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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 릿 말 

어떤 정책이든간에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좋은틀 동원펀 정책수단이 그 명 

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는 그런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음은 두 말 할 펼요가 없을 것이 

다.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의외의 효과나 역효과 

가 반번히 끼어들기 때문에 과연 정책수단이 정책의 명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조차 

정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토지투기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讓演所得鏡制度가 오래 전부터 실시 되 어 왔다(1) 그러 나 이 제 도를 못 마땅하게 생 각 

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듯이， 만일 토지투기자들이 이 조세의 부담을 토지실수요자들에 

게 떠 넘긴다면， 이 결과는 투기자들이 철퇴를 맞는 것이 아니라 토지실수요자 및 일반국 

민들이 억울하게 지가앙등의 형태로 철퇴를 맞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어서는 당초에 

의도한 분배의 정의는 커녕 오히려 분배의 불공평만더욱크게 조장하는처사가되어버린다. 

물론 그간 실시된 讓據所得脫가 진청으로 전가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전 

가되었었는지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讓鏡所得親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地價가 계속뭔 것 

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전가되지 않았겠는가의 정도로 짐작만 할 뿐이다. 그렇기 째문에 명 

분을 초월한 價植中立的인 시각에서 명분과 수단사이의 관계를 엄밀히 따져보는 이론과 광 

범위한 자료에 업각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몇년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운 각종 욕구들이 분출하는 가운데 명분론에 

너무 매료되고 집착하여 수단의 선택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價f直中立的 태도를 기회주의 

로 매도하려는 풍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價植中立을 표방하는 서구청통 경제학이 사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1) 國土開發따究院， r開짧利옳還J&의 힘j度的 技術的 裝置와 影響에 관한 ~究J ， 1981,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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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화사이의 관계플 파헤치는데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사란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명분과 수단 사이의 연결을 분석하기 위한 정교 

한 이론과 분석도구의 개발에 크게 기여했음도 사실이다. 

그러한 정통 경제학에 의하면 특히 租視政策의 경우 정책의도에 어긋난 효과가 만먼히 

발생한다. 물흔 모든 租脫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든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 

서나 토지투기억제를 위해서는 租脫政策이 보편적￡로 채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7년 부동산투기 에 관한 특별조치 볍 에 의 힌- 不動盧投機때]制鏡 신설 , 1973년 地方

脫法 개 정 에 따른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 대 한 財塵脫 부과， 1974년 국민생 활안정 을 위 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사치성 토지， 공한지， 法A의 非業務用土地의 財塵說 중과， 같은 

해 所得脫法과 法A脫法 개정(不動盧授機柳制脫法 폐지)에 따른 讓媒所得脫 및 토지양도에 

대한 法A의 特別附加脫 신설， 1978년 所得脫法 및 法)、脫法 개정에 따른 누진과세 도입， 

1988년 土地過多保有脫 부과， 1989년 練合土地脫 입 법 등이 손에 꼽힌다. 

금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입안된 소위 土地公擺念法案은 힘地所有上限制와 

開發利益還收制를 골간으로 하고 있고， 開發利益還收制는 다시 開發負擔金制와 開發利益脫

制(土地超過利得脫制)의 두 가지 로 구성 되 어 있는데 , 이 역 시 土地脫의 일종이 다. 開發負

擔金은 토지개발시 개발된 로지의 地價上昇으로 로지개발자가 얻게되는 이익을 과표로 부 

과되는 부과금이고 開發利益脫 흑은 土地超過利得脫는 jE常地價上昇率을 현저하게 초과한 

높은 地價上昇率을 보인 토지의 소유자가 地價上昇으로 얻게되는 이익을 과표로 부과되는 

租脫이 다. 따라서 開發負擔金과 土地超過利得脫는 모두 地價上昇分을 기 준요로 금전적 부 

담이 지워진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효과를 土地增價脫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租脫라고 하면 의례 轉按의 문제부터 짚어볼 만픔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 

루어 진다. 만일 開짧利益還收制의 표적이 되는 토지투기자들이 이 제도에 의거하여 부과 

되는 금전적 부담을 로지이용자에게 잔가시킨다면， 토지투기자는 응정을 면할 뿐만 아니라 

土地公擺念 法案이 金科玉條로 삼는 분배의 정외에 역행하는 형평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가되는 만큼 땅값이 띔으로서 토지이용양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 

향으로 변하는 土地利用效率上의 역효과도 발생하게 펠 것이다. 

예컨데， 地價上昇으로 인한 생산활동의 위축이 그것이다. 요컨데， 開發利益還收옮u度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 전가된다면 效率과 衝平의 두 측면 모두에 결쳐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 나아가서 土地公懶念 法案의 성패가 이 轉媒의 문제 

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리 큰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 에 도 분구하고 士地公擺念 、法案윤 뒷받천 하기 위 한 기 초연구언 「土地公擺念船究委員

會 짧究報告별」의 開發利益還收制度에 대한 연구에는 純隊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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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도 없다(~) 따라서 분 논문은 開發利益還收制와 결부된 轉據의 문제를 정리해 보는 데 

그 주목적을 두기로 한다. 논의의 펀의상 우선 開發利益의 개념 부터 살펴보고 나서 ‘土地

增價脫의 轉據에 대한 일반이론을 정려한 다음 開發利益還收制에 있어서의 轉隊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미 정립된 開發利益의 개념에 대하여 여기에서 꽃이 다시 살펴보는 이 

유는 開發利益의 종류를 필요이상 자세히 분류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오해의 가능성을 지적 

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開發負擔金과 開發利益脫(흑은 超過利得脫)는 하나로 

묶어서 土地增價鏡의 법주에 포함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開發利

益還收制度는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土地公觀念 法案의 일환으로서의 開發利益還收制度

이 며 소위 課脫型으로서의 開發利益還收制度이 다. 

n. 開發利益의 개념과 還收의 범위 

「開發利益還收의 制度的 技術的 裝置와 影響에 관한 陽究J(이 하 「還收陽究」라고 약칭 하 

기로 함)는 가지각색으로 정의되고 있는 開發利益의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정리하였다 (3) 즉， 가장 좁은 의미의 開發利益(“最俠義의 開發利益")이 란 공공투자사업으 

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開發利益(“俠義의 

開發利益")이 란 가장 좁은 의미의 開發利益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예컨데 도시계획의 결 

정 및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포함한 增價를 의미하며， 넓 

은 의미의 開發利益(“廣義의 開짧利益")은 이 두가지 開發利益에 일반 사회 • 경제적인 요 

인에 의한 로지가치의 증가까지 포함한 增價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開發利益에 

는 토지소유자 개인의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증가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로지에 부착된 건 

축물에 발생한 增價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정부의 개발허가를 받아 私人이 수행한 개 

발사엽 으로 인하여 발생 한 토지 가치 증가분은 開發利益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 런 해 석 은 

國土利用管理法 제 3 조 2의 제 l 항 開發負擔金條項， 즉 “이 볍 또는 다른 법 률에 의 하여 

주거지 조성사엽， 공업용지조성사엽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저하는 자는 開發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그 근거를 두는 것 같다. 

한펀， 國土利用管理法 제 3 조 2의 제 2 항은 “국가， 지 방자치 단체 또는 정 부출자기 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E지소유자 자신의 노럭에 관계없이 地價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는 국가는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의미하는 開發利益은 과연 위의 「還收짧究」에서 정리한 세가지 開發利益의 개념 중 어 

떤 개념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떻든 이 「還收陽究」는 그 세가지 개념 중 

(2) 건섣부에서 엽법 예고한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앙律案」의 푼답식 해섣자료에는 轉妹의 문제에 
대한 피상적인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國土開發따究院， 앞에셔 인용한 책，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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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개념이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r土地公擺念細究委員會

陽究報告書」도 “우리의 현실에서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고려할때 일정기간의 土地增價

중 공공의 직접적인 투자사업과 로지이용계획적 결정에 의한 증가만을 포함하는 狼義의 개 

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같은 결폰을 내리고 있다 (4) 그 이유인즉， “정부투자 

및 토지이용계획적 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增價는 현재이용가치를 넘어서 새로이 창출된 開

發利益으로 간주되나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增價는 단순한 現在利用價의 증가 

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開發利益은 좁은 의 

미의 개념에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5) 

이 같이 적절한 開發利益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약간의 흔선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좁은 의미의 開發利益과 넓은 의미의 開發利益의 구분은 매우 애매할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마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非都市用 土地에 대하여 都市用 土地로 용도전환하 

는 f土地利用計劃的 決定’이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결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지역 

의 토지가치가 자동적￡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都市用으로서 

의 수요가 非都市用으로서의 수요보다 충분히 클 때 에 로지가치의 증가가 발생 할 것이 다. 

都市用우로서의 수요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다. 극단적￡로 말해서， 만일 

이 용도변경펀 토지가 사회 • 경제적언 이유로 영원히 도시용으로 쓸 수가 없는 로지라고 

하면 아무리 도시용으로의 용도변경을 수백번 해보아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도시용 토지 

에로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치의 증가가 발생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회 ·경 

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넘치려는 도시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토지이용규제라는 장벽에 막혔 

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還收맑究」나 「土地公擺念맑究委員會 陽究報告書」에서 말하는 

土地利用計劃的 결정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란 단순히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압력이 

그 결정을 계기로 토지가치 증가의 형태로 분출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다 (6) 

비슷한 논리가 최소한도 이흔적으로는 공공투자로 인한 토지가치의 증가에도 적용될 수 

가 있다. 예흘 들어 도로를 깔았다고 무조건 주변의 땅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 도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 

요컨데 「還收陽究」나 「士地公擺念짧究委員會 陽究報告書」에서 제시한 開發利益의 세가지 

구분은 지극히 애매모호하여 별 의미도 없고 또 필요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마치 공공투 

자나 土地利用計劃的 결정에 의한 토지가치의 增價는 사회 ·경제적 요인과는 무관한增價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공공투자나 土地利用計劃的 결정은 대부분 정책적 

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투자나 士地利用計劃的 결정에 의한 開發利益을 

(4) 土地公漸念댐究委員會， r土地公戰念맑究委員會맑究報告書J 1989, p. 179. 
(5) 朱奉圭 “地價安定과 土地開짧利益還收에 관한 JiFf究” 農業經濟JiFf究， 제 28집， 1988(2월). 
(6) 土地利用計劃的 決定이 직전적으료 토지수요를 자극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음은 플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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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開發利益과 구분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정책적， 인위적인 결정이 

사회 ·경제적 요인과 아무 관계 없이 마구 토지가치를 창출하는 듯한 그릇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묘로 開發利益의 종류를 꽃이 구분한다면 뚜렷한 구분의 목적과 좀 

더 확고한 이론적 근거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開짧利益을 정의하고 그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아마도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법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데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경제 

학자들이 士地親를 매우 바랑직한 租鏡로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토지가치의 많은 부분 

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사회 ·경제적으로 창출된 소위 公共價f直이며 소 

유자 개인에게는 不勞所得이묘로 이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마 

땅한데 土地親가 바로 그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둘째， 士地親는 대체로 中立的이라는 

것， 특히 토지이용양태나 이와 결부된 생산활동에 아무런 주름살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만일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을 받아드린다면， 사회적 환수대상으로서의 토지가치 증가 

분은 公共價植 흑은 不勞所得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며， 환수를 전제로 한 開發利益도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D.G. Hagman이 정의한 “偶發利益(windfall)"도 대체로 이 

公共價順 혹은 不勞所得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偶發利益이란 자기자 

신의 노력이나 전반적 물가상승에 의하지 아니한부동산가치의 증가분”이라고정의하였다 (7) 

물흔 사회적 환수대상으로서의 公共價f直나 不勞所得 또는 偶發利益을 실제로 가려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J.S. Mill이 토지가치를 과표로 한 土地脫 대신에 土地增價鏡를 추 

천한 한 가지 이유는， 각 개별 로지별로 사회 ·경제적 요언으로 인한 地價上昇分과 개인적 

노력에 의한 地價上昇分을 일일히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토지가치를 과표로 한 土地租를 

통해여 地代를 획일적￡로 흡수하는 것은 불명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 

서 그는 토지소유자에게도 어느 정도 地價上昇으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租脫로 흡수할 것을 주장했다 (8) 

환수대상으로서의 公共價植의 범위블 잡는데 있어서 A.C. PigoU7} 제시한 세가지 고려사 

항은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9) 첫째， 전반적 지속적 地價上昇이 있었을 때의 토지가치 증 

가분만이 과세대 상이 된다. 부분적 일시적 地價上昇은 또 다른 부분적 일시적 地價下落과 

상쇄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반척 물가상승S로 인한 地價上昇分은 실질구매력의 

증가， 다시 말해 실질소득의 증가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利子率의 지속적 하락￡로 인한 地價上昇分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모든 투자대상의 資本價

(7) Hagman. D.G. and D.J. Misczynski(ed.) , Windfalls for Wψeouts， Chicago: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0퍼cials ， 1978, p. 15. 

(8) Mill. J.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shyley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21, p.804, pp.808-809. 

(9) Pigou, A.C .• A Study in Public Finance. London: MacMillan Co. Ltd. 1962, pp.147-153. 



60 環境論覆 第二十五卷(1989)

f直도 비슷한 수준￡로 오르기 때문이다. 셋째，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투자에 대한 정상적 

투자이익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는 다른 용도에 투자했을 경우의 機會費

用이기 때문이다. 

물론 開發利益을 반드시 租脫로만 환수하란 법은 없다. I土地公擺念昭究委員會 冊究報告

書」는 開發利益適收制度를 租脫의 형태로 開發利益을 흡수하는 課脫型 이외에 非課鏡型￡

로서 원천적 還收脫， 負擔金 徵收型， 施設整備負擔型의 3가지 로 정 리 하고 있다 (1이 원천적 

還收型은 주로土地國·公有化로 開發利益의 私有化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형태를 의 

미하는데 스웨덴， 서독， 프랑스， 싱가폴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한다. 負擔金 徵收型의 대 

종은 開發負擔金制， 개말사업 주변지역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종益者負擔金制， 그 

리고 開發權讓鐘制 둥 o 로서 일본， 서독， 프랑스， 싱가폴， 미국 등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 

다고 한다. 施設整備負擔型이란 負擔金 徵收型과 목적은 같￡나 단지 開發利益을 현금A로 

부담하는 대신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본， 미국， 

영국， 서독， 표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開發利益還收 방법에는 課鏡型으로서 財塵脫， 讓鍵所得脫， 法A特別附

加鏡， 看做取得鏡， 都市計劃脫， 共同施設鏡， 事業所鏡 등이 있고， 非課鏡型 o 로 대표적인 

것은 收益者負擔金制와 土地區劃整理事業이 꼽힌다. 그러나 受益者負擔金制는 도로사업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고， 土地區劃整理事業도 최근 그 수가 크게 줄었다. 

1II. 土地增鷹租의 轉據

보통 土地脫는 전가되지 않은 채 로지소유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 때의 土地鏡란 土地價{直를 課標로 전국에 결쳐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정통 土地脫이다. 전국의 토지공급은 물리적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地

價가 올랐다고 해서 大韓民國의 國士가 늘어나지 않A며 또 地價가 떨어졌다고 해서 國土

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정통 土地脫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지소유자는 로지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고 놀리든혹은어떠한용도로 

이 용되 는 상관없이 土地鏡를 부담해 야 한다 (11)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지가치를 과표로 전반적￡로 부과되는 士地鏡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반띤 로지가치의 증가분을 과표로 부과되는 租脫 즉 土地增價鏡의 轉隊與否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土地增價脫 역시 위에서 언급한 士地價f直脫 처럼 전가되지 않는다고 보는대표적인 학자 

(10) 土地公搬念없究委~會， 앞에서 인용한 잭， p.182. 
(ll) 이 에 대 한 보다 구체 척 인 내 용은 쐐著 :뇨地線濟論(서 울 : 傳英社) 第10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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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 Misczynski는 E. Mishan을 꼽았다 (12) Mishan의 논리 는， 요컨대 , 士地增價脫의 부 

과는 로지를 사려는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최대지불용의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묘로 

이 租規는 토지소유자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현， 土地增價脫는 전가된다고 보는 주장은 여러가지 다양한 논리로 전개되는데 우선 상 

식적인 논리 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첫째는 시장에서의 흥청능력에 업각한 소위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사려는 사람과 팔려 

는 사람들 사이의 홍정에 의해서 결정되으로 결국 최종타결가격은 누가 더 흥청에 있어서 

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없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 

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물량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괄려는 사람들이 흥 

정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절 가능성이 많다. 그러묘로 土地增價鏡를 부과하연 토지소유 

자들은 흥정의 잇정을 살려 가격인상을 통해 수요자에게 이를 전가하게 펀다는 것이다. 

언돗 보면 이 논리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轉據의 과정을 너우 단순하게 보고 있 

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만일 로지소유자들이 租親騎課觀 만콤 가격을 그렇게 쉽사리 올 

려서 떠넘걸 수 있었다면， 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도 그런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았던가에 대한 대 답이 궁색해진다. 

이 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논리는 소위 “기다리고 버티기 (wait it out)" 논리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는 막연하나마 비용과 수익을 저울질한 장래의 순이익을 생각 

해보고나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가격에서 갔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그 토지를 팔 때석I 

도 최소한 이 순이익을 고려한 어떤 기대가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土地增價鏡가 부과 

됐을 경우 만일 이 세금을 전가시키지 옷하고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예상 외의 

손실을 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격이 실현될 째까지 일단 땅을 팔 

기를 보류하고 관망하는 태도플 취하게 될 것이다.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면 토지시장 전체로서는 공급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땅값이 올라가게 훨 것이다. 

물론 이런 가격인상을 기대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기다리고 버틸 것인지 또 이렇게 버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려나 다른 시장과는 

달리 토지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정 

보에 의거해서 기대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일단 형성된 이 기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만한 청보를 얻기도 어렵다. 일상생활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예컨데 똑 같은 조건에 있는 

이웃의 땅이 평당 200만원에 팔렸다는 것을 안 사람은 자기의 I당도 최소한 그 만큼은 받아 

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하의 땅값에서는 팔기를 거부하고 버틸 것이다. 

이련 식의 논리는 土地增價鏡의 단기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청도 설득력을 가지 

겠지만， 장기적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어설프다. 과연 톡지소유자들이 가격인상을 기대하별 

(12) Hagman and Misczynski, 앞에 서 언 용한 책 •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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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렵다. 

轉據에 대 한 또 다른 상식 적 논리 는 소위 “철폐 기 대 이 론(repeal theory)"이 다. 즉， 土地

增價鏡制가 실시펼 경우 로지소유자들은 이 제도가 언젠가는 철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째까지 땅 팔기를 보류함으로써 결국 위에서 언급한 기다리고 버티기의 논려에서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英國에서와 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지세제가 

급격히 바뀌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 상에서 살펴 본 상식 적 인 논리 보다 더 고차원적 언 논리 로서 는 우선 E.R.A. Seligman의 

주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일반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土地價植脫도 어떤 

특수한 조건아래에서는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 그 특수한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과세를 할 경우에는 전가된다. 예컨데 농업용 토지에 土地鏡를 무캡게 부과한 

다고 하자. 농업용토지의 소유자는 수지가 맞지 않으묘로 땅을 팔고 다른 용도의 토지를 

가지려할 것이다. 이 결과 농업용 토지가 줄어들고 농산물의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 

서 농산물의 가격은 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농업용 토지의 땅값도 뛰게 된다. 결국 농업용 

토지에 중과세된 만륨이 농산물가격 언상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셈이다. 물온일 

시적으로 농업용 둥지의 땅값이 떨어질 수는 었다. 

둘째， 土地鏡率이 일청하지 않고 불확실하게 상승하는 경우， 토지개발자는 보다 큰 寶本

化效果를 기대하고 현 地價아래에서는 개발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이 결과는 건축활동의 위 

축으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土地脫가 전액 자본화되지 못한채 그 

일부가 임대료 상승의 형태로 건물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개발 로지가 풍부하고 동시에 개발수요 역시 커서 開發利益을 노련 민간자본가 

의 개발투자가 가능한 경우 土地脫는 자본화되지 못하고 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연 

상태의 로지의 개발은 의례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개말펀 둥지에 대한 둥지세는 

샤실상 자본에 대한 세금이다. 만일 이 세금을 전가할 수 없다면 미개발 로지의 개발은 그 

만큼 수지가 맞지 않은 장사가 된다. 따라서 토지개말은 위축될 것이며 이 개발된 투자의 

공급은 그만큼 줄어들면서 땅값은 오를 것이다. 

이러한 Seligman의 주장을은 土地增價脫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특 

히 첫번째 주장이 주목된다. Seligman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土地增價親의 부과는 일시적으 

로는 땅값을 옐어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땅값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이해된다. 

Seligman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F. Pennance는 직접적으로 土地增價脫의 轉據가능성을 

(13) Seligman, E.R.A., Incídence of Taxation, Ne￦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7,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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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14) 즉， 경제 전체로서는 로지의 공급은 물리적으로 한청되어 있지만， 예컨데 

都市用土地의 개발을 위한 로지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개발을 위해 땅을 

살려는 토지개발자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예컨데 非都市用 용도)에서 보다 더 높은 가 

격을 부르면 토지를 콩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토지를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현재 이용가치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만 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크연 클 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 

다 많은 토지를 팔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전체 공급물량도 많아질 것이다. 

그려나 土地增價親가 부과되면 그 부과액 만큼 토지개발자가 부르는 가격과 토지의 현채 

이용가치 사이의 차이--이 차이는 곧 增價가 될 것이다--는 줄어들 것이다. 토지소유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공곱의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시장 전체로서도 개발을 위한 토지의 공급은 감소할 것이며 땅값은 올라갈 것이다. 

1ol] 록 土地增價規의 轉據에 대 한 이 흔은 아니 지 만 투기성 地價上昇에 대 한 二段階假說은 

土地增價鏡의 轉據 가농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토지투기자들은 두 단계에 걸쳐 땅값을 올 

리는데 (15) ， 일단 이렇게 올러놓은 다음에는 비록 경기퇴조가 있어도 올러놓은 가격 이하로 

는 괄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다. 그 한 이유는， 대체로 투기자들은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동원 능력 이 있기 때 문이 다. 

이상에서 살펴 본 轉據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들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맥은， 과세 

대상 토지의 공급초건이 轉隊與否에 결정적인 요인이 펀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과세대상 로지의 공급이 地價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로 변할 수 있는가 아닌가 

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土地增價親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E. Mishan의 주장은 토지 

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 土地增價鏡 부과전이나 후에나 변함없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가 

공급됨을 전제한 것이다(15) 

사실 공급조건이 轉據에 직결된다는 것은 財政學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문 

제는 그 공급조건과 轉據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E.R.A. Seligman의 주장에 

있어서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급감소에 뒤따른 토지생산물 감소가 轉據의 계기를 이룬다. 

“기 다리 고 버 티 기 ” 논리 나 “판매 자의 시 장” 논리 , Pennance의 논리 , 二段階假說 둥에 있 

어서는 요컨데 토지소유자의 토지공급 통제내지는 보류가 轉據의 계기를 이루는 것으로 풀 

이된다. 어떻든， 과세대상 로지가 地價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그 탄력적인 정도에 

대응해서 轉據의 정도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開發利益還收制度의 골자가 되는 開發負擔옳이나 開發利益鏡

(14) Hagman and Mìsczynski, 앞에 서 인 용한 책 , p.118. 
(1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인용한 뼈著 참조-

(16) Hagman and Misczynski, 앞에 서 인 용한 책 ,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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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超過利得脫)는 土地增價脫의 일종이 다. 그러 묘로 이 開發利益還收制度에 의 거 하여 부 

과되는 금전적 부담이 과연 전가되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주된 적용대상 

이 되는 토지가 어떤 종류의 토지일 것인가 그리고 그 공급초건은 r어떤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긴요하다. 

N. 開發利益還收制度에 있어서의 훌훌據 

통상 開發利益還收制度는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개발사업을 위한 

둥지나 어떤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선별적￡로 적용된다. 土地公擺念法案

의 경 우， 開發負擔金制의 주적 용 대 상은 都市計劃事業들이 고 土地超過利得鏡의 주적 용 대 

상은 正常地價上昇率을 초과한 地價上昇率을 보인 토지 나 개 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급등할 

우러가 있어 還收區域으로 지정펀 지역의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들이란 대체로 보아 특히 

都市用 토지로 전환되기 쉬운 非都市用 토지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될 토지들， 다시 말해 

서 開發需要의 압력 이 크게 작용할 토지 일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특정 토지란 F. Pennance가 지적한대로 그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토지란 오히려 다른 토지들 보다 땅값의 변동에 민캄해서 높은 가 

격에서는 많이 공급되고 낮은 가격에서는 그 공급이 주춤해지는 그러한 성격의 토지일 가 

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E. Mishan의 논리는 開發利益還收制

度의 대상이 될 토지에는 적용되기 곤란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결론으로 치달을 수는 없다. 

한펀， Seligman과 Pennance의 논리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실시로 인해서 그 적용대상 토 

지와 결부된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될 수 있을 만큼 다른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불이 익 을 받게 되 는 상황에서 냐 통할 수 있는 논리 이 다. 만일 이 Seligman -Pennance의 

논리가 전제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면， 開發利益還收옮u度의 질시로 현저하게 상 

대적 불이익을 당할 토지는 주로 都市用에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개발가능 토지일 것이드 

로， 토지소유자들은 都市用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공급을 매우 꺼려할 것이고， 토지개발업 

자 역시 都市用 토지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都市用 토지개발 보다 

는 非都市用 土地의 매 입 이 나 非都市型 로지 이 용에 투자가 쏠렬 것이 다. Seligman-Pennance 

의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주로 토지개발을 위축시키는 상황이으로 開發利益還收制의 실 

시;는 開發利益鏡(士地超過利得親) 보다는 開發負擔金을 통해 서 그 효과를 발생 시 키 게 될 

것이다. 따라서 Seligman -Pennance의 논리를 따르면， 이 재도의 질시는 일시적으로는 땅값 

을 떨어트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都市用士地의 개발을 위축시킴으로써 都市用土地의 

땅값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로 기대되며，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제도에 의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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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그런 효과를 타고 전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開發利益還收制度가 적용되는 현실적 상항， 특히 우리나라의 상항은 Seligman一

Pennance의 논리 가 전제 하는 상항 보다는 “기 다리 고 버 티 기 ” 주장으로 부터 “판매 자 시 

장”의 주장， 그리 고 투기 성 地價上昇 二段階假說로 이 어지는 논리 가 통하는 상항에 더 가 

캅다고 볼 수 있다. Seligman-Pennance 주장의 전제와는 달리 開發利益을 100% 환수하 

지 않는 이상--이것은 매우 어렵다-- 開發利益還收制가 적용되는 토지에 있어서의 

이익이 그렇지 않은 토지에 있어서의 이익 보다 반드시 현저하게 적어지라는 법은 없다. 

만일 땅값만 충분히 올라준다면 세금을 빼고도 충분히 이익을 챙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땅값은 엄청나게 상승해 왔고 또 이·를 바탕￡로 한 기대심리 그리고 워 

낙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와 경제활동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상 앞으로도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 

마도 땅투기자들이 누구 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r土地公擺念뽑究委員會 짧究報告 

書」에 의하면 1975년과 1988년 사이에 國民所得은 2.9배， 도매물가가 2.9배， 주택가격이 

4.7배 상송한에 비하여 地價는 우려 8.4배나 뛰었다고 한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웃 

日本의 땅값은 같윤 기 간에 불과 2.1배 뛰 는데 그쳤다고 한다 (17)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開發利益還收制度의 주대상 토지들은 開發需要의 압력을 많이 

받을 로지일 가능성이 높은 로지일텐데， 그러한 토지란 토지소유자들이 공급을 자제하고 

움켜 쥐고 있￡묘로써 地價를 상승시킬 잠재력이 큰 토지일 가능성도 많다.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들 역시 그 압력을 피부로 느낄 것이묘로 비록 세금을 맞더라도 地價가 충분히 상송 

해서 세금을 뽑고도 채산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둥지공급을 보류해 볼 생각을 가질 것이 

다. 땅값만 충분히 올라 준다면 얼마든지 讓聽所得鏡 납부에 필요한 웃돈을 얹어 주면서 

까지 토지구매자들이 땅을 사려고 했었던 일상생활의 사례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 

되었었다. 투기란 이상한 것이어서 각 개별 투기자가 가격의 급상송을 기대하고 사재기를 

하거나 또는 움켜쥐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대가 현실화됩을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開發利益還收制가 노리는 토지는 그 성격상 투기자의 기대가 혐실화될 소지를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이 가진 토지일 가능성도 많다. 

만일 開發利益還收옮u度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위에서 설명한 성격.들을 가진 토지라고 하 

면 “기다리고 버티기”의 주장과 “판매자 시장”의 주장 그리고 二段階假說로 이어지는 논리 

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甲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토 

지에 대한 需훨와 供給曲線이 〈그렴 1)의 곡선 Do와 So로 주어져 있으며， 한펀 Z이라는지 

역의 어느 토지에 대한 需훌와 供給曲線은 〈그렴 2>의 곡션 Do'와 S애/로 주어져 있다고 한 

(17) 土地장擺;융짧究委員會， 암에서 인용한 책，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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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甲 지역의 이 토지에 대하여 매우 큰 개발수요가 발생하여 需훌曲線을 곡선 D1 

의 위치까지 밀어올렸다고 가정해 본다. 그러면 아무런 조세조치가 없는 상항에서는 로지 
거래량은 종래의 Lo 수준에서 L1 수준까지 증가하고 地價도 Po에서 P1으로 크게 휠 것이다. 
그러나 ζ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그리 크지 못해서 需훨曲線도 〈그림 2>의 곡선 

D1’의 위치로 상향이동한 정도라고 하면 地價도 Po'에서 P!'로 약간 올라가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開發利益還收制가 실시된다면 甲 지역의 로지처럼 높은 地價上昇을 보 

이 는 토지 에 대하여는 開發利益親(土地超過利得親)가 부과되 고 z 지 역의 토지 와 같이 적 
은 地價上昇을 보이는 토지에는 그러한 租鏡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고 벼티 71" 

주장으로 부터 二훨階假說로 이어지는 주장의 핵심은， 이러한 상항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얼 

단 토지공급을 보류하고 관망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甲 지역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물량은 

줄어들어서 供給曲線은 課脫願 만큼 윗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곡션이 〈그 

림 1)의 Sl의 위치에 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地價는 P277}지 다시 뭘 것이다. 결국 P1P2에 해 
당하는 만큼 租鏡는 땅값인상의 형태로 전가될 것이다. 

그러면 開發利益還收制度와 관련해서 이상의 여러 주장들 중 어떤 주장이 가장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옳을 것인가는 광범위한 실증분석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 주장 
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벅찰 것이고， 아마도 그주장들각각은 우리 현실여건의 
어느 한 측면에 대해서만 옳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의 여건 중 어떤 부 
분에 대 해 서 는 Seligman-Pennance의 주장이 들어 맞고 또 다른 어 떤 부분에 대 해 서 는 “기 다 

리 고 버 티 기”의 주장으로 부터 二段階假說이 옳을 것이 다. 그렇 다고 開發利益還收制度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전척 부담이 전적으로 전가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轉據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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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과--예 컨데 , 資本化效果나 保有費用效果--들도 도샤리 고 있기 때 문이 다(18) 결 

국 開發利益還收制度와 결부된 轉隊의 문제는 이 제도의 실시에 수반될 여러가지 효과들 

사이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다. 

土地公擺念 法案 역시 開發利益脫(士地超過利得脫) 및 開發負擔金의 전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同法案의 解說資料에 의하면， ‘開發利益脫는 양도시 일부 地價에 전 

가되는 것은 사실이나 開發利益還收制와 ~地所有上限制 등 土地公擺念關聯制度를 전면적 

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투기적 이득을 노련 假需훨가 근절되고 토지를 효율적， 절 

약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토지의 流動化가 촉진되므로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됨. 따라서 매도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賣鏡價格에 전가시키기는 곤란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轉據 자체가 거의 불 

가능하게 될 것임’이라는 해설이 轉據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開發負擔金의 轉據問題에 

대해서도 同 法案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分讓

價格에 제한이 있어서 전가시키기 곤란하며， 분양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로지를 기초로 한 제품에 전가되나 그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적일 째는 제품에의 轉據도 용 

이하지 뭇함’이라고 답하고 있다. 과연 전가를 용이하지 뭇하게 만드는 제품이 어떤 것들 

이고 그런 것들의 ll] 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사실 엄밀히 말하 

면 分讓價에 제한이 있고 없고가 轉據의 與否에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제한된 分

讓價와 實價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이 分讓價에 웃돈이 얹어지면서 寶價格이 

형성되기 마련이듯이 轉據 역시 웃돈의 형태를 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펀 中小規模의 開發事業에 있어서는 開發負擔金이 일부 전가될 우려가 있음을 同法案

은 안정하면서도 다른 한펀으로는 ‘開發利益還收制 전면실행시 로지투기자체가 크게 억제 

되어 地價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으로 우려하는 바와 같은 地價上昇要因으로는 크게 작용 

하지 못할 것이고 많히 형성된 인근유사토지의 地價가 있기 때문에 開發負擔金을 부과할 

대상토지만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임’이라는 단서를 첨부하고 있다. 

요컨데 土地公擺念 法案은 토지 假需훨 근절이라든가 토지의 流動化 촉진， 전반척 부동 

산 가격 안정 등 開發利益還收制의 경 제적 부담이 전혀 전가되지 않았을 경 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이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이유로 꼽는 일종의 個環論理를 제시하고 

있다. 土地假需要의 근절， 土地流動化의 촉진， 전반적 부동산가격의 안정 퉁이 바람직한 것 

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轉據의 與否

이지 轉據의 결과가 아니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轉據의 상항， 특히 土地

市場에 있어서 供給條件에 대한 분석이 펀수적이다. 이런 供給條件에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開發利益還收制의 주 적용대상이 될 토지의 所有獨古度 그리고 未實現 寶本利得

(18) 이 효과의 쿠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한 빼著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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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課脫와 결부될 가두어잠금효과 등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토지소유의 독점도가 높 

을수록 轉據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 

에 대한 과세가 전가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不確實性이 그 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세금을 빼고도 충분할 만큼 높은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토지개발을 꺼렬 것이기 때문이다. 

V. 맺는 말 

본 논문은 현재 업안중인 土地公擺念 法案의 開發負擔金과 土地超過利得脫가 전가되며 

따라서 이 두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 논문은 그 두 

제도의 실시에 수반될 여러가지 효과을 중 轉隊를 가능케하는 효과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 이에 바탕을 두어 同 法案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開發負擔金과 土地

超過利得鏡가 전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지적할 뿐이다. 

開發負擔金이나 土地超過利得親는 토지투기 억제 그리고 이에 따른 분배의 정의 구현이 

라는 명분을 표방한 제도이다. 그러나 토지투기 억제에 관해서라면 사질 우리는 이를 위한 

비장의 무기， 그 것도 많은 土地經濟學 碩學들이 적극 추천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단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유명무질하게 썩히고 있을 뿐이다. 현행 財塵脫의 士地分

課親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이 租脫가 투기를 잡지 못하고 제구실을 하지 뭇했던 중요한 이유는 비현질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寶親率과 많은 例外規定 탓으로 그 칼날이 너무 무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 

으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 財慶親制度를 휘두르러면 우선 課標의 현질화와 鏡率의 조정 

으로 그 칼날부터 바짝 세우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이왕 칼날을 세울바에는 디자인도 

조금 바꾸어서 學者들이 많이 권고하는 數地價{直脫 (site value taxation)制度로 개조하면 더 

욱 좋을 것이다. 

數地價植脫制度란 학자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土地分의 寶

鏡率을 단계적으로 높히는 한펀 이에 상응해서 建物分의 實親率을 낮추어 가다가 궁극적으 

로는 建物分에 대한 세금을 아예 없애버리는 제도를 지칭한다. 建物分에 대한 세금을 감면 

해 나가는데에는 土地分 脫率을 높힘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럴어 준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겠지만， 이 보다는 어차피 建物分에 대한 財塵鏡는 세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샤실상 實效가 없다는 이론적인 이유가 있다. 

地價와 土地授機는 惡領環을 이룬다고 흔히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地價上昇은 土地投

機의 직접적 원언이 되겠지만 土地授機는 地價上昇의 수 많은 원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뿐만 하니라 土地投機는 토지의 효율척 이용을 위한 하나의 방펀일 수도 있다. 어떻든 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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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授機를 장기 위해서라면 土地授機 行寫 그 자체에 대한 규제 보다는 地價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란 의미에서 數地價f直鏡는 土地投機에 대한 직격단‘이 될 수가 있다. 

이 數地價植鏡의 장점은 첫째， 轉據의 우러가 적으며 따라서 地價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물론 이 租脫도 전가된다는 반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의 轉隊란 

과잉토지개발--數地價植親는 토지개발을 지나치게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자주 지적되기 

도 한다--로 인한 地價上昇을 통해서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토지이용의 效率을 

왜곡시키지 않는 轉隊라는 점에서 보통의 轉隊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만일 課標 및 鏡率의 현실화로 중산충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면 基鍵控除를 병용하는 방안도 연구해봄직 하다. 

둘째， 數地價f直鏡制度는 내용상 우리에게 낯익고 그리고 徵收體係도 이미 갖추어져 있다 

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 실시되면 투기억제를 위한 다른 

잡다한 제도들을 필요없게 함으로써 행정간소화를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讓援

所得鏡도 필요없게 될 수도 있다. 물론 讓援所得脫도 모양을 제대로 해서 실시한다면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에 비유한다면 數地價f直脫옮u度는 적의 主力에 송 

부를 거 는 正攻法에 해 당하며 , 讓鐘所得脫옮u度는 적 의 퇴 로를 차단하는 매 복전법 에 해 당한 

다. 그러묘로 讓鍵所得鏡는 투기를 잡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보조전술이지 주전술은 아니다. 

그간 간휴 지적되어 왔듯이 讓據所得脫는 그 자체로서는 轉據의 가농성을 많이 가지고 있 

71 때문이다. 

참 고 문 현 

國土開發맑究院， r開發利益還收의 制度的 技術的 裝置와 影響에 관한 昭究J ， 1981. 

李正典， 土地經濟論， 1987. 博英社.

朱奉圭， “地價安定과 土地開發利益還收에 관한 맑究” 農村經濟맑究 제 28집， 1988(2월) 

土地公擺念細究委員會， r土地公擺念委員會陽究報告書J ， 1989. 

Hagman, D.G. and D.J. Misczynski (ed.) , Windfalls for Wiþeouts, Chicago: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1978. 

Mill, J.S. Principles of Polifical Economy (Ashyley edition)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1921. 

Pigou, A.C. , A Study in Public F!nance, London: MacMillan Co. Ltd. 1962. 

Seligman, E.R.A. , lncidence of Tax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7. 


	開發利益還收制度와 轉家의 問題
	Ⅰ. 머릿말
	Ⅱ. 開發利益의 개념과 還收의 범위
	Ⅲ. 土地增價稅의 轉嫁
	Ⅳ. 開發利益還收制度에 있어서의 轉嫁
	Ⅴ. 맺는 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