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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요]

▘ 재산세가 자치구의 세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를 차지할 만큼, 자치구간 재

정격차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간

1. 서 론: 지방자치, 재정문제에서부터 시작하자

○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제에 대한 일부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하나의 논점을 제안하기 위

하여 작성되었음.

○ 그 논점이라 함은 자치재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제, 즉 자치세정의 현주

소를 살펴보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분배, 즉 교부금과 교부세로 칭해지는

재정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

방세의 근본 구조가 자치재정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 아래의 보고서에서는 최근 지방세정을 둘러싼 2가지의 쟁점을 살펴보고, 다른 한편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지방세법 상의 재산세 상한제가 보이는 문제점을 실

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2. 2개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자치세정의 현주소

➊ 공동과세제도 : 미완의 세정 분권

○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어온 서울의 양극화 현상 중 가장 극심한 것은 바로 강남북간

의 격차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강남북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을 둘째로

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종의 소지역주의로 나타나 현재의 뉴타운식 개발주의가 전면

도입되게된 배경이 되었기 때문임.

○ 지난 2007년 7월 국회의결을 통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반영된 소위 공동과세제도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강남북 격차를 세원의 조정을 통해 축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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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음.

-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가운데 일부가 명목상 특별시

세로 전환되고, 그 특별시세분 재산세 전액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다만 일부 자치구의 급격한 세수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과세분(특별시 재산세)의

비율을 2008년도 40%, 2009년도 45%, 2010년 이후에는 50%로 하기로 함.

2007년 7월 5일 공동성명문 중 권한쟁의 이유 3가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서울시뿐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라는 점 ▲재산세 과세권을

제한해 주민 등의 자치결정권을 침해한 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

동과세함으로써 4개구로부터 재산세 징수권을 가져가는 점

○ 하지만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특별시세로 징수한 후 이를 정률로 각 자치구로 재분

배하는 것은 애초 세목교환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세원을 확보해주자는 논리에서 한 참

뒤쳐진 조치인 셈임. 그 이유로는,

1. 당초 강남북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세목교환이 주요하게 제기되었으나, 결국

은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공동세원화하는 것으로 절충됨. 더구나 공동세의 재원배분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한 차등분배 원칙이 결국 균등배분원칙으로 변경

됨. [서초, 강남구 등 권한쟁의신청 근거가 됨]

2. 또한 공동세를 하면서도, 이에 따른 별도 재원보정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

별시세로 축소된 재산세의 60%(2007년), 40%(2008년), 20%(2009년)를 보전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공동과세에 따라 특별시세로 징수되는 재원의 재산세 비중이 서초, 중구, 강

남구 각각 28.%, 9.8%, 31.6% 수준이었는데 보정 후 중구는 3.9%, 강남구는 12.7%, 서

초구는 11.5%로 적어짐. 결국 재정자립도가 190%를 상회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예년

대비 12.7%의 재정기여만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실제 효과가 미비하게 됨.

○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자치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법을 제정한 국

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중 송파구를 제외한 3개 

자치구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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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강남, 서초, 중구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인 재산세 과세권

과 관련해서는 재산세 상한제 등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주장되지 않다가 유

독 공동과세에 대해서만 제기되는 편의적 입장임.

❷ 땅짚고 헤엄치기 : 나대지도 주택이라 주장하는 지방세법 개정건의

○ 올해 행정안전부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과세대상이 변경(주택→토지)될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

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직전연도

주택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 상당액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09.5.21)하였음.

○ 이에 따라 주택멸실 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수한 부지까지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과세 필지 중심으

로 7만9천건에 달하며, 이 중 건축중인 물건이 3만1천건으로 나머지 4만8천건은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는 지역임.

○ 이와 같이 재개발 지역내의 미착공부지가 많은 것은 현행 재개발사업이 전면철거 후 시공방식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철거 후 시공사의 재원여력에 맞춰 시공일자가 무한정 늘어나게

됨.

○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사의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 멸실된 전체 정비사업 토지에

대해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시행령’ 재개정을 건의하였고,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 10월 말 건의문

을 의결하였음.

○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착공 물건과 착공 물건의 세액 차

이는 16만원에 달함.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 입장에서는 주택분으로 계산되는

것이 더욱 유리함.

세부담 차이 예시 (’08년 주택분재산세, ’09년 주택멸실로 토지분재산세로 과세)

구 분

세액 비교

’08년

<주택분>

’09년 <토지분>
증가액 증가율

산출세액 상한액 고지세액

‘미착공’ 150,020원 391,010원 555,250원 391,010원 240,990원 161%↑

‘건축 중’ 150,020원 391,010원 225,030원 225,030원 75,010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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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 주택재개발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취득하는 부동산 제21조 1항, 4항

2. 관리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제21조 2항

소유자

1. 주택재개발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정비구역지

정고시일전 취득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21조 3항, 6항

2. 정비구역지정고시일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취득한

주택
제21조 5항

․ 상한액

ð 미착공 : ’08토지 산출상당액 370,170원×150%= 555,250원

ð 건축중 : 150,020원 × ＊(150/100)˚× 150% = 225,030원

＊멸실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150/100)ⁿ
n=(과세연도-멸실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1)

○ 문제는 이런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까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임. 현행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아래의 대상자는 취등록세를 전면 면제받음.

시세감면조례 해당 내용

○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감면된 취득세가 226억원, 등록세가 145억원

등 총 372억원에 달하는 시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남.r

주택재개발사업 감면 현황(백만원)

구분
주택

소계 취득세 등록세

합계 37,252 22,698 14,554

○ 문제는 이와 같은 시세감면 기준인 정비구역지정일과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는 사업

시행인가일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때 원주민으로 구성되었

던 조합원 중 적게는 30%, 많게는 60% 정도의 조합원들이 교체됨. 다시 말해 이는 투

기적 수요자에게 감면을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를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하여 감세해주고, 시세인 취등록세

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사실상 이중적 특혜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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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상한제도: 자치재정을 좀먹는 제도

○ 앞서 제시된 2가지의 사례는 현행 지방세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매우 분명하게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우선 공동과세에 대한 일부 부자자치구의 태도는 폐쇄적인

지방세제도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자치행정’이라는 용어가 매우 선택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재개발지역 내 지방세 감액과 관련된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와

같이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조차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없이, 지방세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상식적인 지방정부라면, 오히려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순

환개발을 유도하거나 철거 후 시공의무기간을 설정하여 빠른 공사를 요구하는 것이 모

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왜냐하면 만약 세부담이 적어진다면,

당장 사업성이 없는 건설 사업을 포기하고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취등록세로 감면되고, 재산세부담도 적다면 굳이 빨리

건설단계로 나갈 필요가 느껴지지 않게 됨).

○ 이상의 3가지 사례는 모두 현행 지방세정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위에 서 있는지를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본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치행정을 말하고자 한다면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심

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며, 앞의 사례처럼 지방세원을 축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자치행정을 주장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요구

라는 점임.

○ 특히 제도 도입에 있어 임시적인 성격이 분명했던 재산세 상한제도가 사실상 지방정

부와 지방의회의 묵인아래 어떻게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있는지 보임으로써 지방자치라

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부분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 각 의회가 가져야 한다는 점

을 드러내고자 함.

❶ 재산세 상한제도란 무엇이고 어째서 문제인가

○ 앞서 지방세정 2가지 현안 중 하나로 언급한 재개발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세목

변경요구는 다시 살펴볼 요소가 있음. 그것은 바로 재산세 상한제도임. 다시 말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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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 부담 상한*

주 택
주택공시가격 × 과세표준 적용비율

(매년 4월말 공시) (’08년 55%, 매년 5%P 인상)
0.15~0.5%

(3단계)

3억원 이하 : 105%
3~6억원 이하 : 110%
6억원 초과 : 150%

토 지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 적용비율

(매년 5월말 공시) (’08년 65%, 매년 5%P 인상)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0.2%

150%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적용비율

(매년 5월말 공시) (’08년 65%, 매년 5%P 인상) 0.2% 150%

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가 부과되는 데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상한액과

연관이 있음.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제산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분 재산

세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3년간 이미 상한제를 통해 축소된 세액인 셈임. 다시 말해 서

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말하는 세부담의 불평등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재산세 상한제 때

문에 발생한 것임.

○ 현행 구세인 재산세는 크게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구분되어 징수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과제표준은 아래의 표와 같음.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

으로 변경하는 등의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

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이며, 최초 도입연도인 2005년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모두 당해연도 납부세액이 전년도 납부세액 등 세부담 상당액 대비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음.

○ 하지만 2006년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주택공시가격별로 세 부담 상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 2007년까지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는

2009.2.6.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세 부담 상한

이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

향 조정되었으나,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

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50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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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혜

인원

주택 718,927 1,280,698 2,208,137 2,213,576 1,358,642

토지 63,994 98,667 35,235 26,275 24,876

건축물 1,524 4,192 3,283 3,457 1,911

수혜

물건 수

주택 734,200 1,342,484 2,416,235 2,411,845 1,487,429

토지 97,195 138,650 56,181 44,634 35,382

건축물 3,974 6,972 4,570 4,928 2,521

미징수액

주택 81,689 75,474 453,619 487,535 54,943

토지 3,385 6,463 5,789 5,207 4,859

건축물 167 420 89 97 77

주택분 재산세 세 부담 상한율

구 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세 부담 상한율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05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10

직전연도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금액의 100분의

150

○ 문제는 이런 상한제의 도입이 사실은 과세기준을 현실화한다는 조세개혁방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사항이라는 점임. 다시 말하면,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인데, 이런 특징

은 이후 재산세에 대한 감면제도로 전환됨.

○ 특히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제가 110%로 축소된 것은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자산형성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임.

○ 서울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세 부담 상한제 수혜 인원, 개별 물건 수 및 이에 따른 미

징수액 내역을 보면, 지난 4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1조1532억원, 토지분 재산세가 323억

원, 주택분 재산세가 8억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세 부담 상한제 수혜 인원, 개별 물건 수 및 미징수액 현황(단위 : 명,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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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

수혜인원수 누적액수

(1인수혜액)

수혜인원수 누적액수

(1인수혜액)

수혜인원수 누적액수

(1인수혜액)누적 연평균 누적 연평균 누적 연평균

계 249,047 25,402,660 14,367 850,682 7,779,980 1,153,258,953

종 로 6,359 1,272
851,416

(133)
1,060 212

36,107

(34)
102,650 20,530

8,464,483

(82)

중 구 4,380 876
1,229,079

(280)
936 187

170,019

(181)
90,380 18,076

11,288,846

(125)

용 산 19,751 3,950
4,831,309

(245)
370 74

9,782

(26)
210,044 42,009

46,401,192

(221)

성 동 7,349 1,470
1,234,701

(168)
249 50

11,136

(45)
271,312 54,262

43,061,403

(159)

광 진 1,339 268
405,950

(303)
121 24

6,690

(55)
213,723 42,745

32,984,056

(154)

동대문 7,455 1,491
526,364

(71)
152 30

9,104

(60)
261,238 52,248

22,865,766

(88)

중 랑 3,574 715
495,839

(139)
246 49

12,955

(53)
282,275 56,455

15,601,763

(55)

성 북 17,003 3,400
1,048,907

(62)
127 25

32,851

(259)
386,528 77,306

32,076,912

(83)

강 북 7,872 1,574 428,498 172 34 7,357 247,480 49,496 12,046,199

○ 이는 일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명목으로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25개 자치구로 분배한다면 연간 120억

원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실되었음을 뜻하는 규모임.

○ 더욱이 재산세의 50%(2010년 기준)가 공동과세로 재분배될 재원이라는 점을 고

려한다면, 실제 재산세 상한제에 따른 손실은 부자자치구들이 아니라 재정규모가

열악한 자치구로 집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❷ 자치구의 자치세정과 재산세 상한제

○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자치구간 수혜 자치구가 명확하게 존재함. 아래의 표

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조승수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

공한 것임.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 자치구별로 재산세 상한제에 따른 세부항목을

제출받은 다음, 이를 알기 좋게 누적수로 살펴본 것임.

자치구별 재산세 상한제 시행현황(단위 : 명수,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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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3) (49)

도 봉 1,168 234
73,464

(63)
340 68

5,077

(15)
334,700 66,940

17,384,845

(52)

노 원 3,253 650
159,871

(49)
635 127

7,842

(12)
541,703 108,340

50,257,471

(93)

은 평 12,171 2,434
1,309,154

(108)
218 44

6,705

(31)
328,293 65,659

14,226,835

(43)

서대문 5,384 1,077
295,679

(55)
218 44

11,811

(54)
261,592 52,318

17,463,092

(67)

마 포 11,866 2,373
1,466,567

(124)
197 39

14,776

(75)
321,421 64,284

43,762,851

(136)

양 천 6,639 1,328
843,203

(127)
176 35

6,856

(39)
394,195 78,839

67,814,851

(172)

강 서 12,452 2,490
1,379,326

(111)
364 73

27,672

(76)
426,120 85,224

45,443,863

(107)

구 로 11,856 2,371
1,202,693

(101)
3,438 688

94,350

(27)
364,620 72,924

32,630,255

(89)

금 천 1,778 356
48,722

(27)
153 31

16,088

(105)
154,466 30,893

7,696,524

(50)

영등포 3,758 752
740,399

(197)
240 48

18,890

(79)
339,707 67,941

52,400,900

(154)

동 작 9,101 1,820
743,543

(82)
106 21

9,014

(85)
335,452 67,090

45,724,203

(136)

관 악 9,368 1,874
660,989

(71)
343 69

7,832

(23)
342,402 68,480

30,493,443

(89)

서 초 16,209 3,241
1,573,524

(97)
2,001 400

81,105

(41)
325,384 65,077

99,416,787

(306)

강 남 20,482 4,096
2,441,182

(119)
468 94

175,722

(375)
451,474 90,295

219,751,674

(487)

송 파 42,630 8,526
979,309

(23)
147 29

17,248

(117)
457,324 91,465

119,247,189

(261)

강 동 5,850 1,170
432,980

(74)
1,890 378

53,692

(28)
335,497 67,099

64,753,549

(193)

○ 서울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수는 천만명(2008년

서울통계에 따르면, 납세자는 1천2십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이를 기준으로

전체 납세자 대비 재산세 상한제 수혜인원을 살펴보면, 최소 8%정도에서 최대 22%

정도가 수혜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며 년 평균적으로 전체 납세인구 중에서 15.8%가

재산세 상한제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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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혜인원 비율

2005 784,445 7.8%

2006 1,383,557 13.8%

2007 2,246,655 22.4%

2008 2,243,308 22.4%

2009 1,385,424 13.8%

자치구 수혜액 수혜인원 1인당 수혜액

상위

1 강남구 222,368,578 472,424 471

2 송파구 120,243,746 500,101 240

3 서초구 101,071,416 343,594 294

4 양천구 68,664,910 401,010 171

5 영등포구 53,160,189 343,705 155

하위

1 금천구 7,761,334 156,397 50

2 종로구 8,501,441 110,069 77

3 중구 12,482,054 255,524 49

4 강북구 12,687,944 95,696 133

5 은평구 15,542,694 340,682 46

연도별 수혜자 및 전체 답세인구수 대비 비율

○ 또한 재산제 상한제 수혜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자치구와 하위 5개 자치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위 자치구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자치

구가 하위 자치구에는 금천, 종로, 중구와 같이 별다른 개발지역이 없는 자치구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음.

재산세 상한제 수혜 상위/하위 자치구(명/천원)

○ 특히 1인당 수혜액의 측면에서 보아도 강남구의 경우에는 1인당 47만원에 달하

지만 금천구나 은평구는 이의 10분의 1 수준인 5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토지분, 주

택분, 건축물분 재산세의 담세자가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수혜

액은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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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상한제도의 문제점

❶ 누진적 적용의 문제점: 수혜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

○ 앞서 언급한 재개발지역내 나대지를 주택분으로 계산하느냐 토지분으로 계산하

느냐에서 나타난 세액의 차이는 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누진적 성격에 따른 것임.

이를 테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1차년도에 상한제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면, 다음연

도에는 기 적용된 세액을 기준으로 또다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것

임.

○ 따라서 누적적으로 상한제 혜택을 받은 주택분 재산세에 비해 신규로 적용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 문제는 이와 같은 상한제가 사

실상 세액 부담액의 ‘유리벽’으로 작용함으로써, 세금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임. 이

를 테면,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그대로 내

는 셈이 되지만, 상한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 과세표준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는 점임.

○ 따라서 상한제를 운영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150%라는 전년대비 비율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지방세수의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년 매년 적용할 필

요가 있을 것임.

❷ 조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재산세 부과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특징과 함

께 많이 벌면 많이 낸다라는 비례적 특징임.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

을 내야하며,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이 높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함.

이는 세금제도가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통합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한 측면임.

○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상한제도는 사실상 수혜자

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내게됨. 따라서 소득에 따른 세금부담이라는 세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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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되는 반면,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존의

과세표준대로 납세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됨.

○ 문제는 재산세 상한제가 대부분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바

로 현금화할 수는 없더라도 재산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한 부유층이라는 점임.

다시 말해서, 재산세 상한제 자체는 부유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는 것임.

❸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현실에서의 상한제는 부적절하다

○ 재산세 상한제의 다음 문제는 작년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고, 2005년 개별공

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이 변경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재산세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적절성에 대한 문제임.

○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을 견인했던 중대형 주택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부

담이 사라진 상황에서 재산세마저 축소하는 것은 부동산 부유층에 대한 이중적 특

혜가 될 것임.

○ 특히 부동산 자체가 바로 현금화되기 어렵다하더라도,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자

들은 부동산을 매개로 기타 파생적인 투자를 지속함에도 세금납부에서만 부동산이

비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회피를 위한 논리에 불과

함. 따라서 기타 소득과는 다르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를 고려

하여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를 일률적으로 상한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❹ 경기적 요인과 상관없는 지속적인 감세효과가 나타난다

○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과 같이 경기적 요인에 좌우되는 재산

에 대해 상한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역진적인 특징임. 이를 테면, 금융위기가 찾

아왔던 2008년 과세표준액 자체가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재산세 징수가 낮아졌음.

실제로 2009년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7% 액수로 1,195억원이 축소하였음.

○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사실상 회복된 올해를 과세기준년도로 책정되는 2010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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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의 경우에는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는 것임.

다시 말해 경기적 요인으로 과세기준액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예외적 상황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상한제 자체가 과세 정상화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는 것임.

○ 결국, 하한제는 없이 상한제만 유지되는 특징 상 2008년의 일시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은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더다도 전년 수준의 재산세 수준으로 늘어나

는데는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됨.

5. 결 론: 자치세정을 위하여

○ 지방자치는 재정자치의 정도에 의해 그 성취도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내외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말하는 것은, 그

야말로 책임도지지 않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논리에 다름아

님.

○ 재정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자치세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의 여부일 것임. 그런데 우리의 지방정부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중앙정

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자치세정이라는 명목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열악한 자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 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임.

○ 다시 말해 세금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는 상관없이 깍아주는데는 자치세정의

정신이 구현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높이는 일은 단 한차

례로 없었던 것임. 결국 지방세를 낮추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종속도는 심화될 것

인데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

○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축소가 현재 자

치구의 재정에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

음(진보신당 서울시당, 부동산교부세 축소와 자치구 재정의 영향 분석, 2008). 그리고 올해 작년

의 경기후퇴로 재산세 수입이 많이 줄었으며, 이는 자치구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

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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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회는 지방세법 상의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하면 적어도 작년 종합부동산세 축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 축소분

이 상쇄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도 증가하여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