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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향 論

Adam Smith가 「國富論」에 서 제 시 한 租脫 4 原則 중의 하나는 租脫敵課로 인한 費用極小

化原則이다. 이 原則 속에는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손실이 극소화되도록 租親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내용， 달리 말하면， 되도록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도록 租脫를 

부과해 야 한다는 내 용이 담겨 져 있다 (1) 이 4大原則을 확장한 A. Wagner의 租脫 9 原則 중 

에는 親入充分性의 原則， 즉 課脫對象은 충분한 脫收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原則이 

포함되 어 았다 (2) 이 두 原則 중 첫번째 原則에 부합한 租脫가 가져 야 할 하나의 중요한 

要件으로는z 소위 中立性(neutrality)이 꼼한다. 전통적으로 土地親는 中立的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租鏡로 인정되어 왔다. 

租脫의 中立性이 중요한 훨件으로 꽁혀 왔음에 도 불구하고 P.O. Steiner가 죠사해 븐 결 

과로는， 이 中立性이 구체적으로 우엇을 의마하는지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3) 예를 들면， 

相對價格을 변화시키지 않는 租脫， 흑은 資源配分에 영향을 주지 않는 租脫를 中立的 租脫

라고 갱의하는가 하면 (4) 納脫者가 購買量 혹은 飯賣量을 바꿈으로써 租鏡負擔을 경감할 

수 없는 租;脫，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納脫者의 경제척 결정을 변경시키지 않는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훌j學科 副敎授
(1) Smith, Adam, 11η 1nquiry into the N atιre and Caιses 01 the Wealth 01 Nations (E. Cannan 

editted) , New York: Random House Inc. 1837. pp.777-779. 
(2) 李賢宰， r財政짧濟學J， 서 울 : 博英社， 1986, pp. 296-299. 
(3) Steiner, Peter 0. , “The non-neutra1ity of corporate income taxation-with and without 

depletion," N atioηal Tax Journal , Vol. XVI, No. 3, 1963 (Sept.) pp.238-251. 
(4) Davie, B.F. and B.F. Duncombe, Public Finaηc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 1972, pp.l08-1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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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脫를 中立的 租脫라고 정의 하기 도 한다 (5) 

租脫의 부과는 경제상태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租鏡眼課

이전의 경제상태를 X라고 표시하면， 이 X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變數

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X l> X2, "', X서 

여기에서 X，는 i번째 측면을 구체화한 變數로서， 예컨대 어떤 재화의 가격일 수도 있고 또 

는 생산량 또는 소비량일 수도 있다. 租脫敵課 후 경제상태가 종전의 X로 부터 다음과 같 

이 Y로 표현되는 경제상태로 변했다고 가정해 본다. 

y= {Y l> Y2, "', 써 

즉， 租脫購課로 인해 종전의 Xi가 과세 후 Yi로 변한 것이다. P.O. Steiner는 다음 초건을 

충족시키는 租脫를 中立的 租脫라고 하여 보다 일반화된 정의를 제시하었다 • 

.2L=꾀L= ... =.1:'ε=a 
Xl X2 Xη 

中立性을 보다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a=l일 째의 租脫를 中立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한펀， 위의 a가지 측면 중 최소한 한 쌍의 측면， 예컨데 i번째 측연과 j번째 측면에 

았어 서 y;jx， 추Yj/XjC1 연 해 당 租鏡는 非中立的(non-neutral)이 라고 P.O. Steiner는 정의 하 

였다.떼 

물론， 고려대상의 租脫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 걸쳐 위의 조건을 적용하여 中立性， 非中立

性을 가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측면에 있어서 위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의미의 中立的 租脫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당 租脫와 직결된 몇 

가지 중요한 측면만을 골라서 이에 대해서만 위의 조건을 적용함이 보통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측면을 중요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任意뾰이 개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해당 租脫가 中立性이냐 아니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Adam Smith-David Ricardo-John S. Mi1l로 이 어 지 는 古典學派는 1:11 록 中立性이 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경제 전체로서의 土地供給量은 물리적S로 고정되어 있 C 묘로 土

地親의 부과는 이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특히 地代所得을 課標로 한 士地鏡는 

土地生塵勳의 생산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그 생산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 고 土地利用面積에 도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에 크게 주목하였다 (7) 그러 나 다른 

(5) Pogue, T.F. and L. G. Sgontz, Government & Econolπic Choice, Boston: Houghton Mifilin 
Co. , 1978, pp. 200-202. 

(6) Steiner, 앞의 논문， pp. 238-239. 
(7) A. Smith, 앞의 책 , pp.780-782, Ricardo, David, Principles 0/ Political Ecoη01ηy aηd 

Taxatioπ (Sraffa: editted) , London: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pp.173-175, 
Mill, John S. , Princψles 0/ PoUtical Ecoηomy (Ashyley editted) ,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 1921. pp.8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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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親， 예컨대 건물에 대한 租親는 건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 공급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손실-오늘날의 용어로는 超過負擔-을 발생시킨다. 新古典學의 창시자로 꼽히는 Alfred 

Marshall도 地代所得을 課標로 한 租脫는 課脫對象物의 용도간 배 분에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았다 (8) 

土地脫에 대한 이러한 오랜 역사의 傳統的 見解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A.P. 

Becker는 超過負擔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中立性을 파악하고， 土地脫는 예컨대 都市用

數地(site)의 공급을 갇소시 키 지 않으며 또한 그 市場을 교란시 키 지 않는다고 생 각하였다 (9) 

근래에 와서 一般財塵脫의 문제점이 부쩍 큰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土地脫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D. M. Holland는 資源配分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租脫를 中立的 租鏡라고 정 

의하고， 土地鏡는 사회 전체로서의 土地供給量 뿐아니라 각 용도에 배당될 공급량 역시 변 

화시키지 않는 中立的 租脫라고 보았다 (10) 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土地脫의 부과는 각 

개별- 土地들의 용도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 전에 어떤 士地

에 대하여 甲이라는 용도가 ζ이라는 용도보다 경제성이 높았다면， 연세 후에도 여전히 前

者가 後者 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용도에 종전과 동일한 면적의 土地가 공급될 

것이다. 그러으로 과세 전과 과세 후 용도 i에 대한 土地供給量을 각각 Xj와 yj라고 표시하 

면， 위에서 정의한 中立性條件式에서 a=l이 성립한다는 것a로 Becker와 Holland의 주장 

을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團統的 見解에 의하면， 요컨대 土地鏡는 土地利用의 效率， 나아가서 국민경제 전 

체의 資源配分에 아무런 주름살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바람 

직한 租脫로 Bl 쳐진다. 이 傳統的 見解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異議가 제키되기 시착한 것은 

불과 최근 10여년 안팎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시된 새로운 견해에 의하면， 

土地脫는 非中立的이며， 土地利用樣態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政策道具로 부각 

된다. 

한펀， 옛날과 달리 요늘 날에서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상황에서， 土地脫가 과연 

政府財政， 특히 地方財政의 財源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脫收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일련의 논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親入의 측면에서 볼 때， 土地脫

가 기존의 一般財盧親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시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土地親에도 

(8) Marshall, Alfred, Principles 0/ Ecoηomics， (the 8th ed.) , London: MacMillan & Co. Ltd. , 
1959. pp.345-348. 

(9) Becker, Arthur P. , “ Principles of taxing land and build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A. P. Becker ed. , Land and Bμildiη:g Taxe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9. pp.32-33. 

(10) Holland, Daniel M. , “ Introduction" in D.M. Holland ed. , The Assessment 0/ Laηd Valιe，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0.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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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러 가지 형 태 가 있는데 , 數地價li흉脫(síte value tax)가 역 시 土地脫의 大宗이 라고 볼 수 

있￡묘로， 그러한 논쟁의 주 대상은 數地價f直脫制度의 실시가능성이 된다. 

本橋의 目的은 상솔한 士地親의 中立性 및 脫入充分뾰에 대하여 최근 여러 학자들이 산 

발적으로 그리고 단펀적A로 제기한 論爭點들을 하나의 분석 플속에 종합정리함으로써 체 

계를 장아보려는 것이다. 이하 第 R 節에서는 分析의 기본틀을 장아보고， 第 m節에서는 우 

선 土地脫의 非中立性을 붐석하며， 第 N節에서 鏡入充分性에 대한 論爭을 요약한 다읍 第

V節에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II . 분석의 기본톨 

土地脫에 대 한 傳統的 理論이 土地親를 中立的이 라고 보게 된 하나의 큰 이 유는 土地授

機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라고 A. Skouras는 주장하였다 (11) 그가 정의한 

土地授機란 B.L. Bentíck가 정의 한 것처 렴 土地를 이 용하지 않은 상태 로 보유하는 행 위 를 

의미한다 (12) 土地의 最適用途는 경제여건이 바렘에 따라 시간적A로 변하며， 또한 土地를 

일단 어떤 용도에 이용하면， 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른 용도로 즉시 전환시키기 

매우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 예컨대 철거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Skouras는 이 

두 가지 요건이 土地授機가 존재 하는 必훨 • 充分條件이 라고 보았다. 오늘의 最適用途가 미 

래에도 변함없이 最適用途이거나， 흑은 그렇지는 않더라도 펄요에 따라 土地用途를 손쉽게 

바꿀 수가 있다면 위와 같이 정의한 土地投機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土地라 하더라도 이것이 꿇機用으로 이용될 때와 非授機用우로 이용될 때의 有用

性은 다르다. 非授機用土地， 달리 말하면 생 산 흑은 소비 를· 목적 ￡로 하는 土地의 유용성 

은 土地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土地가 제공하는 用投(servíces)에 있다. 반면에 投機用士

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土地 그 자체이고 재산으로서의 土地價f直 혹은 地價이다 (13) 土

地投機는 이 地價의 상승을 노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地價上昇의 중요한 요인S로는 보통 都市化를 많이 팝는다. 都市化는 대 략 두 가지 과정 

을 거쳐 地價上昇을 유말한다. 都市化는 土地 단위당 인구 및 자본의 밀도를 높히는 경향 

(ll) Skouras, A., “The non-neutrality of land taxation," in Public Fiηance， VoL XXXIII, No. 
1-2, 1978. pp.113-133. 이렇게 정의한 구체적인 이유를 달지 않은 첨으로 보아， 이 정의는다 
분히 분석의 펀의를 위한 것￡로 보인다. 한펀， Max Neutze는 投機者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 웰機者는 첫째， 土地의 현재 所得짧生 능력을 활용하기보다는 미래의 土地價f直 증가를 주 
로 노리며， 둘째， 많은 자산을 관장하거나 혹은 금융신용도가 높키 혜운에 미래의 소득을 비교 
적 낮은 害u引率로 할인하는 사람이 다. Neutze, Max, “ The price of land for urban development," 
The Ecoηomic Record, VoL 46, 1970 (Sept.), pp.313-328 참조. 

(12) Bentick, Brian L. “ Improving the allocation of land between speculators and users: Taxation 
and paper land," The Ecoηomic Record, VoL 48, No. 121, 1972. pp.18-41. 

(13) 같은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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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이 밀도가 높다는 것은 土地 단위당 생산되는 채화와 용역의 양 및 그 가치의 증 

가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士地 단위당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곧 地代의 

증가를 의 미 하고， 地價의 상승을 의 미 한다. 한펀， 都市化는 보통 공간적 팽 창을 수반한다. 

새로운 非都市用土地가 都市用土地로 펀입되 면， 기 존 都市用土地는 이 새 로운 土地에 비 해 

都心에 가깡다는 위치상의 잇점을 누리게 된다. 이 잇점이 位置地代로 환산되어 地價上昇

을 유발하게 된다. 

비 록 都市化가 진척 되 지 않더 라도， 전반적 물가상승， 즉 inflation은 地價上昇으로 이 어 

진다. 新古典學理論에 의하면， 地代는 土地의 限界生塵價f直인데 inflation은 이 土地의 限

界生塵價f直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B. L. Bentick는， 名目地代所得(money rental) 

이나 地價上昇率은 평균적으로 보아 대략 인구증가율에 inflation率을 더한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도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씨 

地價分析 흑은 地價變動分析에 있어서는 이흔상 土地의 市場價格과 土地의 均衝價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前者는 土地에 대한 需훌와 供給을 일치시켜 超過需몇를 없게하는 價

格을 의미하며， 後者는 요든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현 土地保有量에 만족케 하는 價格， 달 

리 말하면， 土地의 형태로 보유한 資塵과 土地 이외의 형태로 보유한 資塵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價格을 의미한다. 이 兩者 사이의 균형은 土地資塵의 수익율과 非土地홈옳의 

명균수익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체로 보면， 土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생 산요소로서의 土地에 대 한 수요와 資盧으로서의 土地에 대 한 수요로 구분되 는데， 생 산요 

소로서의 土地에 대하여는 마땅한 代替財가 적은 반면， 資塵으로서의 土地에 대한 代替財

는 비교적 풍부하다. 따라서 寶塵으로서의 土地에 대한 수요는 이 代替財의 수익율에 민감 

한 경향이다. 

예를 들어， j라는 時點에서의 土地의 價格을 Pj, 기대되는 實質地代所得을 y j, 인구증가 

맞 물가상송으로 인한 土地市場價格의 상승율을 a, 그리고 非土地資옳의 평균수익율， 즉 

利子率을 r이라고 표시하면， 土地資塵과 非土地資塵 사이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이 될 것 
이다 (15) 

(1) 꽃+a=r 

(14) Bentick, 앞의 논문， pp.20-21. 물론， 인구증가효과와 물가상승율이 어느 정도로 地代 및 地價
의 상송율에 반영될지는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칠 것이다. 경제전체로서의 總量的 生훌困數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가 존재 하고 이 생 산함수가 Cobb-Douglas 형 태 라면 , 土地의 實
質地代(限界生훌)는 생산량과 같은 비융로 증가할 것이므로 名텀地代 증가융은 생산량 증가율 
에 물가상승융을 더한 값이 될 것이다. 만일 인구증가율이 대체로 생산증가율에 가깡다면 名目
地代上昇率은 물가상승률에 인구증가율을 합한 값에 가까울 것이 다. 

(15) 같은 논문， p.22. 士地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용은 r.P，가 될 것이다. 이 비용은 地代 및 土地
資훌價{直增分2-로 부허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Yi+a'P ,=r'Pj. 이식을 정리하면 式(1)을 영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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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균형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土地所有者는 전체로서 현채보다 더 많은 혹 

은 더 적은 면적의 土地를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경향은 地價의 하락 혹은 

상승을 초래하여 土地資塵의 수익율과 非土地資훌의 수익율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土地資훌 

保有量과 非土地資塵保有量 사이의 비율이 조정되어 갈 것이다. 土地의 市場價格은 윗식을 

충족하는 均衝價格을 중심으로 상하로 변동하면서 이런 資塵保有量 조정과정을 거쳐 均衝

價格에 접근하여 가는 가격이며 궁극적으로는 두 價格은 일치한다. 그러묘로 이론상A로 

만 이 두 가격을 구분할 뿐， 질제 價格分析에 있어서는 그 두 가격이 일치됨을 전제로 위 

의 式(1)을 분석의 출발점표로 봄이 분석의 펀의상 좋을 것이다. 

式(1)에서는 地價上昇率 a가 각 개별 投機者의 授機行德에 큰 상관없이 都市化過程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결정됨을 암묵리에 가정한다. 그러나 土地 이외의 일반상품의 경우에 

도 각 개별 援機者가 가격의 급상승을 기대하고 사재기를 하면 결과적￡로 그들의 기대가 

현실화됨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線分 dd는 앞으로 都市化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投機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째의 이 지 역 土地에 대 한 正常需要曲線이 다. 한펀 線分 d'd'는 이 정 상수요에 授機者의 

수요가 가세한 總需훨曲線이다. 投機行寫는 都市化가 질제로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일어 

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授機者는 보통 수요자 보다도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는 

데， Max Neutze에 의하면， 첫째， 授機者는 미래의 土地價f直를 보다 더 잘 예측하기 째문 

이 며， 둘째， 꿇機者는 보통 수요자보다 더 낮은 劃引率을 적 용하기 째문이 다 (16) 한펀， 線

分 55는 供給曲線이다. 都市化 훨씬 이전의 상태에서는 특히 도시주변의 非都市用土地들은 

경제성이 비교적 낮은 용도(주로 농업용)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재 地價보다 초금 높은 가 

격에서도 방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이 곡선의 기울기는 비교적 완만할 가농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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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都市化 훨씬 이전의 需횟 • 供給

(16) Neutze, 앞의 논분 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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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 으로 投機者들의 사재 기 과청 에 서 地價는 예 컨대 〈그림 1)의 &처 럼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投機行寫로 인한 地價上昇은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림 2>는 해당지역의 

都市化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사재기단계에서 수요자었 

던 꿇機者가 都市用土地의 공급자로 둔갑한다. <그림 2>에서 線分 DD는 非都市用土地를 

都市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혹은 전환하려는 사람)， 특히 土地開發者의 수요를 나타낸다. 

이 때의 수요는 생산적 목적으로서의 土地에 대한 수요이고 따라서 마땅한 代替財가 적은 

상태 로서의 土地에 대 한 수요이 묘로， 이 수요는 그럼 에 서 보듯이 상당히 非彈力的일 가능 

성이 높다(17) 한현 線分 ss는 授機가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供給曲線이며， 線分 S'S'는 

授機가 있었을 해의 供給曲線이다. 投機者는 사재기를 할 때부터 미래의 높은 가격을 예상 

하였고 또한 낮은 劉引率을 적용했기 때문에， 供給曲線 S'S'가 반영한 供給價格은 供給曲

線 ss가 반영한 供給價格 보다 그럼에서 부듯이 훨씬 높을 것이다. 또한， 매각상태의 士地

는 특히 援機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代替財가 비교적 풍부한 資훌으로서의 土地이묘로 그 

공급은 가격 에 민감할 것이 며 , 따라서 그림 에 서 보듯이 供給曲線 S'S'는 매 우 價格彈力的

일 가능성 이 높다. 需훌曲線은 非彈力的이 고 供給曲線은 매 우 彈力的이 므로 曲線 S'S'가 

반영 하는 높은 供給價格은 그 많은 부분이 〈그림 2>의 þg'처 럼 높은 地價上昇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 같이 士地授機는 2段階에 걸쳐 地價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얼단 안상된 地價는 

비록 경기가 퇴조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授機者는 授機期間 동안 土地에 

잠긴 資本의 비용 때문에， 그리고 미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낮은 地價를 갇수하 

고 선돗 괄기보다는 계속 土地를 보유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경향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地價는 下方硬直性을 가지 며 , 경 기 상승 때 는 따라서 상승하는 소위 톱니 效果(ratchet

effect)를 보일 것이다 (17) 

土地投機로 인한 즈작적 地價上昇은 所得分配上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아니라， 都

市用 土地開發을 위축시키며 士地를 지나치게 集約的으로 이용케함A로써， 그 지나천 만큼 

(17) 이 土地에 대한 수요는 주로 건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의 재화나 用投 (services)에 대한 수요로부 
터 유도된 수요(derived demand)이다. 이 최종생산물의 생산비에서 생산요소로서의 土地가 차 

지하는 비율이 예컨대 1/3 정도이하로 적으면 이 유도된 수요는 非彈力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뿐 아니라， 특히 건물의 경우와 같이 최종생산물 자체의 수요가 非彈力的이면 土地에 대한 수 
요도 非彈力的일 가능성 이 많다. Neutze, 앞의 논문 참조. 

(17) 도로， 상 • 하수도， 전기 등 公共서 비 스를 받는 土地(serviced land)의 경 우， 이 公共서 비 스의 
料金을 정책적￡로 낮게 책정할 경우， 그 낮은 만픔이 地價에 반영되므로， 地價를 인위적으로 
높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뿐아니라， 그 낮은 料金은 인구 및 경제활동의 밀도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힘2..로써 地價上昇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地價가 적정수준(즉 
公共서버스料金이 적정수준이었을 때의 地價)을 초과한 만픔 자원배분상의 낭비가 발생한 것A 
로 볼 수 있다. 같은 논문 pp.318-322 참조. 



土地鏡의 非中立性(Non-neutrality) 빚 鏡入充分性 87 

資源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18) 이러한 士地投機의 사회적 폐 

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로 여러가지 정책도구들이 제시되고 이용되는데， 만일 이러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의 土地脫가 土地投機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이는 土地鏡가 非

中立的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土地投機에 대한 分析은 土地鏡가 中立的이 

라는 傳純的 見解에 대항해서 이의 非中立性을 증명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연스런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都市化에 따른 전반적 地價上昇 그리고 士地授機로 인한 조작적 地價

上昇 등은， 좀 더 구체적우로 보면， 결국 각 개별 土地에 대한 개별 경제행위자들의 土地

利用決定의 결과이다. 

土地란 지점에 따라 나름대로의 地質學的·地形學的‘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점의 土地에 적용되는 단일한 地價란 있을 수 없다. 각 지점의 土地價格은 이 土地의 특 

성을 고려한 최적의 용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 최적의 용도는 여러가지 가능한 용도 

와 결부된 土地價{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士地價f直는 또한 전체 土地市場의 上記 均

衝條件式 (1)에 따라 결정되는 r과 a의 값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점의 土地에 가능한 용도가 두 가지인데， 첫번째 용도는 매년 행當 

y 만큼의 地代所得을 발생 시 키고， 두번째 용도는 h年이 지 나야 매 년 #當 Z만큼의 地代所

得을 말생시키며 그 이전에는 아무런 地代所得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말하자 

면， 두번째 용도로 이용되는 土地는 전형적 인 授機用土地이고 두번째 용도의 土地는 非R

機用土地라고 불 수 있다. 이 두 용도는 상호배타적이라고 가정한다. 인구증가 및 물가상 

송으로 인한 土地價f直의 자연적 상승율 a를 고려 하연 이 두 용도에 결부된 소득의 후름은 

다음과 같다. 

非投機用 : y, (1 +a)y, (1 +a)상， (l +a)3y, .. . 

投 機 用 : 0, 0, 0, "', 0, z , (1 +a)z, (1 +a)2z, .. . 

고려 대 상이 되 는 土地블 非投機用드로 이 용했을 때 의 土地價f直를 Vn(O) , 授機用￡로 보유 

했을 때의 土地價f直를 Vs (이라고 표기하면， 이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V:η(0)=-，ι_+_ç~ +a~~_+~브젠Y-+---= -ι(19) 
l十r ' (1 +r)2 ' (1 +r)3 I r-a 

(18) 土地投機 또는 기 타의 요인우로 地價가 너 무 높다고 주장할 때 , 이 는 다른 가격 이 나 소득보다 
地價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또는 기회 비용(예컨대 농업용 

ξ로서의 가치에 用途轉換費用융 합친 값)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土地開發이 과도하게 촉진되고 또한 이미 개발된 土地는 지나치게 집 
약적￡로 이용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자원도 그런 방향A로 지나치게 이용될 것이 

다. 같은 논문， p.321 참조. 
(19) 式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엄을 고려하면， 

Vn(O)=~~{l+바식十받터2十바식3十 .. ’ (1+ r) l \ l+r) \ l+r) \ l+r)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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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 +a)% , (1 +a)2% 
(3) Vs(O) 1'" _, h +-I'~ ... , '_~~:1 +-7',"',' :~h:2 + ... = 1'_ _'\1' (1 +r)h ' (1 +r) h+ l ' (1 +r) h+2 ,---- (r-a) (1 +r)h 

二L리하여 만일 Vn(O) > Vs(O)이면 해당 土地는 非投機用으로 이용될 것이며， 만일 
Vn(O)<Vs(O)이면 批機用드로 보유될 것이다. 위 두 식에서 r과 a의 값은 개별 토지이용 

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 여건으로 주어지는 값이묘로， Vs(O)의 값은 Z와 h의 값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投機에 있어서， 기대되는 地代所得을 資本化한 값， 예컨대 式 (3)에서 

%/ (r-a)를 開發價順(deve1opment valu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開發價f直가 높을수록 

해당 土地는 授機用土地로 보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開發價f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Vs(O)의 값은 h의 값이 클수록 적어진다. h의 값이 크다는 것은 개발시기가 늦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土地에 잠긴 資本의 懷雄期間이 길어져 이자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 

다. 그러묘로 開發價f直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Vn(O)와 비교해서 개발시기가 충분히 빠른 授

機用만이 경제성을 갖게되는데， 해당 土地가 非授機用이 될 것인지 또는 投機用이 될 것인 

지의 결정에 있어서 分破點이 되는 어떤 h의 값， 즉 h의 臨界f直가 존재할 것이다. 달리 말 

하연， 개발시기의 臨界f直란 꿇機用 o 로서의 土地價f直와 非投機用ξL로서의 土地價f直를 같게 

만드는 개발시기 h의 값이다. 

위의 두 式 (2)와 (3)의 경우， h의 臨界煩를 단(0)라고 표기하면， 정의에 따라 람(0)는 

Vn(O) = Vs(O)의 조건식을 충족시키는 h의 값이묘로 이를 구해흐면 다음과 같다 (211 

_ log(%/y) 
(4) h*(O)= ;:~>;/，J~，\ - log(l +r) 

만일 주어진 土地에 가능한 投機用이 위 식의 h*(O) 보다 빠른 시기에 소정의 開發價f直를 

실현시키지 옷하면， 이 土地는 非授機用으로 이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援機用으로 보유될 

것이다. 

어느 경제 혹은 지역의 각 개별로지는 이상과 같은 경제성 비교에 의거하여 投機用 흑은 

非授機用으로 배분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개별 土地가 갖는 특성 때문에 어떤 한 가지 

r , (l+a \ n 1 

==--'ι:-ç- 1 = \ l+r / ’ == y (": n→∞) 
(1+ r) !. r 1+a \ (r-a) 

‘ i \ l+r / 
(20) B. L. Bentick와 D.E. Mills는 V， (O)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었다. 

Vs(O)==~즈_， __ e-rh 
(r-a) 

Mills, David E. , “The non-neutrality of land value taxation," National Tax Journal, Vol. 
XXXIV, No. 1, 1981(Mar.) pp.125-130 참조. 또한 Bentick， Brian L. , “The impact of 
taxation and valuation practices on the timing and efficiency of land use," Jourηal 01 Political 
Economy, Vol. 87, No. 4, 1979(Aug.). pp.859-867 참조. 

(21) V.(O) == V， (O)이면 --1--= z , 이를 정리하연 (1 +r)h==z/y. 이등식의 양변에 
(r-a) (r-a) (1 +r)h 

log를 취하면 式 (4)를 얻는다. 



土地鏡의 非中立住CNon-neutrality) 및 規入充分性 89 

용도가 모든 士地에 있어 서 최 상의 용도가 되 지 않는다. 非批機用이 라도 지 점에 따라 y값 

이 달라지며， 마찬 가지로 같은 投機用이라도 지점에 따라 z와 h의 값이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授機用과 非投機用에도 개별 土地에 따른 여러가지 變形이 있다는 것이다. 어 

떤 지점에서는 V.(O)> Vs(O)이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그 반대가 성렵할 것이다. 총 L만큼 

의 土地가 있다고 할 때， 각 개별 土地別로 용도의 경제성 비교에 의거하여 용도결정을 한 

결과， x만큼의 土地가 非授機用으로 낙착되고 나머지 (L-x)만큼이 投機用으로 낙착되었 

다고 하자. 非꿇機用土地에서는 V.(O) ~ Vs(O)얼 것이다_ V.(O) = Vs(O)인 土地는 授機用
과 非授機用의 경 계 에 있는 土地， 즉 利用限界의 土地이 다. 

만일 어떤 경제여건의 변화로 y값이 변하여 非授機用의 경제성이 갑자기 높아졌다면 어 

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많은 土地에 있어서 Vη’(0)> Vs(O)일 것이묘로 이러한 土地

들은 非援機用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x가 증가한다. 그러나 비록 V.(O)의 값이 현저히 

높아져 모든 土地에 있어서 V.(O)>Vs (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土地가 非投機用으로 전환되 

지 는 않을 것이 다. 收獲適減의 현상 째 문에 非授機用ξL로 이 용되 는 土地가 증가함에 따라 

非投機用의 地代所得 y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投機用에서의 地代所得 z는 상대적으로 높 

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으로 X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느 수준에 이르면 非投機用의 

평균수익율과 授機用의 평균수익율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 균형상 

태에서의 x의 값은 L보다는 적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두 용도의 地代所得水準 y와 z 

는 X의 함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들을 각각 y(x)와 z(x)로 표시 하면 收積遊減現‘象

때 문에 dy(x)jdx<O이 고 dz(x)jdx>O이 다 (22) 이 에 따라 式(2) ， (3) , (4)의 y와 Z도 각각 

y(x)와 z(x)로 대체된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분석의 펀의상 y(x)와 z(x)의 값이 매년 동일함을 가정하였는데， 비 

록 X의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y(x)와 z(x)의 값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할인율 r과 地價上昇率 a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그러으로 앞에서의 非授機用， 投

機用을 보다 일반화시킨 다음과 같은 두 용도를 상정할 수 있다. 

용도 1: Yl(X) , Y2 (x) , Y3(X) , ... , y;(x) ... 

용도 2: Zl(X) , Z2(X) , Z3(X) , ... , z;(x) ,. 

여기에서 y;(x)와 z;(x)는 각각 士地價{直의 자연적 상송을 포함한 i년도의 :ttp當 地代所得

이다. 만일 처음 h년 동안에는 z;(x)의 값이 0이거나 혹은 y;(x)보다 현저히 적고 h년 이 

후에는 그 반대이면 용도 2는 投機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순전히 授機用

土地라도 개발 이전까지는 낮은 수준의 地代를 발생시키는 임시용도로 이용됨이 보통이커 

때문이다. 

(22) Mi1ls, 앞의 논문 p.126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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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i년도의 害u引率을 ri라고 하면 이 두 용도에 결부된 土地價備 V1 (O)과 V2(O)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잉 Vl(0)=-1팩~+--，-，:-~쌀L_，_+ ~_.원(혼)---+· ·=￡ 다 꽉꽃)
(1十 r1) , (1 +r1) (1 +r2) , (1+r1) (1 +r서 (1十 ra) I -f;;l J~↓ (1 +r샤 

(6) V2(0)-」팩L+ Z2(X) +----Z3(X) +---=￡ 다 3팩L 
- (1+r1) , (1+η) (1 +r2) , (1十 r1) (1十 r2) (1 +r3) ' .. -~1 J"=~ (1 +rj)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V1 (O)와 V2(O) 중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해당 土地의 

용도가 결정될 것이다. 

][. 土地親의 非中立性메 대한 分析

1. 數地置{直親(site value tax)의 效果分析

數地價f直脫란 건물을 포함한 A工構造物 또는 기타의 형태로 改良工事(improvement)를 

하지 않은 據옳地의 가치 흑은 이런 많良工事가 없었다고 가정한 상태의 土地價煩를 課標

로 한 租脫를 의 마 한다. 이 租脫의 脫率을 t라고 하면 非投機用 o 로 이 용되 었을 때의 土地

價f直 Vη (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7) V싸)=구짧r(23) 

이를 式(2)와 비교해 보면， 數地價f直親의 부과는 미래의 地代所得을 현재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劉引率을 과세 전에 비해 脫率 만큼 인상시키묘로써 사실상의 劃引率은 

(r-a+t)임을 알 수 있다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數地價{直脫가 부과되면 土地所有와 결부 

된 금전적 부담은 土地에 잠긴 자본에 대한 利子負擔과 그리고 脫金負擔a로 구성된다. 예 

컨대 j라는 時點에 서 의 土地價f直를 VJ라고 하면 利子負擔賴은 r. Vj이 고 세 금부담액 은 t. V j 

이묘로 土地保有費用은 (r+ t) Vj가 된다. 이 비용은 결국 地代所得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23) 土地의 가치를 Vn(t)라고 하연 매년 課脫觀은 t. Vn(t)이묘로 세금을 뺀 純地代所得은 Cy(x)-t. 
Vn(t))가 펀다. 따라서 

Vn (t) =.2'(x)-t. Vπ(tL+ -.i브갇깐y(x)-t. Vn“)) 
(1十r) (1十r)2

+ (1+띄.ly(x) -t. V.(t)L+ .. =~(x) -t. Vn(t) 
(1 +r)3 ‘ (r-a) 

이 식을 정리하면 式 (7)을 얻는다. 

(24) 예를 들어 V.(t)플 미래의 地代所得 y(x)에 (r-a+t)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있다. 

Vn(t) =-，-，-;인혼L--+ Y(x) + Y(x) + ---=-J흐-) -
- 1+ (r-a+t) , cl十 (r-a+t)J2 . 0十 (r-a+t)J3'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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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價f直는 地代所得으로 구성되고 또 地代所得 만큼씩 불어 나커 때 문에 j時點에 서의 名 目

地代所得은 (Vi+l- Vj)로 나타낼 수 있다. 名目地代所得은 최소한도 土地保有費用 (r+t)Vj 

와 매년 같아주어야 해당 土地는 투자가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V'->., -V 
(8) ~γ「ι=r+t

이 식은 어떤 土地가 투자가치를 갔기 위해서는 土地價植가 최소한도 利子率과 脫率을 합 

천 비 율로 증가해 야함을 의 마 한다. 土地價h直 增加率은 式(1)의 左邊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實質地代收益率(實質地代를 土地價f直로 나눈 값)과 土地價f直 딩然增加率 a의 合이묘로 實

質地代收益率은 최소한도 (r-a+t)와 같아야만 한다. 이 말은 實質地代所得에 적용되 는 사 

실상의 害U引率~l (r-a+t) 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를 投機用의 경우에도 적용하면， 開發價備 Vh는 과세전 z(x)j(r-a)에서 과 

세후에는 z(x) j (r-a+t)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전까지는 所得이 발생하지 

않으묘로 a=O이며， 따라서 이 開發價{直를 現價化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실상의 劉引率은 

(r+t)이다. 어떤 土地가 가치를 가지며 또한 이 가치가 자연적흐로 증식하게 되는 것은 

이 土地가 쓸모있어 유형 • 무형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이 소득을 자본화한 값이 

그 土地의 가치이다. 아무리 土地價備의 자연증식율이 높은 都心의 土地라도 그것이 전혀 

쓸모없어서 아무런 소득을 받생시킬 수 없는 한 이 土地價f直의 자연증식율은 零이다 (25) 

그러묘로 과세후 授機用a로 이용되는 土地의 가치 Vs(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6) 

(x) 
(9) Vs(t) /'_ ~'\\'-;/I _ I ... "\11 /, I I' n .I."\h (r-a+t) (1 +r+t)h - (1 +r+t)h 

式(7)과 (9)로 부터 과세후 h의 臨界f直 h*(t)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og(z(x) jy(x)J 
(10) 환(t)= 

log(l +r+t) 

이 과세후 臨界{直를 앞에서 구한 式(4)의 과세전 臨界{直와 비교해 보면 h*(t)<h용(0) 임을 

알 수 있다. 그러으로 과세전에는 개발시기가 한(0)보다 빠른 경우에만 投機用이 경제성이 

있어 해당 土地가 授機用으로 보유될 가치가 있었지만 과세후에는 개발시기가 판(t) 보다 

빠른 경우에만 해당 士地가 授機用으로서 경제성을 가진다. 개발시기가 h*(t)와 깐(0) 사 

이인 土地는 과세전에는 投機用으로 보유되겠지만 과세후에는 授機用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지기 때문에 非授機用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數地價f直脫의 부과는 土地用途의 경제적 

優先順位에 변화를 초래 하묘로 非中立的이 다. 혹은， 數地價f直脫는 개 발시 기 가 빠른 用途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土地利用樣態의 변화를 초래하묘로 非中立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굳 

(25) Walters, Alan A_ , “ The value of land," in Harold B. Dunker1ey ed. , Urban Land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61. 

(26) Skouras,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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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발시기의 臨界f直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CVn(t)-Vs(t)J~CY，η(0) - Vs(O)J이묘로 數地

價障鏡는 非中立的임을 증명할 수도 있다. 

과세후 개발시커의 臨界植를 구하기 위한 條件式 Vn(t) = Vs(t)을 정리하고 t에 대하여 

미분하면， 

JF (1 +r+t)h-ly(X) >o 
뚫-(l +r+t)h 옳 

不等號가 이 같이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分母에서 dz(x)jdx>O이고 dy(x)j 

따
 -
-
따
 

D -l 
i 

/ 
\ 

dx<O이 기 때 문이 다 (27) 이 결과를 부면 數地價f直脫는 단순히 土地利用(開發)의 시 기 를 앞 

당길 뿐만 아니라 非援機用土地를 증가시켜 꿇機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授機用 o 로 보유되는 土地는 이를 이용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土地供給源이고， 授機者는 

土地供給者， 그리고 土地를 이용하려는 사람 흑은 土地開發業者는 土地需훌者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지점의 土地에 대하여 式(2)와 (3)과 같이 Vn(O)와 Vs(O)가 주 

어 질 때 Vs(O)는 이 土地에 대 하여 土地供給者가 요구하는 가격 (즉， 供給價格)이 고，Y，η(0) 

는 土地需훨者가 부르는 가격 (즉， 需흉흉價格)이 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리하여 Vη(0)> Vs(O) 

이면 해당 土地는 이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되는 士地로 공급되는 것￡로 해석된다. 마 

찬가지로， 式(7)과 (9)에서 Vη (t)와 Vs(t)는 각각 과세후 需흉흉價格과 供給價格 o 로 해석 

된다. 

〈그립 3)에 서 寶線￡로 나타낸 線分 dd와 ss는 각각 과세전 需훨價格과 供給價格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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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Mil1s의 논운에서는 (l+r+t)h 대신 e- (r+t)h를 적용하였기 해문에 dxldt는 다음과 같이 된다. 

」효= h.y(x) >0 
e-(r+l)h._짝L-봐약L 

dx dx 
Mil1κ 앞의 논문 p.12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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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線分이다. V.(O) > V.(O) 인 土地는 모두 土地開發者에게 이전되어 이용될 것이며， 그 
반대 인 土地는 授機用土地로 보유될 것이 묘로， <그림 3)에 서 보면 총 L만큼의 土地중에서 

xoL 만큼의 土地는 投機用이 된다. Vn(O) = V.(O)인 土地， 즉 점 Xo의 土地는 利用限界의 

土地로서 이 土地의 가치 는 매 년 r% 만큼씩 증가하는 土地이 다. 

數地價f直親의 부과는 모든 용도에서의 土地價f直를 일제히 하락시킬 것이므로 〈그립 3)에 

서 供給價格曲線과 需훌價格曲線을 모두 하방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土地脫가 中立的이라 

고 보는 傳統的 見解에 따르면 두 曲線은 같은 폭으로 下方移動하으로 두 曲線의 교점 역 

시 수직으로 下方移動하여， 投機用土地와 非授機用土地의 면적비율은 과세전이나 과세후에 

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式(7)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供給價格이 需

횟價格 브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다 (28) <그림 3)에 서 ‘線分 d'd'와 $'$'는 각각 X의 값이 변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Vn(t)와 V.(t)를 나타낸다. 이 같이 供給價格이 需훨價格에 

비해 더 큰 폭￡로 하락하면 投機用土地가 점차 非授機用土地로 공급될 것이다. 이에 따라 

x의 값이 점 차 증가하면 供給價格은 점 차 상승하는 반면 需要價格은 점 차 하락할 것이 다. 

〈그림 3)에서는 이러한 두 용도 사이의 면적조정 결과 供給價格曲線과 需훨價格曲線이 

$"$"와 d"d"로 이 동하여 , 짧機用土地가 XIL로 감소할 상황에 서 土地市場이 균형 을 이 룸 

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용도간 土地再配分 결과는 再配分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數地價

f直脫 부과로 인한 授機用 對 非投機用 사이의 경제성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용도결정상의 

훈曲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을 시사한다 (29) 

數地價f直脫는 이와 같이 投機用土地의 非投機用 士地에로의 전환을 촉진할 뿐아니라， 授

機用 내부에 있어서도 投機者 사이에 있어서의 土地再配分을 발생시킬 것A로 기대된다. 

앞에서， 授機用土地의 가치를 계산할 때， 式(9)에서 처럼 모든 時點에서 동일한 害u引率 r 

이 일률적￡로 적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현 시점에서의 홈u引率 r이 개발이후에도 변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개말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授機者가 나름대로 생 

(28) 이 에 대 한 Skouras의 증명 은 다음과 같다. 

(V.(O)- V.α)J-(V.(O)-Vn(t)J= r z(x) 
L (r-a)(1 +r)h 

-----강첸 __ l_r_딱_) _-.-11친_1 
(r-a+t) (1 +r+t)h J L (r-a) (r-a十t) J 

첨 xo에서의 하락폭(즉， x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혜의 하락폭)융 기준으로 함을 염두에 
두연， 

z(x) _ y(x) * 0 _f_'_" , _H .. -------- - ---- 혹은 z(x) = (1 +r)hy(x) (r-a) (l+r)h (r-a) , ~ -，~/-'" '/ J 

이 관계식을 위의 식에 대업하고 청려하면， 

〔κ(0)-κ (t)J-(Vn(O)- V. ωJ=괴프L-「1- (1+r)h ;;-1>0 
n,"u (r-a+t) L' (1+r+ts)h j 

Skouras, 앞의 논문 참조. 
(29) Bentick와 Skouras의 논문은 바로 이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D.E. Mills는 강조하였다. Mills, 

앞의 논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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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기대하는 劃

引率을 r*로 표시하면 式(9)는 다음과 같이 고쳐진다. 

(x) 
(12) Vs (t)=τ퓨-a+t) c1 +r+t)h 

여기에서 단순히 션 뿐아니라， 개발후 地代所得 z(x) 그리고 이의 자연적 상승율 a도사실 

각하는 할인율은 이 r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投機者

은 投機者가 기대하는 값이며， 이 期待f直들을 投機者가 어떻게 잡아보느냐에 따라 그가 부 

르는 (供給)價格 Vs(t)는 달라질 것이다. 數地價f直脫의 부과는 이 價格을 전면적으로 감소 

시키지만， 投機者들이 각각 z(x) , 션， 그리고 a의 값을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 그 감 

소폭은 授機者들 마다 차이가 날 것이다. 이 감소폭이 적은 授機者는 감소폭이 

에 비해 과세후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같은 授機用土地라도 과세후에는 감소폭 

큰 授機者

경 향이 있게 될 것이다 (30) 

윗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큰 批機者로 부터 감소폭이 적은 授機者로 土地가 이전되는 

감소폭이 投機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1

[ -(쉴gt)- + (1 +f+t) ]-z(x) 
(r*-a +t) c1 +r+t)h 

dV.(t) 
dt 

정리하면， 

1 브E약L-_ r 1 -+- h ì 
Vs(t) dt - l (r*-a+t) ’ (1 +r+t) -j 

으
 」

후
「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數地價植鏡 부과로 인한 供給價格 下落福의 절대값은 z(x) , 

a， r*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下落率은 션과 a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된 결론을 

그l접어 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보면 개발후의 地代所得및 그 상승율을높게 부이거나 혹 

은 홈u引率을 낮게 기대하는 낙관적 授機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비관적 授機者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數地價f直脫 부과로 인한 供給價格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授機用 흑은 非授機用 결정대상이 되는 土地가 據옳地 상태의 土地임 

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를 을어 이 土地가 이미 어떤 특정용도로 이용된 결과 건물 혹은 

다른 어떤 AI構造物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면， 非授機用이 의도하는 y(x) 만큼의 소득을 

발생시키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 λ、I構造物을 철거해야할지도 모른다. 흑은 投機

用￡로 보유했다가 h년 혹은 그 이전에 철거해야 할지도 묘른다 (31) 이 土地에 대하여 부 

(30) Bentick (1972) , 앞의 논운 참조. 
(31) R. W. Douglas Jr. 는， 開發價f直와 市場價f直를 엄격히 구분해서， 이 後者에 입각하여 土地鏡 효 

과를 분석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非投機用과 投機用이 다음과 같이 소득을 발생시킨 
다고 가정한다. 

0년도 1년도 2년도 3년도 

非投機用 : 10， 000원 i 10 ， 000원， 10， 000원， 10， 000원 .. 
投 機 用 o원 i 11 ， 000원， 11 ， 000원， 11 ， 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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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가격에는 이러한 철거비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用途轉換費用이 충분히 고려 

될 것이 다. 그러 묘로 이 土地의 市場價{直는 기 대 되 는 地代所得에 서 이 用途轉換費用을 공 

제 한 純地代를 자본화한 값이 될 것이 다. 이 市場價f直를 과표로 한 數地價f直親는 用途轉換

費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土地授機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 

시 킬 것으로 예 상된다 (32) 

地代所得과 劃引率이 해에 따라 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 i년도에 적용되는 脫率

을 t‘라고 하면， 앞에서 제시한 一般用途 l과 2에 이용될 士地의 과세후 가치 V1(t)와 

V 2 (t) 그리고 이 두 용도에 있어서의 경제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YI(x) +--- Y2(X) 
(13) V1 (t)=τ퓨꾀긴후eu' (I十rl)(l +r씨(1 +t1) (1 +t2) 

+ -, , '/. Y3(X,') 
(1 +η) (1 +r2) (1 +r3) (1 +t1) (1 +t2) (1 +t3) 1 

~ A Y;(X) (33) 

=L; 11 
~L~t (1 +rj) (1 十 tj)

H i z,(z) 
(14) 까(t)=침 묘 τ 、

數地價f直脫의 2% 劃引率이 10%라고 했을 때， 1년도의 時點에서 해당 土地가 非投機用a로 이 
용된다면 그 개발가치는 83， 333원 (10， 000/0. 12) 이고 投機用￡로 이용된다면 개발가치는 92, 500 
원 (11 ， 000/0， 12) 이다. 따라서， 1년도의 시정에셔의 개발가치를 기준￡로 판단하면 해당 土地는 
投機用으로 이용됩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만일 이 土地가 이미 0년도에 非짧機用으로 이용 
되었다면， 1년도 시점에서 꿇機用ξ로서의 이 土地의 개발가치는 비록 92， 500이더라도 그 시장 

가치는 이 개말가치에서 철거비용을 뺀 만큼ξ로 계산될 것이다. Douglas Jr. Richard W. , 
“Site value taxation and the timing of land development," American Joμrnal 01 Econ01ηics 

and Sociology, Vol. 39, No. 3, 1980 (July). pp.289-294. 
(32) Skouras는， 철거비용이 소요될 경우 數地價直脫의 부과는 地代所得을 감소시키므로 철거비용을 

탕감해야 할 자금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土地開發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Skouras， T. , 
“The allocation of land between speculators and users under a land ownership tax: A 
comment," Econoηûc Record, Vol. 50, No. 131, 1974 (Sept.) pp.449-450 참조. 그러 나 Douglas 
Jr.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였다. 예컨대 h년도에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철거비용이 K라 
면， Skouras는 이 철거비용의 현가플 K/(1+r)h라고 보고， 數地價f直鏡가 이 철거비용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Douglas Jr.에 의하면 數地價f直鏡는 철거비의 부담을 

K/C1+r+t)h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數地價f直鏡는 土地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Douglas Jr. 앞의 논운 참조. 

(33) 소득의 흐름을 {Y1(X) , Y2(X) , y ,-2(X) , Y j-l (x) , Yj(x)} 라고 하면 ， (j-1) 시청에서의 가 
치 명 가액 V，-l은 다음과 같이 계 산된 다. 

_ Yj(x) _. TT _ Yj(X) 
V ,-1= '1+듀- -.j Y j-1 (l+r ,) (l+tj) 

한연， (j-2) 시첨에서의 가치명가액 Vj-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V.-9.=객설약L+ ←E"jτL-t.→V._. 
J “ 1 +rj-1 ‘ l+r,-l ι • , “ 

Yj-1(X_1 Y,(X) 
(1十r， -l) (1 +t,-l) ‘ (1+η) (1 +tj) (1 +rj-1) (1 +t,-l) 

위 式 (13) 의 결과는 이와 같이 뺑算過程을 거쳐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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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V1(t)- 까(t)=￡ 다 y ,(x)-z;(x) 
;~ ;='1 (1 +rj) (1 +tj) 

한펀， 式 (5)와 (6)으로 부터 [V1(O) - V2 (O)J를 구해브면， 

(16) V1(0)-V2(0)=￡ 다 꾀， (x) -z,(x) 
i 1~1 (패깐-

일 반척 무로 [V1(O)-V2(O)J 추 [V1 (t) - V 2(t) J이 다. 부면 비교해 式(15)와 (16)의 결과를 

그<!-l 무로 數地價f直鏡의 中立뾰은 브다 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土地脫로는 課標算定方法 흑은 徵收方法에 따라 보통 數地價f直鏡， 호閔地에 대 해서 만 과 

세하거나 흑는 重課하는 호閔地脫， 用途轉換 또는 土地開發에 따른 土地增價에 i우세하는 

2. 기타 形態의 土地親

土地增價脫(1and value increment tax) , 土地讓援時에 부과되는 土地讓聽脫(land transfer 

tax) 등을 꼽는다. 開發利益에 과세되는 소위 開發￥Jj益親(development gain tax) 

發價f直脫(development value tax)는 土地增價鏡의 법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호閔地脫의 效果부터 살펴 보면， 이 租脫는 호閔地에 대 해서 만 과세되으로 

예시한 非授機用土地의 가치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授機用土地에 

호閔地 상태로 있는 처음 h년 동안에만 과세되고 일단 개발된 다음에는 과세되지 

로， 과세후 非授機用과 授機用의 가치 Vn(t)와 Vs(t)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혹은 開

앞에서 

대해서는 

。ι 。 n
>,--

’ ’ n / 서
 

씨
 
-H 

” ” -/ { \ -
냉
 

r ‘ 
/ 

l 

·
、

y(x) 
(1η Vn(t)=Vn(O) ，，:.\.W~'\ 

(r-a) ’ Vs(t) 

이 두 관계식으로부터 얻는 개발시기 臨界f直 條件式은 數地價f直脫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서 호閔地脫의 경우 개발시기 臨界f直는 數地價f直脫에 있어서의 그것과 동일하며 ， dxjdt 

에 관한 관계식도 두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러묘로 호閔地鏡 역시 數地價f直鏡와 마찬 

가지로 非中立的임을 알 수 있다 (34) 

따 

비록 效果의 방향은 같으나， 數地價f直脫는 모든 土地地價 전반에 결쳐 영향을 주는 반면 

호閔地鏡의 地價에 마치는 효과는 일단은 호閔地에 국한된 局地的인 효과이다. 

地의 가치가 다른 土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投機用土地는 점차 非授機用￡

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전체 地價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 2 차적인 

파급효과이다. 따라서 호閔地親의 地價下落效果는 數地價f直脫의 경우에 비해 적을 것으로 

물본호閔 

기대된다. 

한펀 脫率이 같은 경우 호閔地脫는 數地價{直鏡보다 非授機用(需몇價格 혹은 購買價格)에 

비한 投機用(供給價格 흑은 飯賣價格)의 상대적 가치를 더욱 큰 폭으로 떨어뜨리기 때문 

(34) Skouras (1978) ,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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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35) 土地賣去p을 촉진하묘로써 授機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 

로 어느 특정지역의 土地開發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면 數地價f直脫보다는 호閔地脫가 더 효 

과적일 것이다 (36) 

다음， 土地增價親의 경 우， 개 발전 가치 흑은 課親基準 時의 가치 를 α라고 하면 非投機

用과 投機用土地에 있어서의 增價는 각각 {(y(x) j (r-a)J -w) 와 {[z(x)j(r-a)J -w} 가 

될 것이다. 이 增價가 課標가 되므로， 親率을 t라고 하면 非授機用과 援機用土地에 있어서 

의 士地價f直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될 것이 다. 

(18) κ(t)=4쩍'\ -t r핀감-꾀 Vs(t) =야흐L -t 다싶~-w끼 j (1 +r)h (r-a) • l r-a ~ j ’ s\n-t (r-a) • l (r-a) ~ ) f 

이 式으로 부터 개발시커의 臨界f直 h*(t)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_ f z(x) -t[z(x) - (r-a)wJ ì 
(19) h*(t) = 1-:_r ,J. ，~ • log i ~>-=( :~~>:::(->~ ~(=~~ - log (1 +r) - LV5 l y(x) -t(y(X) - (r-a)wJ J 

이 h*(t)와 式(4)에서의 h*(O)를 비교하연 h* (t) <h*(O)엄을 알 수 있다 (37) 그러으로 土地

增價脫 역 시 數地價備親나 호閔地鏡처 럼 開發(利用) 時機를 앞당기 는 非中立的 租親인 것 

S로 보인다 (38) 그리고 式(18)에서 구한 Vη(t)= Vs(t)의 균형조건식으로 부터 다음 不等

式을 얻는다. 

n_ 

(20) 찮 
[(1 +r)h • lJ (r-a)w 
/ 1 >0 (39) 

(1 -t)2 r瓚L+ (1 +r)h월LJ 

즉， 土地增價脫 역시 投機用土地의 면적을 감소시컴S로써 投機를 억제하는 효과를 수반할 

것￡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土地增價鏡가 갖는 土地利用 및 開發 촉진효과는 실제에 있어서는 

많이 완화되거나 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이 효과의 실현여부는 징수방 

(35) Smith, Roger S. , “Land prices and tax policy: A study of fiscal impacts," Americaη Joμrnal 
of Economics & Sociology , Vol. 37, No. 1, 1978. pp.51-69. Smith는 이 를 명 확하게 증명 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유도한 式 (7)과 (9)의 V.(t)와 V.(t)와의 차이와 위의 式 (17) 
에서의 V.(t) 와 Vs (t) 와의 차이를 과세전 균형점을 기준￡로， 즉 V.(O) = V.(O) 인 상태를 기 
준￡로 삼아 구해봄￡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율형상태에서는 (l +r)h.y(x) = 
z(x) 이 므로， 數地價煩鏡의 경 우 수요가격 과 공급가격 의 차이 를 d' , 空閔地鏡 경 우의 수요가격 

과 공급가격 의 차이 를 d"로 표시 하면 이 들의 값은 다음과 같다. 

d'=~띤_， rl-( _ 1+r γ1; d//=-싹~rl--( _ 1+띠h1 
(r-a十t) l \ 1 +rH J J' - (r-a) l \ l+r+t / J 

따라서 d">d'이 다. 

(36) 같은 논문， pp.57-59 창조. 
z(x) '- z(x)-tCz(x)-(r-a)ψ〕(37) ~)~~_>~)~~~:~Ñ;~~':_~-~~~< 
y(x) r y(x)-tCy(x)-(r-a)wJ 

(38) Skouras (1978) , 앞의 논문， Smith, 앞의 논문 참조. 
(39) 式 (18)에서 V.(t) = 1강 (t)을 청리하면 

Cz(x)-(1+r)상(x)J=tC<l+r)L 1) (r-a)ψj (l -t) 

이를 t에 대하여 미분하고 갱리하면 式 (20)의 결과흘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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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현실적무로 대부분의 租脫는 실현된 소득에 부과되는 되는 實

現主義(realization ba잉s)에 입각하여 징수되기보다는 정수의 펀의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脫

收確保의 필요상 발생될 것:로 기대되는 소득을 대상무로 부과되는 소위 發生主義(accrual

ba하s)에 입 각하여 징 수되 는데 , 만일 土地增價脫가 發生主義에 의 거 하여 부과될 경 우에 는 

土地所有者는 새로운 용도로 전환된 후(흑은 개발 후) 세금을 빼고도 충분한 만큼의 높은 

수익율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비록 수익율이 좀 낮더라도 안전하게 土地를 보유하고 

있으려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이 결과 이용(개발)을 위한 土地供給은 오히려 감소하여 地

價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소위 “가두어 잠금 효과(10대-in effect)"가 현저한 경 

우에는 土地增價脫는 土地開發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가두어 잠금효과는 土

地所有의 獨곱度가 높을 수록 현저할 가능성이 높다찌) 

이러한 가두어 잠금효과가 현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위에서와 같이 용도전환으로 

인한 土地增價福의 一定比率로 과세하지 않고， 이 增價福에 상관없이 -定總願(lump-sum)

의 세금을 징수하는 土地增價脫는 요히려 土地開發을 억제할 수도 있다. 개발시기를 늦출 

수록 租脫負擔이 가벼 워 지 기 때 운이 다 (41) 예 컨대 T만큼의 一定總銀을 징 수할 경 우 非授機

用과 投機用으로서의 土地價h直 Vn(t)와 Vs(t)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_ y(x) '7'. TT ,.,_ 1 . r z~) _'7'l 
(21) V싸)= -:'-~ - T; Vs(t) ",_, h 0 I ，:~~， T I -a ... ,,. S\"/- (1 十r)h L (r-a) ‘ 」

이 경우 개발시기의 臨界障 h*(t)는 다음과 같이 된다. 

, __ r z (x) -y(x) , , ì 
(22) h*(t) 1 __ "~ 1_' ologl . .1'-_\-/ ,.::''"'..(", +11 log(l +r) owg l y(x) ~ (;~a) T -r 1 J 

이 h*(t)를 式(4)의 과세 전 臨界f直 함(0)와 비교하여 보면 h*(t) >h*(O)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보다 많은 土地를 授機用흐로 보유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호閔地脫나 土地增價親 혹은 開發利益脫 등의 租規의 한 가지 중요한 취지는 授機用土地

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해당 租脫가 轉據되지 않을 때 달성 

가능하다. 이 租鏡들은 數地價f直鏡와 달켜 일부의 土地에만 과세되며， 특히 都市用으로 전 

환될 가능성이 높은 非都市用土地들을 주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土地에서는 增價福이 현저 

하기 때문이다. 그러냐 이러한 都市用 候補地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로 보 

아 가격에 따라 신축성있게 변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해당 租脫는 전가될 가능성 

이 높다갱) 전가되는 만큼 地價가 상송하으로 土地開發을 위축시킬 것이다. 授機者는 가 

격상의 이익이 없으면 개발을 위한 士地供給을 꺼렬 것이다. 土地所有者는 地價가 상승하 

(40) Smith, 앞의 논문 참조. 
(41) Skouras (1978) , 앞의 논문 참조. 일반적으로 一定總題親Clump.sum tax)는 中立的이라고 알려 

져 있고， 또 그래서 권고되키도 한다. 이런 주장이 土地脫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 
기 쉽 다. 그 한 예 로 다음 문헌 참조. Whitehead, C. M.E. ,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H. B. Dunkerly, 앞의 책 에 서 p.122. 

(42) Neutze,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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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금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채산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토지개발을 보류할 것이다. 요 

컨대， 土地增價脫나 開發利益鏡의 授機柳制效果나 地價下落效果는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土地讓鏡脫는 土地買入者의 支觸用意銀(需훌價格)을 떨어뜨립부로써 數地價f直脫와 마찬 

가지로 地價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a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租脫는 대체로 토 

지의 개발시기에는 큰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43) 예를 들어 이 讓鏡租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 價f直增植率이 b%이고 현재가치가 V인 土地를 h년도에 활면， 期待取賣價

格은 V(l +b)h-101 고 이 의 現價는 V(l +b)h-l f (1 +r) hol 므로， (1 +r)h를 (l+a)h-l에 따라서 

현재 팔 것언가 혹은 h년도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脫率 t인 讓聽親가 부과될 

경우에는， 현재 팔면 期待實所得이 V(l -t)이며 h년도에 괄면 期待寶所得은 V (l +b)h-l 

(l -t)f(l十r)h가 될 것인바， 여전히 (l +r)h를 (1 +a) h-1에 따라서 현재 팔 것인가혹은 k년 

도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특히 讓援鏡觸의 부담이 큰 경 우에 는， 이 돈을 地代所得으로 부터 충분히 축적 할 

수 있을 때 까지 양도를 미루려는 土地所有者에게는 讓鍵親는 판매시커를 늦추게 하는 非

中立的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分析結果의 樣슴許홈 

이상의 分析結果를 종합해 보면， 土地脫는 非中立的이며 따라서 土地利用樣態에 직첩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土地鏡는 대체로 자본의 

懷雄期間이 긴 士地用途보다는 빠른 시기에 많은 소득을 올리는 용도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土地利用度를 높히고 土地開發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컴하여 土地

脫는 地價上昇을 억제하여 간첩적으로도 土地授機를 막는 효과를 수반할 것￡로 기대된다. 

이런 여러 점에서， 특히 土地授機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土地鏡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강력하고도 바람직한 政策道具로 인정된다 (44) 

그러나 土地授機를 긍정적￡로 보는 입장에서는 土地親의 그러한 효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土地市場이 사회적 적정균형울 이루는 

상태， 특히 土地와 非土地資훌의 수익율이 사회적 적정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授機用土地는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土地授機는 土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 

지 않으며， 나아가서 土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나의 方便일 수도 있다. 都市의 발전은 

미래에 대한 많은 不確實性을 내포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장기적S로 본 최선의 土地用途

(43) Smith, 앞의 논문 참조. 土地買入者 역시 매입한 土地를 언제인가 팔 경우 讓獲親의 부담을 충 
분히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44) Skouras는 土地親의 이러한 짧擬빼制效果 그리고 土地利用率提高效果를 비교척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입장을 취한다. Skouras (1978) , 앞의 논문 창조. Neutze도 土地投擬의 긍정적 측면보 
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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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히 확정될 때까지 土地의 用途轉換 및 개발을 보류하는 것이 사회적￡로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물론 都市計劃이 그러한 不確實性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土地投機도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때에 맞지 않는 대규모 士地開發은 건물을 비롯한 賢本財의 노폐화를 촉진하여 막 

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μ5) 

土地授機를 억제하기 위한 政策道具로서의 土地鏡 職課는 公共機關이 개인이나 혹은 投

機者보다 미래의 가장 바람직한 사회적 土地利用 樣態에 대하여 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 

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 전제의 타당성 정도에 따라 보다 효율적 土地利用을 위 

한 土地脫의 사회적 정당성이 안정된다고 블 수 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士地投機

가 土地￥IJ用의 效率性提高에 얼마나 키여할 것인가는 土地投機者가 그러한 사회적으로 가 

장 바람칙한 土地利用狀態에 대하여 公共機關과 土地開發者 보다 얼마나 더 정확한 통찰력 

을 가지 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46) 

최근 보다 일반화된 模型에 업각한 土地脫論이 제시되면서 土地脫의 非中立性은 定說化

되는 인상을 준다 (47) 그러나 이러한 土地鏡의 非中立性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土地脫의 

土地利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見解들로 인해 土地의 中立性을 주장하는 

傳統的 見解가 완전히 와해된 것은 아니다. T.N. Tideman은， 이 새로운 見解가 주장하는 

非中立的 土地鏡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非中立的이 되도록 정의된 土地脫이며， 현실 

적으로 시행되는 土地親는 역시 中立的이라고 주장하였다 (48) 그 새로운 見解에서 정의된 

土地價{直는 어 떤 특정 용도에 이 용되 었을 때 발생 하는 所得 중 土地에 귀 속되 는 純所得을 

寶本化한 값으로서，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정의된 土地價f直를 課標로 한 土地鏡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히 非中立的일 수 밖에 없다. 그 뿐아니라， 그러한 純所得이란 

알 수도 없고 계측되지도 않는다. 

실제 로 부과되는 土地鏡의 課標는 土地의 현 市場價f直를 중심 으로 하는데 , 이 가치 는 어 

떤 특정 용도에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괄리리라고 예상되는 土地의 가격이다. 따라서 이 

가치는 해당 土地가 이미 어떤 용도에 묶여 있을 때 발생할 소득과는 별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 달리 말하면，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土地價植는 土地의 현재 실제용도와 큰 관계없이 

(45) Skouras와는 달리 Bentick는 土地投機의 긍정 적 인 연 을 강조하는 펀 이 다. Bentick (1972) , 앞 
의 논문. 

(46) 앞에서도 언급한 바， 投機者는 다른 사람보다 낮은 劃引率을 적용하는데， 投機가 바랑직한가 
또는 아닌가는 投機者들의 劃引率이 사회적 적정 홈j引率과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있다고 Neutze 
는 주장한 바 있다. Neutze, 앞의 논운 참조. 

(47) J.K. Brueckner는 -般헬衝的 접 근방법 에 의 해 土地짧效果를 분석 한 바 있 다 Brueckner， Jan 
K., “A moder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ite value taxation," National Tax Joμrηal， Vol. 
XXXIX. No. 1, 1986. pp.49-58. 

(48) Tideman, T.N. , “A tax on land value is neutral," National Tax Journal. Vol. XXXV, No. 
1, 1982. pp.l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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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t흩地 상태로 있었다고 가정하고 팔렸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 같이 추정된 

土地價f直를 課標로 한 土地親는 中立的이 다. 

土地價f直를 據뚫地 상태로 있었다고 가정하고 팔렸을 때의 가격으로 본다면， 이 가치는 

練호地를 현 時點에서 최선의 용도에 배정한다고 했을 때 얻는 純所得을 資本化한 값에 근 

접할 것이다. 예컨대， 이 같이 추정된 課標로서의 土地價f直를 V라고 하면， 數地價f直脫의 경 

우， 과세 후 非投機用과 授機用 土地의 가치 Vn(t)와 Vs(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_ y(x) _ tV . TT ,.,_ z(x) t "V" 
(23) V.η (t) = ~'--~ -...:.::-; Vs(t) 1'_ :,,';: I _'\11 r-a r" S\'"/- (r-a) (l +r)h 

이 式 o 로 부터 [Vη(0)- Vs(O)]=[Vη (t) - V， (t)]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土地脫

의 부과는 土地의 용도별 경제적 우선순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과제 전 최적용도는 

과세 후에도 여전히 최적용도이다. 

새로운 見解에서 土地脫가 非中立的이 되는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뜯어 보면， 우선 地代

所得 발생과 土地脫 廳課가 동시화(synchronize)되지 않음， 달리 말해서 發生主훌훌에 업각 

해서 징수됨이 주목된다. 만일 실현된 地代所得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수한다면， 과세 후 

非授機用과 投機用 土地의 가치 Vn(t)와 Vs(t)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 다. 

- (1-t)y(x) . TT ,.,_ (1-t)z(x) (24) Vn(t) \..L I'_"/"，-~~/ Vs(t)= 
(r-a) ’ (r-a) (1 +r)h 

만일 Vn(O) ~ Vs(O)이었다면， 위의 式에서도 Vn(t)~ Vs(t)이며， Vn(O) <Vs(O)이었다면， 

Vn(t) <Vs(t)이다. 다시 말해서 과세 전이나 과세 후에나 두 용도 사이의 상대적 경제성 

은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土地鏡는 中立的이다쩌) 물론， 모든 土地에 대하여 일 

일히 地代所得을 파악할 수 없기 해문에 그러한 土地脫는 사실상 실시불가능하다. 

그러나 地代所得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요직 地代所得이 실제 

로 발생할 때 이를 資本化한 가치를 課標로 한 數地價{直脫 역시 中立的이다. 대0) 이 경우 

Vn(t)와 Vs(t)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y(x) 
(25) Vη(t)=구-a주T; Vs(t) 강낌 

(r-a+t) (1 +r)h 

이 式에서도 Vη (t)> Vs(t)인가 아닌가는 Vn(O)> Vs(O)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물론 이와 같이 地代所得의 실현과 租脫眼課를 시간적으로 일치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土

地脫가 中立的인 것도 아념을 참고로 지적해 둔다. 예를 들어실현된 地代所得을 課標로 

한다고 하더라도 脫率이 때에 따라 변동되며 이 鏡率을 納鏡者가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 

고 하면， 士地脫는 다음과 같이 非中立的일 수가 있다 (51) 앞에서 예시한 일반화된 용도， 

(49) Bentick (1979) , 앞의 논문 참조. 또한 Wildasin, David E. , “More on the neutrality of land 
taxation," National Tax Joμrnal， Vol. XXXV, No. 1, 1982. pp.105-108 참조. 

(50) Bentick (1979) , 앞의 논문 참조. 
(51) Wildasin,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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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용도 l과 2의 경 우， i년도의 鏡率을 tj라고 하년 이 각 용도와 결부된 土地의 가치 V1(t) 

와 V2(t)는 다음과 같을 것이 다. 

(26) V 1 (t) =-.i1-t1)Yl(X) +」1-t2)Y2(X) + (1-t3)y3싶~+ 
(1十rl) '(1+rl) (1 +r2) ' (l+rl)(1十 r2) (1 +r3) 

-(1-t1)Zl(XL+-J1-t2)z2(X) + (1-t3)z3(X) (27) V2(t) '.L ~;'::'~-/ + ~;.L， _'~/~7~-:' '\ + /, I ~\ ~;3::3~-;:: I _ '\ + ... 
(1 +η) '(1+η) (1 +r씨 (1 +rl) (1 +r2) (1 +r3) 

그러면， 과세 전 이 두 용도의 경제성 차이 (V1 (0) - V2(0)]와 과세 후 차이 (V1 (t) - V 2(t) J 
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_yl(X)-Zl(XL+ !.2(X) -Z2(X) (28) (V1(0)-V2(0)J= 
(1 +rl) '(1 +rl) (1 +r2) 

+…+ “ Yj(X) -Zj(::? -~，- +. 
(1 +η) I 

_ (1 -t1)(Yl(X)-Zl(X)] -L (1-t씨 (Y2(X) -Z2(X)J 
(29) (V1 (t) - V2(t) J = '.L "1/ '(패5----+ (l+fl)(1+T2) 

+…+ (1-t，끄꽉화프꽉22---+ 
τ늄r1)(1 +r2F깃늄rj) -r-

이 두 式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 V 1 (0) ~ V2(0)이라고 해서 V 1(t)> V2 (t)가 되리라는 보장 

은 없다. 일반적￡로 (V1(0) - V2(0)J 추 (V1 (t)- V2 (t)] 일 것이며 따라서 非中立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비록 예외는 있a나 대체로 土地脫는 이본상￡로는 非中立的이 

지만， 실제로 실시되는 土地脫는 그 자체로서는 다분히 中立的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 

을것이다. 

N. 數地置{直짧의 짧入充分性 分析

기존의 -般財훌脫의 문제점이 여러가지로 심각하게 노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하나의 개 

선대안으로 최근 강력하게 제안되고 또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數地價f直脫

制度”는 기존의 一般財盧鏡를 數地價{直脫로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즐 의미한다. 그러나 數

地價f直鏡를 바람직한 형태의 租親로 보는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좀 급진적인 대안보다는 

커 존의 一般財慶짧를 數地價f直脫로 청진적 으로 대 체하는 절충안을 권고하는 경 향이 다 (52) 

이하에서는 분석의 면의상 주로 앞의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어느 대안을 택 

하든 土地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면셰 내지 輕課되고 士地分에 상대적으로 重課되 

는데， 이 결과 과연 脫收에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가 분적의 초점이 된다. 

(52) Netzer, Dick, Economics 01 the Property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 
1966. pp.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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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一般財塵鏡下에서 지 역 전체의 數地價f直를 Vo, 이 數地에 부착된 건물 및 기 타 ÁI 

構造物을 포함한 改良I事物(improvements)의 資겉흉價f直를 Bo, 그리 고 平均財塵鏡率을 to라 

고 표시하고， 한펀 數地價f直脫制度가 실시될 경우 지역 전체의 數地價f直를 V. , 그 脫率을 

t.라고 표시하면， 一般財훌脫下에서의 脫收는 to(Vo+Bo)이고 數地價植脫制度下에서의 脫收

는 t. V.가 될 것이다. 

數地價f直脫制度가 租鏡行政上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제도 실시 후 脫收의 감소가 없어 

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연 다음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30) t. V.=to(Vo+Bo) 

만일 이 脫制變更 후에도 전체 數地價f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즉， V.=V，。이면)， 윗 식 

은 다음과 같이 고쳐진다. 

Vo+Bn (31) t.=-' \뉴:.!!.- .to 

이 결과는， 鏡制變更 후 親源減少를 보충하여 종전과 동일한 親收를 올리커 위해서는 數地

價f直脫率 t.를 적절히 인상하여야함을 의미한다. 土地分의 賢훌價f直 V。가 전체 財훌의 가 

치 (Vo+Bo)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L이 라고 하면 數地價植脫率은 종전의 財겉활鏡率 t[j에 L 

의 適數를 곱한 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이 L값이 적을수록 數地價f直脫率의 인상폭이 커지 

기 때 문에 數地價f直鏡힘j度의 실시 는 그 만큼 租脫行政上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으로 L값이 數地價f直親制度의 실시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指標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L값은 추정하기도 물론 쉽지 않지만， 지역마다 또 土地用途마다 다를 것이기 때 

문에， 이 값에 의거해서 數地價f直脫制度의 실시가능성에 대해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 

는 어려울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의 L값은 대략 40%'""'60%인 것 

으로 추정 되 며 (53) 美國의 경 우 L값에 대 한 추정 치 는 학자에 따라 25%부터 7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4) 만일 L값이 25%라고 하면 數地價f直親率은 종전의 一般財塵鏡率의 

4배가 되어야 종전과 동일한 親收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상당히 비현 

실적인 高率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脫率이 높아진다는 것 하나만￡로 數地價f直脫制度가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할 수는 

없다. 土地親는 궁극적으로 土地地代所得a로부터 지불되묘로， 만일 이 地代所得이 租脫負

擔을 강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으면， 數地價f直鏡制度의 실시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전의 財塵脫下에 서 의 地代總賴이 YO이 었 다고 할 때 , 式(7)을 약간 바꾸어 보띤 다 

(53) 金鉉玉， “우리나라 財훌親에 있어서 地價脫의 適用可能뾰에 관한 맑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
院 碩士學位論文， 1987. 

(54) Grosskopf, Shawna P. and M.B. Johnson, “Land value tax revenue potentials: Methodology 
and measurement," in Land Value Taxation ed. , by R. W. Lindholm and A. D. Lynn Jr .• 
Madison: The Wisconsin University Press, 1982.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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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관계식을 얻는다. 

(32) YO= (fHo) V，。

여기에서 f=(r-a). 土地所有者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면서 數地價f直

親옮u度가 실시되 기 위 해서 는 이 地代總願이 종전 財훌脫負擔銀브다 충분히 커 야할 것이 다. 

즉， (f+to) Vo>(Vo+Bo) 이를 달리 고쳐쓰면 다음 부등식을 얻는다. 

(33) K드~(Vo+효pL<l 
(f+to)V。

만일 이 K값이 1보다 충분히 적다면， 이는 곧 地代所得이 土地分에 대한 세금뿐아니라改 

良工事物分에 대한 세금까지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 

록 數地價f直脫制度의 실시로 인해 脫率이 인상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K값이 이 제도의 실시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K값을 실제로 추정해 본 한 연구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이 K값이 1보다는 적지만， 충분히 

적지는 않은 것￡효 나타났다 (55)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의 실시는 地代所得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실시가능성에 푼 회의즐 던지게 된다. 

물론， 地代所得에서 土地鏡負擔銀이 차지하는 비중도 租脫行政上 결코 가볍게 블 수 없 

는 사항이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응 脫制變更에 따른 土地所有者의 실질소득수준의 

변동일 것이다. 만일 數地價f直脫짧u度의 실시 결과 그들의 실질소득수준에 별 큰 변동이 없 

다고 하면 실시가능성에 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지 K의 값에 바 

탕을 두고 실시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것도 속단일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數地價f直鏡制度의 실시로 인해 地代 및 士地價f直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냐 변동하는가 

이다.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해 地代總觸이 종전의 %에서 .d Y 만큼 변하여 YS가 되었다고 하면，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34) Ys=(f+to)Vo+ .d Y 

한펀 Ys=(f+ts) Vs일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위의 式과 鏡收不變의 조건식인 式(30)을 

결합하고 정괴하옆 다읍 관계식을 얻는다. 

dY-ιR ← (35) Vs=Vo+~추~OL.l' O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數地價f直脫制度 실시 이후 地代所得의 총액이 종전 -

般財塵親下에 서의 非土地財塵分에 대 한 세 금 즉 toBo 만큼만 증가해 준다면 전체 土地價f直

에는 변함이 없게 된다. 즉 Vs=V。이다. 다시 말하면 數地價{直脫制度의 실시로 인해 土地

分에 추가되 는 非土地財塵分에 대 한 세 금 toBo를 증대 된 地代所得 .dYc에 서 부담하고 나면 

(55) Douglas Jr. , Richard W. , “ Site γalue taxation and Manγel’ s land value estimates," American 
Joμrnal 0/ Economics and Sociology , Vol. 37, No. 2, 1978 (Apr.)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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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所有者는 이 제도 실시 전이나 후에나 다름 없이 f%의 純收益率을 土地로 부터 누리 

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이 제도의 실시로 土地所有者의 실질소득에는 별 영향이 없게 

된다면 이 제도는 실시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 이후 과연 地代所得이 전체로서 toB。 만큼 증가할 수 있을 것 

인가 아난가에 관심의 초점이 모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見解가 여러가지로 엇갈리고 있 

다. 地代所得이 toB。 만큼 상승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 (56) 충분히 그만 

큼 상승한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 

도 있다. 우선， 비관적인 見解에 의하면， 土地脫는 일반적으로 資本化效果을 통해 地價를 

하락시 키 는 경 향이 있다. 물론， 非土地財塵에 대 한 면세로 이의 공급이 증가하여 土地가 

집약적￡로 됨으로써 地代가 상승할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士地脫의 地價下落效果를 상쇄할 만름 클 것인가는 의문시될 뿐아니라， 설령 그럴 가능성 

이 있다고 해도 地方政府가 이 가능성을 믿고 脫制改編을 단행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 

이 다 (57) 

數地價f直脫制度에 매우 긍정적인 M. Gaffney는 地代所得이 toBo 만큼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다. 非士地財훌에 대하여 免脫(또는 輕課) 되는 만큼 地代所得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58) 비록 非土地財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M. F eldstein에 

의하면， 數地價煩鏡의 敵課 그 자체로 資本財에 대한 土地의 資塵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를 

떨어도리 으로， 資옳을 資本財의 형 태 로 더 많이 부유하려 는 경 향을 초래 한다. 賢本財의 

생산은 증가할 것이며 경제전체로서의 資本 對 土地의 비율은 높아져， 이 결과 土地의 限

界生塵 즉 純地代(과세후지대)는 증가하고 資本의 收益率 즉 利子率은 하락할 것이다. 만 

일 利子率이 충분히 하락해 주면， 비록 土地親로 인해 純地代는 감소하더라도 地價는 상승 

할 수도 있다 (59) 만일 Feldstein의 주장이 옳다연， 數地價{直脫制度의 실시 결과 地代所得

(56) Grosskopf와 Johnson은 이 러 한 견해 를 가진 학자로서 James Heilbrun과 R.W. Douglas Jr.를 
꽁았다. Grosskopf와 Johnson, 앞의 책 , pp.48-50. 

(57) 이 말과 함께 J. Heilbrun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현질적 a료 不動옳親 親收가 엄청나 
게 큰 점을 강안할 때， 이 엄청난 脫收를 土地에만 부담시킬 경우 地代의 대부분을 租親로 흡 
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土地를 몰수하는 것과 진배없다. 그러한 租脫는 衝2jS
의 원 칙 에 도 어 긋난다. Heilbrun,' James, “Reforming the real estate tax to encourage housing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A. P. Becker, 앞에서 인용한 책， pp.64-80. 

(58) 이에 대해서 Gaffney는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다소 철학적￡로 설명하였다. 數地價f直짧가 실시 
되면， 종전에 지붕하던 非土地財훌에 대한 課짧分 (toBo)은 연세된다. 이 toBo分은 이미 질현되 
었던 잉여소득의 일부이다. 마치 質量保全의 法則에서 質量은 소멸되지 않듯이， 이미 실현되어 

과세되었던 소득은 연세되었다고 해서 파괴되거나 날라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득은 어디에 
선가 다시 “튀 어 나오게 ” 마련이 다. 數地價f直鏡制度下에 서 는 이 소득은 土地增價의 형 태 로 土地
에 서 다시 튀 어 나온다. Gaffney, 'Mason, “Adequacy of land as a tax base," D.M. Holland, 
앞의 책 , pp.157-212. 

(59) Feldstein, Martin, “The surprising incidence of a tax on pure rent: A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Joμrnal 0/ PoUtical Econ()my, Vo1. 85, No. 2, 1977.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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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oB{}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土地所有者의 실질소득이 이 제도의 실시 이전보다 높 

아질 카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數地價{直鏡制度의 실시 결과 地代 및 地價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할 것인가 

가 이 제도의 脫入充分性을 둘러싼 최근 논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보면 數地

價f直鏡의 부과는 地代 및 地價를 상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흔 

이 없는 것같고， 이 가능성은 Alfred Marshall이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한 바 있다 (60) 그러 

나 이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이며， 단기적으로는 數地價f直脫 眼課는 대체로 地價를 떨어도 

리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드로 數地價{直짧制度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는 

鏡率을 크게 높히지 않는 이상 鏡收를 줄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數

地價f直鏡가 바람직한 형태의 租鏡라면 이 제도는 앞에서 제시한 절충안과 같이 장기에 걸 

쳐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結 論

土地鏡를 中立的이라고 본 傳統的 見解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최근의 새로운 見解에 의하 

면， 土地鏡는 土地利用樣態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非中立的인 租親이며， 또한 장기적￡로 

보면 脫收의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般財塵脫를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 

진 租鏡로 비쳐진다. 만일 非中立性에 대한 이 새로운 見解가 옳다면， 土地脫는 中立性이 

라는， 전통적으로 인정되어온 장점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立性이라는 것이 

반드시 장점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租鏡理論에 있어서 새로운 사초이기도 하다 (61) 오늘 

날 보는 바와 같이 公共財， 外部效果 풍으로 인한 소위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 현상 

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資源配分에 있어서의 훈曲이 심각화되는 상황에서는킹F中 

立的 租脫는 이 뚫曲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있 

다. 이1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히 강조해둘 것은， 그러한 土地親의 非中立性 그리고 이로 

인한 土地利用上의 효과는 土地脫 脫率이 충분히 높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실 數地價f直

脫制度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土地脫가 이미 여러나라에서 질시되어 왔다 (62) 이 실 

시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土地利用에 있어서 별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지적되고 있는 원인은 鏡率이 너무 낮든가 

(60) Marshall, 앞의 책 , p.659. 
(61) Pogue와 Sgontz, 앞의 책 pp.200-202 창조. 
(62) 여러나라에 있어셔 土地親 질시현황에 대해서는 다옴 문헌 참조. Smith, Roger S. , “ The effects 

of land taxes on development timing and rates of change in land prices," in The Taxation 
0/ Urban Propert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Roy W. Bahl ed. , Madison: The Wisconsin 
University Press, 1979. pp.137-162, OECD, Taxes on Immovable Property, Paris: OECD,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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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減 • 免脫의 법위가 너무 넓어서 土地脫가 사실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다 (63) 土地脫의 非中立性을 강조했던 R. S. Smith1.f 커타의 학자들도 과거에 실시되었던 

여러가지 종류의 土地鏡들이 소기의 實效를 거두지 뭇하고 흐지 부지되었던 큰 원인이 너 

무 낮은 鏡率 탓이었음을 지적하였다 (64) 

土地政策의 기본목표로는 보통 土地利用의 效率과 土地利用과 결부된 衝~性의 두 가지 

가 A뜸a로 꼽힌다. 土地脫는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土地政策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 

고 있는데， 本鎬에서는 주로 土地利用의 效率性 측면에서 土地親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土地親와 관련된 論議는 土地脫의 轉據 및 歸훌운제를 핵심적 내용 

으로 하여 주로 衝~性의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최근 10여년 

사이 에 傳統的 見解를 비 판하는 새 로운 이 흔들이 제 기 되 었다. 그 만큼 Smith-Ricardo-Mill 

을 잇는 古典學派의 地代論 빛 이에 바탕을 둔 土地鏡理論이 效率性의 측면에 있어서나 衝

~性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깊히 뿌리 박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새로 

운 이론들의 속출로 土地脫에 대한 論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인상을 준다. 土地鏡理論

에 관해서는 아직도 原論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해도 큰 과 

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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