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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고서의 목적1.

❑ 년부터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정비하여 지방소득세로 국세인2010 ,

부가가치세의 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예정5%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도입이 결정되기 전부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비교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정책변경을 위한 팀 구성이 논의되TF

는 등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나,

한결같이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단순한 열거에 불과함

◦ 즉 현재 도입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정확한 세수효과나 정책,

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또한 현재 도입예정인 개편안 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 )

정부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당초 행정안전부 및 의원입,

법안과도 차이가 있음

◦ 이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개편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

도불구하고 또 다른 의원입법안이 제출되고 있음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안 은 그동( )

안 논의되어 왔던 나름의 원칙들에 부합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임

◦ 그러나 현재 도입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

이 만약 시행에 따른 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에 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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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 안 에 대한 분석보( )

다는 장기적인 개편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입법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2. ․
❑ 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입1995 ․세출 분권의 괴리를 줄여 지방

정부 공공서비스의 응익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꾸준히 논의

◦ 년 세제개편안 에 나타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일정부2009 ｢ ｣
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임

❑ 현재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와지방소비세가 세입 세출 분권의 괴리를･
줄이는 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대한 선결이

필요

◦ 첫째 자체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실제 탄력

세율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지방세는 일부 세목레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을 제외하고 전( , , )

세목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도입 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도 세율과 과세표준이 현행 제

도와 동일함

－ 따라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확

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자체 간 기,

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이 치열해진다면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감소 가,

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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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지자체간 조세경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

한 검토가 필요

－ 이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지더라도 세율의

상 하한선의 설정은 상위정부가 가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셋째 국가 전체적인 세수의 변동은 없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필요, ,

한 조세행정비용의 유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재산할에 대한 세

목변경이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지방정부 이전임,

－ 따라서 국가적으로 세수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뚜렷한 차이점도 없으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가칭 지역상생발전, ( )

기금을 만드는 등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을 유발할 가능성

지방소득세 도입과 대안 검토3.

❑ 지방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징세비용과 납세비용 측면1) ,

과세소득과 세율의 결정권 세수확보의 안정성과 신장성 측면에서2) , 3)

평가가 필요

◦ 첫째 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를 어,

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논의들 사이에 비교가 어려움

◦ 둘째 과세소득과 세율의 결정권은 독립과세 방식이나 부가과세 방식, 1) ,

공동과세나 기존 지방세를 개편하는 방식이 있으나 의 방식이 과세소2) , 1)

득 및 세율결정권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세수확보의 안정성과 신장성 측면에서 독립과세 방식보다는 부가과,

세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과세소득과 세율의 결정권 그리고 세수확보의 안정성과 신장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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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과세 방식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자체에게 직접 부과 징수하므로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
성이 있음

◦ 기본적으로 과세자주권의 확대는 지방재정 불균형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차등세율방식과 단일세율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지역상

생발전기금가칭과 같은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 )

요

지방소비세 도입 대안 검토4.

❑ 대안선택 기준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 ,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기는 어려움

◦ 각 지자체가 세율의 결정권을 가질 경우 편익에 비해 각종 비용이 커질 가

능성이 있음

－ 산업의 전문화가 지역별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상호의존도가 크

고 거래가 빈번한 지역의 경계선에서는 조세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 지역내총생산 최종소비지출 인구 등 다양한 지표, ,

들이 논의되었으나 민간최종소비지출로 결정됨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과

같은 배분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세수효과 행정부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순증액으로[ ] 1

조 억원을 전망하고 있으나 년 세제개편의 영향을 고려하4,786 , 2008~2009

면 년에 총 조 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됨2010 4 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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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의 문제점 현재 도입예정인 지방소비세는 별도의 지역간 재정조정[ ]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세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 따라서 세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가칭 및 재정조정제( )

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세수 불균형의 조정을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에 목적이 있으나 실제 과세

자주권 확대효과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도입될 지방소비세 방식은 현행의 지방교부세 제도와 별다른 차

이가 없고 과세자주권 확대 효과는 거의 없음,

－ 세원배분 방식이 각 지자체의 소비지표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각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한계적인 지출수준을 납세자가,

아닌 예산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같음

－ 소비지표로 사용예정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지역주민의 소비를 나타

내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간 재정불균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됨,

－ 일단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특정한 가중치라도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현재 도입될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가중치,

를 상이하게 부여할 예정인데 지방소비세율이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안분의 기준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 형평화 기능은 도입될 지방소비세 보다는 지

방교부세와 같은 지출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일 수 있

음



viii

법적 쟁점 검토5.

과세자주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과세자주권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목의

창설권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 현재 지자체가 조례로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음

◦ 또한 과세자주권은 조세원리에 의한 제한을 받고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원리로서의 제한을 받는 특성상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과세자주권의 근거는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설로 나누어지고 전,

자의 견해는 다시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로 나누어짐, ,

◦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엄격하게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써 세목 등을 창설할 수 없다는 논

리가 있으나 이것이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논리로 확대되어서는 안 됨

과세자주권의 한계

❑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은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

로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제도의 본질도 잘 실현할 수 있음에도 현실

적으로는 제약요소가 적지 않게 존재

❑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자주권이 제약을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리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

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까지도 법률에 의한다, ,

면 이것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큰 제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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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유보원칙에 의해 과세자주권이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

◦ 동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이 같은 논리로 조례의 제정범위 등을 제한한다면 헌법상 보장하,

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게 됨

과세자주권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자주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우리 법체

계의 문제점임

◦ 학계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약화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속으로,

이어짐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위협할 수 있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지자체가 재정운용에 있어서 자율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부분도

현행법의 문제점임

입법적 개선방안

❑ 과세자주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찬반의 논의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임

❑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제도의 도입 시기는 경제적 상황이나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성과 등

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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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6.

❑ 행정부의 이번 개편 안 은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위성에는 부

합하나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 전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

❑ 각 지자체의 자체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인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으로 지자체의 세수감소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가 없으면 각 지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한계적,

인 지출수준을 납세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당국이 결정하게 되므

로 재정조정제도를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는 대한 검토가 필요

❑ 또한 불균형 심화방지를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가칭 의 설치 등 소비지( )

출 비중의 차별적 부여방식을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향후 이번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같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
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첫째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또는 기,

능배분이 제대로 규정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함

◦ 둘째 세원의 이전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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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심한 재정력의 격

차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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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2009

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정부발표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년부터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전, 2010

환한다 과표와 세율은 년간 현행과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년부. 3 , 2013

터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 ․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때문에 행정부는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

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표[ 1 지방세목 변경내용 년 세제개편안] (2009 )

변경전 변경후 과표 및 세율

주민세 소득할
지방소득세

소득분 본세의: 10%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분 월급여총액의: 0.5%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균등분:
개인 원 이내 사업장 원: 10,000 / 50,000－

법인 원: 50,000~500,000－

사업소세 재산할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원: 250 /1㎡
오염물질배출사업소 원( , 500 /1 )㎡

신설(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국세 의( ) 5%

농업소득세 폐지

주 신설되는 경우가 아닌 세목 통폐합의 경우 과표 및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1. ,
현행 농업소득세는 년 월 일부터 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2. 2005 1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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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약. 2010 5%( 2.3

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 3 ,

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2013 5%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 ․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시 ․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첫째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둘째 지방세 비중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자립도의 증가 셋째 소득, , ․소비과세

의 확대로 인한 지방세입 안정성의 증가 넷째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노력 확대,

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

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고. ,

부과 ․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

불편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

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약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2.2%p

있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에 불과하다 그러나. 21% .

이러한 지방세의 비중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의 수도권(29%)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의 효과 외에도 실질

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방세 확충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 ’→ →

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세수증대를 위해 자. ,

구노력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의 당

위성에 부합한다 실제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온 내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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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

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장기적인 세제개편의 방향과 일( )

치하는지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법 대안,

들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근거 대안별 비교, ,

정부안의 세수효과 등의 정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것은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의 논의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어떤 정책을 도입, ․시행하려면 먼저 대안들을 비교하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연, .

구들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열거 위주이고 현재 행정부안의 세수효과나 정책,

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리는 거의 없다 비록 현재 행정부안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원칙들에 부합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시,

행에 따른 문제점이 편익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장기적인 개편방향을 함

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도 정책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개편안에 대해 중, . ( )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며 당초 행, ,

정안전부의 계획이나 의원 발의안보다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1)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책변경을 대비하여 구성을 계획하고TF

있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공통으로 적용되. II

는 논의를 살펴본다 장에서는 지방소득세 도입의 대안들을 비교하고 장에. III , IV

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대안을 비교하면서 정부안의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장. V

에서는 제도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장에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 VI

색한다.

1)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년 월 일 발의 에 따(2008 11 25 )「 」

르면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은 부가가치세액의 이다 당초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20% .
였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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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2)

지방세의 역할1.

년 지방자치법 의 개정과 년 지방의회의 구성 그리고 년 자1988 1991 1995｢ ｣
치단체장의 직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경.

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는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메.

커니즘이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

과 그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담수준,

에 부합하는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각 지역의 자원배분

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지방세는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한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의 지출수준과 연계되어.

그 부담수준이 결정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지방세의 본질적인 기능은 지자체들이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

원을 조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을 중

시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배분되는 이전재원의 경우 주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부담과 연,

계가 없이 주어지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지 못한다.

2) 장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년 세제개편안 분석 을 상당부분 인용하였다II (2009.10), 2009 .ꡔ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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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이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 기능은 사실상 거의 발휘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

제공하는 수많은 지방공공서비스들과 다양한 지방세목들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들이 이들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가격메커니

즘을 제약하는 본질적인 한계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에 의존적인 우.

리의 지방재정 재원구조 등과 같은 지방재정제도 속에서 이러한 조세가격 기능

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

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등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지자체 간.

의 재정능력에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인데 세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

지는 경우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년 세제2009｢
개편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

이에 이 장에서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와 도입 후 기대효

과를 기존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

입된 이후 중앙정부의 기능은 많이 이양되어 지방의 세출권한은 많이 확보되었

으나 세입권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 분권의 괴리가 커지고 있,

다 이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세입 ․세출 분권의 괴리를 줄이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응익성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을 증진시키자

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년 세제개편안 에서 도입을 제안2009 ( )｢ ｣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제도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과세자주. . ,

권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둘째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증,

진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물론 제도 도입의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자주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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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한 분석은 장에서 지. IV

방소비세의 대안들과 함께 논의한다.

과세자주권의 확립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역할에 상응하는 재정력을 나누어 갖는 재정분

권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유태현 재인용(Tiebout, 1956; Oates, 1972; , 2009 ).

국가의 지방정부 수입 구성의 추이와 원인을 분석한OECD Blöchliger and

에 따르면 년 사이에 정부의 총 지출에서 지방정부의Petzold(2009. 7) , 1995~2005

비중은 에서 로 확대되었지만 세입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31% 33% , 17% .

정부가 정부간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부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혜택의 형평성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의.

교부금 시스템은 형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보다 더 큰 규모였으며,

교부금은 자체재원에 비해 지방정부의 수입이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심화

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교부금은 지자체의 세입징수 노력을 줄이고 지자. ,

체의 지출을 증가시켜 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이와 같이 지방정부 세입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

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부의 서비,

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의존재원보다

는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뒤 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자체세원이 증가하면, ,

지방교부금은 감소하게 된다 즉 지방교부금과 같은 이전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

세원증가가 총수입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3) 이처럼 지방정부가

3) 이처럼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형평화 기능이라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지방정부의 재원확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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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자체재원의 비중을 증가시키면 지방정부의 세원증대 노력이 총수입

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정부의 년 세제개편안 은 이러한 내용을. 2009 ( )｢ ｣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구조 순계규모] ( )

단위 조원( : ,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22.9 52.4 77.2 94.0 110.5 122.7 125.8 128.4 139.8 151.8

지방세 6.4 15.3 20.4 26.6 31.6 33.1 34.2 36.0 41.3 43.5

비중( ) (27.8) (29.2) (26.4) (28.3) (28.6) (26.9) (27.1) (28.0) (29.5) (28.7)

세외수입 9.3 20.7 31.5 36.0 42.3 53.1 56.4 51.9 51.8 56.8

지방교부세 2.8 5.7 8.4 12.4 12.5 15.0 14.5 20.0 21.7 25.2

비중( ) (12.1) (10.8) (10.9) (13.1) (11.3) (12.3) (11.5) (15.6) (15.6) (16.6)

지방양여금 － 1.9 3.7 4.6 4.2 4.4 3.8 － － －

비중( ) － (3.6) (4.8) (4.9) (3.8) (3.6) (3.1) － － －

보조금 2.1 4.1 9.9 11.2 16.2 14.3 13.5 16.94) 21.1 22.4

비중( ) (9.3) (7.8) (12.8) (11.9) (14.7) (11.6) (10.7) (13.2) (15.1) (14.7)

지방채 2.3 4.5 3.2 3.2 3.8 2.8 3.5 3.6 3.9 3.8

자체재원비중1) 78.4 77.4 71.4 70.0 70.2 72.5 74.7 71.2 69.3 68.6

의존재원비중2) 21.4 22.2 28.6 29.9 29.8 27.5 25.3 28.8 30.7 31.4

특정재원비중( 3)) (9.3) (11.4) (17.6) (16.8) (18.5) (15.2) (13.8) (13.2) (15.1) (14.7)

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정부 총수입1. ( + + )/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정부 총수입2. ( + + )/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정부 총수입3 ( + )/
균형발전특별회계 포함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호: .ꡔ ꡕ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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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변화 추이[ 2]

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재정 총수입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

어드는 반면 이전재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총세입 중 자체재원. ,

비중은 년대 수준에서 년 대로 하락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동1990 78% 2007 69% . ,

안 의존재원 비중은 대에서 대로 상승하였다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의20% 30% .

통제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부동산교2002 18.5% ,

부세 도입 등의 영향으로 년 이후에는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2003 13~15% .

행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가 기업의 유치나 세수증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

을 확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유인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 탄력. ,

세율의 활용 등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둘째 조세경쟁에,

대한 대비 제도정비 셋째 조세행정 비용측면을 고려한 다른 대안과의 비교이,

다 이러한 요건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실질.

적인 자체재원과 과세자주권의 확대를 가져오기 보다는 단순한 세목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제도 자체가 복잡만 해지기 된다.

첫째 자체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으

로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세.

자주권이란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을 통해 추가적인

지방공공서비스의 지출여부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추. ,

가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를 증가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지방정부의 지.

출에 대한 재원을 지방정부가 모두 조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에도 레저세 면허세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대해서 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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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4) 그러나 탄력세율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

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주민세의 경우에는 탄력세율,

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5)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할과 법인세할로 구분

하여 각각 개인소득세액과 법인소득세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과세하므로 지방정

부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할은 의 비례세율로 과세하지만. 10%

과세표준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이 아니라 누진체계로 되어 있는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누진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의 표준세. 10%

율을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지방50% .

정부가 없지만 이를 활용하여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소득,

재분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탄력세율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과세자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4) 레저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 역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세, 50%
율의 가감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년에 강원도에서 조세수출의 성격이 강한 지역개발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사1997
례가 있었고 년에는 경기도 김포와 경상남도 김해 간에 항공기 등록세에 대한, 1999
탄력세율 경쟁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김정훈 김현아 재인용( , 2000;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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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개정 동향]

❑ 년 현황2005 2006－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인하를 명분으로 서울 ․경기지역 시 ․구에서

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를 사용 년 개 년 개2005 (2005 29 , 2006 37

시 ․구 서울/ 20 ․경기도 17 )

◦ 수도권 지자체의 탄력세율 남용으로 지역간 주택간 과세 불형평 등,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탄력세율 조례를 입법하려는 지방의회와 집행,

부간 갈등 등 많은 문제점 야기

◦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의 적용요건과 적

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명문으로 규정 지방세법 제 조 제(2006.9.1 188 3

항 개정 년부터 시행, 2007 )

❑ 탄력세율 조례개정 동향 현재(2007.3.29 )

◦ 서울시

－ 서울시는 년 재산세 및 면허세 부과징수에 차질이2007.3.2 2007

없도록 구세조례 정비안을 송부 적기에 조례를 개정토록 요구,

－ 현재 개 전체구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중이었으며2007.3.29 20 ,

강남구 종로구의 경우 년 한시조례로 운영한 바 있음, 2006

◦ 경기도

－ 세정업무지침 에 표준세율로 조례개정토록 시달2007 (2007.1.15)

－ 개시성남 용인 시흥 파주시가 의회의결을 거쳐 표준세율4 ( , , , )

전환

－ 현재 개시를 제외한 개시 전체가 조례개정 추진 중2007.3.29 4 13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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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시 탄력세율 조례 개정 동향 현재] (2007.3.29 )

자치구명
년2007 년 개구2006 (20 ) 년2005

개구(15 )
년2004

개구(20 )표준세율 진행상황 적용율 신 규 여 부

종로 표준세율
년만‘06

탄력세율 적용
15%△ 신 규 － 15%△

중구 표준세율 방침준비중 40%△ 년 연장2005 40%△ 30%△

용산 표준세율
입법예고
(3.13~4.2) 20%△ 년 연장2005 20%△ 20%△

성동 표준세율
입법예고
(3.12~4.2) 10%△ 년 연장2005 10%△ 20%△

광진 표준세율
입법예고

(3.22~4.12) 17%△ 년 연장2005 10%△ 10%△

동대문 표준세율
입법예고
(3.15~4.4) 20%△ 신 규 － 20%△

중랑 표준세율
입법예고

(3.21~4.11) － 년 미연장2005 20%△ －

성북 표준세율
입법예고
(3.6~3.26) 20%△ 년 연장2005 20%△ 20%△

강북 표준세율
입법예고
(3.16~4.4) 20%△ 년 연장2005 20%△ －

노원 표준세율
방침 준비중
월 입법예고(4 ) 20%△ 신 규 － 20%△

마포 표준세율
방침 준비중

예고(3.28. ) 20%△ 년 연장2005 20%△ 20%△

양천 표준세율
입법예고
(3.14~4.4) 30%△ 년 연장2005 30%△ 20%△

강서 표준세율
입법예고
(3.14~4.4) 20%△ 년 연장2005 20%△ 20%△

구로 표준세율
입법예고
(3.16~4.5) 20%△ 년 연장2005 20%△ 20%△

영등포 표준세율
입법예고
(3.8~3.28) 20%△ 년 연장2005 20%△ 25%△

동작 표준세율 방침 준비중 20%△ 년 연장2005 20%△ 20%△

관악 표준세율
입법예고
(3.16~4.4) 20%△ 년 연장2005 20%△ 20%△

서초 표준세율
입법예고
(3.3~3.28) 30%△ 년 연장2005 30%△ 20%△

강남 표준세율
년만‘06

탄력세율 적용
50%△ 신규 － 30%△

송파 표준세율
입법예고
(3.17~4.3) 40%△ 신규 － 25%△

강동 표준세율
입법예고
(3.7~3.22) 25%△ 신규 － 2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협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 13

표[ 5 경기도 탄력세율 조례 개정 동향 현재] (2007.3.29 )

시 ․군명
2004
개 시(3 )

2005
개 시(14 )

2006
개 시(20 )

진행사항 세부사항

수원시 － 30%△ 30%△ 의회상정 입법예고완료 월 폐지예정, 4

성남시 30%△ 50%△ 50%△ 폐지완료 폐지(2006.12.31)

고양시 － 50%△ 50%△ 의회상정 의회의결3.19.

부천시 － 50%△ 50%△ 입법예고 중 부터 입법예고3.26.

안양시 － 30%△ 30%△ 입법예고 중 까지 입법예고3.27.

안산시 － － 50%△ 방침결정 부터 입법예고4.2.

용인시 16%△ 50%△ 50%△ 폐지완료 본회의 상정

남양주 － 50%△ 50%△ 방침결정 부터 입법예고4.2

광명시 － 30%△ 30%△ 의회의결 월중 폐지예정3

시흥시 － － 50%△ 폐지완료 본회의 상정3.23.

군포시 － 30%△ 30%△ 방침결정 중 방침결재 예정

화성시 － － 30%△ 방침결정 입법예고 준비중

파주시 － 25%△ 25%△ 폐지완료 본회의 상정3.23.

구리시 30%△ 50%△ 50%△ 방침결정 입법예고 준비중

하남시 － 50%△ 50%△ 입법예고 중 부터 입법예고3.30.

의왕시 － 40%△ 40%△ 방침결정 입법예고 준비중

과천시 － 50%△ 50%△ 방침결정 입법예고 준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협조:

심혜정 에 의하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2008) ,

세자주권은 외형적으로는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가 지방정.

부 과세자주권을 액면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개 지. 16

방세 세목 중 개의 세목에 대해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11

탄력세율 제도의 활용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이

를 활용할 유인이 거의 없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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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도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재량성이 높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탄력세율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정분권화 원리나

일부 다른 국가들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OECD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은 현재 행정부의 안대로라면 과세자주권의,

확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모두 세율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걷힌 부가가치세에서 일정비율.

로 고정된 수입을 지방정부에 할당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진

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책임,

성 증진을 위해서는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탄력세율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조세경.

쟁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정부가 세율의 상 ․하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배상석. ․김대진 은 비(2007)

교경쟁이론을 통해 지자체간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경쟁을 설명하였다 년. 2004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재산세 과표를 상승시킨 이후 서울의 자

치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탄력세율 인하를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낮추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공간회귀분석을 응용하여 지.

리적으로 이웃한 자치단체의 세금변화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자치단체도 전략적

으로 자신들의 세금을 변화시킴을 확인하였다 오병기 역시 재정자립도가. (2009)

낮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크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재정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력 격차에

따라서 투자인센티브가 차이가 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 없이 단순히 조세행정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

업소세 종업원할의 세목변경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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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세수의 증대효과는 없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행정 비용을 유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출이 자체재원과 의존재.

원의 비중은 변할 수 있으나 지출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세행정 비,

용을 유발하지 않는 기존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라기보다는 단순히 조세행정 비용을 증.

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다른 정책 대안과의 심도 있는 비교가 필요

하다 이에 대해서는 과 장에서 논의한다. III IV .

지방세입의 안정성 및 신장성3.

지방세수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작게 받고 안정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

다 세수의 증감률은 보통 세원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지방세 구조는 재산과세. .

중심으로 되어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세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투자로 연

결되지 않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경제.

성장 또는 소득수준 향상의 결과가 세수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는 국세 재산과세는 지방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취.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재산과, ,

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준이고 주민세 등 소득과세가50% ,

담배소비세 등 소비과세가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에서 보는 것16%, 22% . [ 6]

처럼 년 국가의 지방정부 세입 중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2006 OECD

이지만 중앙정부의 세입 중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에 불과하다31% , 6% .

이것은 재산과세가 지방세로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보통 국.

세가 아닌 지방세의 형태를 띠는 이유는 티부가설에 근거하고 있다(Gruber,

티부모델은 지방정부에서 공급되는 공공재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2005).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는 납세 편익간의 연계이다 즉 주민. . ,－

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신들이 받는 재화 및 서비스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사

실을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도로와 같이 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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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좋아져서 지역 대부분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화는 세입과 지출

의 연계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째는 외부효과의 크기이다 만약 공공재 제공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

다면 어떤 지역에서도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이러한 공공재들의 공급은 상위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는 공공재가 규모의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만약 규모의 국방의 경.

우처럼 경제가 크다면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공급할 유인이 없다 물론 이, . ,

러한 티부가설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과세는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표 에 의하면 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소득과세가 재산[ 7] , 2000 16%,

과세가 소비과세가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50%, 22% . OECD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과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표 참고 그러나 우([ 6] ).

리나라의 경우 재산과세 중에서도 거래세 중심의 세수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영

향을 받아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득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의 세원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년 세제개편안 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2009 ( )｢ ｣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민세 소득할의 독립세 전환이 아니라 명칭만 지방소득세. ,

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이다 년 국세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주민세 소득할은. 2008

년부터 매년 조 억 원 이상 감소할 예정이었는데김경수2010 1 7,000 ( , 2009. 10),

그것이 지방소득세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

세의 독립세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되어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가산세가 아닌 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더라,

도 소득의 변동에 대한 영향은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탄력성은.

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이 과세표준일 경우에 비해 소득이 과1 ,

세표준이 될 경우 경기변동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 반면 독립세 전. ,

환에 따른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늘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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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표 은 년 이후의 세수탄력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세수의 탄. [ 7] 2000 ,

력성이 높을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년 이후. 2000

경상 는 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지방세는 의 증가율을 보여 탄력GDP 6.9% , 11.5%

성은 로 측정되었다1.7 .6) 소득과세의 탄력성은 로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2.2

면 소비과세는 으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세 중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나 특, 1.3 .

별소비세는 총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지방세의 소비세로 분류되는 담배,

소비세 주행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상대적으로 총수요, , , , ,

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7)

6) 년부터의 탄력성을 구하면 반대로 소득과세의 탄력성이 가장 낮고 소비과1981 (0.9),
세의 탄력성이 가장 크다 엄밀히 하면 세수의 탄력성은 세제개편이 없는 기간(1.8).
을 대상으로 구해야 하며 세제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동변화를 반영하여야 하,
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추산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세제개편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구한 것이다2000 .

7) 단 여기서 자동차세는 의 기준에 따라 소비과세로 분류하였으나 세금의 성격OECD ,
상 재산과세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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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가의 지방정부 세원구조] OECD , 2006

단위( : %)

소득과세
사회보장

기여금
사업소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미국 27.28 － 30.64 42.07 －
영국 － － － 100.00 － －
터키 28.92 － － 12.72 43.47 14.89
스위스 80.29 － － 15.67 4.03 －
스웨덴 100.00 － － － － －
스페인 19.70 － － 31.26 47.00 3.38

슬로바키아 72.99 － － 12.95 14.07 －
포르투갈 23.86 .20 － 44.74 30.26 .92
폴란드 62.40 － － 30.87 6.73 －
노르웨이 88.67 － － 9.55 1.79 －
뉴질랜드 － － － 90.13 9.87 －
네덜란드 － － － 49.84 50.16 －
멕시코 － － 39.21 48.93 5.31 6.55

룩셈부르크 90.00 － － 8.01 1.60 .39
한국 15.05 － 1.36 50.80 20.66 12.13
일본 51.07 － － 28.08 19.87 .98

이탈리아 19.92 － － 14.32 26.75 39.01
아일랜드 － － － 100.00 － －
아이슬란드 72.81 － － 14.35 12.78 .06
헝가리 .03 － .22 23.14 76.61 －
그리스 － － － 68.06 31.94 －
독일 59.52 － － 8.08 32.37 .03
프랑스 － － 6.62 52.30 16.49 24.59
핀란드 94.66 .15 － 5.13 .06 －
덴마크 93.20 － － 6.72 .08 －
체코 54.77 － － 2.86 42.36 .01
캐나다 37.24 5.81 4.19 21.36 30.84 .56
벨기에 48.21 .14 － 15.18 36.30 .17

오스트리아 38.36 4.21 11.64 6.36 38.47 .95
호주 － － 14.50 29.43 56.07 －

평균OECD 39.30 .35 2.59 31.05 23.27 3.49
자료: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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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구조]

단위 십억원( : , %)
세입금액 비중

합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1981 914 242 572 90 10 26.4 62.6 9.8 1.1
1982 1119 266 738 104 12 23.7 65.9 9.3 1.1
1983 1397 298 960 128 12 21.3 68.7 9.1 0.8
1984 1508 325 1015 152 16 21.5 67.3 10.1 1.1
1985 1658 281 1108 249 20 16.9 66.9 15.0 1.2
1986 1810 311 1201 280 18 17.2 66.4 15.5 1.0
1987 2192 375 1473 319 25 17.1 67.2 14.6 1.1
1988 3085 497 1965 591 32 16.1 63.7 19.2 1.0
1989 4936 604 2505 1792 35 12.2 50.8 36.3 0.7
1990 6366 678 3521 2120 47 10.7 55.3 33.3 0.7
1991 8035 852 4653 2472 57 10.6 57.9 30.8 0.7
1992 9462 1141 5414 2822 84 12.1 57.2 29.8 0.9
1993 11026 1280 6516 3081 148 11.6 59.1 27.9 1.3
1994 13231 1562 7737 3769 163 11.8 58.5 28.5 1.2
1995 15316 1941 8960 4218 198 12.7 58.5 27.5 1.3
1996 17395 2439 9883 4746 327 14.0 56.8 27.3 1.9
1997 18406 2571 10304 5191 340 14.0 56.0 28.2 1.8
1998 17150 2918 8823 5131 278 17.0 51.4 29.9 1.6
1999 18587 2824 10242 5017 504 15.2 55.1 27.0 2.7
2000 20600 3688 10980 5458 474 17.9 53.3 26.5 2.3
2001 26664 3916 12785 5920 4043 14.7 47.9 22.2 15.2
2002 31526 4282 16366 6337 4541 13.6 51.9 20.1 14.4
2003 33133 4983 17072 6537 4541 15.0 51.5 19.7 13.7
2004 34201 5386 16880 7259 4676 15.7 49.4 21.2 13.7
2005 35978 6014 17928 7561 4474 16.7 49.8 21.0 12.4
2006 41293 6777 20977 8533 5007 16.4 50.8 20.7 12.1
2007 43524 8031 20814 9494 5186 18.5 47.8 21.8 11.9

00 07－
증가율․평균3)

11.5 14.2 9.7 8.3 96.6 16.1 50.3 21.7 12.0

탄력성 1.7 2.2 1.4 1.3 12.9 － － － －

주 대비 지방세수 탄력성은 년의 세수증가율 증가율로 구함1) GDP 2000~2007 /GDP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의분류는 의분류기준을따른것임 년의숫자가2) , , OECD . 2006
표 과차이가나는이유는여기서는사업소세종업원할를소득과세에포함시켰기때문[ 6] ( )
세입금액은 증가율 비중은 평균을 나타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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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방소득세. 도입 대안 검토

편익원칙과 지방소득세1.

현행 주민세 소득할은 의 비례세율로 누진체계로 되어 있는 소득세액10%

과 법인세액에 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의 표준세율을 범위 내에서 탄력. 10% 5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면 의도하지 않은 소득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세 소득세할을 소득세액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로 전환한다면 소득분배효과로부터 중립적인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작동하게 된다 동시에 국세인 소득세를 산출할 때 이를 소득공제한다.

면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왜곡시키지 않을 것이다, .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약 절반에 불과하여 주민세 소득세할은 이

들에게만 부과되지만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면, ,

세원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지방소득세의 지역간 배분은 현재보.

다 상당히 수평적으로 형평하게 만들 것이다 고소득층 거주자가 밀집된 지역에.

서는 납세의무자의 수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과세표준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

여 지방소득세수 비중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수가 증가하여 과세표준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수 비중은 증가

할 것이다.

법인소득은 지방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익과세라고 할 수 없다 지방정.

부가 법인의 납세능력에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인소득은 지방공,

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세 법인세할은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남 광양과 같은 자치단체들은 조세수입이 특.

정기업의 경영실적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편익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세를 기업에 부과하고자 한다면 현재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급여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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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하는 사업소세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주민세 법인. ,

세할을 폐지하는 대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

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도입 대안 검토2.

현재 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 도입안의 경우 단순한 세목의 변경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확대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

큼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기존의, .

연구는 다양한 대안들의 단순한 열거에 그칠 뿐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도입 이후의 세수효과나 정책에 대한 비용 지역간 세수불균형 납, ,

세협력비용 등의 문제제기에 대한 정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각각의 정책평가가 어려운 것은 다양한 정책수단은 상반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러나 현재 상황을 근거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제약조건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

해서는 비교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은 세원배분 방식 면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 세원의－

분리방식과 공동이용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8)

우선 세원의 분리방식이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과세권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세원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차 산업관련 소득 혹은 양도. , 1

소득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송상훈. (2007)

은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이원화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지방소득세의 세원으로 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 차. 1

8) 이재은 라휘문 박정수 등을 참고하여 서술 각 대안에 대해서는 이재은, 2009; , ; , 1993 .
에 소개된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세(2009) ,

원의 배분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는 박정수 공동세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1993),｢
구 한국,｣ 조세연구원 을 참고할 것, pp6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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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련 소득김정훈 곽채기 이상용( , 1996; , 2000, ․라휘문 등과 양도소득, 2003 )

세이상용( ․라휘문 조임곤 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 2003; , 1999)

하자는 제안도 있다이재은( 2009).

표[ 8 지방소득세 도입대안 비교]

세원
배분

유형 과세표준 세율 배분공식/ 사례

세원
분리

독립
과세

차 산업 관련소득1
및 양도소득

소득세 세율
송상훈(2007)
김한기(2002)
조임곤(1999)

세원
공동이용

공동
과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비례세율/
징세지기준

이상용 ․라휘문(2003)

비례세율/
공식 징세지기준(

재정조정+ )

라휘문(1998; 2003)
노근호(2003)
김한기(2002)
유경문(2006)
김한기(2002)

부가
과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
과세표준

비례세율
균등세율( )

이영조(1999)
이재은(2002)(2006)

지역간 차등세율
이재은(2008)

유태현 ․한재명(2008)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부과결정액

역진적 세율 이재은(2006)

세원
분리
+

세원
공동이용

주민세 소득세할 세율인상 과 양도소득세 통합( )－
지방소득세( )
주민세 법인세할의 법인세 통합 국세( )－

정병순 외 인2 (2003)

－ 단기안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의 통합에[ ]( )
소득세 과세대상 일부임업 어업 축산업( , , , 광업)
추가 장기안[ ]

김대영 외 인2 (1996)

주민세
조정

주민세 법인세할 세율 인상법인세 세율인하 병행[ ] 원윤희 외 인6 (2008)

주민세 소득할과 농업소득세의 통합단기안[ ]
주민세 균등할 장기적으로 폐지소득세 일부이양시( ) 김대영 외 인2 (1996)

자료 이재은 외: (2009)

이러한 논의에서 양도소득이나 차 산업소득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이유1

는 지역의 경제와 관련성이 높고 지방세제로서 적합한 재산과세에 해당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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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장 참고(II ).

그러나 년부터 과세가 중단되어왔다가 년부터는 폐지 예정인 농업2005 2010

소득세와 같이 차 산업의 경우 해당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조세감면 제1 ,

도의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세수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중은 꾸준히 증[ 9]

가하여 왔지만 다른 세원에 비해 증가율의 변동이 심하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

가 실거래가 과세와 같은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의 규모와 건수에 대한 예측이. ,

어렵기 때문에 세수추계가 어렵고 이는 지방세 추계의 오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도소득세가 국세일 때나 지방세일 때나 똑같이 존재하.

는 문제점이지만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비용이 다른,

편익에 비해 작을 것인지 안정성과 세수신장성이 중요한 지방세원으로서 적합,

할지는 의문이다.

표[ 9 소득세 세원별 비중 및 증가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십억원( )

소득세 합계 19,160 20,788 23,434 24,650 31,004 38,856
비중( )

이자배당소득세 16.6 16.2 14.2 12.7 11.5 12.0
근로소득세 39.8 40.2 41.9 42.1 39.5 36.3
종합소득세 22.8 20.4 19.0 18.7 15.6 15.8
양도소득세 12.8 13.9 16.4 18.1 25.5 29.1
기타소득세 8.0 9.2 8.6 8.4 7.8 6.7
증가율( )

이자배당소득세 23.3－ 5.9 1.2－ 5.8－ 14.3 31.0
근로소득세 0.8－ 9.8 17.4 5.7 17.9 15.4
종합소득세 11.4 2.9－ 4.9 3.5 5.1 27.1
양도소득세 65.9 17.9 32.5 16.0 77.9 42.6
기타소득세 6.7 24.8 4.4 3.9 16.5 7.5

자료: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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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원의 공동이용 방식은 동일한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크게 공동과세와 부가과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우선 공동과세 유형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총액의 일정

비율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그 가운데 거두어진 세수를 징세지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은 순수한 의미의 공동세 방식에 해당한다이상용( ․라휘문,

유태현 재인용 이 방법은 국가가 징수하고 각 지역에 징세지 기준2003; , 2009 ).

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결정권이나 과세소득의 선택권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존재하기 힘들다.

반면 부가과세 유형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비례세율 혹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

방법은 앞서 주민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소득세수의 변동에 따라 주민세

의 재원자체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해소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특정세원을 분.

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을 뿐더러 각 지방정부에 세율이나 과표,

설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독립세 전환은 징.

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행 주민세의 과세행정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혹은 소득세액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역진적인 세율,

구조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이재은 역진적인 세율구조를 설정하는 이( , 2006).

유는 지방세 부담을 비례세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국세의 세율을.

과세계급구간별로 로 설정한 다음 주민세 소득세할의 세율5%, 15%, 25%, 35%

은 같은 과세계급구간별로 로 설정하면 과세계급 천만원75%, 25%, 15%, 10% 8

이하는 지방세 실효세율이 가 되고 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로 되3.75% , 8 3.5%

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세원이양 효과가 발생하고 세수격차,

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방법은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에 가 가산되어. 10%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와 세율구조만 다르다 때문에 과표.

를 세액이 아닌 소득으로 정의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비해 정책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세율방식은 지방소득세율을 지역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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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단순한 세율체계로 과세행정이 용이한 반면 역,

진적 세율의 설정 권한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징세, ․납세 행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표[ 10 이재은 안 소득세액의 부가세 방식 역진적 세율] (2006) : ,

과세계급
현행 소득세율과 주민세율 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을

개편할 경우

소득세율 주민세율 총부담율 소득세율 주민세율 총부담율

천만원이하1 8% 10% 8.8% 5% 75% 8.75%

천 천만원1 ~4 17% 10% 18.7% 15% 25% 18.75%

천 천만원4 ~8 26% 10% 28.6% 25% 15% 28.75%

천만원이상8 35% 10% 38.5% 35% 10% 38.50%

자료 이재은: (2006)

이 외의 유형은 앞의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한 방식이다 우선 세원분리방식.

과 세원공동 이용방식이 가미된 혼합방식에 의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정병순(

외 인 김대영 외 인 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정책의 목표가2 , 2003; 2 , 1996) ,

불분명하고 장단점이 조화되었다기 보다는 단순한 정책조합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현행 지방세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세율인상 등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원윤희 외 인 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한( 6 , 2008) ,

대안은 세목체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자주권의

확대와 같은 지방소득세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소득세율이나 과세표준 결정권을 인정하게 되면 지자체,

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차등세율방식과.

단일세율방식에 대한 비교를 참고할 수 있다 차등세율방식의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별로 세율을, ,

달리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반면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단일비례세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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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설계하는 방안은 지방소득세율을 지역구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

안이다.

곽채기 에 따르면 차등세율 방식은 비수도권 도시군에 큰 폭의 세수(2009) , ( )

확충 효과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 .

결 자치단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단일세율 방식은 단순한 세. ,

율체계로 과세행정이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노력이 세수,

에 반영되도록 하는 도입취지에 상대적으로 부합한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소결3.

현재 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 도입안의 경우 단순한 세목의 변경에,

불과하다 때문에 실질 세부담의 변화와 같은 별도의 세수효과 소득과세의 증. ,

가로 인한 세수구조의 개선 자체재원의 증가로 인한 자립도 증가 효과 등은 전,

혀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구조 및 탄력세율 활용여부 등에 대한 장기적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과세소득 ․세율결정권 세수확보의 안정성, ․신장성 징세, ․납세

비용 측면에서 각 대안들을 평가하였다 우선 징세. ․납세 비용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안들 사이에 비교가 어렵

다 과세소득. ․세율결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독립과세세원분리방식이나 부가, ( )

과세세원공동이용방식이 공동과세세원공동이용나 기존의 지방세를 개편하는( ) ( )

방식에 비해 과세소득 ․세율결정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수확보의 안.

정성 ․신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과세세원분리방식보다는 부가과세세원공동( ) (

이용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여러 대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과세세원공동(

이용방식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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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자주권의 확대는 필연.

적으로 지방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차

등세율방식과 단일세율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후 재정력 격차에 대

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 경제현안분석 제 호43

IV 지방소비세. 도입 대안 검토

도입 대안 검토1.

소비에 대한 과세로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도착지 기준 세금이다( ) .9) 즉,

소비세는 소비가 발생한 곳에 따라 과세가 된다 이것은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

율이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 .

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로 적합하지 않다 지방정부들 사이의 거래.

가 있는 경우에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영세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행상,

복잡함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지 기준 부가가치세의 실현이 어렵다는 문.

제 이외에도 높은 납세순응비용 ․행정비용 중앙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의 이유로,

소비과세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더욱 적합한 세목이다( ) (Bird and Gendron,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세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분

권화의 흐름 과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응익과세라(Bird and Tanzi, 1999)

는 장점을 지닌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김현아 는( , 2003). Bird(1999)

하위정부가 상당한 재정지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부

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주장하면서도 개인소득세

에 대한 부가세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부가가

치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는 소비지기준 부. Martinez Vazquez(2006)－

가가치세는 편익원칙에 보다 적합하며 경제활동의 입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적

다는 점을 강조한다주만수( ․최병호 재인용, 2009 ).10)

9) 소비지원칙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부과하는 지역에서의 소비에 대(destination based)－

해 과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수출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방식이며 원산지원칙( , ) ,
부가가치세 는 조세를 부과하는 지역의 생산에 대해 과세 수출에 대해(origin based) (－

서는 과세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방식이다, ) .

10) 지방소비세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미국의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최종판매에 대한

판매세 인데 최근 견해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retail final sales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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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세원공동 이용방식

과 세원분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1]).11)12) 세원분리방식은 개별소비세

혹은 교통세와 같은 특정 항목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별도의 세원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것인 반면 세원공동 이용방식은 그렇지 않다, .

세원공동 이용방식은 다시 독립세 부가세 공동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 ,

눌 수 있다 독립세 부가세 방식은 세원이양방식 공동세 방식은 세액이양방식. , ,

과 비슷하다 첫 번째로 독립세 방식은 원산지원칙을 채택하는 것과 소비지 원.

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다시 세액공제청산방식이나 이연지불,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원산지원칙의 지방소비세는 세수를 징수된 지역의 지방정.

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브라질 주정부가 년 이래 과세하여 온 상품서비스1963

유통세 가 그 유일한 사례이다 세액공제청산방식은 등록사업자에 의한 수(ICMS) .

출에는 원산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의 자격이 소비,

지의 등록수입업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수출국이 수출시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청산당국을 통해 수입국으로 이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업자간 교역에 관.

하여는 국경통제가 없이도 소비지원칙이 본래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세액공제, .

청산방식은 년 유럽연합의 콕휠드 백서 에서 제안한1985 (Cockfield white paper)

것으로 실시가 검토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또 구 소련 해체 후에.

성립한 독립국가 연합에서 일시적으로 실시에 옮겨진 적은 있으나 지금은 실시

되지 않고 있다 이연지불방식은 소비지 원칙에서 수입시 과세의 초점을 조세국.

경 통과시점이 아니라 등록수입업자의 최초 판매시로 연기시키는 것이다 이연, .

지불방식은 세액공제 청산방식에 비해서 보다 많은 사례가 있다 즉 그것은 베, . ,

네룩스 제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후 년대 후반부터 년대 전반까지1960 1970

걸쳐서 운용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 년 월 일 조세국경 폐지 이후에 가맹, 1993 1 1

는 경우에는 지방 부가가치세가 소매판매세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본다(Fox and
Luna, 2003).

11) 이후 도입대안별 설명은 김대영 의 제도 설명 부분을 그대로 서술하였다(2007.9) .

12) 부가가치세 기반 지방소비세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과 현실 문제점 등에,
관해서는 주만수 ․최병호 유태현(2009), ․한재명(2007), Bird and Gendron(1998,

등에 정리되어 있2001), McLure(2000), Bird(1999, 2008), Martinez Vazquez(2007)－

다 이 외에도 표 의 내용은 을 참고. [ 9] Schenk and Oldm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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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간 거래에 대하여 이연지불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비지 원칙의 부가세 방식이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권이 보증되는 중복형 과 배분공식에 의해서 청산하는 공동형(Dual VAT)

이 있다 중복형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방이 사실상(Joint VAT) .

동일한 과세베이스를 공유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중복형의 지방, .

소비세를 실시한 사례로서는 캐나다 퀘벡주가 년 이후 징수하고 있는 퀘벡1990

매출세 가 있다 공동형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Quebec Sales Tax) .

동일 과세베이스에 각각 균일세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연방정부가 징수한,

후 일정 산정식에 기초하여 각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다 공동형 지방소비, .

세는 캐나다의 조정매출세 와 일본의 지방소비세가 있다(Harmonized Sales Tax) .

마지막으로 공동세 방식은 세액이양방식으로 주, ․지방정부에 과세권은 없

고 중앙정부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객관적 기준인구 등에 따라, ( )

주 ․지방정부에게 교부한다 이 방식을 채용하는 연방제 국가는 독일 스위스 오. , ,

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가 있고 단일제 국가는 타일랜드 일본지방소, , , , (

비세 도입 이전의 소비양여세이 있다 곽채기 에 따르면 세액이양 방식은) . (2009) ,

부가가치세원 전체를 대상으로 세원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추가 세수 확보 규모,

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소비지과세원칙의 실현에 제약이 크고 지. , ,

방소비세와 일반보조금 간 차별화가 곤란하며 자치단체 간 청산 등 세무행정,

상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세원이양방식은 징세지원.

칙의 충실한 구현이 가능하고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세원이양을 통,

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자치단체 간 청산 절차가 불필,

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통한 세수확보의 규모가 제한. ,

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참고로 세액이양방식보다는 세원이양방식. ,

이 지방소비세의 지방세로서의 독자성과 정체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일반소비,

과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전에 설정된 세수확보 목표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수의 일정 부분

을 공유하는 세액이양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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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방소비세 도입대안 비교]

세원

배분
유형

지방권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식

과표

결정권

세율

결정권

소비세

성격
형태 청산방식 사례

세원

공동

이용

독립세

O O
생산지원칙

원산지원칙( )
독립형 － 브라질주, ICMS

O O 소비지원칙

이행EU
체계주)

이연지불

방식
년 이후 유럽1993

청산소

방식

세액공제

청산
위원회EC (1995)

VIVAT VIVAT
Keen and Smith

(1996; 2000)

CVAT
CVAT+
이연지불

McLure(2000)

부가세

△ O 소비지원칙

중복형

(dual
VAT)

이연지불
캐나다퀘벡주 QST
김대영(2007)

X △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캐나다 HST
위원회EC (1996)

일본 지방소비세

X △
소비지원칙+
재정조정

혼합형
이연지불+
공식

유태현․한재명(2007)

공동

과세

세액(
이양)

X X

소비지원칙 공동형 공식

김정훈(1998)
이재은(2002)

김대영(2003;2004)
라휘문(2005)
원윤희외(2008)

소비지원칙

또는(
징세지원칙)
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이삼주(2001)

유태현․한재명(2007)

재정조정 공동형 공식 독일 등

세원분리 독립세 O O 소비지원칙
독립형 －

이문재(1995)
김대영외(1996)

공동형 공식 이영희(2001)

주: 년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행 이행체계 에서의 부가가1993 EU (the transitional system)
치세 제도는 엄격히 말하면 내 회원국 간의 세원공동이용방식으로 볼 수 없음 하지만EU . ,

라는 큰 틀 속에서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편EU
의상 세원공동이용방식의 범주로 분류하였음

자료 유태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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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내용]

청산방식 사례 제안, 장점 단점

Dual

VAT

이연지불방식－

매입세액공제의 일시적 중지( )
특정지역의최초판매액에대해서만－

지방소비세 부과

타 지역으로의 이출에 대해서는－

면세

Bird &
Gendron
(1998),

EU, QST

각 지역의 세율－

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됨

별도의청산시스템－

을(cleaning house)
필요로 하지 않음

이출사업자에대한－

환급 업무 발생,
방대한환급업무량

지역내거래를이출로－

위장한 부당 환급

발생 가능성

CVAT

이연지불방식 적용－

특정지역 최초판매액에 지방－

소비세 부과 타 지역 이출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면세

타지역이출에대해서는일정율의－

부과 다음단계거래시환급CVAT ,

McLure
(2000)

세율결정권 보장－

지방소비세에대한－

청산 불필요

탈세방지 효과－

사업자에대한추가－

적인 세부담 발생

가능

에대한세무CVAT－

업무및청산시스템

필요 가능성

VIVAT

이연지불방식 적용－

특정지역최초판매액에지방소비세－

부과 타 지역 이출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 면세

모든등록사업자에대해일정율의－

부과다음단계거래시환급VIVAT ,

Keen &
Smith
(1999)

세율결정권 보장－

지방소비세에대한－

청산 불필요

탈세방지 효과－

모든사업자에대한－

동일한납세의무부과

도－ ․소매 구분의

어려움

도매를 소매로－

가장한 부정 환급

발생 가능성

등록사업자및비등록－

사업자구분등추가

적인 세무업무

세액

공제

청산

세액공제청산방식－

지역간 클리어링 시스템 적용－

위원회EC
(1996)

부가가치세의기본적－

메커니즘에매우충실

세율결정권 보장－

탈세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매우낮음

별도의청산시스템－

필요

정확한 이입－ ․이출

파악의 어려움과

과다한 업무량

매크로

청산

각 거래 단계별 세액공제적용－

통계를 이용한 매크로적인 청산－

持田信樹

(2007)

납세자에대한추가－

적인세부담 세무,
부담이 없음

청산을 위한 별도－

시스템 불필요

소비액에따른청산－

시소비지원칙에따른

귀속세수와 불일치

자료 주만수: ․최병호(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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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선택의 기준2.

이처럼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각 제도들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갖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입법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 세율결정권과. －

소비지표의 선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소비지표를 선정한 후.

지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부안의 효과를 설명할 때 함께

논의한다.

가 지방소비세 세율결정권 부여 여부.

세율결정권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이 없이 부가가치

세나 다른 세입으로부터 고정된 수입을 할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증

진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주만수. ․최병호 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우(2009.6)

리나라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분권의 편익에 비해 각종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높다고 하

고 있다.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독자적인 세율결정권을 갖는 부가가치세를 채택하

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다 이들 국가들에 있어, , , .

서는 과세자주권을 갖는 지방정부 관할 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각 지역,

의 경제활동이 그 중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간 거래

가 빈번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Bird, et al. 2006).

국제거래가 많을 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역간 상호의존도가 크며 상대적으로 지역간 거래가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

실 하에서 현재의 세무행정 기술수준에서는 제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과 제도 실행에 따른 조세행정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과세당국의 징수비용뿐 아니라 납세순응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세액 대비 순응비용 비율은 기업보다 소액 납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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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김형준( ․박명호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가짐으로써, 2007).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간 조세경쟁에 의해 세율이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손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Zodrow, 2007).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진다면 지역의 경계선에서 조세경쟁이 극심할 위험

이 있다.

나 소비지표의 선정.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비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 최종소(1) , (2)

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 부가가치세액 혹은 지방세액( , ), (3) ,

인구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지표 선정기준에 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는(4) .

김현아 김대영 주만수(2003), (2003), ․최병호 주만수 등 이다 이하(2009), (2009.8) .

에서는 주만수 ․최병호 를 중심으로 각 지표에 대해 살펴본다(2009) .

우선 지역내 총생산은 생산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소비세 배분지표이다 그.

런데 지역내 총생산이나 최종소비지출과 같은 국민계정상의 항목은 소비지원칙

이 아닌 거주지 원칙에 입각한 지표이다, .13) 주만수 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이(2009)

소비지표로서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

레길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

키는 데 성공한다면 제주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은 증가한다 이는 관광객이 제주.

도의 지방공공재를 이용하게 되므로 지방세가 갖추어야할 편익조세원칙에 부합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배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장하지.

못한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소비자의 거주 지역에서 파악하는 통계자료이므로.

13) 국민계정 항목은 생산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 및 지출접근방법 등을 활용하여 추계,
되고 있다 수요접근법에 의한 추계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최종수요의 주체인 가계. ,
정부 기업 등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 때 민간소비지출은 가, .
계소비 조사자료로 정부소비지출은 정부 예산, ․결산자료로 자본형성 추계는 기업,
재무자료로 수출입 추계는 무역통계자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 우리, . ( , 2005,ꡔ
나라의 국민계정체계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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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이 제주도에서 소비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제주도가 아

니라 서울에 귀속된다 즉 지방소비세가 소비지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의 거주지에 배분되는 특성을 갖는다 각 개인의 소비는 소득에 비례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민간최종소비지출에 의한 지방소비세 배분은 각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아니라 대체로 지역 주민의 소득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부가가치세액은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생산

지원칙에 따른 배분을 초래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중에서 소매업 음식점. ,

업 숙박업 등 국지적 업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혹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은 어느 정도 지역내 최종소비액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집계하.

는 지역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자료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를 위해

신고한 자료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최종 확정자료가 아니다 더욱이 국지적 업.

종의 사업자들은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의 비중이 크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과소 신고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자료의 확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지방소비세를 인구에 따라 배분한다면 다른 지표에 비하여 형평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일인당 소비액이 동일하다고 가.

정할 때에만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데 지역별 소비성향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분포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을 충족할 수 없다 또한 형평화보.

조금인 보통교부세의 한 축인 기준재정수요액이 주로 인구에 의하여 결정되므

로 수요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이전재원과 차별화가 어렵다 만약 인구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배분하게 된다면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는 소비 증대가 아니라 인구 확대라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반면 김현아. ,

는 인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주유 소비를 바탕으로 전체 교통세(2003)

액을 전환 혹은 현행의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주만수 ․최병호 에서는 이와 같이 소비지표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2009)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만수 ․ 임성

일 이 제안한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의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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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 ,

업 매출액 그리고 국지적 성격의 서비스업매출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국표준, .

산업분류방식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소매업산업분류 중 자동차관( 52)

련매출액 및 무점포소매업을 제외하고 차량연료소매업산업분류 을 포함한( 504)

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산업분류 매출액 그리고 서비스산업 중 지역토착, ( 55) ,

적인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산업분류 개인 및 가정용품임대업산업분류( 702), (

기타교육기관산업분류 보건업산업분류 기타오락 문화 운동관713), ( 809), ( 85), , ,

련 산업산업분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산업분류 기타서비스업산업( 88), ( 923), (

분류 등을 포함한다93) .

이 대안은 소비지원칙에 상당히 근접하며 다른 지표에 비해 배분지표로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매출액 자료를 시군의 기초자치.

단체별로 수집한다면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공유하는 조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재원의 는 광역단위의 매출액에 비례. , 1/2

하여 배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세 나머지 는 시군단위의 매출액에 비례하, 1/2

여 배분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

역시 소비지원칙에 입각한 부가가치세수의 배분지표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근.

본적인 한계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최종소비액이더라도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을 과소 계상하게 된다 또한 지표에 포함된.

업종의 매출액은 최종소비액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다 이러한 한계를 용인하더라도 이 소비지표를 개선할 여지가 있.

다 통계자료수집에서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과대 신고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지역토착적 산업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자료의 산업분류를 충분히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

를 도입하기 전까지 소비지원칙을 유지하는 소비지표로 이보다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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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 기대효과3.

가 세수효과.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세입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5%

중 자체재원이 증가하게 된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해. , 5%

당 금액만큼의 내국세 계상분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 에 의해(19.24%)

결정되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감소한다 셋째 내국세의 법정률 에 의해 결. , (20.0%)

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다.14)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

부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입을 증가시키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감소시키

게 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방재정 세입 증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년 부가가. , 2010

치세 세입예산액 조 억원의 의 에 해당하는 조 억원이 증가한48 6,688 5% 2 4,334

다 둘째 내국세 감소분부가가치세의 의 지방교부세율 인 억원. , ( 5%) 19.24% 4,681

이 감소한다 셋째 내국세 감소분부가가치세의 의 지방교육교부금 교부율. , ( 5%)

인 억원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종합하면 지방소비세 도입에20.0% 4,867 .

따른 지방재정의 순증액은 조 억원이 될 전망이다1 4,786 .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부가가치세액의 전망에 따라 차이가 날 뿐 크게

다르지 않다 년의 경우 부가가치세수를 행정부보다 작게 전망했기 때문. 2010 ,

에,15)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세입은 조 억원 증가할 것으로1 4,067

예상된다 년에는 연도별로 각각 조 억원 조 억원 조. 2011~2013 1 4,766 , 1 5,709 , 1

1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률을 인상 하(20.00 20.27%)→

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대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하, , (19.24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숫자는 추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18.97%) .→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지.
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만큼 감소한다, .

15) 부가가치세 전망을 위한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망과 세수 전망 방법은 국회예

산정책처 세수추계 년 참고(2009), NABO : 2009~2013ꡔ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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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의 순증이 예상된다 이것은 대부분 경상성장률의 전망에 따라 변화하6,634 .

는 것이다.

표[ 13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전망]

단위 억원( : )

행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0 2011 2012 2013

부가가치세 A 486,688 463,034 486,052 517,076 547,536

지방소비세 B=A*5% 24,334 23,152 24,303 25,854 27,377

교부세감소분 C=B*19.24% 4,681－ 4,454－ 4,676－ 4,974－ 5,267－

교육교부금감소보전 D=B*20% 4,867－ 4,630－ 4,861－ 5,171－ 5,475－

지방재정 세입 순증 B+C+D 14,786 14,067 14,766 15,709 16,634

한편 년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증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년의, 2009 , 2008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

득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년 세제개편의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재2008~2009

정의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에 의하면 년에는 총 조. [ 14] , 2010 4 5,092

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년에는 조 억원 년에는 조. 2011 5 5,167 , 2012 5 2,299

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세입은. ,

순증 효과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세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

립적이다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영향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적인.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지방정부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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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2008~2009

단위 억원( : )

해당세목 2010 2011 2012

년 세제개편2008 주민세 17,141－ 17,541－ 17,304－

지방교부세 36,418－ 37,692－ 37,473－

부동산교부세 25,770－ 25,770－ 25,770－

소계 79,329－ 81,003－ 80,547－

년 세제개편2009 주민세 6,490 3,220 3,670

지방교부세 13,680 7,850 8,870

소계 20,170 11,070 12,540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소비세 23,152 24,303 25,854

지방교부세 9,085－ 9,536－ 10,145－

소계 14,067 14,766 15,709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45,092－ 55,167－ 52,299－

자료 년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규모는 김경수 감세: 2008 (2009.10),ꡔ
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참고 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 ; 2009ꡕ
세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년 세제개편안 분석 을 토대로 재계산(2009), 2009 ;ꡔ ꡕ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표 의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수치를 근거[ 13]
로 한 것임

나 지방세수 불균형 변화와 교부세 통합조정안.

다음 표 는 현재 행정부안에서 사용하는 배분방법 대로 지방소비세를[ 15]

도입할 경우의 지방소비세 증가규모를 보여주고 있다.16) 행정부는 민간최종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의 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5%

16) 본 표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분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확한 순증 금액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동 자료는 지방. ,
소비세 배분지표 년 민간소비지출금액 등 와 자체수입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2008 )
기준재정수요 ․수입액 변화로 인한 교부세 변화 금액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직 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통계의 미비로 인해 지방소비세의 바람직한. ,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와 토론을 위해 년 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교부2009
세 금액을 추산해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본 처에서 발간된 김경수 감세의. (2009),ꡔ
지방재정 영향 분석 을 참고할 수 있다.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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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되 가중치를 부여한 배부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때 가중치는 수도, .

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 100%, ( , , , , )

비수도권 도 이다200%, 300% .

표 에 의하면 년에 도입 예정인 지방소비세는 행정부의 년 세[ 15] , 2010 2010

입예산안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조 억원 증가하나 중앙정부2 4,334 ,

와 합한 전체규모의 변화는 중립적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대비 지방소비세의 증가규모( + )

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년의 각 지방자치단체2010

의 예산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2007

년의 자료로 계산을 해 보면 각 단체별로 최소 에서 까지 증가할 것1.14% 3.68%

으로 보인다 소비지출비중에 대한 가중치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부.

여하였기 때문에 광주는 상대적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의 비중이 작지만

예산대비 세입증가규모가 높다 반면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민간최(3%), (3.68%). ,

종소비지출 규모의 비중이 높지만 예산대비 세입증가규모는 작다(24%), (1.14%).

총세입규모17)의 증가율은 조금 다르다 전남 인천 경기. (0.89%), (0.91%),

지역의 증가율이 낮은 편이며 대전 광주 대구 의(0.94%) , (2.34%), (2.25%), (2.3%)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위의 지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단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 규모. ,

를 포함한 순증 규모는 이와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를 모두 합한, , , , , ,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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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방세입 증가규모]

단위 억원( : , %)

민간최종
소비지출 비중( )

조정
비율

기준2007
지방소비세
증가규모

년2007
지방세( +
세외수입)

대비 증가율

년2007
총세입
대비
증가율

기준2010
지방소비세
증가규모
행정부안( )

전국 5,309,878 1.00 1.00 20,471 2.04 1.35 24,334

서울 1,435,207 0.27 0.16 3,268 1.61 1.43 3,885

부산 365,825 0.07 0.08 1,666 3.24 2.04 1,980

대구 242,323 0.05 0.05 1,104 3.54 2.30 1,312

인천 266,656 0.05 0.03 607 1.19 0.91 722

광주 145,207 0.03 0.03 661 3.68 2.25 786

대전 160,587 0.03 0.04 731 3.11 2.34 869

울산 121,414 0.02 0.03 553 2.51 1.98 657

경기 1,250,268 0.24 0.14 2,847 1.14 0.94 3,384

강원 133,324 0.03 0.04 911 1.75 0.98 1,083

충북 129,078 0.02 0.04 882 2.70 1.43 1,048

충남 177,679 0.03 0.06 1,214 2.54 1.43 1,443

전북 150,597 0.03 0.05 1,029 3.16 1.33 1,223

전남 144,918 0.03 0.05 990 2.08 0.89 1,177

경북 229,152 0.04 0.08 1,565 2.79 1.35 1,861

경남 305,577 0.06 0.10 2,087 2.84 1.62 2,481

제주 52,065 0.01 0.02 356 3.03 1.26 423

이와 같이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자체재원의 증가는 별도의 지역간

의 재정조정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세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

다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 .

대하기 위해서는 세수의 지역간 격차의 확대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 ,

정 불균등이 너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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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을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

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과세자 주권의 확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다.

부가가치세의 일정량을 지방에 할당하는 방식은 교부세 제도와 별 차이점이 없

으며 과세자주권의 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각 지역의 소비지표에, .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한계적

인 지출수준을 각 지역의 납세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당국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비지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의 소비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앞의 논의 참고( ).

두 번째 문제점은 행정부는 이러한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지출

비중에 가중치를 상이하게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의 정,

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각 지역간 재정 불균등 상.

태의 최적점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가중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행정부안의 배분기준에 대한 가중.

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도 각각 이지만 장, , 100%, 200%, 300% ,․
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가중치는 각각,「 」

이다 반면 강운태의원은 지방소비세액의 절반은 민간최종소100%, 250%, 500% . ,

비지출 비율과 단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되 나머지 절반은 지방재정 자립3 ,

도를 기준으로 단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5 (100~500%) 「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가중치를 상이하게 부여한다면 현재 행,

정부의 계획18)에 따라 향후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할 때 그에 따른 안분기준도,

다시 변화해야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지방정부의 재정형평화. ,

기능은 세제보다는 교부세 등 지출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지방.

교부세의 변경은 지방소비세율과 배분기준비율의 변경보다 더욱 간편하고 덜,

복잡하며 장기적으로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지방소비세로 과세자주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며,

18) 향후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를 지방소비세로 추3 , 2013 5%
가 이양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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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비용의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이.

방법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역간 불균등 심화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제도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차선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소결4.

소비에 대한 과세로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 기준 세금이다 소비지 기준.

부가가치세의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 이외에도 높은 납세순응비용 ․행정비용 중,

앙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의 이유로 소비과세는 국세로 더욱 적합한 세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세기술의 발전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적인 분권화의

흐름과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세원공동이용방식과

세원분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 실행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식이 논의.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제도들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입법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 세율결정권과－

소비지표의 선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우선 지방정부의 세.

율결정권이 허용될 경우 분권의 편익에 비해 각종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높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의 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

로 지역간 상호의존도가 크고 상대적으로 지역간 거래가 매우 빈번하며 지역, ,

의 경계선에서 조세경쟁이 극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 배분지표에 대해서는 지역내총생산 최종소비지출 인구 등 다양한, ,

지표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정부안은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을 채택하고 있.

으나 이 지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보다는 대체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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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계자료의 이용가능성 등 주어진 현실. ,

여건 하에서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

국지적 서비스업매출액 등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의 합계가 소비지과세원칙

에 가장 충실하면서 각 지역의 소비를 일관되게 반영해주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를 소비지표로 재원을 배분하면 지방정부 입장엣 제한적이지만 지역이 소비,

와 연계된 지방소비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의 규모와 지방재정 세입 증가의 효과

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 ,

재정의 순증액은 조 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년 세제개편안은 대부분1 4,786 . , 2009

증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년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 2008

치는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년2008~2009

세제개편의 영향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년. 2010

에는 총 조 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4 5,092 .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별도의 지역간의 재정조정 수단을 마련하지 않,

는 이상 세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자체재원 증가와 불균형 완화.

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방재정 불균등이 너. ,

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조정제도를 도입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을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의 확대효과가 없으며 둘째 교부세와, , ,

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비용의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정부 불균등 완화를 위해 소비세의 배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의 도입이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해 적합한 수단인지,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세제보다는 교부세.

등 지출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변경은 지방소비세.

율과 배분기준비율의 변경보다 더욱 간편하고 덜 복잡하며 장기적으로 제도, ,

운영의 탄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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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적 쟁점 검토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논의의 배경 및 전제1.

행정부는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

치세의 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및지방세5% ｢
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년 월 입법예고하였다 이와 같( ) 2009 9 .｣
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안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어 왔

다 그러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악화시켜.

오히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되

지 못했으며 현재에도 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적지 않다, .

이 제도의 도입은 아직 입법예고의 단계를 거치고 있을 뿐 법률안이 국회

를 통과된 것도 아니어서 향후 찬반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 질 것이 분명

해 보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법적인 측면에서 지방.

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다만 이 장.

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

는지를 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

지방세의 기본개념과 체계2.

가 지방세의 기본개념.

지방세 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필( , local tax)地方稅

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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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이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

다.19) 지방세는 국세와 함께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세목으로서 지

자체의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세는 그 과세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에서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는 국세

의 경우와 다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자신의 존립목적인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 즉 자치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하,

여 국세와는 별도로 징수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도 당해.

지자체의 주민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납세의무자로 되는 국세와 구

별된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국세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고 널리.

조세라는 개념에는 지방세와 국세가 모두 포괄된다고 할 것이다‘ ’ .20)

지방세도 조세의 일종으로서 어느 것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어,

떠한 법적 ․정책적 성격과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이 제시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세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인데 원칙적으로는 조. ,

세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편의성의 원칙 징, , ,

세비 최소의 원칙 등이 지방세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며 여기에 더해 지방,

세에 특유한 별도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 및. ,

신장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세제자주성의 원칙 등이 있다, , , .

나 지방세의 체계.

현행 지방세법 제 조는 취득세5｢ ｣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 개 세목의11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개 세목의 목적세 등 총 개의 세목을5 16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처럼 우리 지, .

방세 체계는 개 세목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이라는 단일 법률에 의해 모두16 ｢ ｣
규율하는 다세목 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 세목 세법‘ 1 ’ , ‘1 1

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세와 다르다’ .

19) 조정찬 지방세 과세권의 근거와 한계 월간법제 법제처 참조, “ ”, , , 1999. 6. .｢ ｣
20) 김명용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한, : ,｢ ｣

국법제연구원 면, 200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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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과세주체 별로는 시세와 구세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시), ․군
세도로 나누어지며 과세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서는 보통세와 지방세로 구분( ) ,

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동시.

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21)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과세자주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3.

가 과세자주권의 의의.

과세자주권 이란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 )課稅自主權 ․징수함에 있어서 새

로운 세목의 창설권조세창설권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과세자주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새로운 세목.

을 신설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다.22)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과세자주권의 문제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과세자주권의 문제는 조세로서 조세원리에 의.

한 제한을 받으며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원리로서의 제한도 받으므로, ,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세자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크게 조례자주입법설과 조례위임입법

설로 나뉘고 전자의 견해는 다시 고유권설, ․전래설 ․제도적 보장설로 나뉜다.

21) 곽채기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한 도세와 시군세의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 “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면 권강웅 지방세행정의 발전방향 지방세 한국지, 1996, 38 ; , “ ”, ,｢ ｣
방재정공제회 면 배경봉 앞의 논문 면, 2000, 13 ; , , 5 .

22) 권강웅 축조 지방세법해설 조세통람사 면 김홍래 지방재정법해설 조, , , 2000, 18 ; , ,｢ ｣ ｢ ｣
세통람사 면 박해식 지방세에 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조, 1988, 67 ; , “ ”, ,｢ ｣

면 조정찬 앞의 논문 면(2000. 7), 31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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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세자주권의 법적 성격.

개관(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자주권은 법적원리로서 일정한 제한이 따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법적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

이는 주로 지자체에게 과세자주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상 반드시 과세자주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

견해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법률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지자체의‘ ’

조세창설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특히 전자의 견해는 지방자치입법권.

에 근거한 조례로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하

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

학설(2)

가 조례자주입법설( )

고유권설 조례준법률설1) ( )

이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자연권적 고유권이라고 보는 입장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국가적, ․본원적인 권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모든 권능은 국가권력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권도 당연히

국가권력에서 유래한다고 본다.23) 이 견해는 또한 지방자치란 지역사회 주민이

안락하고 윤택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확립,

된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만으로도 개별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도 최상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보면서 이러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권이라고 한다.24)

23) 구병삭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고시계 면, “ ”, , (1992. 11), 40 .｢ ｣
24) 권강웅 앞의 책 면,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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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설 국가귀속설2) ( )

이 견해는 지방자치권 및 조례제정권이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

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지 고유사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

된 제도적 보장 의 하나이므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조(institutionelle Garantie)

례제정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법령,

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 없－ －

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25) 이 견해는 지자체가 가지는 조례제정권

은 원래 국회에 속하는 입법권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

자치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주적인 행정입법이라고 본다.26)

헌법 제 조에서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59｢ ｣
으나 이 법률의 범위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자체의 재,

정을 국가에만 의지하는 것은 헌법 이 보장한 자치권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 ｣
으므로 그 자치권의 하나로서 재정고권 은 당연히 부수되어 있다고, ‘ ( )’財政高權

보는 바탕에서 헌법 에서 말하는 법률의 개념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
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창설된 고유의 재정고권을 가지고117 , 118

있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 조의 조세는 국세만을 의미하고 지방, 59｢ ｣
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세에 대해서는 헌법 이 예정한 바로서 지방세법, ｢ ｣ ｢ ｣
의 성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통일적 표준법이라고 한다.27)

제도적 보장설3)

이 견해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은 헌법 이 지(Institutionelle Garantie) ｢ ｣
자체에게 인정되는 자치보장의 제도가 헌법 상의 방치할 수 없는 제도로서 지,｢ ｣
방자치제도는 헌법 이 존속하고 있는 한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훼손만은 용,｢ ｣
25) 구병삭 앞의 논문 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하 박영사 면, , 39 ; , ( ) , , 2006, 231 .｢ ｣
26) 유상현 조례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 ”, ,

면 참조1994, 31 .

27) 구병삭 주석 지방자치법 박영사 면, , , 1995,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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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즉 헌법 상의 제도보장은 그 보장 대상인. ｢ ｣
제도 가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이 절대적 혹은 최대한 보장되어야(Institution)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제도상의 여러 요소들이 비록 많이 배제될 수 있으나

최소한 그 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본질적 요소의 훼손만은 용인되지 아니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제도보장론은 우리나라 헌. ｢
법 제 조 및 제 조의 해석상으로도 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한다117 118 .｣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법령에 의해서도 그 본질적 부분이 훼손｢ ｣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국가의 개별적 조치는 물론이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공동화 내지는 형해화되는 것을 금지함을 의미한다고 한

다 이와 같이 볼 때 비록 헌법 제 조 항과 지방자치법 제 조 본문이. , 117 1 22｢ ｣ ｢ ｣
외견적으로는 법령에 의한 지역적 사무에 관한 규율 선점권이 전적으로 인정되

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지방자치권의 본질부분이 침해될 정도의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적 사무를 전,

무 로 하여 모든 것을 국가의 위임사무로 하거나 보통의 지방자치단체가( ) ,全無

처리해야 할 지방공공의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한열기주의(制限列記主義를)

취하는 것과 같은 법률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 견해의 입장은 지방자치권 보장을 국가통치상,

필요한 제도로 파악하면서도 전래설의 지방자치권의 이론적 근거론으로부터 실질

에 있어 그다지 멀지 않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28)

나 조례위임입법설( )

이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은 그 모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유래하며,

조례제정권 역시 국가권력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전래설의 입장.

에서 주장하는 조례자주입법설과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례.

위임입법설은 근대법이 헌법 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다시 법률의 수권에 의하,｢ ｣
여 명령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한 조례를 포함한 법령이 헌법 아래에서 각기｢ ｣
28) 서원우 헌법과 지방자치 자치연구 부산 한국지방자치연구소 면, “ ”, , , (1993. 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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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그와 같은 법체계를 형성하고,

보장하는 주된 기관은 국회와 법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법체계의 논리적 일관성은 근대법의 법적 안정성과 그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

조례의 법적 성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근대법체계 중에서 어떠한 지위

를 차지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조례도 그 기초는 법률에 있다고 할 것이며 법률의 수권에 근거한 위임입법의,

일종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써 지방세의 세목 등을 창

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조 단서에서 요구하는 법률의 위임은, 22｢ ｣
지방세의 세목신설 등에 있어서 절대적 요청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는 세목

등을 신설할 수 없으며 다만 하위법규에 위임할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행할 것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할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여 시행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29)

다 검토( )

우선 조례자주입법설에 대해 보기로 한다 이 견해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을 확대하려는 나머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30) 즉

현행 헌법 이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과 조세법,｢ ｣
률주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나

치게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조례위임입법설은 헌법 을 정점으로 하. ｢ ｣
여 법률 다시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명령, ․조례가 제정되는 일관된 법체계를 전

제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그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행정의 적법,

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례도 법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

며 법률의 수권에 근거한 위임입법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31)

29) 김용진 지방세와 조례 회계와 실무 면, “ ”, , (1993. 4), 66 .｢ ｣
30) 배경봉 앞의 논문 면, , 16 .

31) 김명용 앞의 책 면,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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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이러한 재원을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로 인하여 심지어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그 자주입법권을 어느 정도까

지 인정할 것인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써 지방세의 세목 등을 창설할 수 없

다는 입장에 의해 과세자주권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그것

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논리까지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일응 바

람직한 견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자주권의 한계4.

가 과세자주권의 제약 요소 및 그 필요성.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요소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의 세수도 불충분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에게 재정적으로 예속되는 상황이 발생하

고 이는 결국 과세자주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이외에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과세자주권은 제약된다 조세법률주의란‘ ’ .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32) 헌법 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 ｢
정한다 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 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국세. ,｣
와 지방세의 배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된

다 즉 현행 지방세법 에 의하면 지방세의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 ｣ ․세율까

지도 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스스로 이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32) 임승순 조세법 년도판 박영사 면, , 2009 , , 2009, 2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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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와 관련하여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과세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

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법 제 조( 2 ․제 조 참조 다만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3 ).

의한 과세자주권의 제약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33)

그런데 이와 같이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필요성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학설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4) 첫

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신설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국가와 지,

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에 중복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지방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는 경,

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조세 부담의 크기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국

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자체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는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지방자치단. , ,

체 상호간의 세원의 적절한 배분 및 조정을 도모할 필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자체.

가 제정할 지방세조례의 내용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 ｣
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한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자주권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이 원칙은 근대법치주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면에서 나타나는 원리.

로서 통치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활동, ,

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 ‘

세요건명확주의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 ’ .

하에서는 이 두 가지 중심논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자주권을 제한하는지 살

33)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보기로 한다.

34) 상세한 것은 성태현 외 지방분권과제 자치입법, (｢ ․조직분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
면 참조(2004. 1), 185~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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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우선 과세요건법정주의 란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같( )課稅要件法定主義

은 맥락의 원리로서 과세작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 ,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

리 헌법 제 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원59 ‘ ’ ,

칙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의 범위를 이보다 넓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 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59 ‘ ’｢ ｣
범위에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뿐만 아니라 조세“ , ,

의 부과 ․징수절차 까지 포함시켜 이를 법률로써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

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5)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른다면 과세당국이 복

잡다기한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과세대상을 포착하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힘

들어져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란 조세법률주의의 또 다른( )課稅要件明確主義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과세요건과 그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불,

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36) 따라서 과세요건

과 징수절차가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되며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거나 그 외의 다,

른 방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요건을 엄격히 관철한다면 이 또한 과세자주권의 제한이 되는 원리

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한계.

법률유보원칙 이란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 ) (法律留保原則 作用法的

의 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法律 授權 37) 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조22

35) 헌재결 헌바1995. 11. 30. 91 1 ․ 2 ․ 3 ․ 헌바4, 92 17 ․ 헌바37, 94 34 ․ 44 ․ 45 ․ 48 ․ 95.

36) 헌법재판소도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헌재결( 1992. 12. 24.
헌바 동 헌가 동 헌마 등90 21; 1994. 8. 31. 91 1; 1995. 10. 26. 94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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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례의 제. .｣
정범위와 법률유보와의 관계에 대해 이것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

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특히 과세자주.

권 내지는 조세창설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38)

헌법 제 조 항 및 지방자치법 제 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117 1 22

의 조례가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논란이 없는 반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 조 단, 22

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와 합헌이라는 견해,

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39) 유력설의 경우는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규범이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오히려 현실적합성

이나 실효성 법률보완성 기동성 법률선도성이 앞서기 때문에 주민의 인권보장, , ,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 조 단서는 헌법 제 조 항의, 22 37 2

확인적 규정이라기보다 헌법 제 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117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헌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40) 다만

지방의회가 아무리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행정기, ‘

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조례제정작용 역시도 행정작’ ,

용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합헌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도 과세자주권은 그 한계를 가지게 되며,

또한 현행법이 이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성을 부인

하는 것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7) 김동희 행정법 제 판 박영사 면, , 9 , , 2003, 30 .Ⅰ｢ ｣
38) 지방세의 부과 ․징수는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헌법.

제 조 항의 기본권보장의 일반조항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규정인 헌법 제 조37 2 117
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1 .

39) 학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배경봉 앞의 논문 면 이하 참조, , , 29 .

40) 김명길 조례와 법치행정 법학연구 제 권 제 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 ”, , 40 1 , , (1999. 2),｢ ｣
142~14 면 배경봉 앞의 논문 면 등3 ;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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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과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5.

이상에서는 과세자주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그 제약요소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점.

앞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제약 요소 중 하나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언급하‘ ’

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리가 엄격히 적용될 경우 지방정부는 과세자주권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

다는 논리도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과세자주권의 문제는 지방자치제도.

의 핵심적 요소로서 지방정부가 과세자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그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법적으로는 과세

자주권이 약화되는 상관관계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도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은 위헌

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약화되.

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기 마련이고 최근과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지방세의 세수도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에 대한 재정적 예속은 나아가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약화 현상을 초래하여 종,

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법체

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 5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관련된 문제점.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율권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결산이나 재정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 재정과 관,

련된 지방자치단체조례 예산편성기본지침지방재정법 제 조 항 및 지방자치, ( 38 2

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참조 등이 있다 그리고 그 기본구조는 지방) .

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재정운용의 방향이 정해지는 형식이지만 개별적인 재정지출 등의 행위는,

지방재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엄격하게 구속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들의 경우는 예산 ․결산이나 회계 ․지출 등에

관한 사항들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율적,

인 예산항목의 설정 등의 여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엄격한 구조를 지양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의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권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1)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율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제도

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입법적 개선방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6. :

가 문제가 되는 이유.

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의1995

완숙단계에 이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져

41) 예컨대 배경봉 앞의 논문 면 등,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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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과세자주권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0

년에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아래.

에서는 이와 같은 찬반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법제도적인 측면에 국한하,

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나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찬성하는 입장(1)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지,

만 대표적으로는 소득과세를 국세로 존치시킴으로써 세원의 포착이 곤란한 경

우도 발생하며 지역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국가,

공공재에 비해 그 증가폭이 큰 경우가 많다는 점 즉 지역 공공재에 대한 수요,

는 소득 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질이 높고 다양한 지역

공공재를 주민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자,

고 주장하는 것이다.42)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상의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서 지방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며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세율 및 과표를 적용함으로써 재원배분,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43)

또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가능

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지방세체계 구축방안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며, ,

이상의 방안들을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도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42) 라휘문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98 9), , 1998;－｢ ｣
배경봉 앞의 논문 면 등, , 65 .

43) 이필우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기본방향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면 등, “ ”, , , 1999,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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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함,

으로써 지방의 소비가 진작되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유인할 수 있

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2.2%P

하락해 오던 지방의 재정자립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통,

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의 첫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도,

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2)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

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

타나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라고 한다 예컨대 인구는 를 차지하. 48%

면서 경제력은 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75% ,

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44)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년 월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 발표2008 9

이후 생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일환일 뿐이라고

한다 즉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마치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경우 보다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지방소득‘ ’ ,

세 도입으로 지자체별로 탄력세율과 감면 ․공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

인하와 감면 ․공제를 확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는 지방재정 건,

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

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과 공공 부문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일본.

의 경우는 지난 년 지방소득세 도입 이후 지방세 행정인력이 만 명이나1996 2

늘었고 각 지역마다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나 기업들이 별도로 지방정부에,

44) 따라서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보다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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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납세비용과 징세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이다.

다 검토 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은 정부의 확정된 입장일지는 몰라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또한 학계와 정치권 및 시민.

단체 간에 찬반의 논의도 분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확정.

적으로 찬반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지방자치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고 또 이,

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소결 및 입법적 시사점7.

이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라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

하여 보았다 그런데 지방소득. ․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지,

방자치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제도의 운영성과에,

따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후속 과제로 두 가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경. ,

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에 차이가 생길 경우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비용

이 증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서로 상위한 점에 기인한 사업자의 저항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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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에 관한 제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할 경우.

제도가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르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이다 납세의무자, .

는 통상 자신의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서는 세무당국에 일임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지역마다 지.

방소비세의 세율이나 절차가 서로 다르다면 납세자의 혼란은 결국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지 않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반.

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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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년부터 기존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정비하여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2010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도의 도5% .

입에 앞서 향후 입법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법 대안들을 비교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근거 대안별 비교 정부안, ,

의 세수효과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II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
거와 도입 후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세입 ․세출 분권의 괴리를 줄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응익성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도입된 제도가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자체세원 확보 노력이 실질적인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어져 과세자,

주권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과세자주권이란 지방정.

부의 자유로운 세율 ․과세표준 결정권 행사를 통해 지방 공공서비스의 추가지출

여부와 방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레저세. ,

면허세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전 세목에 대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모두 세율이나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
입안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의 탄력세율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

조세경쟁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지방정부

가 세율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정부가 세율의 상, ․하한을 설정하

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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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세행정비용 측면 등을 고려한 다른 대안과의 비교이다 현재 지방, .

소득세의 경우는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목변경에 불과

하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세수의 증대효과는 없으.

면서 지방교부세와의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조,

세행정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체재원의 증가라기보.

다는 단순히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 다른 정책

대안과의 심도 있는 비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장에서 각각 지방소득세III, IV ․지방소비세 도입 대

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된 대안들을. , III

과세소득 ․세율결정권 세수확보의 안정성, ․신장성 징세, ․납세비용 측면에서 평

가하였다 우선 징세비용. ․납세비용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안들 사이에 비교가 어렵다 과세소득. ․세율결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독립과세세원분리방식이나 부가과세세원공동이용방식이 공, ( ) ( )

동과세세원공동이용나 기존의 지방세를 개편하는 방식에 비해 과세소득( ) ․세율

결정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수확보의 안정성. ․신장성 확보를 위해서

는 독립과세세원분리방식보다는 부가과세세원공동이용방식이 바람직할 것으( ) ( )

로 보인다.

여러 대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부가과세세원공동(

이용방식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각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므로 지자

체의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자주권의 확대는 필연적으.

로 지방불균형의 확대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차등세

율방식과 단일세율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 후 재정력 격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에서는 지방소비세에 대한 도입대안들을 비교IV ․검토하였다 그러나 다.

양한 방식이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

가가치세 제도를 갖추기가 어렵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 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옵션들 세율결정권과 소비지표의 선정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 ․
검토하고 정부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도입의 규모와 지방재정 세입 증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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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행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순증액은,

조 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년 세제개편의 영향을 고려하면1 4,786 . , 2008~2009

년에 총 조 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2010 4 5,092 .

한편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별도의 지역간의 재정조정 수단을 마련하지 않,

는 이상 세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자체재원 증가와 불균형 완화.

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방재정 불균등이 너. ,

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조정제도를 도입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정을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는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째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의 확대효과가 없으며 둘째 지방교부, ,

세와의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 행정비용의 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제도에 대해V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라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

화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실질적인 세수효과나 세목체계 단순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존의 개편안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설계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체세원 확보노력이 탄력세율의 활용으로 이루어져 과세.

자주권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면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에. ,

대한 한계적인 지출수준을 각 지역의 납세자가 결정하기 보다는 예산당국이 결

정하게 된다 때문에 재정조정제도를 세제를 통해 허용할 것인지는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한 소비지출 비중의 차별적 부.

여방식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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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의 목적이 지방세의 기능강화이다, .

지방세의 기능강화는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충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의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원 확충과 관련하여 가.

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지방소비세와 같이 일부 국세

의 지방세화 방안이다 지방소비세와 같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

제는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

무 또는 기능배분이 제대로 규정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 어느 부분이 더 많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 세원이 배분되어야지,

일의 양에 상관없이 세원자체만을 놓고 세원의 배분문제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둘째 세원의 이전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이 매우 심한데 이러. ,

한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심한 재정

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 때문에 국세의 지.

방세로의 이양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의 생성으

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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