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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IssuesandReform Programs

oftheLocalTaxationinKorea

ByLee,YoungChoon

Advisor:Prof.Kim Ki-Pyung,Ph.D.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Recently,wehavetriedtointroducenew localtaxforfiscalautonomy

oflocalgovernments.However,this reform is connected with fiscal

decentralizationbetweencentralandlocalgovernments.Itisimportantto

setgoalsforfiscaldecentralizationandtoconsiderfiscalneutralism which

canbeobstaclesforthereform.

Thispaperreviewstheexistingstudiesoflocaltaxreform andsuggests

anew localtaxreform basedonit. Thesuggestedreform is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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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ntirelocalpublicfinancesystem aswellaslocaltaxes. Themajor

contribution ofthispaperisto show thatwecan increaselocaltax

revenuewhilesolvingthehorizontalinequalityamonglocalgovernment,

whichisalsoconsistentwiththeprincipleoflocaltaxes.

Tobesure,somelocalsharetaxandnationalsubsidycouldbereduced

inthefirstdecentralizationstageaccordingtotheamountofnew localtax.

Secondly,Itisdesirablefortheeducationfiscalfundtobereducedinthe

secondstage.Last,specialfundcouldbemediatedinthethirdstageas

muchasthetransferoffunctionfrom central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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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목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

지되었기 때문에 국민편의 심의 법제 흐름을 신속하게 반 하기 어려웠

고 종합 인 제도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그러나 이제는 선진 법체

계 구축이라는 시 요구를 극 수용하여 지방세제 발 의 기반을 마

련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정부의 꾸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

능이 미흡한 것이 실이다. 지방세 비 이 지방자치단체 총 산의

34%에 불과한 실에서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앙 정부에 한 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세법 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인한 문제이

며,이러한 체계 인 문제 때문에 법률 개정 차 등을 고려할 때 변

하는 사회 경제 변화에 탄력 으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25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

부(20%)를 지방세로 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이에 해 정부는 작년 12월 15일 지방발 종합 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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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소득세

소비세 방안과 지방세율 과세 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

을 검토하겠다고 하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

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부가세(Surtax)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각각 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 도입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해 증 된

세수는 지역산업기반 강화 지역소재 기업의 경 활동 지원을 해 우선

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 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제도의 황과 문제

을 분석하고 선진화된 지방세법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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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방법 범

지방세제 분야는 지방의 자생 생존과 발 기반구축을 한 지방세

구조의 확립과 지방세법 체계의 선진화라는 시 과제를 맞이하고 있

다.이에 따라 종합 인 시각에서 지방세제 반에 한 재조명과 반성을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한 방안의 기 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련 선행연구 자료와 문헌을

심으로 한 이론 연구를 시행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 과 방

법을 기술하고,제2장에서는 행 지방세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살펴

보고,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의 운 실태와 제도 인 문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합리 인 지방세제도의 개선방

안을,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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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세제도의 변천과정

제1 연도별 지방세제도

1945년 복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는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

에 이르고 있다.본 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세목구성이 연도별

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특이한 은 해방 이후 지

방세 세목의 변천은 주로 소비 재산과 련된 세목을 심으로 변천하

다. 한 재의 지방세목 일부는 국세에서 환되어 지 까지 운

되고 있는데 농지세(농업소득세),등록세,자동차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특별행 세,어업세,교통세 등은 처음에는 지방세 세목이었지만 국

세로 환된 경우에 해당된다.(유태 ,2008)

그리고 1950년 에는 여러 세목이 본세와 부가세가 함께 과세되었기 때

문에 지방세 세목이 23개에 이르 지만,이후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가 추

진되면서 1970년 에는 세목의 수가 11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0년 부터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

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세목이 증가하여 2009년 재 16개

의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다. 재 지방세목의 과세유형별 분포는 소득과

세 3개,소비과세 5개,재산과세 6개,기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그 세목이

늘어났으며,일부 세목은 복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 몇몇 세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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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부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행 지방세 세목 에 그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하고,그 유용성이

은 세목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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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세유형별 지방세목 구성

과세

유형
지방세목 지속시간 비고

소득

과세

농업소득세(농지세)

사업소세

주민세

법인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농지세(1962~2000)

농업소득세(2001~ 재)

사업소세(1977~ 재)

주민세(1973~ 재)

법인세부가세(1962~1965)

소득세부가세(1962~1965)

1962년 국세

인 농지세를

지방세로

환

소비

과세

세(마권세,경주마권세)

주행세

지역개발세

담배소비세(담배 매세)

유흥음식세( 동부가세)

동력세( 동부가세)

특별행 세( 동부가세)

도축세( 동부가세)

도장세

벌목세

교통세

화세

객인세

수렵세

업세부가세

마권세(1962~1993)

경주마권세(1994~2001),

세(2002~ 재)

주행세(2000~ 재)

지역개발세(1992~ 재)

담배 매세(1985~1987)

담배소비세(1988~ 재)

유흥음식세 동부가세(1962~1976)

동력세 동부가세(1951~1961)

특별행 세(1951~1961)

동부가세(1952~1961)

도장세(1945~1956)

벌목세(1954~1956)

교통세(1945~1961)

화세(1952~1956)

객인세(1951~1956)

수렵세(1952~1956)

업세부가세(1949~1950,1954~1965)

1962년 국세

인 유흥음식

세,마권세를

지방세로

환

자료 :유태 등,「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한 연구」,서울시립 학교 지방세

연구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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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과세

공동시설세(소바공동시설세)

※ 도로정비시설세

종합토지세(토지과다보유세)

자동차세( 동부가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선세( 동부가세)

※ 선박세

취득세( 동부가세)

※ 부동산취득세

동부가세

차량세( 동부가세)

어업세( 동부가세)

가옥세( 동부가세)

고세( 동부가세)

고세

면세지특별지세

(소방)공동시설세(1962~ 재)

토지과다보유세(1987~1988)

종합토지세(1989~2004)

자동차세(1962~ 재)

동부가세(1959~1976)

등록세(1977~ 재)

재산세(1962~ 재)

도시계획세(1962~ 재)

선세(1949~1961)

선세부가세(1952~1961)

선박세(1951)

취득세(1952~ 재)

동부가세(1952~1953,1957~1976)

부동산취득세 동부가세

(1945~1951)

차량세(1945~1961)

동부가세(1945~1948)

어업세(1945~1961)

동부가세(1951~1961)

임야세(1945~1961)

동부가세(1951~1961)

가옥세 동부가세)(1945~1961)

고세 동부가세)(1952~1956)

고세(1951~1956)

면세지특별지세(1945~1956)

1952년 부동

산취득세에서

취득세로

개칭

1962년 국세

인 자동차세

가 지방세로

환

1962년 가옥

세,선세,

지세

구세(국세)가

재산세로

통합개칭

1977년 국세

인등록세가

지방세로

환

자료 :유태 등,「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한 연구」,서울시립 학교 지방세

연구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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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교육세

면허세 동부가세

호별세 동부가세

지역교육세(혹은 지방교육세)

(2001~ 재)

면허세(1954~ 재)

동부가세(1954~1976)

호별세 동부가세(1945~1961)

자료 :유태 등,「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한 연구」,서울시립 학교 지방세

연구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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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지방세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그동안 지방세제의 개선과 련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

는데 먼 국세와 지방세간, 역단체 세목과 기 단체 세목간의 세원조

정의 문제를 심으로 하는 연구와 지방세체계 내에서 세목별 합리성을

제고하기 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제시된 개선방안들도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특정 안을 심으로 하는 연구,지방세 체계

체를 상으로 하는 연구,지방세는 물론 지방교부세 등 지방제정 조정제

도를 포 으로 고려하는 방안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나성린,

2007)

1960년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세, 구세,

가옥세,선세를 재산세로 통합하 으며(제5조 제6조),토지세,유흥음식

세,마권세,자동차세, 구세 등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 강화를

도모하 다.(제5조) 한 호별세를 소득세,법인세,부가세(surtax)로 체

하 으며(제6조),지방세 특별행 세,어업세,교통세를 국세에 통합시

켰다.(제5조 제6조) 한 잡종세목을 통합하기 하여 고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호별세,임야세,거량세,동력세 등을 폐지하 다.그리고

지방세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하여 임야세를 폐지하

고,산업보호육성을 한 동력세와 거량세를 폐지하 다.(제6조)

1970년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시군부가세를 폐지하여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세율을 동일하게 규정하 다.(제

5조 제6조) 한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이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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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로 환하 다.(제124조)한편 환경개선 정비재

원 충당을 해 시군의 목 세로서 사업소세를 신설하 다.(제243조

제252조)

1980년 에는 농지세의 과세표 에 한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입 액에서 필요경비와 기 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 액을 과세표

으로 일원화하 다.(제206조)그리고 농지세액이 감소됨에 따라 그 감소분

을 보 하기 하여 담배 매세를 신설하 으며,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

를 매도한 자로 하 고 납세지는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시와 군

지역으로 하 다.(제234조의 15,제234조의 16) 한 토지수 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 으며(제234조의

22 34),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세목체계를 개편하 다.(제1조,제111조 제4항,제118조,제165

조,제169조 제3항,제246조,제251조 제2항) 한 부동산투기억제를 하

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 공제제도를 폐지하 고 담배세제 개편에 따라

담배 매세를 폐지하고 담배소비세를 신설하 다.(제223조 제233조의

10)1989년에는 토지보유에 하여 각 토지별로 과세되고 있던 토지분 재

산세와 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 상으로 과세되고 있던 토지과

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

세하는 방식으로 환하 다.

1990년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추어 도세에 목

세를 신설하여 역행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체계를 개편하 다.(제5조의 2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하여 지역개발세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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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도입하 다.(제5조의 2제3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한 경

륜경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마권세 부분에 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 다.(제152조 제158조)

이외에도 휘발유,경유 이와 유사한 체유류의 소비에 한 교통세액

일부를 세원으로 한 주행세를 지방세로 환하 다.(제196조의 16

제196조의 20)

2000년 이후에는 국세인 교육세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오던 교육

세를 지방교육세로 환하고 담배소비세분 경부마권세분 교육세의 세

율을 각각 10%p씩 인상 조정하 다.(제260조의 2내지 260조의 7신설)

한 경부마권세의 명칭을 세로 변경하고 세의 과세 상에 경륜,

경정,경마 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 자에게

환 등을 교부하는 행 로 추가하 다.(제152조)그리고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련 세제를 합리 으로 개편하 다.

재산세를 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련규정은 삭제되고(제180조

내지 제195조의 3,제234조의 8내지 제234조의 25),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과 련된 부동산 소유권 이 등기세율을 1,000의 30에서 1,000분의 20으

로 하향조정하 다.(제131조 제1항 제3호)2005년에는 취득세 과세 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 고,지역개발세 과세 상에 원자력발 을 추가함으

로써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세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

세의 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실거래가 신고에 따

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 취득

세와 등록세를 경감하 다. 한 특별시와 자치구들간의 재산세 공동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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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고(제6조의 2 제6조의 3신설),특별시의 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

별시분 재산세 액을 할 구역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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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주요 지방세법 개정내용

연도별

지방세법 개정법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법

(1961.12.8)

[법률 제0827호]

지세, 구세,가옥세,선세를 재산세로 통합

자방자치단체에 토지세,유흥음식세,마권세,자동거세, 구세

등이 이양

호별세를 소득세,법인세,부가세(surtax)로 체

지방세 특별행 세,어업세,교통세를 국세에 흡수,통합

세부가세,자동거세부가세,호별세,임야세,거량세,동력세등

을 폐지

국세부가세폐지에 한

특별조치법

(1966.8.3)

[법률 제1811호]

1967년 1월 1일부터 국세 부가세 폐지(1973년지 세법상 세목

존속)감소된 재원은 지방교부세로 체

지방세법 개정법

(1973.3.12)

[법률 제2593호]

균등할과 소득할주민세를 부과

지방세법 개정법

(1973.12.31)

[법률 제2945호]

시군부가세제도를 폐지하여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조정

유흥음식세가 국세로 이 됨에 따라 이를 폐지

국세인 등록세를 지방세에 추가

시군의 목 세로서 사업소세를 신설

지방세법 개정법

(1984.12.24)

[법률 제3757호]

농지세의 과세표 을 갑류․을류의 구분을 폐지

담배 매세를 신설

지방세법 개정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특별시․직할시 시․군)

지방세법 개정법

(1988.4.6)

[법률 제4007호]

구자치제 시실에 비 련 조문을 정비

지방세법 개정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

시․군세인 마권세를 도세로 조정

토지과다보유세의 기 공제제도를 폐지

담배 매세를 폐지하고,담배소비세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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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법

(1989.6.16)

[법률 제4128호]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제를 토입

지방세법 개정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

도세에 목 세를 신설,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체계를 개편

지역개발세를 목 세로 신설

지방세법 개정법

(1993.12.27)

[법률 제4611호]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하여도 과세,마권세부분에 련사

항을 보완․정비

지방세법 개정법

(1999.12.28)

[법률 제6060호]

주행세를 지방세로 환

지방세법 개정법

(2000.12.29)

[법률 제6312호]

국세인 교육세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

육세로 환

지방세법 개정법

(2001.12.29)

[법률 제46549]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세로 변경

지방세법 개정법

(2005.1.5)

[법률 제7332호]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주택은 건물과 그 부

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련

세제개편

지방세법 개정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

취득세 과세 상에 승마회원 을,지역개발세 과세 상에 원자력

발 을 각각 추가

주택에 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

지방세법 개정법

(2007.7.20)

[법률 제8540호]

특별시와 할 자치구들 간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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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세제도의 운 실태와 문제

제1 지방세제도의 운 실태

지방세 분야는 내외 으로 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내

으로는 지방자치가 성숙단계로 어들면서 지방세에 한 심이 고조되

고 있다.실질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다.이처럼 지방

세에 한 심이 커지는 만큼 지방세체계의 선진화에 한 요구도 커지

고 있다.그리고 외 으로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경쟁의 단 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자립 지역

경제 기반마련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지방세의 역할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고자 정부는 2008년을 지

방세 발 의 원년으로 삼고 인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지방세 구조의 확립,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재구성,지방세 발 의 기틀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추진과제로는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분법

알기 쉬운 법제화,지방소득소비세 도입,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는 지방세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재원 확충은 과세객체의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원자력발 을 지역

개발세 과세 상으로 추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이는 원자력 발 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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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의 과세권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향후 지역개발세 과

세 상 확 를 한 계기를 마련하 다.

한 골 연습장과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 상으로 확 한 부분도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 하여 2003년 33.1조원이었던 지방세수가 2006년에

는 41.3조원으로 24.8%가 증가하 다.

[표 3]과세유형별 세목수의 추이

연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 총계

1954 - 9 12 2 23

1960 - 5 8 2 15

1965 3 4 5 1 13

1970 1 3 5 2 11

1975 3 3 6 1 13

1980 3 2 6 1 12

1985 3 3 6 1 13

1990 3 3 7 1 14

1995 3 4 7 1 15

2000 3 5 7 1 16

2004 3 5 7 2 17

2005 3 5 6 2 16

자료 :국세청,지방세정연감,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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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

형 완화를 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 다.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문제는 효과 인 지역발 을 해하는 요소로 지속 으로 지 되어온 문

제이다.특히 기 자치단체의 경우 재산세 주의 세수구조로 인해 부동

산 가격차이에 따라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다.비록 서울시에 한정되었지

만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은 자치구 간 세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고른 수

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오

동호,2008)

한 지방세 장기 발 방안 수립과 지방세 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방세 선진화를 한 기반을 구축하 다.지방세 장기 발 방안 수립

을 통해 장기 인 발 방향과 비 ,구체 인 실천과제를 제시하 다.이

에 따라 단기 제도개선이 아니라 종합 인 틀 속에서 정책수행이 가능

해짐에 따라 지방세 정책의 일 성과 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정 부분의 불균형은 자

연스러운 상이다.과도한 격차는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수도권과 비수도권,행정계층별 세원 불균형은 국가의 균

형 발 과 사회통합을 해하는 요인이다.따라서 세목체계의 재배분이

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한 세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 행정안 부가 2007년 말 국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지방세 비

과세 감면 황을 조사하 는데 그 결과 2005년 비과세 감면액이 5.3조

원으로 집계되어 지방세 총액의 12.8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 다.(행정안

부,2007)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행 지방세가 과세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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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는 토지,건물,차량 등에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는 일정 상에 하여 과세 상에서 제외하거나 는 선정된 과세 상

의 납세의무 이행을 부 는 일부를 면하여 주는 정책 기능을 갖는

조세특별조치제도로서의 조세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김종희,2008)

[표 4]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추이

연도 징수액

비과세 감면
비과세감면율

(A/A+B)
합계(B) 비과세 감면

1997 184,056 18,038 5,032(27.9) 13,006(72.1) 8.9

1998 171,497 20,203 5,522(27.3) 14,681(72.7) 10.5

1999 185,861 21,170 5,742(27.1) 15,428(72.9) 10.2

2000 206,006 23,435 7,737(33.0) 15,698(67.0) 10.2

2001 266,648 27,683 9,340(33.7) 18,343(66.3) 9.4

2002 315,257 32,419 9,589(29.6) 22,830(70.4) 9.3

2003 331,329 26,725 9,529(35.7) 17,196(64.3) 7.5

2004 342,017 32,150 10,427(32.4) 21,723(67.6) 8.6

2005 359,773 35,337 10,526(29.8) 24,811(70.2) 8.9

2006 412,937 80,677 22.541(27.9) 58,136(72.1) 16.3

자료 :행정안 부,지방세정연감,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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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은 국가정책이나 공익목 을 하여 처음부

터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과 부과되는 세 을 면제 는 경감시켜 주는 것

으로 납세의무자에 한 세제상의 혜택이다. 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의 상은 다음과 같다.비 리 사업자에 한 취득세,등록세,재산

세의 비과세, 체취득에 한 비과세,국가유공자에 한 감면,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 감면,1가구 1주택에 한 감면,임 주택에 한 감

면,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한 감면,농어 주택개량자에 한 감면,지

방산업단지에 한 감면,개인 간 주택거래에 한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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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지방세제도의 문제

그동안 지방정부의 지방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지방세 비 이 자치단체 총 산의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이 정상 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앙정부에 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훼손과 책임의식 하로

이어져 방만한 운 행태를 래 할 수 있으며,주민들의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빠질 경우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획기 인 조세구조의 개편이 요구된다.

한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가 연계되지 못하는 지방세의 구조 문제가

있다.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에 한 민감도가 낮은 재산과세 주

(48.8%)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자

치단체의 노력이 지방세수의 증 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즉

지방세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노력에 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의 략산업 육성정책의 일 인

추진과 조가 필요하다.지역간 성장기반의 격차는 향후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수도권의 풍부한 취업기회와 양호한

교육여건이 인구집 을 유발하고 이는 성장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수

도권 비 을 더욱더 높이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이러한 격차를 지 부

터라도 이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하여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그 한계가 있다.

지역경제 문제 역시 정치 ,사회 안정의 토 에서 해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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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갈등과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환경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진과

고용창출을 기 하기는 어렵다.정치권은 통합과 타 의 정치를 통하여

사회가 안정되도록 노력해야하고,기업 스스로도 건 한 노사 계 정착을

해 상호이해와 양보의 정신이 필요하며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아울러 기업과 소기업 간의 종속 인 계가

아니라 상생발 을 도모하는 계정립 역시 필요하다.구체 으로는 노는

인사경 권을 이 에 비해 더 존 할 필요가 있고 생산성향상,작업장

신에 한 참여를 높이는데 노력해야하며,사는 인본주의 경 원칙을 기

로 기업의 사회 책임을 높임으로써 신노사 계 문화형성을 해 노사

가 력해야 한다.

한 지역경제의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고 주

민,기업,자방정부, 앙정부 모두가 제 로 인식하여야 한다.지역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소모 인 갈등을 빚지 않고 지혜롭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지방정부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무엇이며,미래 경제 기반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이를 추진하

기 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검하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기 해서는 더 이상 지역의 경제 안을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는 시

도를 탈피하고 경제 논리로 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

데 지방소재 기업의 탈지방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산업의 붕괴가 가시

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을 해서는 수도권

소재기업과 지방 소재기업간 법인세율의 차등 용이 필요하다.물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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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라는 부정 효과를 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

자본의 유입,국내투자 활성화,기업경쟁력 강화 등의 정 효과도 높은

만큼 장기 으로는 경쟁국 수 으로 인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 지역

균형발 과 지방 소재기업의 지원을 해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한 법인세율의 차등 용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 문제는 지속 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

다.지방세법은 분야별로 세분화된 국세와는 달리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차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 수요에

한 탄력 응을 어렵게 한다.

한 지반세법은 종합 인 제도개선 없이 100회 이상의 부분개정을 거

치면서 법률의 구조가 복잡해져 있다.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한 근성

과 이해도가 낮아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이런 측면에서라

도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선진화된 지방세법 개편이 필요하다.

한 지방세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근하기 쉬운 편리한 법체계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이는 지방세 분야의 선진화를 한 과제이다. 복과

세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여 세목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단일법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문화하는 지방세법의 분법도 주요과제이다. 한

국민이 알기 쉽도록 문장과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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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세제도의 합리 개선방안

제1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

우리나라의 행 지방세제는 1970년 를 거치면서 그 세목이 크게 간소

화되었지만 1990년 후를 즈음하여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면서 지방자

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목 으로 여러 세목이 신설되었다.

그동안 사회경제환경이 지 않게 변화되면서 지방세제의 일부 세목은 그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실이며,난립된 부가세(surtax)로 인한 지방

세제도의 복잡성은 우리나라 지방세 제도의 문제 으로 항상 제기되어 왔

다.

이런 실을 감안하여 행 지방세제의 운 방식을 개선하고 세목의 간

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특히 지방세제의 간소화 방안은 단순히 세목

을 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원의 확충기능을 보강하고 불합리한 세목을

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하에서는 지방세목의 간소

화에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한다.

1.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행 지방세목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 상,비과세 상,감면 상,

부과징수방법,과세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다.이런 이유

로 이들 세목에 한 이 과세 문제가 항상 쟁 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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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를 해결하기 하여 두 세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통합세

목의 과세 상은 종 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 상과 동일하게 유지하

며,세율 역시 종 의 세율을 당분간 유지함으로서 조세부담의 갑작스러

운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부가세(附加稅)의 정리

재 목 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가세

(附加稅,surtax)로 과세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방안이 바

람직하나,공동시설세는 역자치단체의 세목이기 때문에 역자치단체에

서 기 자치단체로 세원이 이 되게 된다.따라서 자치단체간 세원의 불

형평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래할 수 있다.(원윤희 등,2008)

3.등록면허세 신설

취득행 가 없는 등기 등록 련 등록세 과세 상과 면허세의 과세

상을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방세 간소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등록면허세 통합방안은 과세의 일 성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등록면허세

의 과세 상은 취득행 가 없거나 건당 정액으로 과세되는 등기․등록,

면허․허가․인가 등 권리설정․ 지해제․신고수리 등으로 설정할 수 있

으며 납세의무자는 과세 상이 되는 등기․등록 는 면허를 받는 자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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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 세목의 폐지 는 환

균등할 주민세는 인두세 성격을 갖는 조세로서 국민개세주의(國民皆

稅主義)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을 해 납부하는 회비 성격의 세 이

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2008년 재 북 완주군, 남 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인 균등할 세율은 2천원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징

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2006년 부과액 기 으로 균등

할 주민세 과세 상 인원은 18,936,292명에 이르지만 그 세수는 1,777억원

에 불과하다.

한 도축세는 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징수되고 있으며,2005년

징수실 으로 체 지방세 세수(39조 9,86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13%(485억원)에 불과하여 재원조달 효과가 미양한 상황이다.(유태 ,

2008)따라서 도축세를 폐지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소득세 역시 그 세수가 징수비용에 미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 기 으로 납세인원 역시 16,000명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개방화의 흐름속에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농업을 지원하기

하여 재 과세가 단된 상태이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소득세

는 폐지하거나 국세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방세 간소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첫째,통합취득세가 신설되면 종 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

하게 됨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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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다.

둘째,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원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즉 지방세의 통폐합에 따라 일부 세

원의 지역간 이동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세원배분의 변화가 래될

것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계층별 세목체계의 신축 운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 한 세제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납세의무자들의 혼란

을 해결하기 하여 진 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기 인 여

유를 두고 진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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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지방자치 실시 이 에 만들어진 행 지방세 체계 하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의 확보는 지방세의 제도 뿐

만 아니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만 지방의 세입 산

과 지방세의 연계가 잘 되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낮

은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우선 으로 실시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게 되면 재정의 책임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나명찬,2008)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는 독립된 세원을 서로 조정하는 방법과 동

일한 세원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 수 있다.어떤 방법이 좋

은가는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 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역간의 경제력의 편차가 큰 경우 세원 분리주의에

입각하여 세원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이라고 본다.독립된 세원을

서로 조정하는 방법에 따라야만 세원의 지역 편재 징세의 효율성 그리

고 세원의 응익성 등 제반 지방세의 기 에 합당한 세목을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지방정부의 기능이 반 으로 확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기간 국세에 해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

유하는 공동세 내지는 복과세제도의 활용도 고려하여 볼 수 있는 방법

으로 생각된다. 를 들면 주민세를 도입하여 이미 복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 해 나가면 될 것으로 단된다.

행 지방세의 세목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나 어 볼 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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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재산과세 주로 되어 있어 세수의 소득 탄력성과 신장성의 측면

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없이 지방교부세 등

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술한 것처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한 한 가지 방법으로

는,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자체사업에 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세를 통해서 부담하게 함으로서 책임성과 응익성을

주민들 스스로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즉 사업과 비용부담을 연계한

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본격 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부문에 한 재정분권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그러한 연계 략을 통하여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분권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자치단체가 지방공

공재를 공 할 때는 주민의 선호를 반 하여야 한다.주민의 선호를 반

하기 해선 어떤 지방공공재를 어느 정도 공 할 것인가에 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지방공공재의 공 주체인 자치단

체에 재정에 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 희 외,2007)

1.지방소득과세

지방소득세 도입의 논거는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공공재의 편익구분에 의한 정부간의 세원배분모형에도 일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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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과세란 지방세원칙에도 일치한다는 것이다.응익과세의 원칙은 가

의 원칙과 이익조정의 원칙을 포용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지방세의 원칙

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할당하기 보다는 앙정부에 할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Musgrave(1983)는 주장하고 있으며 김정훈(2002)은 행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들을 제시하고 있다. 를 들면 주민세 세원 에

서 자본 과세분,즉 법인이 부담하는 주민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신 등

록세의 국세이양과 함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 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국세의 지방이양을 모색하는 주된 이유는 행 지방

세 체계 내에서 획기 인 세원확충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재산 심의 지방세 세원을 소득과 소비세원으로 확 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논거로부터 출발한다.이와 련하여 구체 으로 지방소

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체로 지방소비

세 도입 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따라서 국내의 많은 학자들도 지방소

비세 연구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그 지만 지방정부가 손쉽게 의지하

고 싶은 세 이 소득세이며 의료나 교육과 같이 소득 탄력 인 공공재 수

요에 공 을 충분하게 해 수 있는 방법도 지방정부가 소득세에 부가

세(附加稅)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Bird,1999)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실 으로 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지방세로서 소득세를 걷고

있다.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재정운 에 있어서 자율성의 폭

이 큰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은 국세인 소득세

의 과세표 에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이다.이와 유사한 세

제는 캐나다의 주정부의 소득세이다.(류 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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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순,지해명은(2003) 행 소득 련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을 조정할 것,소득세와 법인세의 상을 공동세화 할 것,양도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 게 하면 보편성을 유

지하면서 지방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윤희 등

(2005)은 세를 사행행 에 한 과세에서 지역 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과 련한 지방세목으로 확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에도 이원 소득세에 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문제가 아니라 자본과세의 국제 경쟁,그리고 자

본과세 자체의 비효율성 문제 때문이었다.그러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차별화하여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이러한 은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구분하는 이원 소득세는 소득세의 통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포 소득세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Diamond

andMirrlees(1971)이후로 공공경제학 분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최 과

세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포 소득세이론에 따르면 모든 소득은

세원과 상 없이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

한 이론은 재 각국에서 찰되고 있는 소득세제의 기본원칙이라 보기

힘들다.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융소득과 근로소득에 하여 각

각 차별화된 세율을 용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법인소득세와 근로

소득세 세율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원 소득세제 에서 국세와 지

방세의 할당 문제,특히 주민세 세원의 조정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 주

민세 과세 상인 근로소득, 융소득,법인소득의 성격을 다르게 분류하

여야 한다.근로소득에 부과한 일정률의 주민세를 융소득이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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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세 등에도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할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지방소비과세

소비세는 신장성이 크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응할 수 있

는 세원이 될 수 있는데 정치 수용가능성과 지방정부가 세무행정을 용

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소비세는 목 지기 으로 과세하면 왜곡

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류 렬,2000p.197.) 소비는 지방행정서비스에

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으로 편익과 비용

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 인 세원이다.최근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McLure(2001)나

Bird(1999)등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부가가치세 세원은 지방세로서 몇 가

지 장 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세원이 풍부하고 다른 세목들에 비하여 일

반 소비세의 지역간 편 이 심하지 않으며 세 부담의 진성이 높지 않아

응익과세로서의 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이처럼 지방세로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세

목이 지방세로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로 존재하는 국가

에서 지방정부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 으로 용이하

지 않기 때문이다.지방소비세가 본연의 지방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

는 지방정부가 앙정부와는 별도로 세율을 책정하고 세 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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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지방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실 으로 행정비용을 지나치게 높이

거나 납세순응비용 역시 매우 높아질 수 있다.물론 McLure(2001)나

Bird(1999)등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최근에는 행정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서 지방정부가 독립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세원을 지방세 부과의 상으로 할 경우 공동세의 성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McLure(2001),Bird(1999)등이 주장하는 독립 인 지방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인가에 한 문제가 제기된다.공동세의 성격으로

하는 경우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 단시일 내에 이러한 제

도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자율 인 세율 결정권을 포기해야 한

다는 이다.McLure(2001),Bird(1999)등이 주장하는 독립 인 지방부가

가치세를 도입할 경우는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이지만

행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 이다.

우리나라의 실에서는 공동세의 성격을 갖는 방법이 보다 합리 이라

고 생각된다.왜냐하면 공동세의 성격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권이 없다는 단 이 있지만,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재 주어진 세율 결정권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

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권이 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 지방세세제에서 소비과세의 비 은 매우 낮으며 담배소비

세가 거의 유일한 세목이기 때문에 일반소비세를 확충할 필요성 때문에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다.김 아

(2003)는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공동세화를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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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통세도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재산과세

재산세는 통 으로 지방세로 가장 합한 세원으로 여겨져 왔다.그러

나 이러한 경향은 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재산세의 과세

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 는 등록이나 소유의 악은 비교 용이하나

그 평가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왜냐하면 평가에는 항상 재량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요한

지방세의 세원이 되었으며 교육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이 증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로서는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탄력 으로 운 할 수 있는 세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역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첫째는 이 세목들의 세수 비 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들이 경쟁 으로 취득세․등록세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계획 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즉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재산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재산과세의 조세수출은 다른 세목

에서도 발생하는데 다른 세목 보다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조세 항이 기

때문에 이들 세목이 조세수출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러한 문제 들은 이 세목 들을 국세로 환시키면

없어지는 것들이다. 를 들어 국에서 비거주자분 재산세를 국세로

환하 듯이 비거주자분 취득세․등록세를 국세로 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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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와 보유세의 세부담 조정은 지 까지 제기되어 왔던 조세정책 과

제인데,이러한 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자는 역자치단체의 세원이고

후자는 기 자치단체의 세원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취득․등록세를 국세

로 환하면 세부담 조정의 이러한 실 어려움도 완화시킬 수 있다.

4. 여과세

여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지 하는 여에 해 과세하는 조세이

다.호주의 주정부 세입 여세의 비 은 높으며 그 밖에도 멕시코 남

아 리카 국가들이 여세를 채택하고 있다.(류 렬,2000p.89.) 여세의

장 은 세무행정이 간편하다.그러나 여세는 고용을 해하고 많은 국

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한 재원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5.사업과세

지방정부가 사업자에 해 과세하는 사업세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

다.법인세 자본과세 비주거용재산세 등과 고 의 물품 등에도 과세할 수

있다.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사업세는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

과 시민들 모두에게 상 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조세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재산세에 비해 탄력성이 커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가 가능하며

지방주민이 아닌 외부사람에게 부과하기 쉬운 이다. 재정분권화는 지

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과세권과 자체세입의 충분성을 제로 한다.의존재

원의 형태가 무엇이든 의존재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분권화의

궁극 인 정책목표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원론 으로 볼 때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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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공유 상
재원배분방법

결정(변경)차

재원배분

방법변경

주기

수평 재정

조정목

추구여부

오스트리아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재산세,부가가치세

의회,

재정형평화법
4년주기

체 코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부,

세원할당법
불규칙

덴 마 크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정부, 매우드뭄 아니오

과 조세를 연결시키는 의사결정기구가 만들어져 있을 때 자치단체가 세

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제력이 확보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

보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세 구조에서도 세수신장성이 높은 세원을 개발하기 어렵게 되어 있

다. 행 지방세구조는 재산과세의 비 이 66.7%로 지나치게 높은 수 이

다.이와는 조 으로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우수한 소비과세나 소득과세

는 각각 15%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McLure(1998),Bird(2000)가 제안

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세원화는 세원 재조정의 수단으로 검토

할 만한 가치가 있다.(조기 등,2003.p.17)BirdandGorden(1997)도 부

가가치세를 지방세로 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과의

세원공유는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이러한 맥락에서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세의 도입은 지방세입의 확충에 의한 재정분

권화의 수 을 한 단계 진 시킬 수 있는 정책 안으로 평가된다.이미

OECD 여러 국가들에서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들

이 활용되고 있다.

〈표 5〉OECD국가의 세원공유방식을 활용한 지방세 확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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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공유법

핀 란 드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정부,

세원공유법
- 아니오

독 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의회(양원)

'70이후

13회

그 리 스 거래 개별 서비스세 앙정부 가끔 아니오

스 페 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의회 가끔 아니오

스 스 개인소득세
의회,

재정형평화법

'59이후

없음

자료 :BlochligerandKing(2006)

지방재정 확충을 하여 지방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

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의 조율이 도입의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

국세와 지방세의 입법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 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국세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이 증 되더라도 자치단체간 특히 수

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의 불균형으로 지역간 형평성에 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원의 증감변화에 따라 국

자치단체 등 이해 계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재원의 립성을

최 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세원의

지역 정착성,보편성,안정성 측면에서 지방소비세 배분기 으로 민간소

비지출액 보다 지역내 총생산액을 기 으로 배분하되,재정력 즉 의존재

원 비 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가 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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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6〉지방소비세 신설과 련한 이해 계

1차 변화 2차 변화 이해 계자

국세 감소

지방세 증가

국세 지방세의 재원배분 변화

지방교부세 감소

지역간 불균형

교육교부세 감소

기획재정부

행정안 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과학기술부

결론 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그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

로 하여야 한다.물론 지방소비세의 구체 인 세율수 은 다른 안 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배분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 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부동산,자동차 등의 취득 등기(등록)에 련된 등록세와 취득세

는 통합하고 국세로 이 하는 것이다.

셋째, 세의 과세 상 에서 세수의 지역 편 이 심하고 사행행

에 해당되는 경마․경륜과 같은 것은 국세로 하고 지역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를 들면 스키장이나 골 장 같은 련

시설의 이용이나 입장행 에 해서는 지방세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넷째,주민세의 강화이다.주민세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의 강화는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기업유치를 극 으로 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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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법인세할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장들은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를

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이런 에서 독립세로서

지방소득세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섯째,사업소세의 강화이다.사업체들이 특정 자치구에 치하여 제반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한 각

종 비용도 야기 시키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도 이들 사업체의 과세를 강

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환경을 보 하는 것이 시 사명이다.이것을 하여 가능한 한

사 에 환경오염을 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한 일에 하여는 그 오염을

이기 하여 소요될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

각해서 오염이 발생한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가 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오염유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환경

세 요소를 감안하여 자동차의 오염유발의 정도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

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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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기타 개선방안

1.지방세운 의 자율성

자치단체는 제한된 범 내에서 지방세 운 의 자율권을 갖지만 권한의

범 내에서는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해지면서

자율 운 에 한 요구도 커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기 수단인 지

방세 운 의 지율성을 높이는 것은 자치정신에도 부합된다.그러나 세

은 국민의 재산권에 계된 민감한 문제이므로 지방세 운 의 책임성 확

보도 요하다.다만 책임성 확보는 보다 선진화되고 세련된 방식일필요

가 있다.허가제와 같은 직 인 통제는 지양하고 합리 이고 체계 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지방세법의 분법

지방세법은 국세와는 달리 단일법 형식의 법체계이며 사회 민감도가

높아 법률 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져왔다.이에 따라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

렵고 납세 력비용과 징세비용이 크다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한

지방세법은 1961년 이후 일부 개정 만 이루어져,자연스런 표 ,쉬운 논

리구조 등 최근의 법제 경향을 극 반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행 지방세법은 총칙의 강 만을 규정하고 그 밖의 총칙사항은 국세

기본법을 용하고 있다.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차별성으로 용 국세

규정이 지방세의 특성과 실정을 히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이 지

되어 왔다.먼 지방세의 기본 이고 공통 사항에 하여 지방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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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여 국세 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개별 세목에 한 법제방식은 정 문화 수 ,국민편의 등을 고

려할 때 세목간소화를 제로 단일법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

다. 한 비과세 감면의 경우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감면조례 등

에 산재된 각종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와 감면은 법률 성격이 다르므로 비과세는 각 세목에 규정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3.지방세 비과세 감면정비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각종 정책 목 을 달성하기 한 효과 수

단이다.하지만 제 지방세 규모와 비교해보면 비과세 감면 비 이

높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지방세 비과

세 감면은 폐지에 한 납세의무자의 항이 크기 때문에 감면 목 이

달성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도 유지되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한 숨

겨진 보조 (hiddensubsidy)이라 불리는 비과세 감면은 산의 형태

로 공개되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그 규모나 내용을 악하기 곤란하기 때

문에 민주 인 통제가 어렵다.이는 방만한 감면 운 을 조장하여 자치단

체 재정건 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를 행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된 감면규정을 포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비

과세 감면의 기 과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선심성 감면,불

필요한 감면유인을 원칙 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한 감면의 일몰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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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감면 연장여부를 면 으로 재검토해야하며,지원효과가 낮거나

정책목 을 달성한 감면사항은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행정부문에 경제경 논리를 목하고,이를 하여 해당

분야의 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지방정부 역시 세계화의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고 성공 인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해서는 효율 인 지방정부의

경제 마인드가 요구되며,자율 인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효과 으로 추진

하기 해서는 문 인 분야를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지역 마 의 추진이 필요하다.지역 마

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 활동을 말한다.지역주민의 필요

와 욕구를 확인하여 이에 필요한 조건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지역발 과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것이 그 목표이다.이러한 지역 마 략을

통해 기존의 지방행정을 경제경 마인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지역 마

략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세원 확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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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의 결론과 한계

제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행 지방세제도의 문제 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에 목 이 있다.이를 하여 먼 행 지방세 세목 복 이거

나 불합리한 세목은 합리 으로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지방세 간소화방안은 기존의 지방세제도의 틀을 개선함으로써 지

방세 부과징수 등 운 차를 효율화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증진,세정

비용의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그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

로 하여야 한다.물론 지방소비세의 구체 인 세율수 은 다른 안 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배분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수 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취득에 등에 련된 등록세와 취득세는 통

합하여 국세로 이 하는 것이다.

셋째, 세의 과세 상 에서 사행행 에 해당되는 것은 국세로 하

고 지역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세로 하여야 한다. 를 들면 스키장이

나 골 장 같은 련시설의 이용이나 입장행 에 해서는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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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주민세의 강화이다.주민세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의 강화는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기업유치를 극 으로 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법인세할이 강화되면 자치단체장들은 보다 많은 세수의 확보를

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사업소세의 강화이다.사업체들이 특정 자치구에 치하여 제반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각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며 한 각

종 비용도 야기 시키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도 이들 사업체의 과세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에서 와 같은 방안으로 조세체계가 확립

되면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이 재원의 역할도 향상되며 지방세원칙

에 맞게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재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되고 지방세의 주민부담 원칙,응익원칙,가격기능 원칙에 따

라 지방세와 이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지 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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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 방안은 재의 조세체계 범

내에서 추진가능한 수 의 내용을 기술하 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실질 이고 유용한 방안이 존재할 것이다. 한 역,기

자치단체 간 행 세수 귀속의 기본 틀을 변경시킴으로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 규모에 변동을 래할 수 있다. 한 납세에 따라서는 오히

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같은 지방세제

간소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향

후 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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