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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制의 이론적 기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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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의 제시

所得稅制는 크게 보아 1) Haig-Simons의 所得 개념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2) 
直接稅制로 3) 累進率을 따른다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은 소득세

제는 왜 있는가, 또 위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소득세의 理念型과 현실의 소득
세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소득세란 존재의의가 있는가, 이런 문제

들을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논지는 크게 보자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위와 

같은 이념형으로서의 소득세가 생겨나 존재하는 근거는 人民主義的 公平의 이념
이고, 이런 공평의 이념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의미의 소득세는 존재근거를 상실

한다. 둘째,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을 받아들이더라도 현실의 소득세제는 위와 

같은 이념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는 자본시장의 

世界化, 국내적으로는 稅務行政의 어려움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평이 세

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이념이 될 수 없고, 自由와 公平이 대립하는 까닭이다. 셋

째, 현실의 세제가 일단 위와 같은 이념형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納稅義務者의 개
념과 所得 개념은 세제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인세의 납세의

무자의 범위와 과세물건의 개념이 특히 그렇다.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어느 단행법

만 보면서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기느니 따위의 논란은 자칫 빗나가기 쉽다.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제II절은 이념형으로서, 所得에 대한 과세, 

直接稅, 累進稅라는 세 요소가 각각 무슨 뜻인지를 밝힌 뒤 이 세 가지가 모두 공
평의 이념에 터잡아 서로 얽혀있음을 밝힌다. 제III절은 소득세제의 좋고 나쁜 점

에 대한 평가이다. 논지는 效率, 水平的 公平, 垂直的 公平이라는 잣대로 소득세를 

* 초고를 비판해 주신 박세일, 김건식, 윤진수, 장승화, 조홍식 교수등 법경제학연구회원

들에게 감사드린다. 자료정리는 석사과정의 이창 조교(법학21연구단)가 도와주었고, 교

정은 박사과정의 최문희 조교가 도와주었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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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보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아 거기에 누진율을 적용하자는 소득세제가 

나름대로 있을만한 이유가 있는 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제IV절은 이념형으로서의 

소득세를 現實에서 그대로 입법할 수 없는 이유로, 수직적 공평 내지 부의 재분배

가 경제에 미치는 향, 세무행정의 어려움, 공평과 다른 헌법적 價値 사이의 충
돌을 분석한다. 이런 이유로 일단 현실의 소득세제가 깨어지면 세제는 어떻게 만

들어야 할 것인가? 제V절은 이 문제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내림으로써 을 마감

한다. 

이 이 다루고 있는 소득세, 소비세, 직접세, 간접세, 효율, 공평, 이런 개념들은 

하나 하나가 한 권의 책을 요구할 정도로 큰 개념들이다. 실제로 그런 들도 많다. 

이 은 이들 개념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아니다.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뒤엉켜 있는가를 밝히고, 그렇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Ⅱ. 소득세제의 3요소

역사를 살펴본다면 소득세의 존재근거는 公平의 이념이다.1) 소득세가 세상에 처

음 생길 때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지금처럼 세제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리라고는 아

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소득이라는 개념이 온 사회로 퍼지리라, 국가의 살림살이에 

드는 돈을 국민사이에 나누어 부담시키는 기준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8세기 말 국에서 소득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국사회는, 戰費를 마련
한다는 긴급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득세를 입법하기는 하 지만 이를 괴물 같은 

제안으로 여겼다.2) 소득세란 국가가 개인의 삶을 뒤져서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

아내어야만 하는 제도인 까닭이다. 이리하여 소득세의 역사적 사명은 되도록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되었고, 바로 여기에서 19세기 중엽 이래 

국은 제한적 소득개념 내지 소득원천설에 터잡은 분류과세 제도, 곧 소득을 소득

이 생기는 원천의 종류별로 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만을 원천별로 나

누어 과세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었다.3) 국에 뒤이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아 19세기 말에 소득원천설에 터잡은 소득세제를 택하 다.4) 소득세란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정의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을 내놓은 Schanz같은 사람도 있었지

만,5) 실정법에 자리잡지는 못하 다.6) 공평을 밑바탕으로 삼는 새로운 뜻의 소득세

1) 상세는 이창희, 법인세와 회계, 16-32쪽 (2000).

2) 34 Hansard's Parl. Deb. (3rd ser) col. 22 (1798).

3) 이창희, 앞의 책 20-24쪽.

4) 같은  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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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정법속에 자리잡은 것은 20세기 초의 미국에 와서 생긴 일이다.7) 

공평을 소득세제의 밑바탕으로 삼게 된 動因은 民主主義의 성장이다. 근대사, 

특히 미국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19세기 초 이래 약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누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따져 그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공평하다는 생

각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에게 퍼져나가고, 한편 같은 세월동안 핏줄이나 힘이 아

니라 사람들의 머릿수가 법의 존재근거로 자리잡게 되었다. 소득세야말로 공평한 

제도라는 생각이, 소득세는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제도라는 비판을 어내기에 이

른 것이다. 이리하여 미국의 국민대중은 새로운 세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대법원8)

을 포함한 보수세력을 쳐내고 헌법의 개정이라는 험한 산을 넘어 소득세를 택

하기에 이른다.9) 이 역사는 소득세가 관세나 소비세 따위 간접세를 어내고, 소

득의 개념이 이른바 소득원천설, 제한적 소득 개념 내지 분류과세 제도로부터 순

자산증가설, 포괄적 소득 개념 내지 종합과세 제도로 바뀌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곧, 모든 사람이 같은 세부담을 짐은 불공평하고, 잘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법제 속에 뿌리박는 과정이다. 

공평에 터잡은 새로운 소득세제의 이론적 정립에는 1938년에 출판된 Henry C. 

Simons의 책 “Personal Income Taxation”의 힘이 크다. 그 전에도 1921년에 R. 

M. Haig가 순자산증가설이 옳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었으므로,10) Simons의 소득

정의를 흔히 Haig-Simons 정의, 또는 앞에서 말한 독일의 Schanz까지 집어넣어 

Schanz-Haig-Simons의 소득정의라 부른다. Simons는 소득의 정의 문제를, 불특

정 다수의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조세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公平한가라는 질
문에서부터 풀어내기 시작한다.11) 소득(적어도 과세소득)이라는 말이 각 개인의 

擔稅力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내지 계산결과라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12), 이

는 個人이라는 인적 차원에서 정의해야 하고13) 일찍이 독일에서 Schanz가 내세

운 순자산의 증가가 과세소득을 정하는 바른 지도 이념이 된다.14) 각 납세자를 놓

5) G. v. Schanz, Der Einkommens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 Finanz 

Archiv  13 (1896).

6) 이창희, 앞의 책 27-28쪽.

7) 같은 책 28-32쪽.

8) 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 157 US 429 (1895); Eisner v. Macomber, 

252 US 189 (1920)

9) Tariff Act of 1913, Sec. II, 38 Stat. 114 (1913) 가운데 166쪽.

10) R.M. Haig, The Concept of Income(1921).

11) Simons, 앞의 책 1-3쪽. 

12) 같은 책, 79-80쪽, 203쪽.

13) 같은 책, 77쪽.

14) 같은 책, 60-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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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게 물릴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가, 그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물어야 한다

면, 납세자의 인적 주관적 상황을 떠나 원천이 무엇인가, 자금의 흐름이 반복적인

가, 이런 것을 따져서 소득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그르다.15) 

결국 소득세의 역사는 좋게 말하여 민주주의, 나쁘게 말하면 人民主義의 역사이
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직접세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1. 이념형으로서 소득의 개념

우선 “소득”이라는 말의 뜻부터 생각해보자. 순자산증가설 내지 Haig-Simons

의 소득개념을 다시 정리하자면 “所得 = 消費 + 純資産增加”가 된다. 누구든, 벌

어서 쓰고 남은 만큼 부(순자산)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소득세란, 돈을 얼마나 벌

었는가, 곧 부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 사이에 써버린 돈은 얼마나 되는가, 이를 따

져 세금을 매겨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일단 여기까지를 받아들이고 논리의 앞뒤를 

맞춘다면 소득을 과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되는가를 더 생각해보자. 

(1) 未實現利得과 Haig-Simons의 소득 개념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는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가? 예를 들어, 올

해 12.1.에 1000만원에 사들인 물건을 2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12.30.에 맺

으면서, 물건은 다음 해 1.31에 인도하고 대금은 3.31.에 받기로 하 다면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이익은 언제 인식하여야 하는가? 올해의 소득인가, 내년의 소득인

가? 다른 예로, 올해 6.30.에 1억원을 주고 산 부동산의 시가가 올해 말 현재 1억

5천만원이라면, 시세차익 5,000만원을 올해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근대 소득세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발생주의 내지 그 하위 개념으로 “실

현주의”를 택하게 된다. 실현주의의 역사는 국과 독일의 소득세제로 돌아가지

만,16) 실현주의에 결정적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미국대법원의 1920년 판결인 

Eisner v. Macomber17)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株式配當이 주주의 소득이 되는가
이다. 이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소득을 “資本에서 나오거나 勞動에서 나오거나, 아

니면 두 가지의 결합에서 나오는 이득”으로 정의하고, 주식배당은 “자본에서 떨어

져 分離”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 다.18) 법원은, 주식배당으

로 주주가 회사의 소득의 일부를 받았거나 실현하 다고 볼 수는 없고,19) 투자원

15) 같은 책, 79쪽.

16) 이창희, 앞의 책 85-101쪽.

17) 252 US 189 (1920).

18) 같은 판결, 207쪽.

19) 같은 판결,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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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가치가 늘어나서 부가 늘었을 뿐인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는 헌법이 허용하

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벗어난다고 판시하 다.20)

이 Eisner v. Macomber 판결 이래, “실현된 소득이라야 소득”이라는 식의 생

각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주장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도 문제되었다. 土地超過利得稅란 1989년 말 이른바 토지공개념 입법의 
하나로 생겼다가 이제는 없어진 세금으로,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와 같이 주

로 지가의 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

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초과지가

상승이익의 일정분을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다.21)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위

헌 여부 가운데 이 법이 미실현이득을 과세한다는 부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다

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22) 

이득이 실현되었건 실현되지 않았건 납세자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

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실현이득이나 미실현이득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부 즉, 증대된 소득을 토지자본과 분리하여 현금화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

는 자산보유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자본

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

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이론상으로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것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상의 제반 문제점이 합리적

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극히 제한적․예외적인 제도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미실현이득의 과세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옳지

만, 적어도 개념의 차원에서는 이를 “극히 제한적.예외적 제도”로 보는 것은 틀렸

다. (실로, 바로 이 생각에 터잡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뒤 폐지되었다.23)) 미실

20) 같은 판결, 214-15쪽.

21) 1989.12.30. 법률 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1조 및 같은 법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제

안이유, 제13대 국회상임위원회회의록  (6) (재무), 통권 301호, 국회사무처, 147회, 재무 

4차, 36-38쪽.

22) 헌법재판소 1994.7.29. 결정 92헌바49, 52.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의 과세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 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합헌으로 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이 만

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시하

다. 

23)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본문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여러 곡절을 겪은 끝에 1998.12.2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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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득은 원래 과세하여야 마땅하되, 다만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야 옳은 까닭이다. 일찍이 Simons가 말하 듯 실현주의는 所得의 
개념과 어긋난다.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은 소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

실현이득이 있다는 말은 소득 곧 경제적 부의 증가는 이미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임을 뜻한다. 소득세제의 출발점인 Haig-Simons 定
義에 따른 소득 개념은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대로 이를 바로바로 과세할 것을 
요구한다.24) 가령 어떤 주식을 1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주식이 500원으로 값이 

올랐다고 하자. 물건을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그만큼 더 부자가 된 것임은 틀림이 

없다. 

이에 대한 반론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우선, 상식적 반론으로, 주식의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실현되지 않

은 경제적 이득이란 허깨비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현실적 문제로 이 사람이 물건을 팔지 않은 상황에서 400원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측정, 곧 소득금액의 예측

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팔아보지 않고서야 값이 500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건으로 400원이라는 소득이 생겼는지는 팔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동성의 문제로, 이 물건을 팔지 않고서는 400원에 대한 소득세를 낼 돈

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물건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다고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하여는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유동성 두 가지 현실적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 우선 

개념의 차원에서만 생각해보자. 문제의 물건이 상장주식이라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현금이 넉넉히 있다고 하자. 이런 전제를 세운다면, 주식값 상승분 400원을 과세

해야 할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 생각해보라. 당장은 이 물

건(주식)의 값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

서 무슨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위의 예에서 400원이라는 이익은 종이에 

있는 이익이지 실제로 확보된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다시 생

각해보자. 값이 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 물

건을 팔아서 돈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득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팔아서 

생긴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산다면, 그 물건도 값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식, 땅, 집, 무엇을 사든 그 물건의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

제5586호로 폐지되었다.

24) Simons, Personal Income Taxation, 80-88쪽. 헌법재판소가 지적하 듯, 실현 개념에 

현실적 쓸모가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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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동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건을 팔아서 이득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득이 아니라는 말이 된

다. 이것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팔아서 돈으로까지 받았는데 소득이 

없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

이 아니라는 말은 신화일 뿐이다. 논점은 미실현이득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가이다. 값이 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다는 말은 실현되지 않

았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다는 말일 뿐이다. 결국 논점을 논점으로 답한 꼴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미실현된 소득이 소득이 아닌 이유는 미실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격이 다시 내릴 수 있음을 비과세의 논거로 삼는다면, 실현된 이득도 

역시 과세할 수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 결국 현금화 내지 양도, 또는 세법학의 용

어로 실현이란 소득 개념의 구성요소가 아니다.25)

이 말은 現金化를 중시하는 시각 자체를 어리석다 헐뜯는 것은 아니다. 현금화

를 중시하는 논리를 일관하여, 처음의 주식의 가격이 오른 금액 가운데 다른 자산

을 사는 데 들어간 것은 빼고 나머지 현금화한 것만을 소득에 포함하자라는 생각

이 있을 수 있다. 가령 500원으로 오른 주식을 팔아서 300원은 다른 주식을 사는 

데에 쓰고 나머지 200원을 다른 곳에 쓴다면 이 200원만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라

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실제로 소득이라는 개념이 지금 쓰이는 뜻으

로 자리잡기에 앞서서 Irving Fisher는 소득이라는 말을 바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

다.26) 그러나, 가격이 올라서 생긴 이득 가운데 다른 자산을 사는데 들어간 것을 

뺀 나머지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용례에 따르면, 이것은 소득이 아니라 바로 “消
費”이다. 앞의 예의 200원은 이미 소득이 아니라 소비이다. 위의 예에서 300원 부

분은 투자에 해당한다. 나머지 200원에 대하여 소득으로 삼자는 말은 결국 소비를 

과세하자는 말이다. 자산을 사는데 든 돈(=투자)을 뺀 나머지는 소비해서 없어진 

돈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Simons도 Fisher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는

다. Fisher가 주장하는 세제는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게 되지만, Simons가 

말하듯 이런 세제는 소득세는 아니다.27) 그것은 바로 소득세를 폐지하고 소비세로 

가자는 주장이 된다.28)29) 실현된 소득이라야 소득이라는 주장은 소득세와 양립할 

수 없다. 

25) 같은 책, 203-204쪽.

26) Fisher, Capital and Income(1912), Theory of Interest(1930)

27) Simons, 앞의 책, 89쪽

28) 일반론으로 Musgrave, “In Defense of an Income Concept”, 81 Harvard Law Review 

44 가운데 49쪽.

29) 소득세와 소비세 중 어느 것이 우월한 세제인가 하는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소비세가 전면적으로 입법된 예는 아직 없다. 



제41권 4호 (2001) 소득세제의 이론적 기초 353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앞 절을 읽고 미실현이득도 소득이라는 것을 받아들 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제1차년 12.31 현재

에 어떤 법인에게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연말에 100원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

권(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으므로 흔히 볼 수 있는 꼴은 아니나, 편의

상 債券이라 부르자)이 난데없이 생겼다고 하자. 이 법인의 소득은 얼마인가? 올

해에는 아직 돈 한 푼 생기지 않으므로 소득이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각 100원의 

소득이 생겨, 앞으로 네 해 동안의 소득이 (0, 100, 100, 100)원이 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금은 소득과세가 아니다! 

해마다 100원을 받는데 해마다 100원을 과세하는 것이 소득과세가 아니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따지려면, 우선 우리 머릿속에서 소득이라는 말을 어떤 뜻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실히 짚어 두어야 헛갈림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현재 100원의 돈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을 한 해 동안 은행에 맡겨두어 이자 

10원을 포함한 110원을 받았다고 하자.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인가? 10원이다. 이

제 이 사람이 이 돈을 다른 어디에 투자하 더라도 10원의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하여 이 사람의 소득이 10원이라는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가? 소득이라는 말이 오늘날 널리 쓰이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소득은 

여전히 10원이다. 경제학의 용어로 생각하면, 은행예금이라는 투자활동을 통해 이 

사람에게 利潤(초과이윤)이 생기지 않는다. 곧 재산의 純現在價値(net present 

value)가 늘어나는 것은 없다.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10원을 벌 수 있는 이상 예금 

당시 원리금의 순현재가치는 100원으로, 투자원금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10원이라

는 소득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것인가? 이는 예금을 찾을 때의 원리금 110원에

서 애초의 예금액 100원을 뺀 것으로, 서로 다른 시점 현재 돈의 가치를 그냥 나

란히 견주는 개념이다. 작년의 돈 100원과 올해의 돈 110원을, 돈의 시간가치를 

무시한 채 그냥 비교하여, 후자가 10원 더 크므로 이 납세의무자에게 10원의 소득

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작년의 돈 100원과 올해의 돈 110원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10원이 된다. 자본소득에 관한 한, 소득 개념의 고갱이는 자본의 

기회비용 내지 정상수익률이다. 투자수익의 실제결과가 기회비용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소득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되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제 앞의 예로 돌아가, 네 해동안 (0, 100, 100, 100)원이라는 현금흐름을 낳는 

채권을 얻은 사람의 올해 소득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자. 문제의 채권과 같은 위

험을 가진 다른 투자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10%라면, 이 채권의 가치

는 100/1.1 + 100/1.1
2 
+ 100/1.1

3
 = 248원이 되고,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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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 채권을 248원에 팔 수 있다.(미실현이득을 이처럼 정확히 잴 수 있는 

효율적 금융시장이 실제 있는가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덮어두자. 지금 우리는 개념

을 따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납세의무자는 작년 말에는 0원의 순자

산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에는 248원의 순자산이 있는 것이므로, 248원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30)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국가가 금년에 248원을 과세하나 앞으로 3년 

동안 한 해 100원씩 과세하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소득과세란 

당장 248원을 과세한 뒤 그 원본의 투자수익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또 세금을 

걷는 제도인 까닭이다. 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해마다 얼마인가, 곧 그의 富가 
얼마나 느는가를 해마다 따져보자. 제1차년의 소득은 위와 같이 248원이다. 제2차

년이 되면, 이 납세의무자는 100원의 돈을 받는다. 한편, 앞으로 2년동안 100원씩 

받을 채권의 가치는 100/1.1 + 100/1.1
2
 = 174원이 되어, 채권의 가치가 248 - 

174 = 74원만큼 하락한다. 정리하면 제2차년도 동안 현금 100원이 늘고 채권의 

가치가 74원 줄어, 소득은 100 - 74 = 26원이 된다. 제3차년에는 채권의 값이 

100/1.1 = 91원이 되어, 가격의 하락액은 174 - 91 = 83원이다. 소득은 현금 100

원 늘어난 데에서 채권 가치 하락액 83원을 뺀 17원이 된다. 제4차년에는 현금이 

100원 생기고 채권값이 91원 떨어지므로 소득은 100 - 91 = 9원이 된다. 소득세

란 이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4년 동안 각 248원, 26원, 17원, 9원으로 보는 제도이

다. (248, 26, 17, 9)원이라는 4년 동안의 소득을 단순히 합하면 300원이지만, 돈의 

시간가치를 생각하면 이런 세제의 세금부담은 실현주의 세제, 곧 4년간의 소득을 

(0, 100, 100, 100)원으로 보는 경우보다 무겁다. 

위 문단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0, 100, 100, 100)이라는 현금 흐름을 낳는 자산

에서 (248, 26, 17, 9)원의 소득을 계산한다면 이는 무언가 事理에 어긋난다는 생
각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올해를 본다면 도대체 현금이 한 푼도 

생긴 바 없는데 소득이 248원이라니? 소득이라는 말이 어차피, 그 속에 어떤 내용

을 담을 것인지를 우리가31) 정해야 하는 도구 개념이라면, (0, 100, 100, 100)원이

라는 내용이 담기도록 소득 개념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소득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정한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산의 가치가 오

른 것은 소득이 아니고, 그와 같이 오른 가치가 현금화할 때 비로소 소득이 된다

는 말이다. 현금이 들어와야 소득이 생긴다는 생각은, 내 손에 쓸 돈이 들어와야 

비로소 소득이 있다는 생각이다. 소득을 이렇게 정의하고 논리의 앞뒤를 맞춘다

30) 위 예에서 채권의 시가가 왜 248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창희, 앞의 책 

64-66쪽을 참조하라.

31) 여기에서 “우리”란 사회나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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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런 세제는 이미 소득세가 아니라 消費稅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실현 개념

은 소비세의 속성이 소득세 속에 묻혀 들어와 두 세제를 어정쩡하게 타협시키고 

있는 것이다. 부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담세력의 잣대로 받아들이는 이상 실현 개

념은 설 자리가 없다. 

앞의 예에서 해마다 (0, 100, 100, 100)원을 과세하자는 것처럼 현금의 흐름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소비세가 되고, 소비세는 자본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10%여서 어떤 납세의무자가 어느 해에 100원을 투자

하여 그 다음 해에 110원을 번다고 하자. 이제 현금의 흐름을 그대로 소득으로 삼

고 세율이 50%인 세제를 들여오자. 납세의무자는 첫 해에 투자액(현금지출) 100

원을 손금산입하여 세금 50원을 덜 내게 되므로 순투자액은 50원이 된다. 둘째 해

에는 110원을 받지만 세금 55원을 내므로 순수입은 55원이다. 결국 납세의무자는 

50원을 투자하고 한 해 뒤 55원을 벌게 되므로, 세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10%로 

세전 수익률과 같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이 없음을 뜻한다. 얼핏 생각하

면, 국가가 50원을 내 준 뒤 55원을 받아가므로 5원의 순세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가 50원을 애초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도 55원이 되었을 것이므

로, 5원은 세금이 아니라 투자수익일 뿐이다. 결국 국가는 납세의무자와 50:50으로 

동업을 하여 투자수익을 걷어 갈 뿐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현금수입 가운데 투

자에 들어간 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만 국가가 세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나머지란 납세의무자가 소비한 돈을 뜻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금의 흐름에 따

른 과세는 소비세가 됨을 뜻한다. 또, 이런 세제는 노동력이 받는 보수와 경제학

적 의미의 이윤(초과이윤, 곧 자본의 기회비용을 넘는 자본소득)만을 과세하는 제

도와도 같아진다.32) 요사이에는 cash flow income tax라는 이름으로 이런 세제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 이가 많다. 이와 같이 현금주의를 관철하는 세제는 나름대로 

일관된 체계를 짤 수 있지만, 소득세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소득세와 소

비세의 낫고 못함을 따질 때 보기로 한다.

(3) 勞務에 대한 보수

앞 문단에서 살펴본 소득정의는 사실은 자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노무의 예를 

들어 어떤 품팔이꾼이 500시간 걸리는 일을 맡으면서 시간당 보수를 2만원으로 

정하되 보수 1천만원은 일을 마치고 나서 받기로 약정하 고, 한해동안 500시간 

가운데 200시간을 일하 다고 하자. 이 사람에게 1천만원의 2/5인 4백만원의 소득

이 발생하 다고 보아 4백만원을 과세하여야 할까? 아니면 올해는 소득이 없고 

내년에 현금을 받아야 그때 가서 소득이 1천만원 있다고 할까? 회계관행에 따른

32) Atkinson &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69-72쪽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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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4백만원은 납세의무자가 이미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러나, 이미 노무를 제공하 다는 사실을 과세의 논거로 삼음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노무의 제공이 왜 소득 개념의 구성요소가 되는가라는 물음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고, 바로 이것이 논점인 까닭이다. 이런 눈먼 신앙에서 일단 

해방된 뒤 생각해본다면, 이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질문은 이 사람

에게 4백만원을 소득으로 과세함이 公平한가를 묻는 것이다. 공평이란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개념이나, 웬만한 사람은 이 납세의무자가 4백만원 소득에 대한 세금

을 물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거꾸로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으

로부터 소송착수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하자. 이 변호사는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

세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설자리가 없다. 소득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 자체가 논점인 까닭이다. 이는 무엇이 공평한가라

는 문제가 된다. 이 예와 같이 용역대가를 미리 받은 것(회계용어로 “선수수익”)

이 중요한 경우, 미국국세청은 발생주의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고 보고 현금수입시기에 과세하 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시하 다.33) 결국 

세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득의 측정을 위한 회계방법이나 규범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어떻게 해야 공평한가라는 정의와 공평의 문제이다. 

스스로의 노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람을 사서 남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

을 버는 사업에서 버는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소득 개념에 맞을까? 실

현주의, 곧 수익을 실현시점에 인식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전통적 규범은, 소득이란 물건의 가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

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물건이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

은 뜻으로 실현주의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정의할 길이 없다. 여기에서 자연

스레 費用은 발생 즉시 손금에 산입하고 收益은 용역제공이 끝나야 익금에 산입
하게 되었다. 현행법을 보면, 법인세법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인적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보수의 과세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

지만, 소득세법은 과세시기를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정하고 있다.34) 한

편, 비용의 손금산입시기를 보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어떤 자

산의 취득에 직접 추적할 수 없고 따라서 기간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연관된 손익에 대해 時差를 두어, 비용은 위와 같이 바로 손금산입하고 수익은 

뒤에 가서야 익금산입한다면, 사실은 세금을 걷지 않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어

33) 예를 들면, Schulde v. Comr., 372 US 128 (1963); American Auto Association v. 

United States, 367 US 687 (1961).

34) 소득세법 24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48조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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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법무법인이 올해에 100원의 인건비를 들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 해에 

보수 110원을 받는다고 하자. 이는 이 법무법인이 투자한 돈 100원의 수익률이 연 

10%임을 뜻한다[(110-100)/100 = 10%]. 현행법에 따른 세금을 고려하면, 납세의

무자는 올해에 인건비 100원을 손금산입하고 보수 110원을 내년에 익금산입하게 

된다. 세율이 40%라면, 납세의무자는 올해에는 4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고 내년

에는 44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첫 해 납세의무자가 투자하는 실

제 금액은 100 - 40 = 60원이고, 둘째 해 납세의무자가 받는 돈은 110- 44 = 66

원이다. 결국, 납세의무자는 올해 60원을 투자하여 내년에 66원을 받게 되고, 따라

서 납세의무자의 투자수익률은 6/60 = 10%이다. 이 10%는 세금을 고려하기 전의 

투자수익률 10%와 똑같다. 이는 곧 납세의무자가 아무런 세부담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가는 돈 44원은 사실은 연 10%의 투자원리금일 

뿐이다. 애초에 100원을 투자할 당시, 납세의무자는 60원을 투자했을 뿐이고 40원

은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형식으로 투자한 것이다. 국가는 40원에 대한 원리금 

44원을 돌려받고 있을 뿐이다. 

(4) 재산의 使用價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제 집에 산다고 하면, 집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이 있다고 보아 세금을 매길 것인가? 제 집에 사는 것 뿐

이고 임대료를 받은 바 없는데 웬 세금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해보면 집세 

상당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누림은 분명하다. 만일 집주인이 소유주택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고 자기는 다른 집을 빌려서 산다고 하면, 소유가옥의 집세로 받은 돈

은 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자기가 내는 집세는 필요경비로 떨 수 없기 때문이

다.35) 그렇게 본다면 소유가옥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집의 사용가치 내지 집세 상

당액의 소득이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재산이 적어도 한 해 이상 소비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은 그 재산가치의 투자수익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년 

소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소득이 있음은 당연하다. 

 2. 누진율과 직접세

근대 소득세제가 인민주의적 공평에 터잡아 자라난 결과 소득세제는 累進率이
라는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소득세가 처음 생길 때에는 소득세 그 자체가 기득권

층의 저항을 받았던만큼, 누진율은 한결 더 큰 저항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나폴레

옹 전쟁 당시 국에서 소득세를 처음 들여온 장본인인 Pitt는 전쟁을 치르기 위

해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누진율을 들여오기는 했지만, 그 스스로 부

35) Tipke, Steuerrecht 제10판 179쪽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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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분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36) 소득세는 1842년에 부활

된 뒤 대략 1872년 이후에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지만, 누진율에 대한 도전은 

1909년이 지나서야 사그러든다.37) 미국에서도 누진세가 일상적 법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다. 미국세법38)의 누진율은 상속세법이 상속인과 피상속

인의 관계가 법정 촌수를 넘는 먼 친척이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 데에서 비롯한

다. 이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합헌이라 결정하 다.39) 그 뒤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의 금액에 따른 누진율을 택하 고 대법원은 역시 합헌이라 결정하 다.40) 그 뒤 

1913년의 소득세법이 누진율을 들여오자, 누진율이란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는 수

단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을 구한 사람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누진 여부

는 다수결에 따를 문제라는 이유로 합헌이라 결정하 다.41)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소득세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고, 1980년대

에는 최고세율이 70% 정도에 이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했다. 그러나 1986

년 미국이 누진율을 낮추기 시작한 이래 세율의 누진도가 훨씬 낮아져 오늘날에

는 최고세율이 50%를 넘는 경우는 찾기가 어렵다. 우리 소득세법 역시 최고세율

을 40%로 정하고 있다.42)

한편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득세의 기본이념이 더 낼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더 내라는 것이라면, 

일정한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된다. 

이리하여 여러 나라의 소득세제는 소득이 일정한 금액에 이르기까지는 세율을 

0%로 정하든가 일정한 금액까지 각종 공제를 두어 세금을 면제한다. 우리 법에서

는 기본공제43) 같은 몇 가지 종합소득공제나 근로소득공제44) 따위의 여러 가지 

공제라는 형식으로, 免稅點을 설정하고 그 아래의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그의 

삶을 도와주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우리 헌법의 귀로는 “모든 국

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45)는 것이다. 국가는 “社會保障.社會福祉
36) 34 Hansard's Parl. Deb. (3rd. Ser.) (1798) 가운데 108번째 줄.

37) Seligman, Income Taxation  181쪽.

38) 일반론으로 Blum and Klaven, The Uneasy Case for Progressive Taxation, 19 U. 

Chicago Law Rev.  417 (1952) 참조.

39) Magoun v. Illinois Trust, 170 US 283 (1898).

40) Knowlton v. Moore, 178 US 41 (1900).

41) Brushaber v. Union Pacific, 240 US 1 (1916).

42) 소득세법 55조.

43) 소득세법 50조.

44) 소득세법 47조.

45) 헌법 3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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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46)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

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47) 크게 

보자면, 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인민주의적 공평이라는 이념에서 나온 것

으로 본질이 같다. 이리하여 몇몇 경제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세제를 아예 

하나로 묶자는 생각을 내놓게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陰(-)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48)이다. 

陰의 소득세의 가장 단순한 모형은, 국가는 비례세로 세금을 걷되 모든 사람에

게 똑같이 최저생계비 상당액의 보조금(이를 social dividend라 한다)을 주자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6백만원, 세율이 30%라 하자. 소득이 (0)원인 사

람은 6백만원의 순보조금을 받고,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은 세율 30%를 곱한 세

금 6백만원과 보조금이 서로 지워지므로 낼 돈도 받을 돈도 없다.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은 순세금이 (3000만원 x 30% - 6백만원) = 3백만원, 소득이 4000만원

인 사람은 순세금이 (4000만원 x 30% - 6백만원) = 6백만원이 된다. 소득을 기

준으로 평균세율을 따진다면, 소득이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으로 늘어감에 

따라 세율이 0/2000 = 0%, 300/3000=10%, 600/4000=15%의 꼴로 늘어 결과는 최

고세율을 30%로 하는 누진세가 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음의 소득세 사이의 

실제 차이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장을 맡고 있는 행정

청보다는 세무행정청이 국민의 삶에 관해 훨씬 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社會
扶助를 받는 사람은 남의 눈에 띄게 마련이지만, 세금환급을 받는 사람들 속에 섞

여서 돈을 받는다면 창피스러울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

로 음의 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입법한 나라는 없고, 미국49)에서 기존 세제와 사회

보장제의 틀을 건드리지 않는 채 극빈층에게 지급할 돈의 일부를 세금환급이라는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도일 뿐이다.

3. 소득세와 직접세의 관계

현행 소득세제는 直接稅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직접세 제도는 국가가 온 국

민을 다 관리해야 하는 매우 값비싼 세제이지만, 누진세의 필연적 산물이다. 누진

세는, 납세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의 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질 것

46) 같은 조 2항.

47) 같은 조 5항.

48)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번역을 따라 負의 소득세라 부름이 보통이다. 우리 말의 陰數
를 일본어에서는 負數라 부른다. 

49) 미국세법 32조의 earned incom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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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한다. 곧 국가가 납세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세

금을 걷는 직접세 제도를 전제로 한다. 누진율이 아니라면 소득세가 반드시 직접

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는 직접세일 수도 있고 간접세일 수도 있다. 소

비세 역시 직접세일 수도 있고 간접세일 수도 있다. 소득세가 직접세의 구조를 띰

은 누진세의 필요 때문이다. 

간접소득세라니? 직접소비세라니? 으레 소득세는 직접세이고 소비세는 간접세

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우선, 直接消費稅가 가능함은 쉽게 
알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각 개인 단위에서 파악하여 각 

개인에게 세금을 매긴다면 직접소비세가 된다. 얼핏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間接所
得稅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각 개인의 소득을 모두 모으면 國民所得이 된다. 

증여 같은 이전지출을 개인의 소득계산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 가격의 상대적 

변동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개인의 소득계산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 이런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만 보자면 개인소득의 합은 국민소득이 된다. 국민소득이

란 한 사회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이고, 각 개인이 그 가운데 얼마를 차지

하 는가가 개인의 소득이다. 국민소득을 재화나 용역의 생산 쪽에서 파악한 것이 

생산국민소득이고 각 개인이 얼마씩을 차지하는가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 분배

국민소득이다. 두 가지는 정의상 당연히 같다. 그렇다면, 각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

여 각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대신 생산 쪽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기업에게서 세

금을 걷는 간접세로 소득세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된다. 

國民經濟에 관한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간접소득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어떤 농장이 있다. 이 농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노동력을 투

입해서 을 생산해 낸다. 농장은 이 을 가루 공장에 100원에 판다. 가루 

공장은 그 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200원에 빵공장에 판다. 빵공장은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300원에 판다. 이 경제에서 GNP는 얼

마인가? 300원이다. 각 기업으로서는 100원, 200원, 300원을 생산하 지만, 중간생

산물을 공제한 부가가치만 따지자면 각 기업은 100원, 100원, 100원을 생산하 고,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300원이다. 이제 이 모델에 기계공장을 넣어보자. 기계공장

에서는 주어진 철광석을 가지고 오직 인간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기계 2대를 만

든다. 기계공장은 이 기계를 가루 공장과 빵공장에 각각 50원에 팔았다고 한다

면 이 경제가 한해동안 생산해 낸 총 생산물은 앞의 300원에 기계 100원을 더한 

400원어치이고, 이는 소비재 300원과 자본재 100원으로 이루어진다. 가루 공장

과 빵공장이 한해동안 기계를 각각 10원만큼 닳아 없앴다면 국민순소득은 380원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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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 C(소비) + I(순투자)

= 300 + 80

이 국민소득 380원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원, 가루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90원, 빵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90원,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원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각 공장에 각각 노동자가 50명씩 있고 노동자 한 

사람의 한 해 급여가 1원씩이라 한다면, 각 기업의 주인에게 남는 사업소득은 농

장주인 50원, 기계공장주인 50원, 가루공장주인 40원, 빵공장주인 40원이 된다. 

이 경제의 分配國民所得은 노동자 200명에게 귀속되는 200원과 공장주인 4명에게 
귀속되는 180원의 합계 380원이다. 한편, 국민소득은 380원이지만 소비는 300원뿐

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80원을 저축했다는 말이고, 이 80원은 기계공장의 순투자액 

40원과 빵공장의 순투자액 40원의 합과 같다. 국민경제에 순투자액이 있다는 말은 

생산물 가운데 소비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이고, 이런 의미에서 사후적으로는 

“貯蓄 = 投資”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直接所得稅란 위 경제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하여, 노

동자 200명과 기업주 4명 각자에게서 세금을 걷는 제도이다. 세율을 10% 단일세

율이라 한다면, 국가가 걷는 세금은 380 x 10% = 38원이 된다. 같은 세금을 간접

세의 꼴로 걷을 수 있을까? 직접세.간접세라는 말은 엄 한 법률개념이 아니므로,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쓰는가에 따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보통 間接稅
라 부르는 세금의 대표격이 附加價値稅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꼴로 소득세를 

걷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부가가치세란 농장이 가루 공장에 을 팔면서 

100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율 10%를 곱한 세금 10원을 덧붙여 받아서(법률용

어로는 이를 “去來徵收”라고 부른다)50), 이 10원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라는 것이

다. 기계공장은 가루공장과 빵공장에서 각 5원씩을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10원을 

낸다. 이와 같이 자기가 판 물건값에 덧붙여 받아서 국가에 이를 납부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가루공장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매출세액은 200 x 10% 

= 20원이다. 그런데 가루공장은 앞서 농부에게 세금 몫으로 준 10원과 기계공

장에 세금 몫으로 준 5원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빼 준다. 매입세액이란, 

농부가 가루공장에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10원이나 기계공장이 거래징수한 매

출세액 5원을 가루공장의 입장에서 이름지은 것이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내라는 것이다. 빵공장의 매출세액은 

30원, 매입세액은 20( 가루) + 5(기계) = 25원이므로 빵공장이 납부할 세액은 5

50) 부가가치세법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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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다. 정리하면, 국가는 어디에서 세금을 얼마씩 걷는가? 농부에게 10, 가루 

공장에서 5, 빵공장에서 5, 기계공장에서 10이 되고 그 합계는 30이다. 이 30원이

라는 세수는 300원, 곧 국민총소비의 10%가 된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소비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消費稅’이

다. 다만, 국민경제에 속하는 각 개인의 소비가 얼마인가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이

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 속에 있는 각 기업, 우리의 예에

서는 농장, 가루 공장, 빵공장, 기계공장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이다. 개개의 기

업이 내는 세금, 곧 (매출세액 - 매입세액)은 사실은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의 

꼴로 표시할 수도 있다. 앞의 예에서 빵공장은 거래징수한 매출세액 30원에서 거

래징수당한 매입세액 20 + 5 = 25원을 뺀 차액 5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말이나, 

빵공장은 매출액 300원에서 매입액 250원(=200 + 50)을 뺀 차액의 1/10을 세금으

로 내라는 말이나,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결국 부가가치세란 각 기업의 부

가가치(매출액 - 매입액)를 과세물건으로 삼는 세금이다. 여기에서 각 기업의 매

입액은 생산과정에서 소모되어 없어지는 中間生産物과 없어지지 않고 남는 投資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업은 매출액(제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과 

투자를 공제한 차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이를 모으

면 투입된 중간생산물은 최종생산물에서 씻겨나가 없어지고, 결국 終生産物에서 
投資를 뺀 차액만이 과세물건으로 남게 된다. 이 차액은 곧 消費가 되고, 이런 뜻

에서 부가가치세란 소비세이다. 다만 세금을 각 기업의 부가가치에 따라 각 기업

에서 나누어 받는 多段階 소비세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국가는 각 개인의 소비

를 따져 온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수고를 덜고, 각 기업에서 부가가치에 따라 

세금을 걷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를 과세한다. 

경제학에서 국민소득의 계산과정을 배운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 을 것이다. 경제학에서 “附加價値”의 합계는 국민소득이라고 배우지 않았

던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는 정의 자체가 

다르다. 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란, 각 기업단계의 부가가치를 모두 모으

면 합계가 國民總消費가 되도록 정의되어 있는 기술적 개념으로 국민소득 계산에
서 말하는 부가가치와는 다른 뜻이다. 그렇지만 중간생산물을 공제하는 계산기법

은 마찬가지이고, 이런 뜻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를 깨닫

는다면, 현행의 부가가치세를 변형하여 부가가치의 합계가 국민소득이 되는 세제

를 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라는 말을 국민소득 계산에서 쓰는 뜻으로 

쓰면서 각 기업의 부가가치에 세금을 물리면, 과세물건의 총합계는 국민소득이 되

지 않는가? 그렇다. 앞의 예로 돌아가면, 가루공장과 빵공장은 각 100원씩 기계

를 사들 지만, 사실 기계가 닳아 없어진 부분은 각 10원씩밖에 안된다.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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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뜻으로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해본다면, 농장은 100원, 기계공장은 

100원, 가루공장은 90원, 빵공장은 90원, 합계 380원이다. 여기에 맞춘다면, 

가루공장과 빵공장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계구입가격 100원전체를 

빼 줄 것이 아니라 減價償却 10원만을 빼주면 된다. 곧, 가루공장의 매출세액 

20원에서, 부분 매입세액 10원과 기계 감가상각 부분 매입세액 1원을 빼면 납부

할 세금이 9원이 된다. 빵공장의 매출세액은 30원, 매입세액은 가루 부분 20원

과 기계 감가상각 부분 1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9원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국

가는 농장에서 10원, 기계공장에서 10원, 가루공장에서 9원, 빵공장에서 9원, 합

계 38원을 걷는다. 이 38원은 380원의 10%, 곧 국민소득에 세율 10%를 곱한 금

액이다. 과세물건이 소득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세제의 형태와 운용 면에서 이 세

제와 부가가치세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아무 차이가 없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 막 間接所得稅, 또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가능함을 입증

한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기업단계에서 모아서 과세하나, 

이 부가가치가 각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어떻게 나뉘나를 따져 각 생산요소 소유

자에게 과세하나 결과는 같다. 예를 들어 농장 노동자의 소득 50원과 농장주인의 

소득 50원을 각각 과세하나, 농장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100원을 한꺼번에 과세하

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간접소득세를 쓰지 않고 直接所得稅를 쓰는가? 각 기업에서 세금

을 걷는 효율적 세제를 버리고 왜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값비싼 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垂直的 公平 때문이다. 간접세의 꼴로는 누진

율 기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세제가 불가능하다. 앞의 예

로 돌아가, 빵공장이 빵을 팔면서 빵을 사러 온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

여, 부자라면 빵 한 개에 세금을 십만원 거래징수하고 가난하다면 세금을 10원 거

래징수하는 제도는 불가능하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빵을 살 때 거래징수할 세금

은 절대액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의 소득세는 직접세의 꼴을 

따른다. 직접세라야 累進率같이 각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따진 수직적 공평을 이
룰 수 있는 까닭이다. 국가가 온 국민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온 국민을 관리하는 

값비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진율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형편이 나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삼는다면, 각 개인별로 그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서 거기에 대하

여 누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간접세에서는 누진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소득세가 직접세의 꼴을 취하게 된 것은, 소득세의 밑바탕이 인민주

의적 공평의 이념에 터잡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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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세제의 평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졌듯 오늘날의 소득세제는 근대 사회체제의 성립사 

속에서 인민주의적 공평의 이념에 터잡아 태어나면서 1)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

는 2) 누진율을 가진 3) 직접세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런 뜻의 소득세제

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좋은 세제인가? 하나씩 따져보자.

1. 과세물건의 선택: 所得 대 消費

소득세제란 과연 좋은 세제인가?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 소득 대신 소비만을 

과세한다면 어떨까? 

(1)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

경제학자들은 효율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를 정리해보자.51) 

1) 일과 놀이의 선택

所得稅는 사람이 일할까 놀까의 선택에 중립적이지 못하다. 하루가 24시간임은 

누구든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이 시간 가운데 일부는 돈 버는데 쓰고 일부는 놀거

나 쉬는 데 쓴다. 그런데 소득세란 사람이 돈을 버는 데에만 세금을 매기고 노는 

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득세란 주 50시간씩 일하면서 한달에 1백만원을 

받는 사람과 한 주에 40시간씩 일하면서 한달에 8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서로 다

른 세금을 매기는 세제이다. 이리하여 소득세는 일과 놀이 사이의 선택에서 비중

립적이다. 소득세 탓에 실제로 노동공급이 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시간당 임

금이 줄어들면 일을 덜할 사람도 있겠지만(경제학에서는 이를 “代替效果”라 부른

다),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경제학에서는 이를 “所得效果”라 부른다). 실제로 소득세가 노동공급을 

줄이는가를 경제학자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큰 듯하다

고 하지만, 실증적 문제는 접어놓고 여기에서는 소득세가 일할까 놀까의 선택에 

비중립적임을 아는 것으로 족하다. 

消費稅 역시 노는 데에 세금을 매기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소비세란 소비에 

세금을 매기는 세제이므로, 일하지 않고 논다 하여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따라

서 소비세나 소득세나 일과 놀이의 선택에서 비중립적임은 마찬가지이다.

51) 이 절은 재정학 교과서 수준의 논의를 풀어쓴 것이므로 따로 주석을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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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축과 소비의 선택

소득세는 저축과 소비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비중립적이다. 어떤 이가 해마다 

돈 1,000원을 벌고 자본의 수익률(이자율)이 연10%, 소득세율이 30%라 하자.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해마다 3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 사

람이 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면 이 사람이 낼 소득세는 얼마일까? 

첫 해의 소득은 1,000원이지만, 둘째 해부터는 이자만큼 소득이 늘어 둘째 해의 

소득은 1,100원, 셋째 해의 소득은 1,210원, 이런 식으로 소득이 점점 늘게 되고, 

세금도 첫 해에 300원, 둘째 해에 330원, 셋째 해에 363원 이런 식으로 늘게 된

다. 이 예에서 보듯 소득세는 사람이 번 돈을 써버릴까 저축할까라는 의사결정에

서 중립적이지 않다. 

소비세는 저축과 소비의 선택에서 중립적이다. 돈을 버는 대로 다 써버린다면 

이 사람이 낼 세금은 해마다 300원이다. 첫해에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모조리 다 

저축했다가 둘째 해에 가서 원리금 1,210원을 쓴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세금 330

원을 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율이 연10%라 가정하 으므로 둘째 해의 

세금 330원은, 이 사람이 돈 1,000원을 첫해에 다 써버리는 경우의 세금 300원과 

가치가 같다. 330/1.1 = 300원이므로, 내년의 돈 330원은 당장의 돈 300원과 가치

가 같다. 

消費稅가 소비/저축의 선택에서 중립적인 까닭은 소비세는 저축에서 생기는 投
資收益을 과세하지 않는 세제이기 때문이다. 소비세란 소비, 곧 소득에서 투자를 

뺀 차액을 과세하는 세제이고, 이는 다시 소득세를 매기되 투자수익(=자산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세제와 같다. 소득 가운데 저축 내지 투자한 금액을 뺀 차액에 세금

을 매기는 것이나, 일단 소득을 전액 과세한 뒤 나중에 투자수익을 비과세하는 것

이나 국가가 걷는 세금과 납세의무자에게 남는 세후 재산을 비교하면 아무 차이가 

없는 까닭이다. 앞 문단의 예를 조금 더 간단히 고쳐 단 두 해만을 비교해보자. 납

세의무자의 소득은 해마다 1,000원인데 첫해에는 700원을 소비하고 300원을 저축

하며, 둘째 해에는 둘째 해의 소득 1,000원에 더하여 첫해 저축액의 원리금을 모두 

소비한다고 하자. 이제 투자수익률이 10%, 세율이 50%라 하고, 가) 소비세제, 나) 

일단 소득을 전액 과세하지만 투자수익을 비과세하는 세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

자. 가), 나) 어느 쪽이든 첫 해에 벌고 소비한 돈 700원이 과세됨은 차이가 없고, 

둘째 해에 벌고 소비한 돈 1,000원이 과세됨에도 아무 차이가 없다. 차이는 첫 해에 

저축하는 부분이다. 가)에서는 이 300원을 첫해에 과세하지 않고 둘째 해에 가서 

소비하는 원리금 330원을 과세한다. 나)에서는 첫 해에 300원을 과세하고 둘째 해

에 가서 투자수익은 소득에 넣지 않는다. 이 차이 부분에 관한 국가의 세수를 다시 

정리하면 가)에서는 첫 해에 0원, 둘째 해에 165원, 나)에서는 첫 해에 150원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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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0원이다. 그런데 자본의 수익률이 연 10%이므로, 경제적 가치로 따지자면 국

가가 얻는 세수는 가), 나)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이다. 결국, 소비세란 자산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말은 납세의무자가 얻는 투자수익이 자본의 기회

비용과 같음을 전제로 한다. 실제 투자수익이 자본의 機會費用과 다르다면, 소비세

는 노동의 대가와 자본의 초과이윤 두 가지를 과세하는 제도가 된다. 

소득세가 비중립적이라는 말은 소득세가 반드시 저축을 해친다는 말은 아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인 까닭이다. 소득세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 저축을 덜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대체효과), 세후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모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세전금액으로 저축액을 오히려 늘

릴 수도 있다(소득효과). 저축이 느는가 주는가는 실증적으로 재어보아야 할 일이

고, 저축이 늘면 좋은가 나쁜가는 거시경제적 문제로 따로 따져볼 일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일단 원론만 따지자면 소득세의 비중립성이 경

제의 효율을 해친다고 말할 수 있다.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소득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금액은 어딘가에 투자하게 마련이다. 손쉽

게 말하자면 危險이 없지만 收益率이 낮은 투자안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수익률
은 높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자안에 돈을 넣을 수도 있다. 은행예금은 비교적 안

전한 투자이다. 그러나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면 주식투자를 한다. 주식은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주식을 산다면 은행예금에 비해 투자위험이 

생긴다. 이런 관계를 risk/return trade-off라 부른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사람

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는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면 투

자위험이 올라가는 것도 감수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 없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돈 100원을 가) 수익률이 

연2%이고 원리금의 회수가 절대 확실한 국채와 나) 수익률이 24%가 될 확률과 

-4%가 될 확률이 각각 50%여서 수익률의 기대값이 10%인 주식 (곧 수익률이 

10%±14%인 주식)에 50원:50원씩 투자한다고 하자. 이 투자자가 이 포트폴리오

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은 -1%에서 13%, 곧 6%±7%가 된다. 잘 되면 50x2% + 

50x24% = 13원이고 안되면 50x2% - 50x4% = -1원이 되는 까닭이다. 

이제 세율을 50%라 하고 소비세와 소득세가 투자의사결정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생각해보자. 우선 소비세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아무 향이 없다. 소

비세는 투자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가), 나) 어느 쪽이든 세금에 

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세율 50%인 소득세에서는 세후수익률이 절반이 되므로 가)의 수익률이 

연 1%로, 나)의 수익률이 연5%±7%로, 50:50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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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이 결과는 소득세가 없을 때의 수익률 6%±7%와 비교해 볼 때 수익률

과 위험이 모두 낮아진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한결 높은 

위험을 살 가능성이 생긴다. 곧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인다면, 수익률은 한결 높아지지만 그 대가로 위험도도 한결 높은 포트

폴리오를 짤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진 돈 100원 모두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수익률

은 5%±7%가 된다. 그러나 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길

은 없다. 5%±7%라는 수익률을 세금이 없는 세상에서 그가 택했던 6%±7%와 

비교한다면, 위험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수익률은 한결 낮은 까닭이다. 투자자금 

가운데 주식에 넣는 비중을 늘릴지,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지는 투자자가 위험을 

즐기는 정도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실증경제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접어

놓고, 여기에서는 소득세가 위험과 수익률의 선택에 향을 미치고 아마 위험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향을 미칠 듯하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

이상을 정리하면, 소득세는 일/놀이, 소비/저축, 위험/수익률 이 세 가지 사이의 

선택에서 모두 비중립적이다. 소비세는 일/놀이의 선택에는 비중립적이지만 소비/

저축의 선택과 위험/수익률의 선택에서는 중립적이다. 

그렇다면 소비세가 소득세보다 나은 세제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왜 아닐

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사람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가) 소비할 돈을 버는 

시간, 나) 위험이 없는 투자안에 투자할 돈을 버는 시간, 다) 위험한 투자안에 투

자할 돈을 버는 시간, 라) 여가 시간, 이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소득세는 가),

나),다)에 세금을 매기고 라)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비세는 가)에 세금을 

매기고 나),다),라)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네 가지 선택 가운

데 셋에서는 중립적이지만 하나는 비중립적이다는 점에서는 소득세나 소비세나 

마찬가지이다. 네 가지 모두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이상 Pareto 適은 이미 깨어
진 것이다. Pareto 최적의 여러 조건 가운데 둘 이상이 깨어졌을 경우, 어느 하나

가 개선된다고 하여 반드시 전체적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이

를 次善의 原理(second-best principle)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세상은 많은 것이 

얽혀 어느 한 요소는 다른 많은 것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개선하

다보면 이와 연관된 많은 다른 것들이 악화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2)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

효율만 놓고 따진다면 소득세와 소비세는 서로 낫고 못함을 가릴 수 없다. 공평

의 면에서는 어떨까? Haig-Simons 소득개념은 현금의 흐름과는 다르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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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로 돌아가, 해마다 (0, 100, 100, 100)원의 현금흐름을 낳는 채권이 난데없이 

생겨났다고 할 경우, 소득은 (248, 26, 17, 9)원이다. 이 채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유동성 문제도 없다면 소득이 위와 같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스

스로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어딘가 마음 한 구석에서는 (0, 100, 100, 100)원의 현

금흐름을 낳는 채권에서 생기는 소득은 (248, 26, 17, 9)원이 아니라 (0, 100, 100, 

100)이라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 이는 소득

세와 소비세의 선택은 價値判斷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쓸 돈이 들어와야 소득이라

는 생각은 소비야말로 과세물건이 되기에 적당한 잣대라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이 

소유하는 재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써 없애지 않은 이상 그 재산은 사회 전체로 

본다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부의 증가 그 자체가 담세력의 잣대가 되어

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부의 창출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매길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이 소비해 없애는 부가 얼

마인가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공평하지 않은가? 구태여 Thomas Hobbes의 주

장52)을 빌지 않더라도, 소비야말로 담세력의 공평한 잣대라는 생각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다.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는 현행법 속에 그와 모순

되는 실현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은 것은, 소득과 소비가 각각 나름대로 서로 다른 

공평의 이념을 등에 업고 있는 까닭이다. 

1) 수평적 공평

소비세를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소득세는 저축하는 사람을 소비하는 사

람보다 무겁게 과세하므로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효율

의 문제이지 공평의 문제가 아니다. 납세의무자 내지 투자자들이, 소비는 과세하

지 않지만 투자수익은 과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소비와 저축의 선

택은 각자의 選好의 문제일 뿐이다. 투자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나옴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보다 저축을 택한 사람이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는 없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 수평적 공평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같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은 서로 다르나 소비가 같은 두 사람을 들어보

자. 소비가 같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은 같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말이 성립한다. 그렇지만 소득이 서로 다름을 염두에 둔다면, 두 

사람은 이미 같은 처지에 있지 않다. 따라서 세금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52) “what reason is there, that he which laboureth much, and sparing the fruits of his 

labour, consumeth little, should be more charged, than he that living idely, getteh 

little and spendeth all he gets”. Thomas Hobbes, Leviathan Ch. xxx. 사실은 Hobbes의 

문제제기가 반드시 옳지는 않다. 소비세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적게 쓰는 사람과 놀면서 

적게 쓰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말은 옳지만, 열심히 일하고 많이 쓰는 사람이 놀

면서 적게 쓰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냄은 소득세나 소비세나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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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가 없다. 역으로 소득이 같지만 소비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비교해보자. 이 

둘이 같은 처지에 있다는 말은 소득이 같다는 부분까지만 성립할 수 있다. 거기까

지는 세금이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의 소비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둘이 같은 세금을 내어야 공평하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결국, 소득세

가 공평한가 소비세가 공평한가는 價値判斷의 문제로 남게 된다.

2)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이란 말 역시 극히 애매한 말이다. 우선, 이 말을 과세물건의 금액

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사이에 세금에 어떤 차등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기술적인 

뜻으로 쓴다면, 수직적 공평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견주는 아무런 잣대가 될 수 없

다. 수직적 공평이라는 개념은 같은 과세물건의 크고 작음만을 따지는 개념이 되

는 까닭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이라는 말은 근대소득세의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인민주의적 

공평, 곧 富의 再分配를 통한 結果的 平等의 추구를 뜻하기도 한다. 부의 재분배

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는 주관적 가치판단이고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각과 힘이 헌법과 법률 체제로 얽혀 어떤 결론이 나올 뿐

이다. 어쨌든 부의 재분배를 정책목표로 삼는다면 소득세, 그것도 직접소득세가 

필요하게 된다. 왜 그럴까? 

우선 間接消費稅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逆進稅이다. 각 개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각 개인의 소비에 비례하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을 띤다. 

直接消費稅에서는 소비금액이 커갈수록 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소비수준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누진율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돈이 많다 하

여 하루 밥을 열 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사람의 소비에는 물리적 제한이 있

는 까닭이다. 아주 손쉽게 한 해 생활비로 5억원 이상 쓸 수가 없다면, 소비가 5

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40%,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50%라는 식의 누진율은 의

미가 없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소비세는 인민주의적 재분배 요구를 달성할 수 없

다. 소비세란 소비를 과세하는 것이지만, 부의 재분배란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直接消費稅라는 것은 별로 설 자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간접

소비세를 만들 수 있는 까닭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들여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부가가치세율이 

10%라면 연 1,000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을 1백만원 내지만 국가가 주는 돈 

1백만원이 있으므로 세금이 없다. 한 해에 5백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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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내지만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 1백만원이므로, 순보조금 50만원을 받는다. 

1,000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과 보조금을 상계하면 내는 것도 받는 것도 없

다. 2,000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을 2백만원 내지만, 국가가 주는 돈 1백만원

을 빼면 순세금은 1백만원이다. 3,000만원을 소비하는 사람의 순세금은 2백만원이

다. 이런 제도에서는, 소비가 늘수록 소비에 대비한 세금의 비율이 높아간다. 이 

제도가 앞에서 본 陰(-)의 소득세를 소비세에 응용한 것임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간접소비세를 사회배당금과 결합하여 누진율을 이루더라도 본질적

으로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식의 누진율은 사실은 비례세를 기본으

로 놓고 낮은 구간에서 비례세까지 가는 중간 단계의 누진율을 뜻할 뿐이다. 

間接所得稅는 어떨까? 이미 보았듯 간접소득세에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팔면

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세금을 달리 매길 길은 없고 간접소득세는 비례세

가 된다. 그러나 주의깊은 독자는 앞서 본 陰의 소득세와 간접소득세를 결합할 수 
있음을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간접소득세 하에서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정액보조

금(social dividend)을 주면 결과적으로 누진세가 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간접소

득세로 누진율을 이룰 수는 있다 하여 직접소득세와 똑같아지지는 않는다. 직접소

득세의 기초인 소득개념은 국민소득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몫이 얼마인가를 묻

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을 놓고 소득이란 어떻게 정의해야 공평한가를 묻는 것

이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들자면 이미 존

재하는 財産의 相對價格의 변동이다. 국민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가 생

산해 낸 생산물이 얼마인가를 묻는 개념이다. 개인의 소득을 각 개인이 국민소득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따져서 정의한다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의 가

격이 변동하여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

난해질 때 이 차이를 과세소득에 반 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 땅값이 오른다면 

땅임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땅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직

접소득세는 이 차이를 과세소득의 개념에 반 할 수 있지만, 간접소득세에서는 이 

차이를 반 할 길이 없다. 결국, 부의 재분배를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직접소득세

로 갈 수밖에 없다. 

Ⅳ. 이념형에서 현실의 소득세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직접소비세는 설자리가 없다. 간접소비세와 사회

배당금을 결합하면 싼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세제의 이념

형으로는 직접소득세와 간접소비세 두 가지가 남는다. 둘 사이의 선택은 행정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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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평 사이의 선택이 된다. 간접소득세는 이 두 가지 이념형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를 차지한다. 간접소득세와 사회배당금을 결합하면 어느 정도의 누진율을 이

룰 수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비례세를 전제로 하고 비례세율로 다가가는 정

도의 누진율이고 또 간접소득세에서는 이전지출이나 재산가치의 상대적 변화를 

과세소득의 개념에 반 할 수 없다. 

결국, 직접소득세의 논거는 公平의 이념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듯, 세제를 통

해 공평의 이념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생각은 여러 가지 內在的 限界에 부딪혀 일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선 Haig-Simons의 소득개념을 실제 적용하기

는 행정상 불가능하고, 더 근본적으로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은 공평을 담는 

완전한 그릇이 못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평의 이념은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공평은 혼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더 

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일반적 자유와 충돌한다. 둘째, 누

진과세를 통한 결과적 평등이라는 인민주의적 공평의 개념을 세제의 유일한 또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도원칙으로 삼는다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못사는 세상으로 

가게 된다.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세계경제 속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부의 재분배 요구는 자본의 유출을 가져와 노동자의 삶을 오히려 가

난하게 만들게 된다. 

이리하여 현실의 소득세는 공평을 유일한 가치로 잡아 이를 끝까지 추구할 수

가 없다. 이념형으로서의 누진율을 포기하거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Haig-

Simons의 소득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과세한다는 이념형을 적어도 일부는 포

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현실의 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개념과 

과세소득의 개념은 오로지 조세체계 전체에서만 뜻을 가지고 개별 납세의무자의 

단위에서는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기능적 도구 개념이 된다. 

1. 직접세에 대한 세무행정의 제약

실정법의 소득 개념은 稅務行政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여러 모로 반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평이라는 개념은 시가평가를 요구한다. 세금을 더 낼만한 처지에 있

는 사람이 더 내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소득이란 당연히 시가개념으로 

재어야 한다. 그러나 未實現利得을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려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우선 시가가 과연 제대로 평가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부딪힌다. 

세상에는 누가 봐도 분명한 시가가 있는 물건은 별로 없다. 중고품은 더욱 그렇

다. 또 미실현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면,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낼까 라는 유동

성의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공평의 이념은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든지 이를 모두 소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공장에서 월급을 받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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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가서 농사를 짓든, 가지고 있던 땅을 팔든, 또는 가지고 있던 보석을 팔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돈을 벌었다면 이것이 모두 소득이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었

든 조금 벌었든 이를 모두 소득에 반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할 수 있

겠는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를 남김없이 조사하여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게 된다. 

2. 가치의 충돌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이 공평에 터잡았다고는 하나 공평의 개념을 완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못된다. 또 실정법상의 과세소득의 개념을 정해 나감에 있어

서는 세부담이 소득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 외의 또 다른 價値判斷이 세법에 담길 
수도 있다. 정의나 공평은 매우 넓은 개념인 까닭이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

질러 납부한 벌금만큼 소득의 금액을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해, 어쨌든 담세력이 줄

어든 만큼 세금도 줄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줄여주지 않

아야 오히려 정의롭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두 생각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더

라도 세제에 모순이 생길 것은 없고, 선택은 입법재량이 된다. 우리 현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규정으로 법인세법은 손금산입의 일반적 요건을 정하여,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53)

소득이라는 개념이 공평을 넉넉히 담지 못함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들어보자. 

Haig-Simons의 소득 개념으로 따지자면, 한 달에 200시간을 일하고 1백만원을 

버는 사람과 한 달에 20시간을 일하고 1백만원을 버는 사람은 소득이 같다. 그러

나 이 결과가 정말 공평한가? 후자가 즐기는 한가로운 생활을 생각해보면, 공평하

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평만으로 따지자면, 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마땅하

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의 이념은 다른 憲法的 價値와 충돌한다.54) 앞의 예에서, 후자가 세

금을 더 내어야 한다면, 이는 세금은 각자 번 돈이 아니라 벌 수 있었을 돈에 맞

추어 내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이 노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과 마

찬가지의 소득을 낳는 것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조각가가 되어 한 달에 100만원

을 된다면 이 조각가의 과세소득을 한 달에 1,0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된

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치체제, 헌법체제에서는 이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3) 법인세법 19조 2항. 소득세법 27조 1항.

54) 상세는, 이창희, 자유와 공평의 타협으로서의 소득 개념, 법학  40권 2호 (1999)



제41권 4호 (2001) 소득세제의 이론적 기초 373

왜 못 받아들이는가? 사람은 누구나 제 원하는 식으로 살 自由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까닭이다. 공평의 이념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다면 자유란 설 곳이 없다. 개

인이란 하나의 인적자원일 뿐이고 국가는 사회전체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을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임무를 띠게 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인류사

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세상을 끔찍한 세상이라 여겨왔다. 앞서 본 稅務行政의 
문제도 한결 깊이 파고 들면 자유와 공평의 대립이다. 미실현이득을 과세해야 한

다든가, 어디에서 생긴 소득이든 부의 증가는 모두 과세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생각은 국가가 개인의 삶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보처리기술

이 놀라운 발달을 거듭한다면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더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가? 소득세가 세상에 처음 생길 때의 역사

를 돌이켜보면, 소득세는 엄청난 압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의 본질은, 여태

껏 국가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었던 私生活의 역이 이제 공의 역에 들어선다

는 것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치체제, 헌법체제에서는 인간의 삶 전체가 공

의 역에 속하지는 않는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의 

역이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면, 인간의 삶 가운데 상당부분은 세법에서 

자유로운 사생활의 역으로 남게 되고 순자산의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자유는 소득개념의 테두리를 긋고, 현실의 세제에서 Haig-Simons의 

소득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해진다. 實定法의 소득이란 공평과 자유라
는 대립된 가치 사이의 妥協일 수밖에 없다. 이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Haig-Simons의 소득 정의,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괄

적 소득 개념은 위 두 가지 가운데 오로지 공평만을 쳐다보면서 소득 개념을 정

하고자 한다. 헌법적 가치는 접어둔 채 순자산증가설을 입법한 세법의 조문만 본

다면, 국가에게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간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읽히게 된다. 이런 결과는 오늘날의 헌법체제와 맞지 않고, 결국 포괄적 소득 개

념은 법적 불안정성을 낳는다. 한편, 소득원천설로 대표되는 제한적 소득 개념이 

소득세의 역사에 등장하 음은 자유의 역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소득원

천설은 개념법학적 도그마로 타락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어야 공평하다”

라는 주장을 “어쩌다 생긴 돈이므로 소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리하여 소득원천설은 자유의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채 잘못된 이론으로 

몰락해왔다. 그러나 순자산증가설 하에서도 餘暇 내지 놀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
릴 수가 없고, 또 경제적 이득 가운데에도 세금을 물릴 수 없는 부분이 남을 수밖

에 없다. 나라마다 과세소득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순자산증가 

가운데 公 내지는 市場의 역에 속하는 부분만이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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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 이는 담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의 헌법 내지 사회체

제에서는 공평이 자유를 전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는 까닭이다. 公私의 구분은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어디까지 가지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

는 결국 헌법 내지 사회체제의 문제가 된다. 소득의 개념 문제는 결국은 이런 헌

법 문제의 한 부분이다.

국법이나 독일법은 제한적 소득 개념 내지 소득원천설에서 출발하여 그 겉껍

질을 그대로 입고는 있지만, 공평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과세소득의 개념을 계속 

넓혀왔다.55) 우리 법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소득세법은 소득구분 규정을 두어 소

득의 종류를 늘어놓으면서56) 법에 나와있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57)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는 계속적 반복적 소득개념보다는 훨씬 넓혀져 일시재산소득,58) 

기타소득,59) 양도소득60) 등이 과세되고 있으나, 각각 법에 정해진 것이라야 소득

이 되며 소득구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법에 양도

소득 과세대상으로 적혀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과세대상으로서 其他所得이라는 말은 기타의 소득이라는 말이 아니고 법에 기타
소득으로 적혀있는 소득이라는 뜻이다.61) 이 구조 하에서는 경제적 이득 가운데에

서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 법에서는 상장법인이나 등록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62) 한편, 미국법은 포괄적 

소득 개념에서 출발했고 그 겉껍질을 여전히 입고 있지만,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역을 간직하고 있다.63) 소득 개념이 이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

로는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까닭이다. 

3. 과세단위: 공평과 혼인의 자유의 충돌

이른바 과세단위의 문제, 곧 소득과 세금은 개인 단위로 매겨야 하는가 아니면 

부부나 가족을 단위로 매겨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사실은 자유와 공평의 대립의 

일부이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실제 삶을 꾸려나가는 단위는 개인이 

55) 이창희, 앞의  310-313쪽.

56) 소득세법 4조, 16조-23조, 94조.

57) 같은 법 3조.

58) 소득세법 20조의2

59) 소득세법 21조

60) 소득세법 94조

61) 소득세법

62) 소득세법 94조 3호, 4호. 3% 이상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과세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4항.

63) 이창희, 앞의  308-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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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家族인 까닭이다. 소득이란 무엇인가? 소비 더하기 저축이다. 문제는 消費
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대 자본주의는 개인을 권리의무의 단위로 

삼는 법률제도를 필요로 한다. 소득을 벌거나 저축을 하는 주체는 개인이고, 재산

은 어느 한 개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소비 생활에 있어서는 소비활동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다.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생겨남에 

따라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바뀌었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거의 모든 사

람들은 남녀가 짝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살아간다. 생산력이 더욱 발전하여 언젠

가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생산조직의 한 귀퉁이로 려난다면, 아이는 국가가 키워

주고, 남녀는 각각 따로 살면서 필요에 따라 잠시 만나는 사회가 올 지도 모르지

만, 적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가족을 이루어 가족 단위

로 살아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이 같은 가족은 같은 세금을 내어야 공

평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남자가 한 해 1,000만원을 벌고 여자가 한 해 3,000만

원을 버는 집이나, 남자가 한 해 2천만원을 벌고 여자도 한 해 2천만원을 버는 집

이나 같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함께 사는 자식이 버는 돈에 대해서도 똑같

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따른다면, 소득의 계산단위 내지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또는 부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다음 세 가지의 동시달성이 不可能한 
까닭이다. 

(가) 누진세하에서 

(나) 家口(사람들의 생활단위)와 가구 사이에 수평적 공평을 이루고 

(다) 혼인의 자유 내지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곧 세제가 혼인에 간섭하지 않는 것)

왜 불가능한가? (나), (다), 두 조건을 만족하여 소득이 같은 부부에게 같은 세

금을 매기고, 또 혼인에 중립적인 세제가 있다고 하자. 조건 (나)의 公平課稅란, 

예를 들어, ①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면세점 이

하인 남자(편의상 “0”원이라 하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② 각각 1천만원을 버는 

부부가 같은 세금을 낸다는 말이다. 한편, 조건 (다)의 婚姻의 自由를 유지하려면, 

①의 부부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과 한 해 0원

을 버는 남자가 내는 세금의 합과 같아야 하고, ②의 부부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남자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의 합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해 0원을 버는 남자가 내는 세금은 0원이다. 그렇다면 

한 해에 2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은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남자가 내

는 세금과 한 해에 1천만원을 버는 여자가 내는 세금의 합과 같아야 한다. 결국 

무슨 말인가? 조건 (가)가 무너진다는 말, 곧 比例稅가 된다는 말이다. 누진세, 생

활을 같이하는 부부나 가족 사이의 평등, 혼인의 중립성, 이 세 가지의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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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능하다.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累進稅는 지금까지 소득세의 역사에서 생겨난 이념이고 오늘날 국민의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념이다. 부부 또는 가족 단위의 公平課稅도 많은 사람들이 수
긍할 만한 가치이다. 사람들이 혼인을 하든 말든 이혼을 하든 말든 국가가 婚姻의 
自由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수긍할 만하다. 그렇다면 세 가지 가운데 어

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것을 유지하고 어느 것을 희생할 것인가?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나

라마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누진세 제도를 없애버리기는 어렵다. 소득세를, 

국가가 납세의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직접세라는 비싼 제도로 운용하

는 이유가 바로 누진율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혼인의 중립성과 가족 단위의 공평 

가운데 어느 하나를 희생하게 된다.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獨逸은 한 때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을 합산과세하여 세부담이 혼인 전보다 느는 세제를 가지고 있었는

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違憲이라 선언한 바 있다.64) 그러나 같은 사안에 관

해 美國大法院은 이른바 marriage penalty를 합헌이라 판단하 다.65) 국민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 가치판단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미국법은 납세의무자를 미혼자, 부부 등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별개의 

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율로 과세하

므로, 결국 합산과세하는 셈이 된다. 최종결과만 보자면, 혼인의 중립성과 가족간

의 공평 두 가지를 모두 깨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보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에 대해서 미국공화당은 marriage penalty를 없애는 세제를 들여오자는 주장을 

거듭 거듭 내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1957년 이후의 독일 

세법은 결혼한 부부에게 선택권을 주어, 가)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결혼에 

관계없이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세금을 계산하거나, 나) 부부의 소득을 합한 뒤 

이를 둘로 쪼개어 각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한 방식을 고르도록 

정하고 있다. 후자처럼 소득을 쪼갤 수 있다면, 결혼을 통하여 세금을 오히려 줄

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세제는 혼인을 장려하는 셈이다. 프랑스는 혼인의 장려를 

넘어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소득을 부부에게만 쪼개

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머릿수에 넣어 쪼개므로, 아이가 많으면 세금이 줄어든

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 결혼한 부부도 여전히 개개인을 과세단위로 삼는다. 

한 해에 1,000만원 버는 남자와 한해에 4,000만원 버는 여자가 결혼한다하여, 세금

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여전히 똑같은 세금을 낸다. 한편, 이 부부가 내는 세금

64) BVerfG 1957.1.17 BGB1 1957 I, S.186.

65) Drucker v. COmr., 697 F.2d 496 (2nd Cir. 1982), cert. denied 461 U.S.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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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자가 2,500만원 여자가 2,500만원을 버는 부부가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서로 

다르다. 누진율 때문에 전자가 더 무거운 세금을 낸다. 우리 법에도 가족 구성원 

각각을 과세단위로 삼는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한다.66) 구법에서는 자녀들의 자산소득도 

합산과세했으나 현행법에서는 부부의 자산소득만 합산한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67) 한 가족이 기업을 운 하면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한다.68) 결국 우리 법은 반드시 가족 사이의 공평을 꾀하지는 

않지만, 위장분산 가능성이 있는 소득은 합산하는 셈이다. 

4. 富의 再分配와 누진율

직접소득세는 인민주의적 공평내지는 부의 재분배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 놓은 세제이다. 이리하여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한 때 70% 정도에 이르 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뚝 떨어져 40%를 넘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 왜 그럴까? 

1986년 미국의 세제개혁이 누진율을 낮춘 것은, 세율은 높지만 과세물건의 범위가 

좁고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둔 기존세제보다는 세율을 낮추고 과세물건의 범위를 

넓히는 쪽이 한결 나은 세제라는 생각이었다. 

높은 세율은 몇 가지 문제를 낳는다. 우선 세율이 높아갈수록 일과 놀이의 선택

이 왜곡된다. 소득세란 일하는 데에는 세금을 물리지만 노는 데에는 세금이 없는 

세제이므로 勤勞意慾을 떨어뜨리고 세율이 높을수록 비효율이 커진다.69)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자는 社會主義의 실험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음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다. 누구나 다같이 골고루 못사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누진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는 일정한 한계가 생기게 된다. 

부의 재분배를 따지면서, 근로의욕 감퇴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소득

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세율의 문제는 노동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資産所得70)

에 대한 과세문제가 된다. 사람이 제 손으로 일해서 버는 돈은 한도가 있게 마련

이고 이 한도를 넘는 소득은 자산소득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부의 재분배 요구

의 전형이라 할 “不勞所得”을 과세하자는 생각을 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근로소득

은 가볍게 자산소득은 무겁게 과세하자는 말이 된다. 이 생각은 앞서 본, 소득세

를 없애고 소비세로 가자는 주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생각이다. 

66) 소득세법 61조. 

67) 일본 최고재판소 55.11.20 선고 소화 53 (行ツ) 55호.

68) 소득세법 43조.

69) 이준구, 재정학 438-444 (1995).

70) 어의 capital income이라는 말은 자본소득으로 옮길 수 있겠지만, 우리 말에서는 자

산소득이라는 번역이 한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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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감퇴라는 문제가 없으므로, 폐쇄경제라면 자산소

득에 대한 세금은 lump-sum tax가 된다. 폐쇄경제라면 자본이 갈 곳이 없으므로, 

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얼마로 올리든 자산소유자로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이미 世界化된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은 

세계 어디든 세후수익률(투자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움

직이게 마련이다. 이 상황에서 가령 어느 한 나라가 세율을 높인다면 資本의 流出
이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 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면 국가가 자본소득을 

과세해서 얻는 추가 세수보다 근로소득의 감소가 커지고, 나라 전체로 본다면 손

해를 보게 된다.71) 극단적으로는 자본소득을 아예 과세하지 않는 편이 나라 전체

로서는 가장 이익이 된다.72) 이리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누진율은 일정한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73)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자는 생각이 헛된 꿈일 뿐이고 또 “불로

소득”을 무겁게 과세할 길도 없음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누구나 

出發點은 같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또 철학적 입장을 달리하여, 사회주의를 애초

에 허튼 생각으로 내치고 누구나 각자 일하는 대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이더라도, 인생의 출발점은 같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당장은 가난하지만 자신감과 패기에 찬 젊은이 가운데에는,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남보다 잘 사는 것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지만, 다만 누구든 출발점은 같아

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관의 차이를 넘어 엄청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진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누구나 출

발점이 같아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나 신분

을 물려받는 것이나 진배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만 한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100%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반론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소득세와 마찬

가지로 勞動供給에 향을 미쳐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지
적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재산을 다 써버리지 않고 유산을 남기는 이유가 자식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까닭이라면, 상속세는 자기 자신이 모은 재산

을 과세하는 것과 똑같은 세금이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식의 삶을 자기 자

71) Gersovitz, The Effects of Domestic Taxes on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the 

Theory of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D. Newbury and N. Stern ed. 1987) 

617쪽.

72) 상세는, 이창희, 재벌문제와 세법, 상사법연구  15집 1호 (1996) 53쪽 가운데 76쪽 이하.

73) 개방경제에서 부의 재분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과 

인간의 국제적 이동에 관하여 실로 황당하다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상세는 이창희, 재벌문제와 세법, 상사법연구  15집 1호 82-87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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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삶과 마찬가지로 여긴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 상속재산이 언제나 자식을 

위해 일부러 남긴 재산은 아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미리 알고 죽는 사람보다

는 살다보니 어느 날 죽게 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100%의 세율로 매길 수 없는 이유는 한결 깊은 곳에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100%로 매기자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서 재산에 관한 處分의 
自由를 모조리 뺏어야 한다는 말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상속재산을 국가가 환수

해야 한다면,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재산도 모두 국가가 환수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속세란 아무 의미가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증여재산을 

모두 국가가 환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누구도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이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사

회의 근본이념으로 삼는 이상, 상속이나 증여의 자유를 통째로 부정함은 불가능하

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自由主義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自由와 競爭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생
각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누구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전제

와 누구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전제가 모순되는 것

이다. 어쨌든, 시장경제에 터잡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100%

의 세율로 매길 수는 없게 된다. 

V. 실천적 결론: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추린다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아 거기에 누진율을 적

용하여 각 개인을 과세한다는 이념형으로서의 소득세는 나름대로 설 자리가 있는 

세제이지만, 현실의 소득세를 이 이념형 그대로 입법함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

에게 Haig-Simons의 소득 개념에 따라 누진율로 세금을 매기자는 이념형으로서

의 직접소득세를 현실에서 그대로 관철하기는 불가능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누진율을 통한 소득재분배도 불가능하다. 누진율을 전면 포기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이념형으로서의 누진적 직접소득세를 관철할 수 없는 부분

이 일단 생기면, 그 범위 안에서는 납세의무자라는 개념과 과세물건이라는 개념은 

오로지 조세체계 전체에서만 정의할 수 있고 개별 납세의무자의 단위에서는 아무 

뜻이 없는 개념이 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은 입법기술상의 개념이다.

개별 납세의무자의 단위에서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물건이 아무 뜻이 없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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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앞의 예로 돌아가 농장이 가루공장에 을 100원

에 팔고, 가루공장은 이 로 가루를 만들어 200원에 빵공장에 팔고, 빵공장

은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300원에 팔고, 기계공장은 가루공

장과 빵공장에 기계를 각 50원어치 합계 100원에 팔고, 가루공장과 빵공장의 기

계감가상각이 각 10원씩인 국민경제로 돌아가보자. 이 경제의 국민소득은 380원이

고, 이 국민소득은 농장, 가루공장, 빵공장, 기계공장 각각이 생산한 부가가치 

100원, 90원, 90원, 100원, 합계 38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가가치 380원은 

다시 노동자 200명이 차지하는 200원과 공장주인 4명이 차지하는 사업소득 180원

으로 나뉜다. 

비례세율을 전제로 한다면, 204명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380원을 과세하는 直接
稅나 공장 4곳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380원을 과세하는 間接稅나 최종 결과에 차
이가 없다. 어느 기업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企業 단계에서 모아서 과세하나, 

이 부가가치가 生産要素 제공자에게 어떻게 나뉘나를 따져 이들을 각각 과세하나 
결과가 같다. 가루공장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90원(=매출액 200원 - 원재료 100

원 - 기계감가상각 10원)을 과세하나, 각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노동자 50명

의 소득 각 1원과 공장주인의 소득 40원을 각각 과세하나 마찬가지이다. 이를 다

시 변형한다면 노동자가 받아가는 임금을 노동자의 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는 이상, 

농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금액을 경비로 떨어주면 된다는 말이다. 

위 분석은 納稅義務者란 세금을 걷기 위한 主觀的 徵稅單位라는 기술적 성격을 
가질 뿐임을 말해준다. 각 개인을 과세단위로 삼아 노동자와 공장주인을 따로 과

세하나, 공장주인을 과세단위로 삼으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필요경비로 떨고 그 대

신 각 노동자를 과세하나, 또는 공장이라는 기업 그 자체를 과세단위로 삼아 노동

자의 몫과 주인의 몫을 묶어 과세하나, 모두 마찬가지인 까닭이다. 

납세의무자나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개별 납세의무자의 입장에

서 본 課稅物件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는 기능적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의 예로 다시 돌아 가보자. 각 기업의 과세물건은 (생산물 - 원재료 - 

투자)이다. 각 기업의 과세물건을 합하면 원재료는 중간생산물로 상계되어 모두 

없어지고 국민경제 전체의 (최종생산물 - 투자)만이 남고, 이는 바로 국민경제 전

체의 입장에서 본 소비이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산물 - 원재

료 - 투자)란 무어라 정의할 수 없는 기능적 개념일 뿐이다. 소득세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가령 가루공장 주인(또는 그의 사업)을 납세의무자로 삼고, 어떤 적당한 

이유로(예를 들어 임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는 노동자 20명을 추

려내어 이 20명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세제에서는 노동

자 20명에게 합계 20원을 공장주인에게는 (100 - 20) = 80원을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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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소득세이지만 공장주인의 개별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세물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다만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본 최종결과를 소득세로 

만들기 위한 기능적 도구 개념일 뿐이다. 

그렇게 본다면, Haig-Simons의 소득정의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課稅所得의 개념이 반드시 個別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본 소득의 개념과 같을 
필요가 없게 된다. 실정법상의 소득이 개별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본 

Haig-Simons 소득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납세의무자 외의 다른 모든 사

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어느 기업에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떨 수 있다는 말은, 이 인건비가 받아가는 사람들의 소득이 됨을 전제로 한다. 역

으로 어느 기업에서 나가는 돈이 이를 받아가는 사람의 소득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를 그 기업의 필요경비로 떨지 않아야 옳다. 앞의 예에서 공장노동자 50명의 임

금이 공장주인의 인건비가 된다는 말은 이 임금이 각 노동자의 소득이 됨을 전제

로 한다. 부가가치가 생긴 이상 노동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기업에게서 세

금을 걷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득세가 되는 까닭이다. 결국, 세제 전체를 떠나서는 

법이 정한 과세물건이 소득개념과 맞니 틀리니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 현행법상 接待費를 놓고, 손금산입 한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이는 전혀 그릇된 말이다. 

접대비는 아예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야 마땅하다.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접대비란 기업의 돈을 개인이 직접 소비하는 것이고 따라서 접대의 가액은 각 개

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대비를 각 개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면, 그 대신 이를 기업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소득세가 

된다. 물론, 이 말은 비례세율을 전제로 한 말이다. 기업과 개인 사이에 실효세율

이 다르다면, 어느 경비를 개인에게 과세하면서 기업의 경비로 떠는 것과 이를 개

인에게 과세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경비로 떨지 못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긴다. 

消費稅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노동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

우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까닭이 아니다. 현행법은 

매출액과 매입액(투자포함)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인건비는 빼 주지 않는

다.(현행법 체계에 맞추어 말한다면, 노동자에게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매출세액 

거래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다). 그러나 법이 반드시 이 구조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노동자에게 거래징수 

의무를 지우고 기업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더라도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세금을 노동자에게서 걷을까 기업에서 걷을까,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가가치

세법은 노동자분 세금을 기업에서 걷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비례세율인 이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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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과는 같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수많은 노동자를 일일이 관리하는 값

비싸고 번거로운 제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어느 납세의무자(위 예에서 노동자)에게 

과세해야 할 소득을 다른 납세의무자(위 예에서 기업)에게 과세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그릇된 생각이다. 세금의 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는 법률상 납세의무

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지 않다. 다만 그 시장에서 需要와 供給의 관계가 어떤가
에 달려있을 뿐이다. 노동자에게서 세금을 걷으나 같은 세금을 기업에서 걷으나, 

최종 세부담은 수요 공급의 관계에 달려있다. 기업에서 세금을 걷더라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임금이 더 떨어지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노

동자의 수는 많다면, 기업은 임금을 낮추는 꼴로 세금부담을 轉嫁할 것이고 이 세
금은 노동자에게 歸着된다. 거꾸로, 노동의 공급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돈을 더 

주고라도 노동력을 쓸 기업이 많다면, 노동자에게 세금을 걷더라도 이 세금만큼 

임금이 오르게 된다. 법률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는가와 세금이 실제 어떻게 전

가되고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결국 納稅義務者 내지 課稅單位를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는 무엇이 가장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가 노동

자들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기업에서 걷고 있음은, 어차피 비례세

율인 이상 노동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현행 소득세제가 

직접세를 취하고 있는 까닭은 각 개인별로 누가 얼마의 부를 누리고 있는가를 따

져 그에 따라 세금을 물려야 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정의가 세제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하는 기능적 

도구 개념임을 이해한다면, 法人稅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세

와 법인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74) 법인세법은 법인75)과 그밖에 법에 정한 단체76)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

다. 

어차피 모든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다면 그로 충분하지 않은가? 법인을 납

세의무자로 삼고 있음은 어인 일일까?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 역사적 연유는 법

인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여기는 생각과, 그에 더하여 “나 같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돈많은 큰 회사들을 과세해야 공평하다고 여기는 비합리적 사고 

74) 소득세법 1조 1항.

75) 법인세법 2조 1항.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 법인세법 2조 3항.

76) 법인세법 1조 2호, 국세기본법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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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이다. 법인세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法人實在說을 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전혀 엉뚱한 생각이다. 법인실재설을 법인세의 논거로 삼는다면,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인간이고 따라서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주었거나 줄 돈을 빼고 계산해

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법인의 소득은 언제나 (0)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세법을 어떻게 만들까, 나아가서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는 어떻게 하면 한결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삶의 문

제, 행복의 문제이다. 법인은 실재하므로 법인의 행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펼 사람은 차마 없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法人이란 앞서 본 국민경제의 모델에 나온 농장, 가루공

장, 빵공장, 기계공장 같은 企業에 人格을 씌운 것이다. 법인 내지 회사란 노동자, 

주주, 채권자 따위의 수많은 개인들이 제공한 생산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만

들어내는 기업조직을 자연인처럼 권리의무의 단위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역사

를 돌이켜 19세기에 원천과세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수많은 사

람이 소득을 얻는 이 원천에서 일단 세금을 걷는 것이 효율적 징세방법임을 알 

수 있다. 앞 문단의 예로 돌아가면, 국민소득 380원은 농장, 가루공장, 빵공장, 

기계공장이라는 네 회사에서 생산한 것이고 이를 노동자와 주주들이 나누어 가진

다. 징세의 효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법인 내지 기업에서 세금을 걷는 편이 모

든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법인세” 납

세의무의 주관적 범위는 어디에서 세금을 걷는 편이 효율적인가에 따라 정할 기

능적 도구 개념일 뿐이고, 이 범위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

다.77)

법인세의 課稅物件 역시 기능적 도구 개념이다. 앞의 예에서 가루공장을 운

하는 법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90원(=매출액 200원 - 원재료 100원 - 감가상

각 10원)이고, 이 부가가치는 노동자의 소득 50원과 주주의 소득 40원으로 나뉜

다. 여기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한 끄트머리에서는 

각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아 노동자의 소득 50원과 주주의 소득 40원을 각각 과

세할 수도 있고, 다른 끄트머리에서는 법인에 9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인에 90원을 과세하고 노동자나 주주를 전혀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운데 꼴

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실정법은 법인의 소득을 40원으로 정하고, 노동

자의 소득은 각각 따로 과세한다.(사실은, 이는 정확한 말은 아니다. 법인이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함을 생각하면 우리 법은 법인에게 90원 전부를 과세

하는 셈이다.) 또 다른 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원 급여가 20원이고 일반 

77) 상세는, 이창희, 금융소득분리과세와 배당세액공제 간의 모순이 기업의 지배구조 및 재

무구조에 미치는 향, 인권과 정의  261호, 112쪽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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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가 30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부가가치 90원에서 일반직원 급여 30원

을 뺀 60원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고 일반직원 30명에게 개인소

득으로 30원을 과세할 수도 있고, 또는 부가가치 90원에서 임원급여 20원을 뺀 70

원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고 임원 20명에게 개인소득으로 20원을 

과세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나 결과는 같다. 다만 누구에게서 얼마를 걷는가가 

다를 뿐이다. 무슨 말인가? 법인의 소득 내지 법인세의 과세물건은 세제 전체에서

만 정의할 수 있고, 개별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 뜻이 없는 기능적 도구 

개념일 뿐이다. 현행법의 용례를 따라 납세의무자라는 말과 세법상의 法人格이 같
은 말이라고 정한다면, 법인의 소득을 0원으로 보자는 말은 세법에는 법인이란 없

다는 말이고, 법인의 소득을 90원으로 보자는 말은 법인이란 주주와 노동자로 구

성되는 사단이라는 말이 된다. 商法학자들이 말하는 정의, 곧 법인이란 주주로 구

성되는 사단이라는 말은 법인의 소득을 40원으로 보자는 말에 대응할 뿐이다. 법

인의 소득을 70원으로 보자는 말은 법인이란 주주와 일반 직원의 사단이라는 말

이 되고, 법인의 소득을 60원으로 보자는 말은 법인이란 주주와 임원으로 구성되

는 사단이라는 말이 된다. 다시 채권자를 끼워넣는다면, 각 채권자에게서 세금을 

걷을까 말까에 따라 채권자가 법인의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

은 세법의 입장에 맞추어 법인의 개념을 조작해 본 말장난이지만, 일반론으로 돌

아가더라도 법인이라는 개념은 민법이든, 상법이든, 법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

가 무엇인가를 떠나서는 정의할 수가 없다. 법인은 법의 창조물일 뿐이다. 법에 

앞서서 법인이라는 것이 미리 있을 수 없다. 

문제를 한결 복잡하게 하는 것은, 누진율에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현행법은 여

전히 누진율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정도는 완만하지만 개인소득세는 여전히 

누진율을 따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소득세법도 마찬가지이다.78)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 가운데 일부를 법인의 소득계산에서 빼 주면서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개인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소득계산에서도 빼 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두 가지가 같다는 앞 문단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례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누진율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모든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세란 필요 없지 않은가? 어차피 모든 

개인에게서 세금을 걷는다면 구태여 법인에게서 세금을 걷어 제도만 번잡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다.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인이라는 길목에

서 일단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까닭이다. 법인에서 세금을 걷

지 않는다면 국가는 모든 개인의 성실성을 감시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78) 소득세법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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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법인세를 일단 걷되 각 개인에게 누진세를 적용하자면, 법인을 그저 한갓 

너울로 보아 법인의 소득을 각 개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법인세 역시 각 개인이 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제를 짜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한결 더 복잡해

진다. 법인을 한갓 너울로 보자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현행법

처럼 주주의 집합적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또는 법인을 주주의 집합으로 정의

한다는 전제 하에, 수많은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업을 벌리고 있는 큰 상장법인을 

생각해 보라. 주주의 수가 엄청나고 또 주식이란 돌고 도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 회사가 낳는 부가가치 가운데 각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추려내어 종합과

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일단은 법인을 주주와 다른 별개의 인격 내지 납

세의무자로 삼을 필요가 생긴다. 법인을 일단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삼는다면, 법

인의 소득과 주주의 소득을 각각 정의해야 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난다.79) 

일단 법인세가 독자적 제도로 존재하게 된다면, 법인소득의 개념은 이를 어떻게 

정해야 좋을까라는 기술적 개념이 된다. 이미 보았듯, 모든 개인을 Haig-Simons

의 소득정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이상 과세소득의 개념은 개별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세제전체에서만 뜻을 가지는 개념이 되고, 누구에게서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것이 경제 전체로 보아 가장 효율적인가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소득의 개념

은 개별 납세의무자의 관점이 아니라 세제 전체를 놓고 무엇이 효율적인가 무엇

이 공평한가를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 어떤 납세의무자 하나만을 놓고 보면 소득 

없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든가,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잘못된 제도

처럼 보이더라도 세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해야 효율과 공평을 이룰 수 있

는 경우가 생기고, 역으로 어느 한 납세의무자만을 놓고 보면 효율과 공평을 이루

는 듯 보이는 제도가 세제 전체를 놓고 보면 잘못된 세제인 경우가 얼마든지 생

기게 된다.

3. 간추림

지금까지 본  전체의 중요한 논지만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제II절에서 보

았듯, 1) 미실현이득이나 소유재산의 사용가치는 당연히 소득이다. 2) 자본소득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산가치를 그냥 나란히 비교하는 개념이므로, 경제학적 의미의 

이윤이나 순현재가치의 증가가 없더라도 자본의 기회비용이 소득이 된다. 3) 소득

세와 사회보장제도는 모두 인민주의적 공평에서 나온 것으로 본질이 같다. 4) 소

득세나 소비세는 모두 직접세일수도 있고 간접세일 수도 있으며, 직접소득세가 정

79) 상세는, 이창희,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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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되는 논거는 공평의 이념이다. 제III절에서 보았듯 소득세제의 좋고 나쁜 점을 

따져보면, 1) 소득세는 일/놀이, 소비/저축, 위험/수익률 이 세 가지 선택에서 모두 

비중립적이고, 소비세는 일/놀이의 선택에는 비중립적이지만 소비/저축의 선택과 

위험/수익률의 선택에서는 중립적이다. 2) 그러나 그렇다 하여 소비세가 소득세보

다 더 효율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3) 수평적 공평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비교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4) 수직적 공평 내지 인민주의적 재분배 요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세, 그것도 직접소득세만이 수직적 공평에 맞는다. 5) 방론이지만, 일

부에서 주장하는 직접소비세 내지 지출세는 간접소비세와 사회배당금을 결합한 

세제보다 비효율적이다. 

제II절과 제III절을 묶으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아 거기에 누진율을 적용하

는 직접세라는 특질을 가진 현행 소득세제는 있을만한 이유가 있는 세제가 된다. 

그러나 제IV절에서 보듯, 공평의 이념은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1) 극단적 재

분배 요구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과세가 되고, 그런 세제는 누구나 모두 골고루 

못 사는 사회로 이끌어간다. 2)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부의 재분배 요구는 자본의 

유출을 가져와 노동자의 삶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 나아가 Haig-Simons의 

소득개념을 실제 적용하기는 행정상 불가능하다. 더 근본적으로 Haig-Simons의 

소득 개념은 공평을 담는 완전한 그릇이 못될 뿐더러, 자유와 충돌한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평의 이념은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예를 들

자면 수평적 공평의 이념은 혼인의 중립성이나 누진율 둘 가운데 하나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리하여 현실의 소득세는 누진율을 포기하거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더

라도 Haig-Simons의 소득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을 과세한다는 이념형을 적어도 

일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끌어 낼 수 있는 실천적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로, 현

실의 소득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개념과 과세소득의 개념은 오로지 조세체계 전

체에서만 뜻을 가지고 개별 납세의무자의 단위에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뜻이 

없는 기능적 도구 개념일 뿐이다. 이를 모르는 채, 예를 들어 지급이자의 손금부

인은 법인세의 본질에 반한다라든가, 접대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함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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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etical Foundation of Income Taxatio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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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e taxation in its ideal is characterized by three features of i) direct 

taxation, ii) taxation of income as defined by the Haig-Simons definition or 

the net asset increase theory and iii) taxation based on the progressive 

rate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theoretical and logical basis of the 

ideal of income taxation and find the inevi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world income taxation.

The paper proffers three-fold thesis. First, the ideal of income taxation is 

based on the populist notion of equity as developed through the history of 

modern world. Second, the populist equity cannot completely penetrate 

income taxation, because of the administrative difficulty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More fundamentally, however, the notion of equity 

cannot unilaterally govern income taxation, which is conditioned by the 

conflicts constitutional values, between, e.g., liberty and equity. Third, once 

the real world tax rules deviate from the ideal form of income taxation, the 

concept of taxpayer, concept of taxable income and other features of the tax 

law can be designed only in the context of the tax system as a whole. In 

particular, the concepts of a corporation and corporate income cannot be 

defined at the level of a single corporation bu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 system as a whole.

Part II of the paper identifies the three elements of income taxation, 

including the meaning of income, direct taxation, and progressivity, and 

further shows that the these three features are interwoven by the single 

theme of the populist concept of equity. Part III evaluates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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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criteria of efficiency, horizontal equity and vertical equity, and 

concludes that income tax ideal survives these three criteria. Part IV 

analyzes why the ideal income taxation cannot penetrate the real world tax 

rules, covering the impractic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impact of 

redistribution attempt on the economy especially in a global economy, and 

most importantly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equity and other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liberty or privacy. Chapter V turns to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preceding analyses on actually designing the tax 

code in a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