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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서구의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조세정책, 그 중

에서도 정부의 주요 조세원 중 하나인 개인 소득세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

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정착된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의 기조가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소득세율을 인상하기 시작하

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경향

이 심화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경제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실재

로 많은 수의 OECD 회원국들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명목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며(<그림 1> 참조), 한국 또한 2012년

에 35%에서 38%로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조

세 정치의 양상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조세제도 개편안이 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당정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통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

의 과정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

의 전통적인 선호와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 보수성향의 집권당이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한 단점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조세개편 과정을 분석한 결과 소

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의회 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였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보수정당이었으나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 비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국회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차별성을 가진 한

나라당의 정책선호가 소득세법 개정과정에 반영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사례

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인하경쟁(race-to-the-bottom tax 

competition) 이론을 출발점으로 하는 조세 정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가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에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고, 한국의 조세 

정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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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조세정책

1. 감세론 퇴조와 부자증세론 등장

1970년대 후반 이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소득세율은 감소추세를 보

여왔다. 강호프(Steffen Ganghof)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개인 소

득세 최고명목세율 평균은 1975년에 70%에 육박하였으나 2005년 약 50%로 

하락하였고,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 또한 약 50%에서 약 30%로 하락하였다 

(Ganghof, 2006). 1970년대 만성적 경기불황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구미의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은 영국의 대처 행정부가 주도한 시장중심적 신자유주

의 경제개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1986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채택한 

감세정책의 여파로 국제적 조세인하경쟁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

제의 개방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

라 조세인하 경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그림 1>

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회원국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개인 소득세 최고 명목세율은 평균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조세인하 경쟁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a) 개인소득세율                           (b) 법인세율

출처: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저자 정리.

<그림 1> OECD 회원국의 연도별 평균세율(2000~2014년, 최고명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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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세경쟁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 지구화의 결과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하였고, 자본과 노동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한다(Wilson, 1999; Zodrow and Mieszkowski, 1986). 따라서 지구화 시대

에 각국의 정부는 자본과 노동의 유출을 막고 해외에서 자본 및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투자자의 관점

에서 볼 때 개인소득세가 높은 국가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소득세 부

담은 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은 개인소득세율이 적

용될 경우 고소득 고급인력이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인한 높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하고 벨기에로 이주하여 논란을 일으킨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외(Gérard Depardieu)의 경우(Samuel, 2015)가 

극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림 1>의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인세 최고세

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국제 조세인하 경쟁으로 인해 법인세율을 소득세

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법인세율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차이가 클 

경우 총보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스톡옵션 등의 비율을 늘리

는 등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되므로 조세원이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제 조세경쟁 이론에 따르면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율이 낮아져야 한다. 그 

결과 각국의 조세율은 저점을 향해 수렴하게 된다. 

조세인하 경쟁의 함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인하 경쟁이 가져

올 정치적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구화와 경제적 개방화는 시장 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각

국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만, 조세인하 경쟁의 

결과 정부는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세부담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그 결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재

원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Huber and Stephens, 2001; Pierson, 2001; Schar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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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많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내부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재분배 정책

에 대한 요구가 높다. 조세경쟁 이론의 예상이 현실에 부합한다면 결국 각국

의 정부는 재분배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실패할 것이며, 그 결과 양극화 

극복의 길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험적인 분석결과는 조세 경쟁

이론의 수렴론이 과장된 것임을 보여준다. 일례로 로드릭(Dani Rodrik)은 자

유무역 및 해외투자 자유화 등 개방화가 진행되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록 시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경제적 개방화

의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규모 대비 정부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Rodrik, 1998). 로드릭의 논리에 따르면 지구화의 결

과 국내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게 되고,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림 1> (a)에 

나타난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인상 움직임은 양극화 해소라

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소득세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포르투갈과 아이슬랜드, 스페인 등은 2008

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덴마크, 체코, 이스라엘 

등은 오히려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개 국가가 

세율을 인상하였고, 3개국이 2007년의 세율을 2014년까지 유지하였으며, 12

개국은 세율을 인하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가입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개방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 조세인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인 조건이 유사하다면 국가별로 조세제도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후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조세정책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국내정치적 변수들은 크게 보아 정치경제 레짐의 

유형, 좌-우파 당파성의 정치, 거부권 행위자 및 행정부-입법부 관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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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Tax Database(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저자 정리. 

<그림 2> OECD 회원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변화, 2007~2014(% 포인트)1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이론의 설명을 <그림 2>에 나타난 소득세율의 변화 양

상에 적용해 보면, 기존의 국내정치적 설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정책이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였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소득세율 인상이라는 새로

운 조세정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의 보완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또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 

묘사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은 마이너스 금리, 고실업, 저성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Summers, 2014). 피케티(Piketty, 20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성

장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

책 결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정치적 변

수들이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작동하는지 규명하

여 기존의 이론들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OECD 회원국 중 헝가리와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의 경우는 체코, 폴란드와 
함께 비세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을 결성하여 소득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세율의 변화가 예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제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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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조세인하 경쟁과 국내 정치

조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에스핑-앤더슨

(Gøsta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등 정치경제 레짐의 종

류와 조세체제의 다양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좌-우파 정

당의 당파성의 정치(partisan politics)가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다. 셋째, 거부권 행위자(veto player)의 분포에 따라 조세정책의 변화가 용

이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림 2>의 결과는 기존의 

세 가지 주장이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를 채택한 국가들은 소비와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은 반면 법인세 등 자

본에 대한 조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소비와 노동으로부터 보다 많은 조세를 

징수하는 경향이 있다(Cusack and Beramendi, 2006; 김미경, 2013). 조정시

장경제의 경우 노동과 자본의 계급타협을 통해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 수준에서 노동의 타협을 보상하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자본주

의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경제 하에서 조정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이동성이 낮은 노동임금을 주된 조세원으로 하며, 따라서 개인 소득세 

부담이 크다. 

이와 같은 패턴은 조세율 및 조세 구조의 장기적 패턴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2008년 이후 유사한 체제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경제에 속하는 미국과 영

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소득세율을 약 6% 포인트 인상한 반면 

뉴질랜드는 반대로 약 6% 포인트가량 인하하였다. 조정시장경제를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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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경제위기 이후 최고소득세율을 3.2% 포인트와 

6.3% 포인트 인상하였지만, 독일은 최고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2008년 이후의 소득세 정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남궁현과 권혁용

(2008)은 에스핑-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별로 조세부담의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 좌파정부의 등장과 노조조직률의 증가는 노동의 조세부담률을 낮

추고 자본의 조세부담률을 높이지만, 사민주의 레짐에서는 좌파의 내각구성 

비율이 높아질수록 노동에 비해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그림 2>에 따르면 자유주의 레짐에 속하는 미국의 경우 민주당 정부가 

법인세율은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반면 사민주의 

레짐에 속하는 덴마크의 경우 좌파 정당의 주도하에 2008년 62.7%에서 

2014년 55.6%로 7% 포인트 가량 최고소득세율이 인하되었다.

자본주의 다양성과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등 레짐 유형에 따른 조세정책

의 특징은 장기적으로 관찰될 수 있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이 도래한 이래 같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대응

방식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조세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복지국가 유형론의 분류체계가 갖는 유용성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이론은 구미의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틀로 발전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특정한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위트와 레딩(Michael A. Witt and Gordon 

Redding)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설정하는 두 가지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Witt and Redding, 

2013). 홀리데이(Ian Holliday)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

과 차별되는 생산적 복지국가라는 제 4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각국은 생산적 복지국가 유형 안에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구미 국가들의 경험을 근거로 발전된 정치경제 레짐 

유형 분류체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국가별 다양성에 대한 이해

도를 증진시켰다. 하지만 이들 이론을 한국의 사례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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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제시된 좌-우파 당파성의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2008년 

이후의 소득세 정책은 다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당파성 정치

(partisan politics) 모형에 따르면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가운데에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좌파정당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산계층

을 주된 지지층으로 둔 우파정당은 지지자들의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물

가상승을 막는 것을 선호한다(Alesina and Rosenthal, 1989; Allan and 

Scruggs, 2004; Crepaz, 2002; Garrett, 1998; Hart, 2009; Hibbs, 1977). 당

파성 정치 모델의 논리를 조세정책으로 확장하면,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좌파정당은 자본의 세부담을 늘리고 소득세의 누진율

을 높여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우파정당은 반대로 자본의 

조세부담을 낮추면 국내외 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Hallerberg and Basinger, 1998; Hays, 2003; Genschel, 2002; 

Garrett and Mitchell, 2001; Cao, 2010). 

하지만, <그림 2>의 결과로 볼 때 당파성 정치 모형 또한 새로운 경제환

경에서 조건부로 작동할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친화적이라고 분류되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 사회복지부담

금을 포함한 최고소득세율이 43.4%에서 38.3%로 하락하였고, 보수적 경제정

책을 신봉하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시기에 43.2%로 인상되었다. 복지친화

적 정당이 증세를 선호하고, 보수적 정당이 감세정책을 추진한다는 전통적인 

당파성 정치 모형과는 표면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

해 한국의 사례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여소야

대 국회가 등장하여 대통령의 당파성과 의회의 당파성이 충돌할 경우 정부의 

당파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례로 

상대적으로 복지에 친화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분

점정부가 등장해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내의 보수정당이 감세안

을 주도하였다.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 집권당의 당파성의 영향은 대

통령과 의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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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세정책의 정치경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각국이 국제 조세인하경

쟁에 대처하는 다양한 패턴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위의 두 가지 

요인과 함께 거부권 행위자의 분포를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

림 1>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 인하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한 국가들은 조세 인하경쟁에 뛰어들 유인을 가지고 있으나, 국

내정치 수준에서 좌파정당 등 좌파 성향을 지닌 거부권 행위자들이 자본세 

감세를 막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부권 행위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

로 높은 자본세율이 유지되며, 거부권 행위자의 숫자가 적을 경우 자본세율

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Basinger and Hallerberg, 2004; Cao, 2010). 자본

세율의 변화가 소득세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에 부과되는 최고 명목세율이 낮아지면, 그 결과 조세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또한 낮아진다. 둘째, 자본세 부담

이 감소되면 정부는 사회안전망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국제적 유동성이 낮은 노동력에 부과되는 소득세 세율을 높인

다. <그림 2>는 각국이 다양한 소득세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와 양극화에 대

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부권 행위자의 분포가 새로운 경제적 조건 속에

서 소득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부권 행위자 이론을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에 적용한다면 조세정책

의 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단순다수제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다당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원내에 거부권행위자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

다. 특히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감세정책을 내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이어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였기 때

문에 거부권 행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무리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후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이명박 

대통령과 원내 다수를 점유한 한나라당은 서로 다른 조세정책 선호를 드러냈

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

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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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한 세 가지 요인들―정치경제 레짐, 좌-우파 당파성의 정치, 

거부권 행위자―은 한국의 소득세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

만 현실의 정책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성의 한계를 갖는다. 한국의 정

치경제 레짐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조세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당파성의 정치의 틀로 볼 때 보수파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보수정

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설명하

기 어렵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이 소득세 정책에 대해 차별적

인 정책선호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위자 이론의 적용 또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소득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 선호를 파악하고,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 입체적으

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행정부-의회 관계와 조세 정책

1) 행정부 우위론 vs 의회 우위론

한국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

통령과 국회는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이

후에는 대통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을 강력하게 통제하던 권위주의 

시기의 관행이 점차 약화되고, 분점정부가 빈번히 등장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는 추세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갈등적 

관계에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우위의 관점과 의회 우위의 관점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고기동 외, 2013). 

행정부 우위의 관점에 따르면 행정부는 관료조직을 통해 확보한 전문지식

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지지 등을 통해 의회에 비

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정부에서는 능력 위주로 선발된 

관료들이 분업화된 조직 속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특정 부처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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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되면서 정책 입안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의회가 전문성이 높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결과를 통제하는 것

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Miller, 2005). 행정부 우위론에 따르면 의

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추인하는 데 그치게 된다. 

반면 의회 우위의 관점은 의회가 행정부와 관료조직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입법적 통제 및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정치적 의제설정 등을 통해 관료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Weignast and Moran, 1983; McCubbins, 1985). 러(Gary J. Mill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는 비록 정책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나 행정 절차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여 관료조직을 의회의 영향 하

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5).  

행정부 우위론과 의회 우위론 모두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출발점

이 되지만 이들 접근법을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기계적

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행정부 우위의 관점은 의회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조

세정책은 반드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하므로 국회의 역할을 단순히 행정부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추인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회 우위

론에 따르면 국회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행정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관료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후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

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국가 이익 vs 지역구 이익

행정부와 국회 양자 모두 조세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국회의 조세정책에 대한 선호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의회의 정책선호가 충돌하는 경우 국가 전

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지만, 개별 지

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유권자들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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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고 선심성 사업(pork barrel project)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일

례로 알래시나와 페로티(Alberto F. Alesina and Roberto Perotti)는 국가재

정의 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예산 지출에 관심

이 많으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면서도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고 본다(Alesina and Perotti, 1999). 정책 영역은 다르나 히스콕스

(Michael J. Hiscox)는 자유무역정책에 대해 다루면서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자유무역정책을 선호하지만, 국

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위치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본다(Hiscox, 1999). 이와 같은 관점

을 조세정책에 적용하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을 희생하

더라도 지역구에 위치한 산업 또는 주된 지지층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정책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이론적 예측: 한국의 소득세 정책

지금까지 소득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치적 요인들에 대해 비판적

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정치경제 레짐 분

류법을 한국의 조세정책에 적용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상술

하였듯이 한국이 서구의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분류체

계 속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독자적 유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파성 모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행정부와 국회가 보수정당에 의해 주도되는 만큼 우파적 경제정책 원리

에 따라 감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거부권 행위자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다수제를 채택하여 다당제의 등장 가능성이 낮고, 단점정

부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 거부권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감세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 대통령-의회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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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인   과   관   계 소득세율

정치경제 레짐 한국의 레짐 유형에 대한 이론 구축 미비 ?

당파성 모형
좌파 정당 집권 ⟶ 좌파적 정책 채택 인상

우파 정당 집권 ⟶ 우파적 정책 채택 인하

거부권 행위자

다수의 거부권 행위자 ⟶ 현상유지 유지

소수의 거부권 행위자 ⟶ 자본세 및 소득세 인하 인하

소수의 거부권 행위자 ⟶ 자본세 인하 및 소득세 인상 인상

대통령-의회 관계
행정부 우위 ⟶ 재정건전성 강화 인상

의회 우위 ⟶ 소득세 부담 경감 인하

출처: 저자 정리.

<표 1> 소득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

통령이 의회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존

재로 인해 의회가 고유의 입법기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의제를 추인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박기덕, 

2007; 박찬욱, 2004; 함성득, 1998). 한국의 대통령-외희 관계가 제왕적 대통

령에 의해 지배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행

정부의 견해가 정책결과에 반영되어 급진적인 감세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다음 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위의 가설

들을 한국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III.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정책

1. 자료 및 분석방법

한국의 조세제도의 큰 틀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고 당정협의를 거

친 뒤 국회의 검토를 통해 승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기획재

정부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9월을 전후하여 세법개정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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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안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 의원들이 정부의 안을 보완하거나 정부의 안을 대폭 수정하는 세법개정안

을 제출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

시한 수정안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치

게 된다.  

정기적인 연례 세제개편 이외에도 경제상황이 위급할 경우 2009년 3월의 

경우처럼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안하여 임

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경우(기획재정부, 2009a)도 있으며 개별 의

원이 세제개편 과정과 무관하게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매년 실시되는 정례 조세개편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 정책과 관

련된 주요 사안이 정례 조세개편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정례 조세개편 과

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정부가 제시한 안이 당정회의와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제안한 개편

안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안을 비교하여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 의

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박상원(2010)의 방식을 차용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국회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박상원의 연구방법을 보완 ‧
확장하였다. 박상원의 연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국회의 심의 및 의결 과

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였다. 박상원은 전문 관료조

직을 갖춘 행정부가 조세개편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국회의 역할을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세

제개편안이 국회의 심의 결과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제출안을 심의 ‧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안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제출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획재

정부의 조세개편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국회 회의록과 의원들

의 법률개정안 제안서 등을 통해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국회

가 타협하는 과정을 심층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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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002년 2005년 2008년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과표구간

세율

(%)

1,000만원 이하 10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40 8,000만원 초과 36 8,0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 9쪽.

<표 2> 1996년~2008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 2008년 조세개편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감세안을 추진한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소득세율은 인하되어 왔

으며 2007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2008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연소득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6%, 4,600만원 이하의 경

우 17%, 1,200만원 이하의 경우 8%가 적용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2008년의 감세 정책 추진의 결과 최고세율은 2009년에는 현행 세율인 35%

를 유지하다 2010년에 33%로 인하하기로, 8,8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

하 구간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단계적으로 1%씩 인하하기로, 그리고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2009년부터 바로 2% 인하

하기로 결정하였다(<표 3> 참조). 

표면적으로 볼 때 당파성 정치 모형과 거부권 행위자 이론이 예상하는 바

와 같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2008년 총선

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다수당의 지지 속에서 감세안을 추진하

였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 속에 소득세율 인하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기획재정부의 조세개편안의 내용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및 의결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적극적 감세정

책에 제동을 걸었으며, 그 결과 정부의 원안에 비해 감세의 폭이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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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 구 간 현 행 정 부 안
이종구 의원안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 대안

1,200만원 이하 8% 7→6%  6% 6%

4,600만원 이하 17% 16→15% 16% 16→15%

8,800만원 이하 26% 25→24% 26% 25→24%

8,800만원 초과 35% 34→33% 36% 35→33%

※ ‘→’은 2년에 걸친 점진적 인하를 뜻한다. 예를 들어 “7→6%”은 2009년에 8%에서 7%로, 

2010년에 7%에서 6%로 1%씩 2년에 걸쳐 세율을 총2%를 인하한다는 의미이며, 합의안의 

최고세율의 경우 현행 35%를 2009년까지 유지한 뒤 2010년에 2%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뜻

한다. 

<표 3> 2009년 소득세율 인하안 비교

을 발견할 수 있다. 

2008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08년 상반기 세법 ‧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속한 감세 추진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최고세

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올리고, 각종 세제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안하였다(기획

재정부, 2008a). 정부의 개편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법인세 

부담 경감,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

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관련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를 거친 뒤 9월 1일에 발표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인하

를 첫 번째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어서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

로 제시하였다(기획재정부, 2008b). 소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 2% 인하”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기획재정부, 2008b, 6). 이 안에 따르면 최고 과표구간

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35%는 33%로 인하되고, 최저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8%에서 6%로 인하된다. 적용 시기는 2009년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

터 1% 인하하여 적용하고,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를 추가 인

하하여 총 2%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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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2008년 7월 24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이 대표발의하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종구 의원안은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2%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를 인하하고, 8,800만원 이하 구간은 동결하며, 연소득 8,800

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세율을 1%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의 감세안과 달리 이종구 의원안은 저소득층에게는 감세의 폭을 늘리고 

중상위층의 경우 세율을 동결하며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은 인상해서 누

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종구 의원은 의안의 제안이유로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종합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개정해서 소득재분배를 통

한 양극화 해소,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의안번호 1800393). 

정부는 9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01094)을 2008년 10월 2일 국회에 제안하였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국제적 세율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11월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에서 시작

된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 각국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감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을 강조하며 “감세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국회사무처, 2008a: 14).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과 소득세법 개정안

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면적 감세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세를 정부 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은 세

율을 동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선별적으로 인하하여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고 세수감소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국회사

무처, 2008a: 44).

정부의 소득세 인하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

였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강운태 의원이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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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논리를 

펴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반대하였다(국회사무처, 2008a: 37-39). 민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를 

당론으로 내걸고 김진표 의원이 부가가치세율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01068)을 

제안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처리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논쟁은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는 정

부와 양극화 해소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고, 정부안과 이종구 의원안을 절충하여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의 저소득층의 경우 이종구 의원안을 받아들여 2009년에 8%에서 6%로 세

율을 인하하고, 중간소득층의 경우 정부 안대로 2년에 걸쳐 1% 포인트씩 점

진적으로 인하하며, 가장 논란이 되었던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일

단 3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향후 2010년에 2% 포인트를 한꺼번에 인

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 의결되었다(국회사무처, 

2008b). 결국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 합의안이 12

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8년 세법개정 과정은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

지하여 단점정부가 등장하였으나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극화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근거로 최고 소득세율 

인하를 저지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 증세안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제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 

친화적인 야당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민주당은 증세안을 내걸기보다는 부

가가치세율 인하라는 대안으로 대응하였다. 

당파성 정치 이론에 따르면 보수정당 소속 대통령과 국회 내의 보수정당

은 감세정책이라는 정책선호를 공유하여 대통령의 정책의제를 국회가 뒷받

침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거부권 행위자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대통령제 하의 단점정부 상황은 대통령의 정책의제에 대한 거부권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당파성 정치 모형과 거부권 행위자 

이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선호에 따라 감세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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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2008년 세법개정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인 한나

라당이 서로 다른 소득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었다. 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거부권 행위자 이론의 예상과 부합하지만, 집권당

인 보수정당 한나라당이 정부의 급진적 감세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거

부권 행위자 이론의 가정과 배치된다. 대통령-의회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도 2008년 세법개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행정

부 우위론에 따르면 전문성을 지닌 행정부가 정책입안을 주도하며 의회는 행

정부를 견제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문다. 하지만 2008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감세안에 대응하여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라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부 우위

론이 전제로 하는 의회의 보조적 역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나라

당 의원들의 적극적 정책입안 활동은 의회 우위론에서 제시하는 입법부의 역

할과도 차이가 있다. 입법적 통제 및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의회

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회 우위론은 의회의 통제력을 높이 평가하

지만 전문 관료조직으로 구성된 행정부가 정책입안 능력에서 주도권을 갖는

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2008년 조세개편 과정에서는 국회가 행

정부 견제를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전통적으로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국지적인 

이해관계에 민감하다고 여겨져 왔으나, 조세정책의 영역에서는 국회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국가적인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였다. 

3. 2009년 세제개편

<표 3>의 합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

는 2009년과 2010년에 적용될 감세폭에 대해 이미 결정하였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은 6%로 유지되고,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되며,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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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김효석

의원안

(민주)

강운태

의원안

(민주)

이정희

의원안

(통합진보)

임영호

의원안

(자유선진)

김성식

의원안

(한나라)

위원장 

대안

’09년
’10년 

이후

’10년

이후

’10년

이후

’10년

이후

’10년

~

’12년

’13년

이후

’09년

~

’11년

’12년

이후

’10년

~

’11년

’12년

이후

1,200만원 

이하 
6% 6% 6% 6% 6% 6% 6% 6% 6% 6% 6%

4,600만원 

이하
16% 15% 15% 15% 16% 15% 15% 16% 15% 15% 15%

8,800만원 

이하
25% 24% 24% 25% 25% 24% 24% 25% 24% 24% 24%

8,800만원 

초과
35% 33% 35% 35%

35%

35% 33% 35% 33% 35% 33%
12,000만원 

초과
40%

<표 4> 2010년 소득세율 인하안 비교

2% 인하된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에 정해진 감세안 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서민, 중산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책, 고소득층 

공제혜택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09

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기획재정부, 2009)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으므로 계획된 소득세율 인하를 이후로 미루거나 취

소해야 한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표 4>는 여야의 의원들이 제

시한 소득세율 인하안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수가 감

소하는 한편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

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소득층 감세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의안번호 180419). 이를 위해서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소득세율 

가운데 최고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3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운태 의원은 정부는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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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규모 감세의 효과는 부자에게 

편중되었고 경기는 악화되는 한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극화 현상을 막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강운태 의원은 상위소득자

에 해당하는 4,600만원 이상 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2009년의 

세율로 환원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의안번호 1805332). 김효석 ‧ 강운태 의

원과 유사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의안번호 

1805694)은  최고세율 인하를 2013년 이후로 유예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나

라당의 김성식 의원(의안번호 1805819)은 2010년 인하할 예정인 소득세율을 

2년 뒤로 유보하여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은 고액연봉자가 증가하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는만큼 2010년에 

예정된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이에 더해 현행 과표구간에 연소득 1억2

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제안하

였다(의안번호 1806370). 

2010년에 실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소득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

인가에 대해 여야의 의원들이 반대의 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효석 의원과 

강운태 의원의 제안에서 드러나듯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당론으로 하였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내부에서는 김성식 의원과 임영호 

의원의 안에서 나타나듯이 최소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기획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진통 끝에 8,800만원 초과 구간인 최고구간에 대

해 세율 35%를 33%로 내리는 것을 2년간 유예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는 계획대로 인하하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결론내리고, 이를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국회사무처, 2009a: 45). 민주당은 최고세율 감세 유예를 증세의 일

환으로 받아들였고,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의 속도를 늦춘 것으로 이해하여 서

로 타협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대안에 대해 반대하고 소득세율 인하를 지지

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는 2008년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사안으로 이후 이를 변경할 중대

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낮은 세율, 넓은 조세원’의 조세기조를 유지해

야 하며,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정책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므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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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합의한대로 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국회사

무처, 2009a: 49).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소득세 최소세율 인하 유보 결정과 

함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또한 유보하기로 결

정하였다. 조세소위에서 다수안으로 통과된 최고세율 인하 유예안은 기획재

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국회사무처, 2009b)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09년에 내려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2009년 12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부는 감세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세율 인하

를 추진하였지만, 세율 인하를 취소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

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한나라당 소속 기재위원의 다수가 의견을 모아 인

하를 유예하자는 결론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회사무처, 2009b: 

28-31).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한결같이 감세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하 유보에 반대하였지만 

국회에서 유보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국회사무처, 

2009b: 31). 2009년의 감세안 철회는 2008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야당의 역

할이 부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감세안에 대한 대안

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 내부 협상과정에서 야당 의원

들은 한나라당의 소장파와 공조하여 대통령과 정부 주도의 세율 인하를 유예

시켰다. 2009년의 사례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보수정당 주도의 단점정부에

서 대통령의 감세안이 의회에 의해 제어당했다는 점에서 당파성 정치 모형과 

거부권 행위자 이론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국회가 적

극적으로 양극화 대응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조세정책의 의제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회의 우위가 관찰되었다. 

4. 2011년 세제개편

2009년에 소득세 최고세율 유예가 결정된 이후 2010년에는 소득세율 구

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제안한 2010년 세제개편안은 주어진 조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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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틀 속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 및 중산층 지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기반 확대 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공제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획재정부, 2010). 2010년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012년에 인하가 예정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35%로 유지하는 내용

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08950)을 제안하였고, 통합진보당 이

정희 의원이 8,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고,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소

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의안번호 1809451). 이용섭 의원과 이정희 의

원의 제안은 2012년에 예정된 세율인하 계획에 대한 제안이므로 2011년에 

들어서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1a)에는 소득세율 변화

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는 2012년부터 최고소득세율을 

인하하기로 이미 2010년에 국회에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정해진 대로 세율

을 인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7일 오전 한나라당과 정부는 고위당

정협의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였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

기로 합의하였다(기획재정부, 2011b). 2011년 4월 27일에 치러진 재보궐 선

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이후 5월 6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시 비주류인 

황우여 의원이 법인세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소장파

의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내의 비주류와 소장파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내걸고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6월 

16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소득세,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

론으로 확정했다. 2012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정했고, 임기말이 다가오는 대통령은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

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

번호 1813314).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이른바 ‘버

핏세’를 신설해 연소득 2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에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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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현 행 이용섭

의원안

(’12년 

이후)

(민주)

이정희

의원안

(’11년 

이후)

(통합진보)

나성린 

의원안

(’11년 

이후)

(한나라)

’10~’11년 ’12년 이후

1,200만원 이하 6% 6% 6% 6% 6%

1,200만원~4,600만원 15% 15% 15% 15% 15%

4,600만원~8,800만원 24% 24% 24% 24% 24%

8,800만원 초과

35% 33% 35%

35%
35%

12,000만원 초과
40%

30,000만원 초과 38%

<표 5> 2011년 소득세율 개정안 비교

들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현

행 3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하였다(국회사무

처, 2011: 33-34).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주당 

또한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에 만족하지 않았다. 2011년 12월 30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걸고 과세

표준 2억원 초과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본회의 수정안을 정두

언, 김성식, 차명진, 김용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와 공동발의로 제안하였

다. 이에 대응하여 한나라당의 나성린 의원은 12월 31일 과세표준 3억원 초

과소득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본회의 수정안을 제안하여 한나라당 의원

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가결시켰다.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은 이용섭 의원의 

수정안에 비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아 증세의 효과가 대폭 줄

어들게 된다. 최고세율을 동일하나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증세안을 약화시키

는 대안인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 나성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

되었다. 

2011년의 조세개편은 대통령이 주도하던 감세정책이 국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면서 철회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과 2009년의 감세철회와 유사하다. 하

지만, 2011년의 경우 의회에서 정부 안이 다뤄지기에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

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견을 조율하였고, 임기말을 맞이하는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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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임 원내대표가 주도한 감세 철회안을 수용하였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으

로 감세안 철회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만큼 대통령이 당정협의에서 한나라

당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세안이 철회될 가능

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세안 철회는 국회 심의 이전에 결정된 것이

지만 원내 주요 정당의 소득세 정책 선호를 감안한 전략적 결정으로 국회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2011년의 세법개정에서 과표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38%의 최고세율이 도입된 과정을 주의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부자증

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섭 의원의 본회의 수정안

의 증세효과를 축소하기 위해 나성린 의원이 과표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한 수

정안을 제시하여 증세의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표소득 3

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의 소득세율은 극히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적

용되는 까닭에 실질적인 증세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IV. 결론 

세계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대통령 시기 한국의 소득세율 변화는 최고 소

득세율은 유지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중간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하되었

다고 정리할 수 있다. 2011년에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38%의 최고세

율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된 셈이다. 흥

미로운 점은 감세정책을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

령 시기에 대통령이 소속된 보수정당이 원내 다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의 정책의제에 반하게 소득세율의 누진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최고명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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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득세율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형

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된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소득세율 체계 변화가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는 쉽지 않다. 정부의 감세론은 국제 조세인하경쟁의 논리에 근거하여 세부

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중요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누진성 강화

를 지지하는 논의는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재분배 기능의 강화와 정부 재정

의 건전성 유지를 주요 배경으로 내세웠다. 양극화의 심화가 국제경제 통합

과 개방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Bourguignon, 2015)을 감안할 때 누진적 

조세제도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제적 흐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

만,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해외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의 증세 결정의 영

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와 국회의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 국내정치적 결과였다. 소득세의 누진성 강화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했던 대통령과 달리 국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양극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른바 ‘부자 감세’ 반대라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선호가 투영된 결과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소득세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선호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의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2008년 이후 한국의 소득세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조세 정치

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

파성 정치 모형과 거부권 행위자 이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타당성

을 발견할 수 있다. 보수정당은 감세를 통한 성장을 선호하고 진보정당은 증

세를 통한 재분배에 관심을 갖는다는 당파성 정치 모형의 주장은 장기적 관

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크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라

는 특수한 경제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당파성 정치 모형은 그 유용성이 제한

적일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

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통적인 당파성 모형의 진단과 일관되게 감세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였고,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양극화의 심화라는 경

제여건 속에서 유권자들이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144   박현석

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파성 정치 모형은 단순명료함을 강점

으로 하고 있으나,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는 단순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파성 정치 모형은 2차 대전 이후 서구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된 이론으로 전후 경제성장기의 

경제상황 속에서 작동되던 이론이다. 당파성 정치 모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조세 이슈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정책선호가 변화된 경제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에 대해 정교한 이론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부권 행위자 이론의 핵심은 거부권 행위자의 숫자가 정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위자의 숫자를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원내 유

효정당의 숫자, 또는 연립정부에 소속된 정당의 숫자 등을 통해 거부권 행위

자의 숫자를 측정하였다(Tsebelis, 2002; Hallerberg and Basinger, 1998). 이

러한 접근법은 정당 내부의 행위자들의 정책선호가 균질하다는 가정에 입각

해 있다. 정당이 단일 행위자라는 가정은 다당제 하에서는 타당성이 크지만,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하의 양당제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단순다수

제 선거제도 하에서는 과점적 정당 내부에 다양한 정책선호를 지닌 파벌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로 다른 정책 선호가 충

돌하였던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 소득세 정책의 변화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가 주

도권을 쥐고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세 정책의 영

역에서는 국회가 단순히 행정부의 결정을 추인하거나 견제하는 데 그친다는 

행정부 우위의 관점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우

려와 달리 조세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대응하여 조

세의 누진성 강화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최고세율 인상 및 최저세율 

인하를 실현시켰다. 

투고일자: 2016-06-07 심사일자: 2016-06-14 게재확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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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ation in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gislature-Executive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Taxation

Hyeon Seok Park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AIST

Race-to-the-bottom tax competition had been dominant among industrial 

democracies since the spread of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 1980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however, due to the rising inequality within nations, 

the progressiveness of income taxation started to be strengthened in many OECD 

members including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ncome 

taxation during the Presidency of Lee Myung Bak. President Lee pushed a radical 

tax cut.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majority party in the legislature, was critical 

against the President’s tax cut due to the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inequality and 

government deficit,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ty was a governing party with 

conservative policy preference. This observ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theories of partisan politics and veto players. In addition, at least in the area of tax 

policy making, presidential dominance against the legislature did not work. The 

maj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itiated the tax policy making process by 

providing new policy agenda and alternative policies against the executive. 

Keywords: politics of taxation, legislative-executive relations, income taxation,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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