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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金融保險業에 대한 부가가치세*

1)

李 昌 熙**

Ⅰ. 논점과 논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는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업,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단기금융(종금)업, 보험업, 채권추심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

유동화회사 따위 매우 넓은 범위에서 금융시장에 관련되는 온갖 활동이 포함

되어 있다.1)

이 의 목표는 금융보험업을 免稅하는 이론적 논거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밝히고, 그에 터잡아 현행법상의 면세 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있다. 
논지는, 은행에서는 용역대가가 돈의 흐름 속에 묻혀 들어가므로 이를 과세대

상으로 삼을 길이 없다라는 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행법이 증권회사처럼 용

역대가가 따로 드러나는 업종까지 면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논거를 찾자면 은행을 면세하고 있는 이상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역시 면세하는 것이 세제를 단순화하고 경쟁 중립성을 확보한다라는 정

도일 것이다.
이 논지에 이르는 중간과정의 논의이기는 하지만, 제법 널리 퍼져 있는 견

해로 이자의 흐름은 부가가치의 분배와 무관한 移轉支出일 뿐이고, 따라서 부

가가치세제는 이자의 흐름을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틀린 주장이

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생산요소 제공자가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는 

이자는 배당이나 임금과 다를 바 없다. 부가가치세제가 이자의 흐름을 무시하

* 이 의 초안을 토론해 주신 법경제학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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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단일세율에서는 구태여 생산요소 제공자 하나하나를 과세할 필요

가 없이 기업 단계에서 세금을 몰아서 걷는 間接稅를 택하는 편이 한결 효율

적인 까닭이다.

Ⅱ. 면세의 의의와 작용

현행법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므로, 우선 면세라
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부터 생각해보자. 면세란 면세대상 

기업과 국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채권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따

라서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賣出稅額을 납부할 의무가 없

고, 買入稅額을 환급받을 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마

찬가지이다. 면세제도는 왜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면세가 어떤 작

용을 하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國民經濟에 관한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 농부가 하늘에서 떨어진 씨앗

을 뿌려 을 생산하여, 이 을 1,100원에 가루 공장에 판다고 하자. 가

루 공장은 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2,200원에 빵공장에 판다. 빵공장은 

빵을 만들어 3,300원에 소비자에게 판다. 이제 10%(세제외가격 기준)의 부가

가치세를 걷는다고 하자. 농부의 매출세액은 100원(세제외가격 1000원 + 세금 

100원 = 세포함가격 1,100원) 매입세액은 0원이므로, 농부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100원이다. 가루공장은 매출세액 200원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뺀 차

액 100원을 납부한다. 빵공장은 매출세액 300원에서 매입세액 200원을 뺀 차

액 100원을 납부한다. 세제외 가격으로 표시한다면, 농부, 가루공장, 빵공장

의 차례로 판매가격은 각 1,000원, 2,000원, 3,000원이 된다.

最終消費段階의 면세는 사업자에게 득이 되고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게 된

다. 빵공장이 과세사업자라면 빵공장은 가루를 “2,000원 + 매입세액 200원 
= 2,200원”에 사서 빵을 만들어 “3,000원 + 매출세액 300원 = 3,300원”에 판

다. 빵공장에는 일단은 현금이 3,300 - 2,200 = 1,100원 남지만 납부세액으로 

300 - 200 = 100원을 내어야 하므로 결국 남는 소득은 1,000원이다. 이제 빵

공장을 면세하고, 그와 동시에 빵공장의 소득은 1,000원 그대로라고 생각해 본

다면, 빵의 공급가격은 얼마가 될까? 빵공장 주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하므로 2,200원 전체가 원가가 되고 거기에 1,000원을 더 붙인 3,200원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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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팔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최종소비자 단계의 면세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최종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빵공장 주

인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 이익의 일부는 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

계에 따라 다시 농부와 가루공장 주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와 반대로 中間段階의 면세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고 최종소비자 가격을 올

리게 된다. 앞의 예에서 농부에게서 을 (1,000원 + 세금100원)에 사서 빵공
장에게 파는 가루공장을 면세한다고 해 보자. 가루공장은 매입세액 공제

를 받지 못하므로, 농부에게 준 돈 1,100원 전부가 원가가 된다. 이제 가루

공장의 소득이 1,000원 그대로라면 가루공장은 을 빵공장에게 2,100원에 

팔 것이다. 빵 공장의 소득도 1,000원 그대로 남으려면 빵공장은 빵을 세제외 

가격으로 3,100원에 팔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함 가격으로는 3,410원

(= 3,100원 x 1.1)에 팔아야 한다. 결국 모든 기업을 과세하는 경우와 견준다
면 최종소비자 가격이 3,300원에서 3,41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세부

담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을 “累積效果”라고 부른다. 최종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라면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면세를 하는데, 곧 국가가 이제 가루공장에게서 세금을 받지 않는데 전체

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니? 얼핏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사들이
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세금을 붙이는 것으로, 이 세금을 투입산출의 각 단

계에서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에 면세를 하더라도 최종소비 단계

에서 국가가 걷는 세금에는 차이가 없다. 이를 “還收效果”라고 부른다. 그런데 

면세를 한다면 투입산출의 사슬이 중간에서 잘린다. 국가는 재화나 용역이 면

세사업자에게 넘어가는 단계와 최종소비자 단계 두 군데에서 세금을 걷는 것

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로 본다면 앞 단계의 세금, 곧 누적효과만큼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Ⅲ. 직접금융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을 면세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아래에 살펴보듯 금융보

험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우선 금융기

관이 끼지 않은 직접금융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직접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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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를 봄으로써 이자의 흐름 그 자체에 관해 부가가치세제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1. 間接稅: 이자의 흐름을 무시하는 이유

현행 세제는 각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를 공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앞서 보았던 예에서 빵공장은 세제외가격으로 2,000

원 주고 산 가루로 빵을 만들어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3,000원에 판다. 빵공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는 500원이고 빵공장에 돈을 꿔 준 채권자(은

퇴한 사람이나 놀고 먹는 재력가)가 받아가는 이자가 120원이라면, 빵공장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 매출액 3000 - 매입액 2000 - 인건비 500 - 지급이자 120 = 380

부가가치 = 매출액 3000 - 매입액 2000 

= 인건비 500 + 지급이자 120 + 당기순이익 380 

위 식에서 알 수 있듯, 부가가치를 나누어 가져가는 노동자, 채권자, 기업주

에게서 각각 세금을 걷으나 기업단계에서 (매출액-매입액)에 대해 세금을 걷으

나 아무 차이가 없다. 논의를 이자로 좁혀보면, 기업단계의 세금을 계산할 때 

지급이자를 빼주고 그 대신 채권자 하나 하나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나, 현
행법처럼 기업단계에서 지급이자를 무시하고 각 채권자의 수입이자도 무시하

는 것이나 결과는 같다. 이처럼 이자를 무시함으로써 언제나 옳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을까?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가) 위 예는 家計가 企業에 돈을 꿔주는 경우 다. 기업의 부가가치 계산시 

지급이자를 빼 주고 채권자에게 수입이자를 과세하든, 기업의 부가가치 계산
시 지급이자를 빼 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수입이자를 과세하지 않든, 어느 쪽

이나 차이가 없다. 부가가치세란 애초에 징세편의를 위해 사업자에게서 세금

을 걷자는 것이므로 현행세제는 후자를 따르고 있다.

나)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자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각각 반

하나 이를 모두 무시하나 결과에 차이가 없다. 국가는 어차피 모든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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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까닭이다. 현행법상의 부가가치 계산은 후자의 길로 가서, 수입이자

는 이를 받는 기업의 부가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이를 주는 쪽의 

부가가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앞 (가)와 제도를 맞추기 위함이다.

다) 기업이 가계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의 

소비가 그만큼 줄고 이자를 받는 기업의 생산요소 제공자의 소비가 그만큼 늘

어남을 뜻한다. 따라서 소비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삼을 필

요가 없고, 기업의 부가가치 계산시 수입이자를 더하지 말아야 한다. 곧 이자

의 흐름을 무시해야 한다.

만일 기업의 수입이자를 부가가치에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

액을 이자를 지급하는 가계에 환급해 주어야 한다(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이자

율이 세전 가격으로 표시될 것이고, 대여자는 세포함 이자를 받은 뒤 세금을 
낼 것이고 차입자는 세포함 이자를 낸 뒤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

렇지 않으면 이중계산이 된다. 이는 가계 하나하나를 국가가 관리하는 직접세

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라) 가계와 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자의 흐름은 기업활동과 무관하므

로 부가가치세제에 반 하지 않아도 좋다. 이자란, 이를 받는 사람의 소비는 
그만큼 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쪽에서는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

이다. 따라서 이자의 흐름은 국민총소비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 가계 

사이의 이자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 가계를 관리하는 직접소비

세제에서나 가능하다.

2. 이자에 대한 다른 생각

앞의 네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이자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 바른 부가가치

세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가 이자의 흐름을 무시하는 이유로 

이자는 단순한 移轉支出이므로 요소소득(부가가치의 분배)가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2)이 있지만 옳은 견해는 아니다.

2) 예를 들어 Yolanda K. Henderson, “Financial Internediaries under Value-Added 
Taxation”, 37 New England Economic Review 43(1988); 中理 , キャッシュフロ․リ

スク․課稅(1999), 18쪽, 24-26쪽. 이자에 세금을 물리지 않아야 소비세가 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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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 가)의 경우 이자가 附加價値의 分配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자

와 배당의 차이는 다만 법률적 겉껍질일 뿐인 경우가 많고, 둘 사이에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그저 투자위험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자본제공자가 나누어 가짐은 이자나 배당이나 마찬가지이

다. 이 점에서는 임금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 주주, 노동자는 모두 함께 생산

과정에 참가하는 자들로서 각자 제 몫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부가
가치세가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대신 기업에

서 걷고 있는 것이다. 단일세율에서는 구태여 각 개인을 과세할 필요가 없이 

기업에서 세금을 걷음으로써 같은 결과를 훨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까닭이

다.3) 이자의 흐름도 마찬가지이다. 구태여 이자소득을 얻는 사람 하나 하나를 

과세할 필요 없이 기업에서 세금을 걷자고 생각하여 이자를 빼주지 않는 것이

다.
이자의 흐름을 반 하는 세제를 만들더라도 세제에 모순이 일 것은 없다. 

현행부가가치세를 변형하여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이자를 주

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이자를 받는 가계의 세

금을 늘리고 이자를 주는 가계의 세금을 줄여도 소비세로서의 세수 총계는 변

하지 않는다. 다만 구태여 그런 번거로운 세제를 만들 까닭이 없을 뿐이다.

Ⅳ. 은행과세의 어려움

현행법은 은행 등 금융보험업을 면제사업으로 정하고 있다.4) 이는 어떤 결

과를 낳는가? 이자의 흐름 그 자체에서는 잘못이 없다. 가령 앞 절 가)나 나)

의 경우로 가계나 기업이 은행을 거쳐 기업에 돈을 꿔 준다고 하자. 은행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서로 같다면(곧 은행의 부가가치가 없다면), 기업단계

의 부가가치 계산에서 지급이자를 빼 주지 않는 까닭에 이자의 형태로 가져가

는 부가가치가 세부담을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앞 절 다), 라)의 경우로 은행

자체는 옳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투자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결과를 

이미 이루고 있다. 이창희, 세법강의(2001), 박 사, 212-213쪽. 따라서 이자의 흐름

은 부가가치의 분배로 과세해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3) 이창희, 위의 책, 539-41쪽.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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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돈을 꾼 사람이 가계인 경우 이자의 흐름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한 쪽

에서 다른 쪽으로 흐름을 뜻할 뿐 사회 전체로는 소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자의 흐름 그 자체에 관한 한 은행을 과세사업자로 삼을 이유가 없

다. 문제는 은행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이다. 은행은 돈을 꾸는 자

와 꾸어 주는 자 사이에서 돈의 흐름을 연결한다. 그렇게 본다면 은행이 하는 

일은 복덕방이나 증권회사 같은 다른 중개업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과 달리 은행에서는 용역의 가격이 따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1. 은행업의 부가가치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 우선 은행의 用役代價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은행이 중개역할 만을 맡아 차입자 하나하나와 예금자 하나하나를 

바로 연결한다면 두 당사자는 직접 돈을 꿔주고 받을 것이고 은행은 두 당사

자에게서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라면 국가로서는 은행을 다른 용역과 마찬가지로 과세하여, 은

행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기업이라면 매

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라면 은행을 면세할 이유가 없다. 만

일 은행을 면세한다면 앞서 본 면세의 문제점이 모두 생긴다. 은행이 소비자 

내지 가계에 대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세부담을 벗어나게 되고, 반면 기업이 

은행에 제공하는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까닭에 누적효과가 생

기고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은행을 면세할 이유가 없다라

는 말은 은행의 매개를 통하여 附加價値가 그만큼 새로 생겨남을 전제로 한다. 

가령 기업과 기업 사이의 금융을 은행이 중개한다면, 이는 자금이 한결 좋은 

투자기회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가 늘어남에 틀림이 없다. 가령 

은행의 개입을 통해 국민총생산이 세제외가격 기준으로 20 늘어나고, 이 20이 
돈을 꾸는 기업, 빌리는 기업, 은행 사이에 각 5, 5, 10씩 분배되어 결국은 모

두 소비된다고 하자. 기업이 낼 세금은 (20 - 10) x 10% 만큼 늘어나고 은행이 

낼 세금은 10 x 10%이므로, 국가의 세수는 20 x 10% 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가계와 가계 사이의 금융은 어떨까? 극단적 예로 기업이 없이 가계 

부문에서 일어나는 소비만을 과세하는 경제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도 두 

가계 사이에서 금융이 일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의 소비와 장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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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이의 교환을 둘러싼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

황에서 은행을 통한 금융은 소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

다. 금융용역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전체로 

볼 때 소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돈을 꾸고 꿔주고 사람들의 부 가운

데 일부가 은행에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 뿐

이다. 그렇다면 은행이 생산하는 용역을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 아닐까? 
은행에서 세금을 걷는다면 가계가 낼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어야 옳지 않을

까? 가계와 기업 사이의 금융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은행의 용역이 국

민경제가 생산하는 최종소비재의 증가 속에 이미 반 된 이상, 소비자가 은행

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단순한 이전지출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은행이 소비자에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가?

얼핏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이 문제는 은행만이 아니라 家計에 대
한 용역이라면 언제나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구의 농사꾼 

하나가 사과 100kg만을 생산하고 이천의 농사꾼 하나는 쌀 100kg만을 생산하

여, 이 가운데 절반씩을 장사꾼을 거쳐 서로 맞바꾼다고 하자. 장사꾼의 몫은 

사과 10kg과 쌀 10kg이라고 하자. 세 사람을 합한 총소비가 사과 100kg, 쌀 

100kg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은 국

민소득을 늘린다. 사과 농사꾼은 사과 55kg을 내어놓으면서 쌀 45kg을 받고, 
쌀농사꾼은 쌀 55kg을 내어놓으면서 사과 45kg을 받는다(차액 10kg 씩은 장

사꾼 몫이다). 이 교환이 자발적인 이상, 이 교환으로 인하여 두 농사꾼의 “소

득”이 감소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본다면 말장난의 문제이지만, 제가 득을 보기 

위하여 맺는 자발적 교환에서 손해가 생긴다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어긋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소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해야 한다. 곧 사

과농사꾼이 받는 쌀 45kg은 내놓은 쌀 50kg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의 소득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쌀농사꾼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교환을 통해 

두 농사꾼의 효용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두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학 용어로 소득이라는 말은 시장가치로 드

러나지 않은 주관적 효용의 증가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장사꾼은 이 

교환에서 사과 10kg, 쌀 10kg을 얻고, 이는 장사꾼의 소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환을 통해 최소한 장사꾼의 소득만큼 국
민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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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꾸는 사람과 꿔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

의 흐름을 맞바꾸는 이상 두 사람의 소득은 전보다 줄어들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소득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이 생겨나는 소득이며, 이전

지출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용역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해야 마땅

하다.

2. 은행에서는 用役代價가 숨어버린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은행을 다른 기업처럼 과세하기는 어렵다. 현실세계의 

은행은 예금자나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까닭에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길 길이 없는 까닭이다. 증권회사와 달리 은행은 그 스스로가 자금

흐름의 한 當事者의 지위를 택하여 예금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고 

차입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서는 까닭이다. 따라서 은행의 수수료는 

이런 이자의 흐름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은행업은 차입자에게서 받는 이자보
다 한결 낮은 이자를 예금자에게 주는 꼴을 띠고, 은행의 수수료는 두 이자율 

사이의 차액 내지 이른바 스프레드로 나타나게 된다. 이리하여 은행이 제공하

는 용역의 가치를 따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은행에서 ‘부가가치 =수입이자 -지

급이자’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는 다른 기업에서 ‘부가가치 =매출액 -매입

액’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나 얼핏 같아보이는 이 두 식이 담고 
있는 뜻은 전혀 다르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매출액, 매

입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입이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

니고 지급이자는 은행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다. 은행이 제공

하는 용역의 대가는 이자의 흐름 속에 숨어 있다. 위 식의 표면상 수입이자로 

나타나는 금액은 사실은 이자에 차입자부담 용역대가를 더한 것이고, 지급이

자로 나타나는 금액은 이자에서 예금주부담 용역대가를 뺀 것이다. 은행의 부
가가치를 ‘매출액 -매입액’이라는 틀로 맞추자면 이자의 흐름 속에 숨어 있는 

용역대가가 매출액에 해당하고 매입액은 따로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용역대가

를 따로 추려낼 길이 없는 이상 은행을 다른 사업자와 똑같은 꼴로 과세함은 

불가능하다. 혹시 각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자의 흐름 그 자체를 상품처럼 

보아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각 매출액, 매입액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은가라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나, 세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릇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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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소비를 과세하는 것이다. 돈 그 자체는 재화도 용역

도 아니므로 먹을 길도 없고 달리 소비할 수가 없다. 결국 이자의 흐름과 용

역대가는 서로 다른 것이고 현행법이 은행을 면세하고 있음은 바로 이 까닭이

다.

3.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가) 예금주나 차입자는 무시하고 은행에서만 세금을 걷으면 어떨까?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을 따라 노동자의 임금과 주주의 소득을 더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은행에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나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나, 이는 그

저 계산과정의 차이일 뿐 결과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계산과정이 어쨌든 

간에, 은행이 가계에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한 은행에 부가가치세를 물림으로

써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금융이다.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걷
는 이상, 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용역의 가치를 따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나) 은행의 부가가치란 앞에서 보았듯 “수입이자 - 지급이자”이므로, 이자의 

흐름을 마치 재화의 흐름처럼 과세하여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매기

고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빼주면 옳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

지 않다. 문제는 차입자가 가계인 경우이다.
우선 은행이 가계와 가계 사이의 금융을 중개하는 경우 이자의 흐름에 대한 

과세는 지나친 세금을 걷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차입자에서 이자 135를 

받아 예금주에게 이자 105를 지급한다고 생각해보자. 은행은 대출이자에 대하

여 매출세액 13.5를 거래징수한다. 한편 예금주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징수

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은행은 매출세액 13.5를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이 결과

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은행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는 135가 아니라 30이라
는 점이다. 예금주가 받아가는 이자 105 부분은 차입자가 소비할 수 있는 돈

이 그만큼 줄어듦을 뜻한다. 합쳐본다면 전체적인 소비에는 변화가 없다. 은행

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단지 30일 뿐이고 국가는 이 30만 과세해야 소비세가 

된다.

앞의 예를 예금주는 기업이고 차입자는 가계인 경우로 고쳐, 은행은 가계에

서 이자 135를 받아 그 가운데 105를 기업에 지급한다고 하자. 은행은 매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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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13.5를 거래징수할 것이고, 예금주인 기업은 10.5를 거래징수할 것이다. 국

가는 은행에서 (135 - 105) x 10% = 3을 걷고 예금주인 기업에서 10.5를 걷

게 되어 결국 13.5를 걷는다. 이것은 같은 소득 내지 소비를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의 노동자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수입이자만큼 쓸 돈이 생기

지만 차입자인 가계의 입장에서는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소

득 내지 소비에 변화가 없는 까닭이다.
결국 차입자가 가계인 이상 이자의 흐름에 대한 과세는 가계가 지급하는 이

자 전액을 과세하고 만다.

다) 결국 기존의 틀로는 매입세액 공제방법이든 요소소득을 더하는 방법이

든 은행을 부가가치세의 그물 안에 제대로 담을 길이 없다. 이에 생각의 기본 

틀을 바꾸자는 제안이 생겨나게 되었다. 요는 이자의 흐름만이 아니라 예금이

나 대출금의 원금을 포함한 現金흐름 전체를 은행을 포함하는 각 기업의 부가

가치 계산에 반 하자는 것이다. 곧, 예금이든 대출금의 반환이든 현금수입은 

마치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는 것처럼 과세하고, 대출이든 예금의 반환이든 

현금유출은 마치 물건값을 주듯이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해 주자는 것이

다.5) 이 제안은 아직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을 뿐이고 아직은 정답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현금흐름에 따른 과세가 소비세가 됨은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두 간접세 방식의 소비세로 과세하면서 은행에만 직접세 방식의 소비세를 

들여오는 것이 앞뒤에 모순이 없는지는 한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과제

이다.6)

Ⅴ. 다른 금융보험업

은행을 면세하는 이유가 용역대가가 숨어있기 때문임을 이해한다면 우리 현

행법상 금융보험업의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현행법은 은행말고
도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기타 금융시장에 관련된 온갖 활동들을 면세

5) Hoffman, Poddar and Whalley, “Taxation of Banking Services under a 
Consumption Tupe, Destination Basis VAT”, 40 National Tax Joural 547(1987). 中理
, 앞의 책, 28-30쪽.

6) 직접소득세에서는 어떤 사람의 소득을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정의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의 소득도 그에 따라 정의해야 사회전체로 보아 소득세가 된다. 이창희, 앞의 
책, 237-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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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까닭이다.7)

직접금융은 은행과 달라 용역대가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분명히 드러난

다. 가령 證券會社 같으면, 투자자는 자기 이름으로 직접 주식이나 사채를 사

고,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또 때로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게도 중개수수료 

기타 용역대가를 물린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데에는 아

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금융에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라고 잘라 말할 수

는 없다. 간접금융과의 균형 문제 때문이다. 간접금융의 대표인 은행에 부가가

치세를 물리기 어려움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어려움은 證券投資信託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용역대가는 투자자(수익자)의 돈인 신탁재

산에서 바로 인출하고8) 따라서 용역대가가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

다면 은행과 달리 과세할 이유가 없다. 한편, 회사형 펀드인 證券投資會社를 
통한 투자라면, 증권투자회사 자체는 소득의 계산단위에 불과하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없고 용역제공 기능은 따로 떼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따위의 회사에 맡기고 있다.9) 이런 용역제공회사의 용역대

가는 따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과세한다면 증권투자신탁과 균형을 잃게 

된다. 이처럼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면세한다면, 증권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만 과세하는 것은 다시 균형을 잃게 된다.
생각해보면 이런 균형 문제는 다른 金融保險用役에도 똑같이 생겨난다. 은

행, 보험, 증권투자, 이런 금융상품들은 본질적으로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

므로 일부를 면세하고 일부를 과세한다면 경쟁중립성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재화용역을 똑같이 과세하자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모델에서 

벗어날 금융보험업이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차선의 원리 따위의 경제이론에서 찾기는 어렵다. 모든 재
화나 용역을 똑같이 과세하자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조세중립성이나 경제효

율이 아니라, 세제 내지 세무행정을 單純하게 하자라는 생각에 터잡고 있는 

까닭이다.10) 단순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보험업을 잘게 나누어 각 세분된 

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8)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2항.
9) 증권투자회사법 제39조-42조.

10) 이창희, 앞의 책, 5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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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별로 과세와 면세를 고민하기보다는 금융보험업 전체를 면세하는 편

이 낫다. 물론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의 구분을 어떻게 정할까도 어려운 문

제이지만, 끝없이 발전하는 온갖 복잡한 금융거래 하나 하나를 놓고 과세할까 

말까를 정하기보다는 쉽다. 현행법이 금융보험업을 통째 면세하는 이유는 여

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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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T for Financial Services
11)

Chang Hee Lee
*

VAT on financial services has been a thorny issue in theory as well as in 

practice. This paper reviews the difficulties with applying VAT on financial 

services. Its main thesis is to show a theoretical error with the prevailing 

view that flow of interest or investment return should be considered a mere 
transfer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VAT. The proper reason for 

ignoring the flow of interest or another form of returns on investment is the 

indirect tax nature of VAT. Based on this insight, the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law for the banking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