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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씩 임기 내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복지재원
을 확보하는데 있어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
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상을 통하지 않고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
보고, 이러한 세율변화가 국가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인세, 소득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으며, 법인 납세자와
개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왔다. 부가가치세
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 세수에 대한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세부담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세율 변화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율의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나라 국내총생산(GNP)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
악이 된다. 또한 경제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수가 세율 인하 정책으로 감소
되는 세슈의 폭보다 크기 때문에 국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는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율인
상을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과거 정부에 지속적으로 세율인
하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세율인상 정책을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경우 국민에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lkkjt@hanmail.net, 010-3018-8083, 주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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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세율인상은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높일 수 있는 위
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한 대체세원을 개발하고, 이와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세율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세율,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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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박근혜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를 대표적 복지정책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복지정책 확대
에 매년 27조원씩 임기 내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막대한 복지재원을 조달하는데 있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71조원), 복지행정 개혁(10조 6,000억원) 등 세출을 줄
여 60% 정도를 확보하고, 세제 개편(48조원)과 기타 재정수입 확대(5조원) 등 세입
증가로 나머지 40%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낭비예
산을 줄이고 세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은 ‘뜬구름 잡기’라
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1). 즉,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하지 않
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 세율의 변화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러한 세율변동이 정
부의 국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율의 변화에 따른 국세에
서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세율 변
화 정책이 각각의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 정
부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세율의 인상으로 적정하지에 대한 여부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과거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율의 변동에 따른 각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미미하다면 현 정
부의 세율 인상을 통한 국가 재정의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에 따른 각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높다면
현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은 세율인상을 통해 보다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 변화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총국세 중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부가가치세는 1988년부터 10%의
1) 뉴시스(2012.12.20)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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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세율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인하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화로 인
하여 납세자의 소득이 과세관청에 대부분 포착이 되고, 세무조사 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탈세자에 대한 포착 및 추징 확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의지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법인 및 개인의 소득증가
도 국세수입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 소
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세율의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부터 2011
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세율 변동을 통한 재원 확보가
총국세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등에 대한 범위를 축
소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은 재원확보
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세율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결과 우리
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며, 법인 및 개인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
구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세율 인상이 곧 국가 조세수입
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율을 인상하는 것은 자칫 납세자들의 납세저항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
세율 변동의 현황으로 볼 때, 정부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새로운
대체세원을 개발하고, 납세자의 납세저항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
부담 감면 정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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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조세 연혁 및 세율 변화 현황
1. 법인세율에 대한 연혁 및 세율 현황
가. 법인세 연혁2)
우리나라의 법인에 대한 과세는 1916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920년 조선소득
세령에 의해서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를 창설하면서 법인소득을
‘제1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후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를 창설
해 금융조합, 공업조합 및 공업조합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으며, 8･
15광복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거하여 일본의 전시(戰時)세제를 이어 받아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정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으로서 제정 및 공포된 것은 1949년
11월부터이다. 당시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이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을 과세의무자로 하고, 각사업년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3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금융조합 등 특별법인에 대해서
는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였으며, 상공회의소, 수리조합 등의 공공단체는 법인세
를 부과하지 않았다.
6·25 전쟁 후인 1951년부터는 임시세제인 조세임시증감법 및 조세특례법의 시행
에 따라 세율을 비례세율에서 최저 25% 최고 45%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
였으며, 단기납부제도와 정부조사에 의한 추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전후인 1954
년에 조세특례법 등이 폐지되고 평시 세제로 환원되면서 법인세율은 일반법인 35%,
특별법인 30%의 비례세율 구조로 다시 환원되었다.
1961년부터는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 및 수시부과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개법
인과 비영리법인은 17%, 비공개법인은 22%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공개를 유도
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1961년 말 국세 및 지방세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법인세도 전문개정이 되어 법인에 대한 일
반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구분 없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모·증자
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1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공개를 촉진·유도하였다.
1963년에는 세율을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개편했다.
1967년에는 법인세법의 대대적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본 개정으로 현재의 법인세
법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세율구조를 3단계로 구분하고,
둘째, 일반법인과 공개법인에 차등을 두었으며, 셋째, 법령에 의한 준비금, 퇴직급여
2) 곽태원 등(2005) 자료 수정 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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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고, 넷째, 공
개법인에 대한 기업공개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은
90일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사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69년에는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여 녹색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준
비금과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실지조사결정 배
제, 법인세 분납 허용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다. 1972년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수입배당금세액공제제도 신설하고, 녹색신고법인의 증권거래준비금에 대
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1973년에는 두 차례의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손실준
비금과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확대적용하였다. 1975년에는 성실신고제
도를 법제화해 녹색신고제도와 함께 법인의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였다.
1977년부터는 주식소유의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개법인의 세율을 대주주비
율이 35% 이하인 법인과 35% 초과 법인으로 구분하였고,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설정한도액의 부분적인
확대를 통해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범위확대 및 중소기
업시설개체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79년부터는 선박, 기계 등의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해외
자원개발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20%를 해외투자손실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수출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1979년 12월 법인세법 개정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면서 성실신고법인제도는 폐지
되었으며, 1981년에는 녹색신고제도도 폐지되었다. 1982년에는 법인간의 세부담 공평
을 위해서 조세감면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법인세율도 인하되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조세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조세감면규제법으로 흡수하였으며, 이
전까지 전액 비과세하던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5%의 법인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다시 법인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공개·비공개법인 사이의 세율 차이를 없
애는 대신 비상장대법인에 대하여 고율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1985년에는 사내(社內)유보를 억제하던 지상배당세액제도를 폐지해 자기자본의 증
대를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했으며,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법인세법으로 흡
수했다. 한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 단축함과 동시에 12시간
이상 초과가동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률을 상향조정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했
다. 1988년에는 법인세 최저세율의 적용구간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5,000만원 이
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그 동안 비과세하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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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1990년에는 일반법인·비상장대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던 법인세
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최저 법인세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로 인상했으나 방위
세의 폐지로 인해 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액은 줄어들었다. 1993년에는 각 과
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2%씩 인하되었으며, 1994년에는 다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의 경우 2%의 세율인하로 법인세율이 30%가 되었다. 1994년의 법인세 개정은 이
외에도 감가상각제도의 정비 등 정부의 세계화·개방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나. 법인세율 변화 현황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비공개·비상장법인, 공개·상장법인 및 비영
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으며,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상
장 및 비상장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일반법인·비영리법인·공공법인(조합법인)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후 1990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
인세율도 통합하여 일반 및 비영리법인과 공공법인(조합법인)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4년부터 1978년까지는 비공개·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최
저세율 20%에서 최고세율 40%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1980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다 2012년부터 1단계 증가된 3단계 초과누
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의 경우 1974년 최저세율 20%에서 최고세율 4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법인세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기준 최저세율 10%
에서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법인(조합법인)의 경우 1982년 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다 1988년부터 10% 및 15%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다시 1999년부터는 12%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2-1>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3)
개정
1974
1975

비공개·비상장법인1)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공개·상장법인

비영리법인

5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이하 20%
500만원 초과 27%

3) 자료：임주영(2010) 자료 수정 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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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978
1980
1981
개정
1982
1988

500만원 초과 40%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초과 40%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38%
일반법인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30(337))%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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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20(253))%
500만원 초과 27(333))%

500만원 이하 20(152))%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이하 20(253))%
500만원 초과 27(353))%

500만원 이하 20(152))%
500만원 초과 27%

5천만원 이하 25%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초과 27%
비영리법인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초과 27%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7%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34%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2%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30%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998
2001
2005
2008
2009
2010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5%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12

5%
공공법인(조합법인)6)
5%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15%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1999년부터 12% 적용
12%
12%
12%
12%
12%
12%

1)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1982년까지 기업의 공개 유무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1982년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공개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 )안은 학교법인에 대한 세율임.
3) ( )안은 대주주 지분율 35%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세율임.
4) ( )안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임.
5) 대주주 지분율 35% 이하인 법인에 대한 세율로서 그 외에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의 세
율로 과세함.
6) 198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의 공공법인
을 비영리법인에 포함하고 5%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7) ( )안은 비상장 대법인에 대한 세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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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에 대한 연혁 및 세율 현황
가. 소득세 연혁4)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처음으로 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하의 1934년이었는
데, 소득세를 제1종 소득세(법인소득세), 제2종 소득세(이자 및 배당소득세) 및 제3
종 소득세(근로소득세)로 구분하여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세제개혁을 통해 1949년 법률 제33호로 ｢소득세법｣을
제정하였다. 이때 본래의 제1종 소득세가 부과되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분리시
켜 법인세를 신설하였는데, 소득을 일반소득(종합과세)과 특별소득(원천징수)으로 구
분하였다. 6.25사변 중에는 전시체제인 세제를 운영하였으며, 휴전 후 1954년 법률
제319호로 ｢소득세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구소득세법과 전시특별법을 폐지하였다.
법률 제319호는 종래 분류소득세제 체계만으로 과세하던 제도를 조세부담의 공평
을 위해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도록 세제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소
득구분도 소득원천별로 부동산·배당·산림·급여·퇴직·양도 및 잡소득으로 분류
하여 분류소득에는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각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되 기
초공제 및 부양가족공제의 규정을 두고 종합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분류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하는 제도가 설정되었다.
이후 1954년 6월과 1956년 12월의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제도는 그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었고, 195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분류과세
제도만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5) 그리고 5·16혁명 이후인 1961년 법률 제821호로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고 구소득세법은 폐지하였는데, 새로운 ｢소득세법｣의 특징
은 ① 분류소득세체계를 채택하고, ② 과세소득은 부동산·배당이자·사업·근로 및
기타소득의 5종류로 분류하고, ③ 세율은 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용근로
자 근로소득 제외) 및 기타소득 중 일시소득에 대하여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1967년에는 경제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과 조세부담의 공평
을 목적으로 한 세제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법｣도 법률 제1966호로 새로 제정
하였다. 법률 제1966호로 제정된 소득세법의 특징은 ① 분류소득세제를 원칙적으로
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분류과세
제와 일부 종합과세제를 병행하였고, ② 세율의 세분화와 최고세율의 인상 등의 조
정이 있었으며, ③ 과세소득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④ 일부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4) 서희열(2013), 『소득세법』, 세학사 수정 후 재인용.
5) 강인애(1981), 「소득세법」. 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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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천징수제도의 확장이 있었다.
1971년에는 완전한 소득세제도의 채택을 위해 전 계층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
상을 확대하였으며, 배당·이자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과세범위를 확대
하고, 근로소득세의 과세시 기초공제제도를 채택하였다. 1974년 말 종합소득세제도
의 채택을 위한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인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소득세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
조정으로 근로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
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방식
을 1996년부터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세풍토
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나. 소득세율 현황6)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5%에
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 최저세율 5%
에서 최고세율 45%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는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40%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각 구간별 1%씩 감소된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의 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최저세율 8%에서 최고세율 3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세율의 변화 없이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였다.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3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과세
표준 구간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2012년에는 최저세율 6%에서 최고세율 33%의 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을 살펴보면, 최저세율은 1991년 5%에서
1996년 10%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2002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최저 6%의 세
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세율의 경우 1991년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점차 감
소하여 2012년 현재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연도별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2>와 같다.

6)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자료는 법인세율과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1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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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현황
연 도

1991

1994

1996

2002

2005

2008

2009

2010

2012

과세표준
4,000,000 이하
4,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0,000,000 초과 25,000,000 이하
25,000,000 초과 50,000,000 이하
50,000,000 초과
4,000,000 이하
4,000,000 초과 8,000,000 이하
8,000,000 초과 16,000,000 이하
16,000,000 초과 32,000,000 이하
32,000,000 초과 64,000,000 이하
64,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0,000,000 초과 40,000,000 이하
40,000,000 초과 80,000,000 이하
80,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0,000,000 초과 40,000,000 이하
40,000,000 초과 80,000,000 이하
80,000,000 초과
10,000,000 이하
10,000,000 초과 40,000,000 이하
40,000,000 초과 80,000,000 이하
80,000,000 초과
12,000,000 이하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88,000,000 초과
12,000,000 이하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88,000,000 초과
12,000,000 이하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88,000,000 초과
12,000,000 이하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88,000,000 초과

주) 국세청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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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
27%
38%
50%
5%
9%
18%
27%
36%
45%
10%
20%
30%
40%
9%
18%
27%
36%
8%
17%
26%
35%
8%
17%
26%
35%
6%
16%
25%
35%
6%
15%
24%
35%
6%
15%
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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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혁 및 세율 현황
가. 부가가치세 연혁7)
우리나라는 1971년 “장기세제의 방향”을 공표하면서 전체적인 종합소득세의 실
시 및 부가가치세의 조입을 발표하였다8).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1974년 7월 부가가
치세 시찰단을 영국, 서독, 벨기에, EC, 일본, 중국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부가가치
세 도입과정 및 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1975년에는 영국의 제도를 정밀 시찰하
였으며, 1975년과 1976년에는 IMF의 조세전문가인 Alan A. Tait 박사를 우리나라에
초정하여 부가가치세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Tait는 1975년 12월 “한국에
적합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검토”의 1차 보고서에서 대체할 세목, 세율, 면세범위,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으며, 1976년 6월 “한국 부가가치세의 물가에 미
치는 영향”의 2차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 규제에 대
하여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1975년 세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1976년 1월
정부가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6월 16일 세제심의원회가
재무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고, 9월에 부가가치세 실시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76년 9월 14일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2일 공포되었다.

나. 부가가치세율 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1일을 기해 부가가치세를 도입 및 적용하였으며, 1988년
부터 10%의 단일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조세의 세율 변화에 대한 소결
우리나라 법인세 변화를 살펴보면, 1974년 최저 20%에서 최고 40%의 세율을 적
용하였으며, 이후 1980년 25%와 40%의 세율을 적용한 후 1981년 22%와 38%로 법
인세율을 인하하였다. 그리고 1982년 상장 여부에 대한 법인세율의 차이 규정을 폐
지하고 20%와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며, 1988년 세율의 변경이 없이 과세표
준 구간을 확대하였다. 1990년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
향 조정하고 최저세율은 20%로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을 34%로 상향 조정하였다.
7) 서희열, 2013, 「소비세제법」, 세학사. 수정 후 재인용.
8) 재무부, 「한국세제사(上)」, P.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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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는 최저세율 18%와 최고세율 32%를 적용하였으며, 1994년에는 최고 세
율을 32%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다. 1995년에는 법인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였
고, 2001년과 2005년에는 각각 1%와 2%씩 법인세율은 인하하였다. 2008년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율도 11%
와 25%로 인하를 하였고, 2009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3% 인하한 22%의 법인세
율을 적용하였다. 2010년 법인세 최저세율은 10%이었으며, 최고세율은 22%를 적용
하였고,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와 200
억원 초과의 2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20%와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세율을 살펴보면, 최저 세율은 1991년 5%에서
1996년 10%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2002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 세율의 경우 1991년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점차 감소하
여 2012년 현재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법인세 및 소득세 세율 변화로 볼 때, 지금까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적용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4년 40%가 적
용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22%까지 감소하였으며, 소득세율의 경우 1991년
50%를 적용하였으나 2012년 현해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 국세수입 현황
1. 총국세 수입에 대한 법인세 비중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1990년 26조 8천억원이었으며, 2000년 92조 9천억원, 2010
년 177조 7천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1990년 3조 2천억원이었으며, 2000년 17조 9천억원, 2010년 37조 3천억원이다. 총국
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수입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11.94%이었으며, 2000년 19.27%,
2010년 20.99%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총국세 중
법인세 비율은 15% 내외였으나, 2000년 19.27%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3년부터는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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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도별 총국세 중 법인세 비중
(단위 : 조원,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국세청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총국세
26.8
30.3
35.2
39.3
47.3
56.8
65.0
69.9
67.8
75.7
92.9
95.8
104.0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7.7
187.6
자료 참조.

법인세
3.2
4.6
5.9
5.9
7.4
8.7
9.4
9.4
10.8
9.4
17.9
17.0
19.2
25.6
24.7
29.8
29.4
35.4
39.2
35.3
37.3
41.3

<그림 3-1> 연도별 총국세 중 법인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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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15.18
16.76
15.01
15.64
15.32
14.46
13.45
15.93
12.42
19.27
17.75
18.46
22.32
20.97
23.37
21.30
21.92
23.43
21.46
20.9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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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 2-1>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의 법인세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법인세 부담에 대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
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그 비
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인
한 기업의 과세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세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된 것도 총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 총국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중
<표 3-2> 연도별 총국세 중 소득세 비중
(단위 : 조원,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국세
26.8
30.3
35.2
39.3
47.3
56.8
65
69.9
67.8
75.7
92.9
95.8
104
114.7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7.7
187.6

소득세
4.7
6.5
8.0
9.5
11.2
13.6
14.8
14.9
17.2
15.9
17.5
18.7
19.2
20.8
23.4
24.7
31.0
38.9
36.4
34.4
37.5
40.0

주) 국세청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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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도별 총국세 중 소득세 비중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1990년 26조 8천억원이었으며, 2000년 92조 9천억원, 2010
년 177조 7천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1990년 4조 7천억원이었으며, 2000년 17조 5천억원, 2010년 37조 5천억원이다. 따라
서 총국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수입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총국세 중 소득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17.54%이었으며, 2000년 18.84%,
2010년 21.10%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총국세 중 소득세 비중은
17.54%이었으나, 1991년부터는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1998년 최대 25.37%까지 증
가하였다. 이후 1999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20% 미만으로 그 비중이 감
소하였으며, 2006부터 다시 증가하여 20%를 초과하였다.
앞의 <표 2-2> 연도별 소득세율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의 소득세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소득세 부담에 대한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국세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
라 개인사업자의 세원이 대부분 노출되고, 정보화의 발달에 따라 납세자의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총국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중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10%의 단일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 26.12%, 2000년 24.97%, 2010년
27.63%로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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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27%에서 28%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
중은 25%에서 28%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 된다. 이러한 원인은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총국세 중 부가
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에도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표 3-3> 연도별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 비중
(단위 : 조원, %)

연도

총국세

부가가치세

1990

26.8

7.0

26.12

1991

30.3

8.3

27.39

1992

35.2

10.1

28.69

1993

39.3

11.7

29.77

1994

47.3

13.1

27.70

1995

56.8

14.6

25.70

1996

65.0

16.8

25.85

1997

69.9

19.5

27.90

1998

67.8

15.7

23.16

1999

75.7

20.4

26.95

2000

92.9

23.2

24.97

2001

95.8

25.8

26.93

2002

104.0

31.6

30.38

2003

114.7

33.4

29.12

2004

117.8

34.6

29.37

2005

127.5

36.1

28.31

2006

138.0

38.1

27.61

2007

161.5

40.9

25.33

2008

167.3

43.8

26.18

2009

164.5

47.0

28.57

2010

177.7

49.1

27.63

2011

187.6

52.9

28.20

주) 국세청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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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연도별 총국세 중 부가가치세 비중

4. 우리나라 국세수입 현황에 대한 소결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다. 하
지만 총국세 수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
산(GNP)의 증가로 인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정보화로 인하여 납세자의 소득이 과세관청에 대부분 포착이 되고, 세무조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탈세자에 대한 포착 및 추징 확률이 증가하였기 총국세 수입
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세 중 법인세 및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
이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세율의 변화가 없는 부가가
치세의 경우도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세율의 인하 정책으로 인한 국가의 총조세 수입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
으로 판단이 된다.
현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액공제 및 조세감면 등의 세제 개편은 복지재
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세율 인상은 과거 우리나라 세율 변화의 추세로 볼 때,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율 인상 정책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
편의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조세의 세율 변화 및 조세 수입
의 추이로 볼 때 정부의 세율 인상 정책이 세수확보의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없을 것
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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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씩 임기
내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
여 정부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의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상의 방법 이외에는 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
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의 추이와 총조세 수입 및 법
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나 부가가치세는 1988년부터 10%
의 단일 세율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
기 위하여 세율 인하 이외에 과세표준 구간을 확장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점차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화로 인하여 납세자의 소득이 과세관청에 대
부분 포착이 되고, 세무조사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탈세자에 대한 포착 및 추징 확
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의지
와 국내총생산(GNP)의 증가도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정부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 소득
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세율의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부터 2011
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세율 변동을 통한 재원 확보가
총국세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세율의 인하를 고려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세율
의 인하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복지재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
체세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대체세원은 세율 인하와 동시에 이루
어진다면 어느 정도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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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Consideration of Tax Rate Changes Effect to
National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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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Custom-built Welfare by Life-cycle”, an election pledg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t is said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of 135 trillion won which is the
total of 0.27 trillion won every year for five years of her term will be necessar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secure this amount of money through budget
reduction and annual expenditures adjustment. However, some think it will be difficult
to expand the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without raising tax r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s to Korean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T rate to find out what kind of effect they have on the national
tax revenue. To be more concrete, there has been a continuos decrease of the rates
of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and an adjustment of assessment standard section to
reduce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and citizens. Single tax rate of 10% has been
applied without any change to tax rate for VAT since 1988.
The review of historical changes to the national tax revenue shows that the total
national tax of Kore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spite of the policies mitigating
tax burden. In addition, despite of these changes, the parts of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T are seen to have no difference. In particular, VAT which has not had
any tax rate change was found to take up almost the same part out of the national
tax revenue from 1990 to 2011, which means that the policy of government for tax
rate reduction does not lead to the decrease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 statement,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to consider raising tax rate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even
though some are saying so. Furthermore, since the previous regime tried to reduce tax
rate continuously, the Koreans will not welcome it i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ries
it again. What is more is that there is a risk for tax rate raising to increase the resistance
of taxpayer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n alternative tax revenue
* Lecturer, School of Business, Konkuk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hingye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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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to implement a
long-term policy of tax rate reduction in order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s.
<Key Words> Tax Rate, National Tax Revenue, Corporate Tax, Income Tax,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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