 지방소득세율 총부담율
천만원 이하1 8.8% 3% 5.8% 8.8% 0% 8.8% 8.8%
천 천만원1 -4 18.7% 3% 15.7% 18.7% 10% 8.8% 18.8%
천 천만원4 -8 28.6% 3% 25.6% 28.6% 20% 8.8% 28.8%
천만원이상8 38.5% 3% 35.5% 38.5% 30% 8.8% 38.8%

세율구조를 완전히 독립해서 설정하는 방안 국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완전히:②
독립시켜 지방소득세율을 기초세율로 설정하고 국세는 이를 바탕으로 그 위에 누진과세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현재의 한계최저세율 소득세 주민세 인 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하고 그 위에 국세- ( 8% + 0.8%) 8.8%
는 과세계급 천만원 이상부터 로 설정하는 방안으로서 스웨덴과 같은 북구국가1 10%, 20%, 30% ,
들이나 최근 위 체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의 제도가 이런 형태임3 1

이 경우 소득과세 중에서 별도의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 대체로 저축우대 등 낮은 세율로 원천- (
징수됨 에 대해서도 국세의 최저세율이 지방소득세율보다 낮지 않은 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은 변동이 없으며 과세상의 공평성도 현재의 여건과 동일함

그러나 소득과세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됨이면 총부담불변의 전제조건 하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원재배분의 방식으로는 차등적 비례세율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

수직적 재정조정을 세원배분으로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재원으로 실현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높여주고 그것이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분권개혁원
리에 비추어 보면 차등적 비례세율은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전국 획일적으로 비례세적 지방소득과세를 도입하면 이전의 실질적 누진세율구조보다는 세수◇
불균등이 완화되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소득세원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간 세수격
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자칫 도시지역으로 세원이양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교부세의 감축에 따른 피해를 농산어촌지역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음.

따라서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게 더 많은 세원이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의 운영원리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가와 지방의 수직적 세원배분을 재조정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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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지역간 차등적 비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함

재정력이 풍부한 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구분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의 세율을 차등적◇
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인구규모나 재정자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 + )/ )
분하여 차등화하는 것임

예를 들어 서울 광역시 인구 만명 이상 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하는 방안 또는 재정자주- , , 50 , , ,
도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 불균등도를 줄일 수80% , 60% , 40% , 20% 20%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서울은 광역시는 도의 경우 시는 군의 경우에는 최하세율 소득세율- 3%, 5%, 7%, ( +
주민세 소득할 인 로 설정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8.8% .

차등적 비례세율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지역간 차등이 헌법상 부여된 지방자치의 본 뜻에 배치되느냐의 문제로서 동일한 세목에 대해①
지역간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위헌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동일세원에 부과되는 총조세부담 즉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이 공평성의 원칙에- ,
배치되지 않는 한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부담이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도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의 차등화가 평등원칙에 배치될 가능성 역시 국가에 의한 재정-
조정책임이 이미 발휘되고 있고 세목의 차등배분과 세수조정방식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을 세원( )
재배분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수조정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수단의 선택문제이지 평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재원보장기능과 격차시정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자율-
성이 저하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세원이
양을 통해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재정자주도가 현저하게 향상될 경우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격차시정기능에 한정시킬 수 있고 그러면 재정책임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

조세체계의 복잡성과 세무행정비용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 )②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사업세와 같이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민세 소득-
할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조세체계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님

과세표준을 바꾸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개혁의 초기에는 행정처리가 복잡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처럼 전산체제에 의한 세무행정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단지
전산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소요되겠지만 그것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며 납세,
자들의 납세협력비용도 소득신고양식만 변화시키면 되므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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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무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주민세 소득할의 비례적 지방소득세화에 따른 세무행정은 국세청 징세대행과 지방자치단체 독□
자징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서에서 징세를 대행해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다만 제도개혁의 초기에는 국세 당국이 대리 징수하되 점진적으로 지방세무당국의 세무능력을-
제고하여 지방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과세자주권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때 국세청이 국세부과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지방소비세제의 도입이유와 도입방안(3)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관한 기존 논의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본형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면적 세원재배분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임을 전제로 한다면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위한 당위성을 확산시키면서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도입에 수반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
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분권형 사회의 세제개혁을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소비세의 도입 논의는 좀 더 포□
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 세원재배분의 일환인 동시에.
그것은 현행 세제의 파행적 구조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도가 한번 도입되고 나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도입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 타협의 산물을 구.
하기 이전에 타협의 준거기준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세제를 설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제개혁의 기준은 효율과 공평 그리고 간소화다 소비과세는 그 부담이 역진적인 불, .□
공평한 세제이지만 응능원칙이 아니라 응익원칙에 의한 과세를 기초로 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간소화가 우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잡다한 소비세적 성격의 지방세에 대한 전.
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선 특정자치단체에 편재해 있는 레저세의 문제를 검토해본다면 과세대상이 입장행위가 아니,□
라 도박행위이고 과세표준이 도박금액인데 이는 혼잡비용의 성격을 갖는 레저세의 본래의 성격
에 맞지 않는다 레저세의 세율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박행위는 국세의 부가가치세로 통. 10%
합한 다음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화로 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을 구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면허세의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세원이므로. ,
개별소비세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축세는 세수규모도 크지 않으므.
로 지역개발세로 통합하거나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비세제를 큰 틀에서 일반소비세인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
비세 그리고 개별소비세인 담배소비세 세 가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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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는 도축세와 면허세를 포함하고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마경정경륜 등 도박장,□ ․ ․
을 포함 골프장 스키장 기타 대규모 유흥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 ,
편에 대한 보상으로 혼잡비용을 징수하는 성격의 입장세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들이 법정외세 형태의 새로운 세목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던 특정지역의 세원 관광세 온천( ,
세 광고세 컨테이너세 등등 들도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면 세목은 하나로 간소, , )
화하면서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
다.

새로운 세목을 일본처럼 법정외세 보통세와 목적세 의 형식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
가 많다 세입의 자치를 위해서는 법정외세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타당.
성이 있겠지만 세법논리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열거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
이다 또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이 쉽지 않다면 지방이 요구하는 법정외세 과세대상을 현행.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임의적으로 선택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더 실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설정하고 지역간□
배분은 징세지주의에 최대한 유사하게 배분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또한 광역의.
세목으로 하되 그 세수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조세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방세인 등록세와 레저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감축하여
이를 합한 금액만큼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자는 것이 조세특위의 논의내용이었다 이 경우 세수.
격차는 등록세나 레저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방교부세.
의 감축이 주로 군지역의 몫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광역단체에 의한 조정
교부금으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전단계세액공제제도와 영세율 면세 등 부가가,□
치세의 특성 때문에 징세지주의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지역의 소비지수를 정확하게 도출해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확한 소비지출통.
계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경.
제발전의 기초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기초지역별 소득과 소비통계조사는 매우 시급하다 현.
재 통계청의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조사대상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연계시킬 경우 지방자.
치단체와 통계청의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소비세제의 도입계획을 고지하.
면서 동시에 통계조사도 실시하도록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기초통계의.
정비에서 준비기관이 많이 필요할 경우 대용변수로 지역의 음식숙박업 등 지역적 귀속성이 강
한 소비지출의 통계를 기준으로 활용하면 수익 부담관계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

재산과세의 개편을 통한 보완방안3)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재
산세로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다 재산의 보유과세는 지방세적 성격이 크다. .
는 관점이다 그러나 부동산가치와 지방공공서비스가 대응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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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특정지역의 부동산 특히 높은 주택가격이 그 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에 비례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비싼 것이 강.
남구나 서초구의 지방공공서비스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서울 강북의 과밀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공시설 특히 당시 가장 우수하다고 했던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
했고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계획적 도시로 건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재산과세의 개편을 통한 보완방안으로서 쉽게 제안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서 재산세에 누진구간을 더 설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될 당시 제.
기되었던 지방세로서의 보유과세의 한계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재산과.
세의 개편은 영국의 와 유사하게 부동산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NNDR(National Non-domestic Rate)
소유와 비거자주소유를 구분하여 비거주자분 법인소유 등 을 국세로 전환하여 이를 지방재정의 불( )
균형완화를 위한 교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세는 관할구역 내의 개인 또는 비법인 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완만( )
한 누진세율로 부과하고 국세는 전국의 비개인 또는 법인 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
하여 완만한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이 조세수출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마무리 글8.
강만수 장관은 국가권력은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식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대편으로는“
시민의 저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억압적 폭력성이 다수 시민의 동의에 의한 합법성을.
전제로 할지라도 소수 시민의 동의나 합법성이 없으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다,
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 이라고 말했다” .
이 말은 국가권력이 함부로 권력적 행위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행할 경우 시민의 저항권이 작동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종.
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소수의 부유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하고 대통령이 되었다하여 소수의
지지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말 그대로 그 다수가 저
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이미 정부는 그 사실을 쇠고기 수입파동에서. ‘ ’
경험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일부 불순세력의 책동으로 몰아가는 문제.
의식에 대해 안심하고 살고 싶은 국민들의 생활의 안전을 걱정하는 경제학도로서 안타깝기 짝이‘ ’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부정을 못했으니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그것이 세제로서 깔끔한 모습을 갖지 못한 면이 있다해서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자세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부동산보유과세의 정책목적을 위해?
서나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나 종합부동산세의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을 보전할 수 있는 항구적 조치의 모색도 빨리 강구되,
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