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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다수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
가들은 세목 폐지에 대한 대체로서 자본이득세를 과세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저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평
가에서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해가는 방향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과세범위의 확대와 포괄주의
과세로의 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그리고 몇몇 주
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최근 동향의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상속세 및 증여
세제의 과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과 개인의 자산이전 원활화와
조세회피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산과세방식
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이득세로
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제어> 무상이전, 과세방식, 자본이득, 포괄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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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성공적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된 소득
과 부가 일부 소득계층에게 편중되고 이러한 소득과 부의 집중은 곧 심각한 소득불
균형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통한 고소득층의 빈번한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상
속세 및 증여세제에 대한 조세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
속적이고 일관된 세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다
(이창희 2008).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함)이 제정
된 이후 변칙적인 증여를 이용한 세대간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세방
식에 있어서도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제한적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확대 개정해왔
다. 이후 다시 2000년에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이어 2003년에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
입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부응한 일반적 증여이익계산방법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증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세법 개정에서는 종전의 증여유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또한 최근에는 기업집단 내 특수
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출자한 법인에게 일감을 대량 또는 고가로 몰아주
어 그 수혜법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영업이익을 획득하도록 하고, 이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주식가치 상승 또는 배당으로 고액의 부를 얻게 되는 일명 일감몰아주기
에 대해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개정하였다. 이는 부
의 이전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로서 기업가치가 대기업 일가의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결과적으로는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이다.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목 폐지 주장에 대
한 설득력은 크지 않다. 이유는 현행 세법상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를 대체할 과세세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유석(2009)의 연구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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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득세제 마련을 선결과제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제의 발전과정과 몇몇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국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가
제공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제
의 발전적 과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시기별 주요 개정 내용들과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대만,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징과 과세동향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연구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변천과정과 현
황을 살펴보고, Ⅲ장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징과 과세동향을 검토한
다. Ⅳ장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세방향을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Ⅴ장에서 연구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여 결론을 맺고 있다.

Ⅱ.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정과정과 현황

1. 제정취지
1950년 3월에 제정된 상속세법1)은 소득세를 보완하고 재정수입확보와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출발되었다. 이후 1950년 4월에 상속세법과는 독립
된 법률로서 불로소득과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부담의 균형과 재산
분배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의 취지를 가지고 증여세법2))이
제정되었다. 이후 1952년 11월에 증여세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증여세
법은 상속세법에 흡수ㆍ통합되었다. 이렇게 해방 이후 1960년대의 경제개발 시작과
1970년, 19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1996년 12월에 상증세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률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
여세는 2000년 이후부터 최고 세율의 상승(50%) 외에 현재까지 거의 변동없이 과세
강화방향의 정책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부분이 중
요한 개정과제가 된다.

2. 과세방식의 변천
1) 본문 35개의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됨.
2) 본문 18개의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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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거주의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과세제도로서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유형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과세방식이다. 초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원칙으로서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2) 포괄주의 과세방식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1950년에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이후 1952년에 개정된 상
속세법에서는 증여세법을 흡수하면서 증여세 제도를 폐지하고 사망이전에 미리 증여
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수증자에게 상속인
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과 동시에,
동 법 제34조의3에서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간접적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자 했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956년 개정(상속세법 제34
조의3)에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친족인 수증자로 한정하지만 포괄적인 증여 개념
을 계속 유지한다. 이후 1971년 개정에서는 이익을 받은 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는 포괄규정의 적용범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러한 포괄주의 과세는
1979년까지 유지되었다.

3)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증여세 부과 여부는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여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
점에서의 민법상 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
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1977년의 대법원 판시3)로 포괄증여 조문이 유명무실해졌
다. 이후 민법상 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4)
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이전’5)에 대한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 되었다. 결국 열거된
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포괄증여 조문의 사문화로 열거주
의 과세가 되면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증여
의제 조문이 상속세법에 점점 추가되기 시작한다. 1990년 개정에서는 합병에 관한
조문과 증자․감자에 관한 조문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통한 변
칙증여가 계속되자 1996년에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하고
과세대상에 간접증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조문이 추가된다. 동시에 특수관계자
3) 대법원 1977. 3. 23. 선고 76구448 판결.
4)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423 판결.
5)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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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간접증여에 관한 일반규정6)을 다시 도입한다.7) 이는 다양한 탈루 사례에 대
하여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기존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한 조치로 1998년에 도입
된 제한적 포괄주의이다.8) 그러나 이러한 과세방식은 모든 거래실체를 예측하여 명
확한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사실 과세대상 범위의 확정이 어려워 실제로는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4) 유형별 포괄주의의 도입
위의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변칙증여의 발생에 따라 포괄주의와 조
세법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사실상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를 통해 이러
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이러한 유형별 포괄주의는
2000년 개정에서 1998년 개정내용에 추가하여 법령에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유형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에 취득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과세한다고 확
대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2년 12월 18일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형별
포괄주의의 적용대상 유형을 13개 유형으로 확대하였다. 일반적 증여의제 유형 7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보험금 증여의제, 특수관계인간 고가 및 저
가 양도시 증여의제, 채무면제익 증여의제, 토지 무상사용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의 증여의제, 무상금전 대부의 증여의제)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자본거래 관련
증여의제 유형 6개(증자시 증여의제, 전환사채의 증여의제, 합병시 증여의제, 감자시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이익 증여의제,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의 증여의제)는 유형별 포
괄주의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기타 증여의제 유형 2가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포괄과
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5) 완전포괄주의 도입
앞서 기술한 제한적 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해 왔지만
열거방식의 증여의제나 유형별 포괄과세 방법만으로는 여전히 신종 파생금융상품이
나 금융기법을 이용한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즉 종전의 상속
6)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7) 이는 1971. 12. 28. 제정되었다가 그 뒤에 사실상 사문화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포괄규정
이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유형에 준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 없이 현행의
증여의제(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 규정을 준용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즉시 과세할 수 있
도록 마련한 법적 장치이다.

- 59 -

｢경영사학｣ 제32집 제1호(통권 81호)

2017. 3. 31, pp. 55~80

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민법상의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유형 외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모든 재산ㆍ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규정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를 도입함
으로써 공평과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취지이다.9)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에서의 증여의 정의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
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
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200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시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를 민법상 증여와
는 다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독자적인 증여개념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
전 증여의제규정(상증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을 증여세가 과세되는 예시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민법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도 불
구하고 포괄적인 증여개념에 부응한 일반적 증여이익계산방법의 규정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가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세법 개정에서는 종전의 증여유형 이외
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
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10)

3. 과세표준과 세율의 변화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6년까
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했다. 이후 1997년
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00년부터 최고세율 적용 구간의 과세표준액이 낮아졌고 반면에 세율은 약간
인상되었다. 즉 1997년에서 1999년까지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과세표준액이 50억
에서 30억으로 감소되었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세율인

9) 2003.12.30.의 개정에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증여의 정의를 신설하였
다.
10)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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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개정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
졌다.
<표 1>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변화
(단위: %)
∼ 1996.12.31

1997 ∼ 1999

과세구간

세율

<상속세>
5천만원
이하
2억 5천만원 이하
5억 5천만원 이하
5억 5천만원 초과

10
20
30
4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
20
30
40

과세구간

<상속세 및
1억원
5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증여세>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2000 ∼ 현재
세율

10
20
30
40
45

과세구간

<상속세 및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30억원

증여세>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

4. 시기별 주요 개정과 공제범위의 변화
<표 2>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1950년 3월에 상속세법이 제정되고 이후 1950년 4월에 상속세의 보완세로서
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독립된 증여세법이 제정된다. 다시 1952년 11월에 증
여세법이 상속세법에 흡수ㆍ통합되어 폐지되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경제개
발의 과정을 거치고 1996년 12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현
행 법률의 골격을 이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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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과정과 내용
개정시기
1950년
1952년
∼1980년
1996년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 정 내 용
ㆍ상속세법 제정: 소득세 보완, 재정수입확보, 과세형평 실현의 취지
ㆍ증여세법 제정: 세부담 균형, 재산분배 형평도모, 상속세 보완 취지
ㆍ증여세법이 상속세법에 흡수·통합
ㆍ1960년대(경제개발 초기), 1970∼1980(성장기)로서 특별한 변화 없음
ㆍ유형별 포괄주의의 증여의제규정 신설
ㆍ전면적인 개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변경 통합법률 제정(현행 법률)
ㆍ상속 및 증여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ㆍ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20%에서 40%로 비율 상향, 30억원에서 100
억원까지의 공제한도 상향.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도입(상증법 제23조의2): 상속개시일 전까지 상속
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주택가격의 40% 공제(5억원 한
도).
ㆍ가업상속공제(상증법시행령 제15조 4항):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사업영위 기간의 요건 완화(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됨).
ㆍ증여재산공제 범위(상증법 제53조): 직계존비속에 계부와 계모 포함.
ㆍ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상증법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건이 확대되어 완화됨.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비율이 40%에
서 30%로 하향조정됨. 매출 1,500억원 미만 회사까지 확대적용.
ㆍ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상증법 제23조의2, 상증법시행령 20조의2): 요건
완화(10년간 동일주택 거주 조건을 이사 포함한 10년간 동거로 변경).
ㆍ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2항 1호): 40%에서 70%로 비율상향함. 최소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를 최소 100억원에서 300억원까지로 공제한도 상
향조정됨. 고용요건 추가함(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상속 당시의 1.0배
이상의 고용유지 조건).
ㆍ가업상속공제의 재산범위 합리화(상증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대상인 법
인의 주식평가 시 업무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ㆍ영농상속공제금액 확대(상증법 제18조 2항 2호):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도
금액 상향조정됨.
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상증법 제54조의3): 변칙적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됨.
ㆍ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의 지분상
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함(상증법 제3조).
ㆍ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상향조정(2천억이하에서 3천억 미만)과
공제율 100%로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함
(상증법 제18조).
ㆍ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직계비속(배우자 제외)이 주택 상속시 동거주
택상속공제 가능(상증법 제23조의2).
ㆍ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의 대폭 축소
ㆍ중소·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전체 공제가능(상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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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ㆍ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인상(3천만원에서 5천만원) 조정함
(상증법 제53조).
ㆍ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제45의3)와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제외함.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은 50%, 한계보
유비율은 10%로 추가 완화함.
ㆍ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하
기로 조정함.
ㆍ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제18조 2항)조정함. 적용대상 기업 확
대(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조정)함.
ㆍ공제율․공제한도 확대(공제율은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함.
ㆍ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사전ㆍ사후요건 완화함.
ㆍ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범위액을 확대함.
ㆍ세대생략 할증과세율 인상(30%에서 50%로 인상)함.
ㆍ비거주자의 거주자 인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거주 요건으로 완화함.
ㆍ미성년자의 주식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당해 주식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재정산해야 하는 의무 규정 신설(상증법 제41조의6)함.
ㆍ증여재산공제 범위액을 확대함.
ㆍ직접 경작 농지의 감면한도가 확대 개정됨.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연도별 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표 3>은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상 적용되는 공제내용이다. 인
적공제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적용하며, 가업상속(기업,
영농, 영어)과 기타 물적공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공제의 특징은 한
도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표 3>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 공제현황
(단위: %)
구 분

상속공제

증여공제

공 제 현 황
ㆍ인적공제 한도: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고 30억원), 일
괄공제(5억원), 자녀공제(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장애인공제(1천
만원), 연장자공제(5천만원)
ㆍ가업상속공제 한도: 경영기간별 공제(100억원 ∼ 500억원)
ㆍ영농상속공제 한도: 5억원
ㆍ기타 물적공제(금융재산, 재해손실, 동거주택)
ㆍ배우자공제(6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ㆍ직계존비속간(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공제(1천만원)

자료: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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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현황
<표 4>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도별 세수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까
지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증여세
세수비중이 상속세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 국세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국 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금 액

금 액

국세비중

금액

국세비중

금액

국세비중

2000년

929,347

4,487

0.48

5,401

0.58

9,888

1.06

2001년

957,928

4,299

0.45

5,184

0.54

9,483

0.99

2002년

1,039,678

3,978

0.38

4,583

0.44

8,561

0.82

2003년

1,146,640

4,853

0.42

8,297

0.72

13,150

1.15

2004년

1,177,957

5,883

0.50

11,199

0.95

17,082

1.45

2005년

1,274,657

7,019

0.55

11,708

0.92

18,727

1.47

2006년

1,380,443

8,676

0.63

15,216

1.10

23,892

1.73

2007년

1,614,591

10,589

0.66

17,829

1.10

28,418

1.76

2008년

1,673,060

11,817

0.71

15,953

0.95

27,770

1.66

2009년

1,645,407

12,206

0.74

12,096

0.74

24,302

1.48

2010년

1,777,184

12,028

0.68

18,733

1.05

30,761

1.73

2011년

1,923,812

12,586

0.65

20,740

1.08

33,326

1.73

2012년

2,030,149

17,185

0.85

23,019

1.13

40,204

1.98

2013년

2,019,065

15,865

0.79

27,032

1.34

42,987

2.13

2014년

2,055,198

16,961

0.82

29,290

1.43

46,251

2.25

2015년

2,178,851

19,436

0.89

30,999

1.42

50,435

2.3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를 발췌ㆍ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주: 국세는 국세청 세수에 관세청 소관분(관세+농어촌특별세)과 지방자치단체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을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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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상속세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1%를 상회하며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후 상
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확대와 공제요건 완화 등의 개정에 연유한다고 본
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는 특별한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현재 상속세 세
수실적은 총 1조 9,436억원이며, 증여세 세수실적은 3조 999억원으로서 국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각각 0.89% 와 1.42%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여세액이 0.74%로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증여세율 인하계획에 대한 기대로
증여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2010년에 미뤘던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증여세 세수실적이 증가하게 된다.
<표 5>는 상속세 과세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사망자
355,789명중 과세자가 2,603명으로서 과세자 비율은 0.73%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2008년부터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과세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2.07%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꾸준한 과세비율의 증가를 보이다가
2015년 다시 감소를 보이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2.03%에 이른다.
<표 5> 상속세 과세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피상속인

355,789 383,001 288,503 325,045 276,972 287,094 282,232 285,723 324,349

과세인원

2,603

3,997

4,340

4,547

5,720

6,201

6,275

7,542

6,592

과세비율

0.73

1.04

1.50

1.40

2.07

2.15

2.22

2.64

2.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를 발췌ㆍ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표 6>은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6개년
(2000-2015)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은 33.5%를 보여준다. 이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이 50%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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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평균 실효세율

2000년

3,413,441

1,865,282

639,102

34.3

2001년

3,081,159

1,433,983

449,280

31.3

2002년

2,993,597

1,767,097

583,178

33.0

2003년

3,127,966

1,541,818

534,966

34.7

2004년

4,791,927

2,875,659

1,171,007

40.7

2005년

4,644,911

2,645,835

1,032,624

39.0

2006년

4,736,341

2,510,410

931,919

37.1

2007년

6,542,861

3,616,719

1,390,659

38.5

2008년

8,635,999

4,413,307

1,584,400

35.9

2009년

10,108,267

5,336,628

1,971,412

36.9

2010년

9,019,117

4,397,852

1,526,624

34.7

2011년

10,658,798

5,327,998

1,902,263

35.7

2012년

11,229,621

5,679,688

2,051,345

36.1

2013년

10,639,004

5,135,364

1,757,290

34.2

2014년

13,407,488

6,512,691

2,251,527

34.6

2015년

12,306,485

6,135,549

2,215,035

36.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를 발췌ㆍ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주: 1. 총상속재산가액은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이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
산에서 인출한 경우의 용도 미입증액에 해당함.
2. 평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 7>은 증여세 과세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증여자
239,671명 중 과세자가 121,471명으로서 과세자 비율은 50.7%에 달한다. 2008년부
터 감소하여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과세비율을 보이다가 2011년 50%
대로 다소 증가한 후 2012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37.8% 정도의 증여세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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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증여세 과세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여자수

239,671 228,334 214,665 207,399 251,506 197,717 229,143 226,811 267,136

과세인원

121,471

97,277

과세비율

50.7

42.6

96,654 96,623 126,409 91,331 109,644 105,533 101,136
45.0

46.6

50.3

46.2

47.8

46.1

37.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를 발췌ㆍ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표 8>은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증여세 평균 실
효세율은 2000년 최고치인 31.4%에서 2001년 28.8%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최저치
인 22.4%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5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28.9%까지 상승한
후 계속하여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2015년 현재 31.6%를 보이고 있다.
<표 8>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평균 실효세율

2000년

3,164,580

4,939,427

1,549,591

31.4

2001년
2002년
2003년

3,692,653
4,166,031
5,383,646

5,532,642
4,435,486
6,156,833

1,591,307
1,072,792
1,586,499

28.8
24.2
25.8

2004년

10,283,326

10,171,371

2,275,017

22.4

2005년

7,856,396

10,239,632

2,957,755

28.9

2006년

15,370,061

12,282,063

3,021,348

24.6

2007년

15,168,346

16,019,612

4,058,526

25.2

2008년

13,711,175

19,168,574

5,458,791

28.5

2009년

11,056,305

12,299,985

3,020,562

24.6

2010년

13,066,368

17,873,240

4,943,980

27.6

2011년

16,522,404

18,869,566

4,696,587

24.9

2012년

12,936,133

15,953,733

4,142,555

26.0

2013년

15,657,301

20,391,015

5,536,700

27.2

2014년
2015년

15,224,884
14,729,452

25,205,941
25,206,142

7,500,436
7,974,845

29.8
31.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별 자료를 발췌ㆍ정리하여 직접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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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Ⅲ.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특징과 과세동향
1. 대만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대만은 원래 유산세법만을 운용했는데 1973년 2월에 생전 증여에 의한 유산세 탈
루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산세 및 증여세법이 제정되었다. 특징은 유산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다르며 유산세 세율은 2%에서 50%, 증여세 세율은 4%에서 50%에 이르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이후 1981년 감면과 공제액. 과세구간의 조정(18개의 유
산세 과세구간, 17개의 증여세 과세구간)과 최고세율 인상(60%) 등의 조정이 이루어
졌다. 다시 1995년도에 감면․공제액 조정, 과세구간의 단순화와 세율인하, 면세범위
조정, 분기 납부기한 연장, 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한 감면․공제액 항목 및 유산총액
에의 불산입항목 및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정 등의 개정이 이
루어졌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2009년에 단일세율 적용과 면세액 상향조정의 개정이
있었고, 2001년에는 신탁법과의 조화를 위해 신탁재산이 위탁인․수탁인 또는 수익자
간에 이전․처분되는 경우의 과세 및 면제와 관련된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높아지면서 납세의무자들의 세무계획 수립에 따라 발생되
는 조세회피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유산세 및 증여세의 운용에 한계가 드러나
게 되었다. 결국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율 인하의
세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이 경제자유화
또는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인 조세개혁을 추진 중에 있고, 이중 유산세 및
증여세제의 개혁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유
산세를 폐지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자산의 해외유출을 예방하고 반대로 해외자금의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및 조세부
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최저 2%(증여세 4%)에서 최고 50%(상속 및 증여세 동일)의
유산 및 증여세율을 10% 단일세율 체계로 개정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세율 단일화의 개정이후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만
중앙은행은 감소폭은 작더라도 조세유발효과를 통한 국내 경제 환경에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산세 및 증여세의 부
담이 낮아지면서 대만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던 현상이 유입 현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대만의 유산세 및 증여세율이 10% 단일 세율로 하향 조
정된 이후에 사망자 대비 유산세 신고 비율은 2012년에는 무려 80.3%까지 증가했
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도 증여세 면세범위가 상향 조정되고 세율 또한 10% 단일세
율로 전환되어 재산 이전의 증여가 용이해짐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이 대폭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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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결과적으로 금번 세법 개정에서의 세율 인하 및 면세액의 상향을 통하여 납세
의무자들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짐에 따라 세무계획을 수립할 유인이 대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 탈루사례의 감소와 납세순응도 증가로 조세부담의 공평이 제고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산세 및 증여세의 과세에 대해 세수목적의 수입원으
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인 의의를 더 크게 가지
고 있다. 2002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대만의 유산세 및 증여세의 매년 징수세액
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5% 수준이다.11)

2.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일본은 1905년부터 유산과세형의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50년에
승계과세형으로 전환되었다(국중호 2009). 다시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953
년에 승계과세형을 폐지하고 취득과세형으로 전환되었다. 역시 취득과세형 시행에서
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1958년에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
세형으로 개정했다. 현행까지 동 법정상속분 과세방식에 의한 취득과세형이 유지되
고 있다(국중호 2009 및 원종학·이형민·홍성열 2012). 이 방식의 특징은 상속인의
취득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과세방식이 기초가 되고 피상속인의 유산액
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유산과세방식이 가미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과세대상 유
산총액, 법정상속인 수, 법정상속분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 유산과세와
취득과세의 절충형이다(新川浩嗣 2009). 세부담에 있어서는 1980년대 토지가액 급등
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1988년,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인하하였다. 원래 1987년 이전까지는 최저
10%에서 최고 75%까지 14단계 세율 구조를 적용했지만 2003년 이후 상속세 및 증
여세 모두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6단계 세율구조로 개정되었다.
일본은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세부담의 적정화로 정하고 상속세를 둘러싼 다양
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변화중 하나로 경제의 스톡화가 진전
됨에 따른 상속을 이용한 자산이전의 증가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속에 의
한 자산취득이 대체로 상속인의 생애주기의 후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
다 광범위한 재산범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현행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는 정도로 적
정 세부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08년 중소기업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
11) 中華民國財政部, 財政統計年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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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상속시 정산과세제도(2003)는 고령자가 보유자산을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과세제도는 역연도(1월 1
일부터 12월 31일) 과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시 수증자가 취득한 수증재산에
대해 상속시 정산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시 증여에 따른 수증재산가액과
상속 및 유증에 따른 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
게 된다. 따라서 상속시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함으로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산하게 된다. 이어 2012년에는 자녀세대로의 자산의 조기이전과 주택 보유목적의
주택 취득자금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치들이 대폭 확대되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직계비
속에 대한 증여세율 완화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대상 연령을 증여자의 경우 65
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손자․손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증자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들은 세대간의 재산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3.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12)의 제정으로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증
여세 최고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이후 2010년에 유산세 및 세대생략
이전세13)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동 법안은 유산세와 증여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고세율의 점진적 인하 내용을 담고 있었
다. 그러나 2010년 폐지 예정이었던 유산세가 다시 2010년 1월 1일부터 소
급

적용되도록

부활되었다.

유산세의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35%로

하고

2012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면세점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한편 증여
세는

2010년에

최고세율

35%와

면세점

1백만

달러를

유지

적용하지만

2011년 이후에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구조 및 면세점, 통합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후 2013년에 유산세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1백만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최고 상속세율이
40%이지만 실지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각종 면제조항, 공제 등을 적용받
아 결과적으로 실질세율이 매우 낮거나 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
13) 세대생략이전세란 자녀를 거치지 않고 2세대이상 건너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이전세제에
비해 중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세제의 최고세율인 40%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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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세는 미국 정부세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더욱이 공화당에서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Alan Cole 2015). 참고로 미국은 상속세가 두 가지로 구분된
다. 하나는 Estate tax(유산세)라 하여 사망한 개인이 남겨둔 재산 즉 유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또 하나는 Inheritance tax(상속세)라 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이 후손(상속
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행동, 즉 상속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두 가지 모두 누군
가의 사망으로 발생되는 세금으로 Death tax(사망세)라고도 한다. 세액은 개인이 각
각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연방정부와 별도로 50개 주중에서 15개 정도가
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특이한 것은 2011년부터 적용되어 왔던 물가수준 연동 면세점 기준 및 배우자간
미사용 면세점 금액 승계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즉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
우자의 미사용 면세점 금액을 승계받아 자신의 상속 또는 증여시 이를 사용할 수 있
다. 2017년 이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수준이 2009년 수준으로 상향되어
유산세, 세대생략 이전세, 증여세 모두 2009년 당시의 45% 최고세율 수준으로 인상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도 역시 연방 상속세를 2010년까지 폐지하고자 계획하였
으나 재정적자의 이유로 2011년부터 상속세가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속세가 부활되었지만 상속세 및 유산세 세제는 계속적인 과세완화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경제연구원 2013).

4. 영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2007년에는 상속세율 0% 적용구간을 추가 신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속세 감세 정책이 중단되었
다. 이후 2012년 상속재산 중 10%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40%에서 36%
로 낮춰줌으로써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상속세법이 개정되었다. 증여세는 폐지되고
대신 자본이득과세 성격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상속세만 존재한다. 상속세에 대한 영
세율 적용 한도는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후 2014년에는 연금에 대한 상속세 폐지
계획이

발표되어

현재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을 상속할 경우 상속자에게 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
근 2015년 4월부터 연금수급자가 75세 이전에 사망하여 연금을 상속할 경우 세금이
전액 면제될 계획이다. 한편 75세 이상인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자
는 최저 소득세율만 부담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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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

독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는 가업상속에 대해 대폭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
고 가족 재산권이 매우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과세방식이 유산과세가 아닌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에게는 가업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시 계
속적이고 원활한 기업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당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조세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고용수준과 기업경영 유지가 필수이며 전제조건 충족시에
만 승계재산의 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독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효력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1996년 12월에 세법개정으로
상증세의 평가규정이 변경되었다. 이후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생존자간의 거래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2008년에는 기업의 계속적 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
업자산의 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가업상속공제율이 35%에서 85% 또는
100%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 경제성장촉진법에 따라 사업용 자산가액의 85%
공제요건이 완화되었다. 가업승계 후 사업유지 의무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
고 사업용 자산가액의 100% 공제요건의 완화로 가업승계 후 사업유지 의무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비사업가인 개인의 경우에 친인척도에 따라 과
세등급별 차등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2010년 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율
에 있어서 I등급14)상속인을 제외한 Ⅱ, Ⅲ 등급의 상속 및 증여자의 세율이 10% 내
외로 인상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여 세율인상에 따른 급격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6.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와 시사점
최근 들어 OECD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수비중이 작고

14) 독일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개인적 관계에 따라 3개의 과세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공제금액과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Ⅰ등급 : 배우자, 직계비속(손자 및 양자포함), 직계존속(상속만 포함), 등록된 동성파트너
Ⅱ등급 :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속(증여
만 포함)
Ⅲ등급 : Ⅰ, Ⅱ등급 외의 관계에서의 상속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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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대비 이를 징수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많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유지보다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가는 쪽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제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제정취지의 부의 집중완화 기능
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주요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Tax Foundation(2015)에 따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이미 폐지했거나 미시행하는 OECD 국가들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러시아, 싱가
포르, 인도, 중국 등 15개 국가들이 있다.15) 특히 상속세 또는 증여세 폐지 국가들
중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대신 자산의 세습이나 증
여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폐지하였거나
미시행하는 몇몇 주요 선진국들의 폐지취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상당 기간(100여년)동안 세수확보 목적에서 유산세(상속세) 및 증여
세의 도입 및 폐지를 계속 반복해 왔다. 부시 행정부의 초기인 2000년 상속세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미미한 상속세 세수(1.5% 미달)와 이를 징수하기 위한 과다
비용 지출이 폐지주장의 이유였다. 이후 클린턴 정부의 폐지반대에 이어 다시 부시
정권에서 경제성장과 세부담 경감 등의 이유로 유산세의 폐지(2010)와 조세감면 등
의 세법개정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다시 2011년부터 상속세가 부활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증여세에 대해서는 완화정책 방향에서 증여세율을 개인소득 최고세율
(35%)까지 인하 조정하였다.16) 상속세 폐지의 결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
부와 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로 조정하는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
근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공약에서도 대대적인 감세 정책방향에서 상속세의
폐지가 제시되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재산이전세의 폐지에 대한 논의는 1967년에
출발되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미미한 세수입(1.7% 미달)과
정치적 측면에서의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1972)하고 대신
사망시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과세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연방정부
15) 상속세 페지 및 미시행 국가로는 캐나다(1972), 호주(1979),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인도(1985),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멕시코(2005), 스웨덴(2005), 러시아(2006), 오
스트리아(2008), 싱가포르(2008), 체코(2014), 에스토니아(미시행), 중국(미시행) 등이 있다.
16) 주요국의 조세제도 201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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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과 달리 주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연방정
부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수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감소
하게 되고, 주들 사이의 조세경쟁으로 결국 1985년에 주단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까
지 완전히 폐지된다. 주마다 폐지 이유가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상속세 수입
비중은 낮은 반면 과다한 세무행정 비용지출과 주(Province)간 투자 및 인력의 이동
의 가속화에 따른 과도한 조세경쟁과 경제활동의 저해, 저축 및 투자 등의 감소에
따른 고용기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게 주장되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불합리한 조세는 경제활동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조세회피의 유인
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본소득세를 도입하였다. 특이한 사항은 대다수의 스웨
덴 국민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세부담의 대폭 감액을
주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Hammar 2006). 이러한 상속세 및 증
여세 폐지 이후 폐지 전과 비교 시 조세회피 유인과 국외 자본의 유출이 감소되고
기업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Pihl 2009).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등의 국제적인 추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
세제의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총조세(또는 국세)대비 세수비중이 매우 작고 다양한 편법을 이용한 재산
과 소득의 무상이전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속 및 증여세
의 완화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개선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Ⅳ.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세방향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성공적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된 소득
과 부가 일부 소득계층에게 편중되고 이러한 소득과 부의 집중은 곧 심각한 소득불
균형의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부의 변칙적인 세습을 통한 고소득층의 빈번한 조세
회피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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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여세제에 대한 조세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이
고 일관된 세제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지 않다.17) 이
처럼 우리나라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제정된 이후 변칙적인 증여를 이용한 세대
간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세방식에 있어서도 열거주의 과세방식에서 제
한적 포괄과세주의 과세방식으로 확대 개정한다. 다시 2000년에는 유형별 포괄과세
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이어 2003년에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부
응한 일반적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증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세법
개정에서는 종전의 증여유형 이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
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이외에도 세제강화정책의 대표적인 것으로 주요국과 비교시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율과 낮은 공제범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앞서 제시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현황에서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목 폐
지 주장에 대한 설득력은 크지 않다. 이유는 현행 세법상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상속
세 및 증여세를 대체할 과세세목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유석(2009)의 연구에서는
자본이득세제 마련을 선결과제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향후 과세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 조항의 신설과 개정 및 완전포괄주의까지 도입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강화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은 겨우 1.7% 정도에 불과하다.18) 또한
상속 및 증여세 탈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무거운 세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강화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세율과 공제범위
이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이중과세(기납부된 소득세를 고려함)의 문제점을 우려하
여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낮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공제
17) 이창희(2008) 연구에서는 과세형평성을 나타내는 세전지니계수가 0.344이고 세후지니계수는
0.314로서 세전 지니계수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이 단지 8.7%에 불과하다고 제시하고 있
다.
18) 2015년 세수실적 기준(총조세: 2,888,628억원 상속 및 증여세: 50,435억원), 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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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제범위
를 높이고 세율을 낮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의 완화와
중립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한도의 계속적인
확대를 해오고는 있지만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공제한도가 전혀 없어 기업의 세부담
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역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
라도 확대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인 개선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이다. 세계
에서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최대 55%가 부과되고 있다. OECD 국
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이 15%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다. 이외에도 한국(50%), 프
랑스(45%), 미국과 영국(40%) 등이 높은 국가들이다.19) 또한 장기적으로는 폐지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사실 폐지의 입장을 주장하기에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고 본다. 다만, 폐지안을 고려한다면 이를 대체과세 할 수 있는 조세, 예를 들면, 상
속세 및 증여세 폐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여 과세하거나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되는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체 조세가 없다면 재산의 무
상이전에 따른 보유기간동안 결집되어 발생되는 자본이득에 대해 적정 과세가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속 및 증여재산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
아지는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과세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본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국가들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자본이득과세
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 과제로, 현행 유산과세유형을 취득과세유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경제스톡화의 상황을 고려하
면, 세대간 자산이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 및 증여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자산이전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생애주기 후반
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전증여의 자산이전 시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전증
여 자산이전 시기의 중립성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정산 과세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9)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30%), 독일(30%), 칠레(25%), 그리스(20%), 네덜란드
(20%), 핀란드(19%), 덴마크(15%), 아이슬랜드(20%), 터키(10%), 폴란드(7%), 스위스(7%), 이
탈리아(4%) 등의 상속 또는 유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참조: Tax Found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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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상속자산 이전의 확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해 볼 때,
후속 세대로의 원활한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현재 고령사회에서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것이므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녀세대로의 생전에 조기 자산이전의 필요성은 더 커
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가능한 변화를 고려해볼 때,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편
중 하나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의 완화이다.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완
화방안으로 우선 공제액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세율 인하와 조기 자산이전의 원활
화를 위한 자산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규모별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상속과
세의 방식을 현행 유산과세유형에서 취득과세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
민되어야 한다. 취득과세유형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
응하여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산과세적용보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취득과세유형으로의 전환 방안은 이미 제시한 기본적인 개편중 하나로
서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완화 방향과도 일관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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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axation Direction through Transition
Process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System and
Trends of Major Countries*

Yu-Seok Jeong**
Abstract
Many countries are abolishing or alleviating inheritance tax or gift tax recently, and
some countries operate capital gain taxation as an alternative of such a tax item
abolishment. Many countries take a stance to ease tax burden through tax rate reduction
in that excessive tax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may shrink corporate activities,
and disturb personal savings. Meanwhile, Korea has consolidated taxation through
taxation scope expansion and revision into the direction of complete comprehensive
taxation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 irregular inheritance and gif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taxation direction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based on the review of the transition process, status of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and some major countries’ recent trend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s: First,
the reduc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rates is needed to make corporate and personal
asset transfer smooth, and reduce the inducement of tax avoidance. Second, a shift from
taxation method on bequest to taxation method on legatee is required. Third,
consideration to shift to capital gains tax is needed from the taxation efficiency aspect.
<Key Words> Gratuitous transfer, Taxation method, Capital gain, Comprehens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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