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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과 한계를 중심으로 서 정 우*
1)

요 약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
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
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
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
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
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
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소득세, 소득세제, 소득세제의 이상과 한계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시간강사, justinxu0420@gmail.com, 010-7343-5351, 제1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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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득세가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당시는 일제치하에 있었던
시기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소요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갖가지
세목을 창설하기 수년전이다.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를 도입한 시점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앞서 영국이 1799년,
독일이 1851년, 미국이 1913년이다. 미국보다 앞서 소득세를 도입한 나라들로는 일
본,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본, 호주 등을 비
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현재에도 소득세가 기간세목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
기에서 기간세목이라 함은 소득세 세수가 다른 세목에 비해 월등히 커서 세수 비중
이 첫째나 둘째, 또는 셋째가는 세목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세수통계는 1953년 이후부터 작성되고 있고 그 이전
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세수통계를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가 도입된 1934
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제가 태평양 전쟁기에 접어 들었고 또 해방된 이후 혼란
속에 곧바로 6.25전쟁을 맞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제자리를 잡기 어려웠으리라는 것
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4년도 내국세 세수 총 174조 1,118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
득세는 54조 1,017억원(31.1%)으로 부가가치세 57조 1,387억원(32.8%)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세목이다. 또한 내국세1) 직접세 중 소득세는 법인세 42조 6,503억원(24.5%)
을 제치고 가장 큰 세목 이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 나라 세제의 기간세목의 하나
가 되어있다.
사실 세제는 기업, 근로자 등 경제주체의 생산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제는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소
득세제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적합성 있게 운영하여 소득세제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
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걸어온 약 60여년의 변천과정을 (1) 1949년 7월
15일 새로 제정된「소득세법」이후 1955년까지의 6·25전쟁 전후기, (2) 1959년까지
의 부홍기, (3) 1960·70년대 경제개발기, (4) 1980·90년대의 시장경제전환기, (5)
1) 국세 중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
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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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경제위기이후기, (6)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섯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
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
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소득세의 일반이론

1. 소득세의 과세이론
1) 소득세제 운영방식
소득세제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적 주장이 있다 첫째는
1940년대 이후 선진국 소득세제 운영의 기본방향이 되어왔던 포괄적 소득세, 둘째는
1970년 대의 미드(Meade)보고서 이후 주목을 끌고있는 지출세, 셋째는 1970년대 중
반 이후 응용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최적소득세제 방식이다.
포괄적소득세는 산츠-헤이그-사이먼스(Schanz-Haig-Simony : SHS)의 소득개념에
입각하여 소득 발생 측면에서 지불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비해 지출세는 소득의 처
분 측면에서 지불 능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지출세에서 저축은 소비를 위해 인출될
때까지, 미실현자본이득도 실현될 때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소득세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와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
세가 지출세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최적소득세에서는 최고소득과 최저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제로(0)라야 한다고 주
장된다. 왜냐하면 이들 계층 부근에서는 공평성을 고려해도 득이 없기 때문에 효율
성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소득세 세율체계는 성장곡선과 같은 모
습을 지니게 되며 전통적인 누진세율 구조와는 다른 세율체계가 제시된다.

2) 우리나라 소득세제 운영방식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운영방식은 뚜렷한 논리적 기반 위에 정합성 있게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큰 비중을 두고 운
영되어 왔다고도 말할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포괄적 소득세를 큰 틀의 추구할 목
표로 삼아 과세베이스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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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이 과세베이스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는 포괄적 소득세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2)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광범위한 저축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경우는 지
출세 방식을 채택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넓힌 조치는 최적소득세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요컨대 우리 나라에는 소득세제 운영과 관련한 철학이나 기본노선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과세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투철한
형태의 운영노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해 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소득세가 기간세목인 미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2. 소득세의 형성과 발전
1) 소득세의 형성
소득세는 현대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세의 일종이다. 소득세
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인세이다. 또한 경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능력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종합적인
소득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영국과 독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오늘날 가장 중
요한 세목의 하나가 되고 있다.
처음 영국과 독일에서 실시될 때의 소득세(income tax, Einkommensteuer)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즉, 영국의 소득세는 1799년에 피트(W. Pitt)에 의해서
나폴레옹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사상 최초이며, 독일의 소득세
는 1851년의 계급세 및 계층별 소득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양국가의
세제 중에서 소득세가 명실공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
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소득세가 이 시기에 이르러 성숙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2) 2002년 세법개정에서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
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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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한 정부’가 출현하게 됨으로써 비롯된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고가한 정부’
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필요적으로 팽창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소득세는 무엇보다도
다수성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 시기의 경비팽창에 가장 잘 부합되는 조세가 될 수 있
었다.

2) 소득세의 발전
이 시기에 주요국가들에 주식회사제도가 도입되어 임금·이자·배당·이윤과 같
은 소득의 분화가 종래보다 더 명백해지는 동시에 소득계산실무 역시 보다 합리적으
로 개선되어, 소득세는 다른 어떠한 조세보다도 공평한 조세라고 하는 점이 소득세
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시켰다.
즉 뉴마르크(F. Neumark)에 의하면 소득세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① 정
확한 소득계산의 가능성, ② 유효한 세무행정의 존재, ③ ‘고가한 정부’로의 움직임,
④ 소득세를 받아들이는 심리, ⑤ 혁명이나 위기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존재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3) 20세기 전후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소득세가 이 시기에 급격히 발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13년, 프랑스에서는 1914년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이들 양국가에서 소득세의 도입이 다른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것은 그 나라의 헌법규정이나 세무행정의 전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하여 자본주의국가의 소득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부터 비로소 세제의 중심
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l차 세계대전 후의 자본주의국가의 소득세제도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을 거치면서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임금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1940년에, 미국에서
는 1943년에, 영국에서는 1944년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 임금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제도가 채용·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부유자과세로서의 소득세에서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었다.
물론 이때 소득세율이 크게 인상되어 세수가 크게 증대되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징수기술면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소득세제는 계속 발전하여 인플레이
션과 같은 경기변동, 즉 경제체제의 자동안정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서는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징수
기술역시 급격히 발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3) F. Newnark, Theorie und Praxis der modemen Einkommensbesteuerung, 1947, 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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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대구분으로 본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1. 개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소득세가 국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달랐다.
이는 재정당국이 조세정책을 운영할 때 시기별로 상이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1948년 건국 이전 우리 나라 세제의 기둥이 되는 세목의 하나였지만 건국
이후 한동안 혼란기가 지속되면서 기간세목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기도 하였다. 즉,
경제가 침체되어 고용이 늘지 않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이 별로 증대되지 않는 상태
에서 소득세수의 증대를 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지 모른다.
본 연구는 이하에서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가 걸어온 약 60여년의 변천과정을 (1)
1949년 7월 15일 새로 제정된「소득세법」이후 1955년까지의 6·25전쟁 전후기, (2)
1959년까지의 부홍기, (3) 1960·70년대 경제개발기, (4) 1980·90년대의 시장경제
전환기, (5) 2000년대 경제위기이후기, (6)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섯 시기로 구분
해 보았다. 시대를 구분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세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세
수변동이다.
우리나라 재정당국이 펼친 조세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6.25전쟁 전후기와
부흥기 에는 근로자수가 많지 않고 또 이들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생계비와 비교하
여 그다지 높지 않아 소득세는 중산층 이상의 일부 계층만이 부담하는 조세였다. 따
라서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소득세는 결코 기간세목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개발개혁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수가 늘어났고
1966년 국세청이 발족되면서 징수행정이 체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소득세를 통한 세수증
대가 한계를 보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0년대 중반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4)
를 도입하는 등 간접세 세제를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같은 정책 변화를 촉진한 것이 두 차례의 석유위기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화
였다. 이 기간 중 간접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득세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이
후 198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근로자들의 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기간세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4) 특별소비세는 현재의 개별소비세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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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
1) 6.25 전쟁 전후기(1949년~1955년)
이 기간에「소득세법」이 제정되었지만 소득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여전히 낮았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소득세의 운영 자체가 크게 어려웠던 시
기였다.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소득
세가 징수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소득세법」은 각종 공제를 허용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하며 다단계 누
진세율구조와 비례적인 분류소득세율이 공존하는 등 외형상 오늘의「소득세법」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소득세법」은 소득의 분류방법이 상
이하고 종합과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과세대상소득이 협소한 점 등 오늘의
「소득세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
으로 오늘의「소득세법」과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소득세법」은 과세베이스는 좁고
세율체계 등은 복잡하여 비효율적인 세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한편 세수 측면에서는 당시의 세제가 간접세 중심의 세제였기 때문에 소득세가 국
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6·25 전쟁시 부족한 세수를 확보
하기 위해 임시토지수득세를 도입하여 농업 생산물에 부과하였는데 당시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해 주는 세목이었다.
당시 다소 복잡했던 당시「소득세법」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소득은 일
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구분되고, 특별소득은 다시 l종소득과 2종소득으로 나누어진
다. 일반소득과 특별소득 1종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특별소득 2종은 차
등적인 비례세율(분류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일반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익배당소득, 토지 가옥소득 등이 포함되고, 특별소득 l종에는 퇴직소득, 비영업대금
이자, 일시소득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특별소득 2종에는 예·적금 및 공사채의 이자
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별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별로 정해진 분류소득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소득세법」은 또한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의 구분 외에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규정하고 있었다. 비과세소득에는 군인급여, 국채이자, 부동산·광업의 권리와 선박
의 양도소득 등이 포함되고, 감면소득에는 중요 산업체 발생 수익과 실업 재해에 따
른 자력 상실자의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가 허용되고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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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소득 3만원, 특별소득 중 예금이자 원본 10만원, 비영업대금이자 3만원이
각각 설정되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18세 미만, 60세 이상 노인, 불구자 등) 1인
당 3천원, 최고 1만 5천 원을 한도로 허용되었다. 일반소득자는 다음해 l월말까지 소
득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다.

2) 부흥기 (1956년~1959년)
이 시기에는 소득세제의 존재 의의가 거론될 정도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전체
세수에서의 기여도도 가장 낮은 시기였다. 당시는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기였는데 세제도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
다. 즉, 자본축적을 명목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낮추고 물품세, 주세 등의
간접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분류소득세 면세점의 대
폭 인상(3배), 종합소득세 과세최저한의 대폭 인상(17배), 법인세율의 인하(10% 포인
트) 등의 조치를 통해 국세 중 소득세 비중은 해방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이처럼 간접세 중심으로 세제의 골격이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등 직접
세에 대한 조세저항은 점차 강해졌다. 이는 경제가 재건되고 가계소득이 중대되면서
조세부담이 무겁다고 느끼는 계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뚜
렷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득세율의 인하, 면세점의 대폭적인 인상, 자진신고납
부제도의 강화를 통한 인정과세 축소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이어 1961년 5·16 군사정권에 의한 소득세
증세정책으로 연결된다. 또한 6·25전쟁시 도입되어 그동안 농업생산물을 중심으로
물납제로 운영되던 임시토지수득세가 마침내 1960년에 폐지되고 낮은 세율의 토지
세가 신설되어 금납제로 운영되었다.

3) 경제개발기 (1960년 ․ 1970년대)
이 시기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과 재정당국의 강한 징수정책이 결합되어 해방 이
후 소득세제가 가장 활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한 시기였다.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1971년에는 1960년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이는 동 기간중 경제가 빠
르게 성장하면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이 의도적으로 감
세정책을 취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베이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는 추세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기간 중 소득세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기간
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소득세의 국세내 비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조세가 GN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크게 높아졌다. 또 미국의 원조자금이 크게 감
소하고 조세징수액이 늘어나면서 일반정부 세입에서 국내조달액(조세+공채 등)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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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가 빠르게 높아졌다5).
주목할 점은 증세정책에도 불구하고 1965년까지는 전체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을 밑돌았는데, 다만 소득세 세수증가율은 1963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을 넘고 있
다. 이는 간접세, 관세 등 여타 세목의 징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납세기여도가 높지 않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산업구조 변화, 인플레
이션 대응력이 약한 종량세 형태의 세제(주세 등), 관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의 수
입품 구성 변화, 느슨한 세무행정 등의 복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66년 이후 1969년까지는 전체 세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초과하
였다. 이는 1966년 국세청 발족으로 세무행정이 한충 강화되었고,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근로자 수와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세 과세베이스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다. 게다가 동 기간 중 면세점 인상, 세율구간의 조정 등 성장기에 제시되는 통상적
인 소득세 감세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증세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소득세수는 1970년을 전후한 3년간 GNP 대비 3%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1967년에 단행된 세제개혁은 오히려 소득세 징수를 강화시켰다. 즉, 둘 이상
의 분류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이상인 자를 종합과세하는 부분적인 종합소득세
제를 도입하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최고 한계세율을 50∼55% 수준으로 인
상하고 세율구간도 세분하여 세부담의 증대를 꾀하였다. 한편 1960년대 후반에 나타
난 부동산 투기는 그 규모가 컸던 만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후유증 역시 매우
컸다.
이후의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도 소득세제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한 징세 강
화에 두어져 동 기간 중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세 증세
정책으로 중산충 근로자들의 조세부담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에 이후에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특히 소득세 부담
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들의 불만과 증세감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득세정
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 증세 덕분에 중앙정부의 재정은 1964년에 흑자재정으로 돌아선 이후 1970
년대 초반까지 흑자재정을 지속함으로써 정부는 저축주체의 하나로 투자자금 조달의
한몫을 담당했다.
한편 기업의 위기대처 능력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당국은
긴급조치를 들고 나왔다. 그리하여 1972년의 ‘8·3 조치’를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
과 산업합리화 유도, 1974년의 ‘1·14 조치’를 통한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급
5) 재정자립도는 1965년 65.8%, 1970년 93.6%, 1975년 99.1%로 빠르게 증가하여 이후 100%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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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세율 인상 등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그늘진 구석
을 중심으로 각 제도상 문제점이 누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정치적
이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도 필요하였다. 당국이 제시한 대응책의 기
본방향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낮추고 간접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었다.

4) 시장경제 전환기 (1980년 ․ 1990년대)
시장경제 전환기의 세제개편은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였다.6) 그리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종합소득세 방식이 강화되었는데
1994년 금융실명제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3년의 금융실명제, 1995년의 부동산실명제 등의 개혁조치와 연관되어 있는데 실
명제를 마무리 짓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득을 취합하
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의 일단계 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에 시행되어 1997년 5월에 최초로 납세자가 발생하였
는데 그 수는 2만 5천명 정도이었다.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행해져 누진과세
되는 만큼 소득세 신고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는 1997년말 세법개정시 적용이 유보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가 소득의 재분배에 역행하므로 재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았다.
한편 소득세 확정방식이 기존의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1994년에는 납세자 주도의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다. 즉, 1994년 말에 개정되어 1996년 이후 시행된 소득세
제 관련 사항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제 도입이 포함되었다.
이 조치는 세무행정 비용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등 원천분에 비해 증
가율이 낮은 신고분 사업소득세의 증대를 내다 본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그 간의 정부부과과세방식하에선 많은 사업소득자들이 실제 소득 과
달리 기준율, 표준율 등 자의적인 기준에 맞추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자진신고납부제가 정착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소신고가 줄어
들어 사업소득세가 경제의 실체에 맞는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또한 동 시기는 소득세 세율구조 측면에서는 미국 레이건 정부의 세율 인하정책
등 세계적인 세율 인하정책으로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의 전환에 노력한 시기이다.
즉, 1979년 총 17구간에 대해 8∼70％의 누진세율구조는 점차 하향 조정되었는데 과
표구간은 1989년 8개로 축소되었고 최고세율은 50％로 낮아졌다.
6) 조세연구원,「한국세제사」, vol.2-1, 2012,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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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욱 하락하여 1996년에는 4단계 과표구간으로 최고세율 40％로 조정되었
다. 특히 1989년에는 세율-과표구간의 큰 폭 변화와 함께 공제제도도 대폭 확대되었
다. 그러나 최고세율 적용소득을 낮추어 전체 소득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이처럼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 온 기간 중에도 면세점은
꾸준히 인상되어 과세대상자 비율은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되었다. 또 세율구간 축
소, 최고세율 인하, 최저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조치의 간소화를 통한 과세베이스
의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소득세제는 외견상으로 간단, 명료해지고
바람직한 세제로 접근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전체 추세 속에서 1993년 세제개편은 과표구간 수가 증가하는 반대 현상
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1996년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세율구간의 수를 줄이고 최고세율도 인하하였다.
한편 1997년에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및 POS 거래
세액공제제도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거래 투
명성 제고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5) 경제위기 이후기 (2000년대)
경제위기이후기 조세제도는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등 경제적 충격 극복과 소득
분배 악화, 그리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였으며, 그 중에서
소득세제의 역할도 점차 강화되었다.
한편 세율 수준은 이전의 인하 추세가 완만하게 유지되었다.7) 즉, 2002년부터 세
율이 모두 10% 인하된 4단계 9∼36% 세율구조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l%p
씩 추가적으로 인하되어 4단계 8～35% 구조로 바뀌었다. 세율 인하는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추진되었는데 2009년부터 최고세율을 제외한 소득세율 2%p 인하
가 2010년까지 이루어졌다.8)
이러한 2000년대 소득세제의 변화는 2009년 이전까지 꾸준한 소득세수 비중 증가
와 함께 이루어져 효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시행된 세율 인하는 경기침체와 함께 소득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7년말 세법개정시 유보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7) 조세연구원, 전게서, p. 99.
8) 조세연구원, 전게서,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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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소득의 재분배에 역행하므로 재시행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2001년 귀속분부터 재시행하기로 하고 2002년 5월 이에 따른 신고가
있었다.
그리고 2000년대 소득세제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는 자영사업자 부문의 소득 투명
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1999), 현금영수증(2005)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 투명성 제고 노력은 전반
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또 다른 변화는 환급형 세액공제인 근로장려세제를
2008년부터 도입한 것이다.9)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도 소득세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복지제도를 통한 저
소득층 지원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조세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
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유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복지지원 확대 과
정에서 경험한 수혜자들의 근로유인 저하라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는 이전의 비환급형 소득공제제도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
으로 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형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결국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으로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6) 최근의 세제 (2011년~현재)
최근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요구의 증대로 다시 소득세 부담구조 혹은 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0) 지난 2005년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5%까지 인하하였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2014년 귀속분부터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38%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소득재분배 혹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 부담 수준과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
차를 감안할 때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세 부담 수준과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편 1995년에 2조 8.945억 원이였던 우리 나라 종합소득세 세수는 2014년에는
9) 조세연구원, 전게서, p. 98.
10) 조세연구원, 전게서,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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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4,86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1> 국세청세수 중 종합소득세 점유비율 (단위 : 억 원)
년도

1995

2000

2005

2010

2014

국세청세수

517,487

866,013

1,204,237

1,660,149

1,957,271

종합소득세

28,945

28,493

46,069

68,062

114,860

점유비

5.59%

3.29%

3.83%

4.10%

5.90%

구 분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들어가 첫 소득세 신고를 받은 1997년에 125만
명 정도였던 확정신고 인원은 1999년 123만 명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00년 134만
명, 2005년 224만 명, 2010년 357만 명, 2014년 505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추이(신고연도 기준) (단위 : 명)
년 도
구 분
확정신고 인원

1997

2000

2005

2010

2014

1,247,442

1,342,153

2,235,905

3,570,816

5,052,552

한편 1999년 신고대상 인원과 확정신고 인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IMF 외
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 인원이 다시 꾸
준히 증가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의한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인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 등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아직도 많은 점에서 바람직한 소득세제와는
거리가 있다. 즉, 면세점이 높아 근로소득자중 과세자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48.1% 수준이며 종합과세되는 소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는 사업소득의 과세
보충률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11).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소득세가 기간세목으로 정착
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현행 소득세제는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수평적 공평에서도 개선된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
11) 근로소득자 802만명중 271만명이 면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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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불공평, 근로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자본소득 간의 불공평,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간의 불공평 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가 기
간세목으로 기능을 하면 할수록 이들 불공평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3. 소득세법령의 역사적 변천과정
지난 1949년 우리 나라「소득세법」제정 이후 2016년까지 소득세제의 주요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개정 연월일
1949. 7.15
1954. 3.31
1958.12.29
1961. 8.24
1961.12. 8
1967.11.29
1973. 3. 3
1974.12.24
1978.12. 5

1982.12.21
1985.12.23
1988.12.26
1989.12.30

주 요 내 용
∙소득을 일반소득과 특별소득으로 구분하고 일반소득은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함.
∙분류소득세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종합과세제 실시
∙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분류과세제로 환원
∙자진신고납부공제제도를 신설
∙과소신고 및 무신고가산세제도 신설
∙경제개발정책의 지원을 위한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도입
∙일정소득이상자에 대하여 종합과세제 실시
∙지상배당과세제도의 도입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직접감면제도 폐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필요경비산업규정 신설
∙수출손실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규정 신설
∙소득의 분류를 전면조정하고 종합과세제도로 전환
∙비과세소득의 범위 확대
∙근로소득에 대한 제 소득공제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종합소득세율 인하(최고세율 60%→55%)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개선
∙지상배당과세제도의 폐지·보완
∙종합소득세율체계의 간소화
(16단계→8단계, 최저세율 6%→5%, 최고세율 55%→50%)
∙비실명 금융자산 차등세율 폭 확대
∙자동부과율 과세대상 범위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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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월일
1990.12.31
1992.12. 8
1994.12.22
1998. 1. 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18.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이상과 한계를 중심으로 -

주 요 내 용
∙세율체계 조정(8단계→5단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상범위 확대
∙소득세 신고 및 결정체계의 개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도입
∙신고납부제 도입
∙종합소득세율 구조개편 및 각종공제 조정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001년 귀속분부터 재실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 확충
∙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9%
내지 36%로 평균 10%씩 인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율을 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자․배당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
∙기초생활경비에 대해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과세를 강화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
∙단기보유, 미등기 부동산 및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인상
∙종합소득세율과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p씩 인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미한 신고누락등의 경우는 현행
20%에서 10%로 가산세율 인하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다자녀가구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도로 전환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
∙출산·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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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월일

2008.12.26.

2009.12.31.

2010.12.27.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4.12.23.

2015.12.15.

2017. 6. 30, pp. 173~202

주 요 내 용
신설
∙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20%로 확대
∙종합소득세율을 인하, 기본공제를 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
∙서화․골동품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비용 지출액에 대한 40%를 소득공제 신설
∙법정기부금 1년의 이월공제 신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5년으로
연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과세
∙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
∙성실납세제도를 폐지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2013.1.1.로 연기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38%로 인상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함.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퇴직소득금액의 40%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종교인의 소득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 항목으로 종교인소득 신설
∙업무용승용차 매각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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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월일

주 요 내 용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자료 : 국세청,「국세청 삼십년사」, 1996. 참조.
국세청,「국세청 50년사」, 2016. 참조.
한국세무사회,「세법전」, 각 연도.

Ⅳ. 이상적인 소득세제의 전제조건과 과제

1. 소득세제의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
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전제조건이 먼저 주는 의미는 여러 문
제 또는 조건들 사이의 상충이라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1) 공평
(1) 사전적 공평과 사후적 공평

공평이라는 조건은 조세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극
히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공평이라 하더라도 공평에는 사전적 공평과 사후적 공
평이있다.
① 사전적 공평
사전적 공평이라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불공평은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사고와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이 경우 납세자가 출발점에 있어서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시하게 된다.
② 사후적 공평
사후적 공평은 결과로 나타나는 공평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후적 공평성이 강조되
어지는 것은 먼저 출발점에 있어서는 평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증여,
유산, 인간관계, 가정환경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는 어떠하든 실질적으로는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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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또 만약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
래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완전성 등 사람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등에 의해 결
과적으로 불공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이론에서는 주로 사후적
공평을 중요시 하고 있다.
③ 소결
그러나 유산, 증여 등 자산 이전에 관한 과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동성이 극
히 높은 사회가 실현되어진다면 다시 말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
장되어 이에 따른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진입비용과 퇴출비용)이 극히 적어진다면,
사전적 공평이라는 공평 개념도 그 중요도가 증대될 것이다.
(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① 수평적 공평 문제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문제가 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등한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동등한 세부담
이 지워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이는 누구라도 합의 할 수 있는 콘센서스
(Consensus)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등한 경제상황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
한 것만은 아니다. 소득이 동등한 것인지, 소비가 동등한 것인지, 또는 효용이 동등
한 것인지 서로 불분명하게 된다. 또한 동등한 경제상황을 측정하는 시간단위가 일
정한 단기간인지 혹은 장기간인지, 또는 생애(Life-Cycle)라는 기간인지에 의해 동등
한 경제 상황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이 동등한 경제상황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포괄적 소득세로 표시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년)
에 포괄적인 종합소득의 동일성을 동등한 경제상황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한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변동소득의 일괄과세나 저축의 이중과세 등의 문
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견해는 지출세 또는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 표시되는 사고방식으로, 이
경우 전체생애의 가득소득이 생애의 소비와 동등하다고 되어 경제상황을 한 생애로
서 측정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에 의하여 효용내지 만족이 생긴다고 하는 사고에서
소비 혹은 효용의 동일성을 동등한 경제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생애라고 하는 한 세대모텔을 생각할 수 있으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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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걸친 유산, 증여 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 생애기간에 있어 수평적 공평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소위 현재가
치로 할인할 생애가득 소득이나 생애소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하면 생애에 있어 가득소득 내지 소비나 세부담의 발생시기의
차이에 관계없이, 현재가치에서 본 동등한 생애가득소득을 갖는 사람은 동등한 세부
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수평적 공평이 규정되어 진다.
② 수직적 공평 문제
수직적 공평은 첫째, 혼돈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위 가치판단이 상당
한 역할을 점하는 공평개념이며 실제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요소를
아주 많은 부분에서 포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직적 공평 특히 세부담의 누진
성에 대해 명확히 그 근거를 가지는 것이 어렵고, 소득의 효용가측성을 전제로 논의
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서도 누진성의 명확내지 객관적인 패턴은 분명하게 제시되
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수직적 공평은 그때그때 혹은 장기적으로 보아 사회의 소득분배의 방향과
극히 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만약 소득분배가 평준화되어 있다면 수직적 공평에
대한 요청은 약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확대 심화되어 있다면
수직적 공평에 대한 요청도 강하게 된다.
③ 소결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우 세제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이러한 수직적 공평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지만, 그 바탕이 되는 소득
분배를 보는 입장에 대한 평가내지 판단이 하나의 커다란 핵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
다.
(3) 실질적 공평

① 의의
공평기준에 대한 검토는 소위 공평이라는 개념상의 고찰이지만, 이것들을 실제 조
세 혹은 실제로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공평이라는 기준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공평에 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의 하나는 과세베이스의 포괄성이
며, 또 하나는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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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베이스의 포괄성
먼저 소득세의 과세베이스 또는 지출세의 과세베이스에 있어서, 소득 내지 소비가
제도상 또는 세법상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과세베이스(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느냐
라는 점이 실질적 공평문제를 평가하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
즉, 어느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소득이 비과세되어 있다면 수직적 공평
이 무너질 것이며, 또 미래에 동일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 사이에 과세베이스의 침식
(Erosion)이 생기면 수평적 공평이 훼손되어 진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 및 수직적 공
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소득베이스든 소비베이스든 그 과세베이스가 포괄적이지 않
으면 안 된다.
소득베이스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축수익을 어떻게 과세베이스에 포함
하느냐 혹은 임금형태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급여인 부가급부(Fringe Benefit) 등을
어떻게 과세베이스에 포함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소비베이스의 경우 주택, 내
구소비재 등을 어떻게 과세베이스에 포함하는가 혹은 소비되지 않는 저축, 즉 유산,
증여를 어떻게 과세베이스에 정확하게 포함하느냐가 큰 문제로 대두된다.
그리고 소득 및 소비 등의 과세베이스에 공통적인 문제로 저축수익 중에 자본소득
(Capital Gain)을 어떻게 과세베이스에 포함 시키느냐가 수평적 공평 혹은 특히 수직
적 공평을 문제삼을때 큰 쟁점이 될 것이다.
③ 집행의 적정성
실질적인 공평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집행의 적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만약
과세 베이스가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또는 제도상 실제 납세 혹은 징세과정
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집행에 있어
비판을 받는 것으로, 탈세라는 과세베이스의 침식(Erosion)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존재한다고 하면, 부담의 공평 특히 수평적 공평이 크게 무너지게 된다.
결국 아무리 공평한 세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에 의하여 준수되지 않는 한
혹은 징세당국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공평한 세제라고 할
수 없다.
(4) 공평감

공평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공평감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의 납세자에 있어 세법 혹은 조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 혹은 세제가 공평한가 어떤가는 결국 납세자의 공평감으로
평가되어 아무리 우수하고 공평한 세제이더라도 납세자가 그것을 공평한 세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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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평한 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공평
감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라는 점은 세제의 공평이라는 문제에 있어 커다란 요소
가 될 수 있다.
세제의 불공평감 혹은 중세감이 작용되어질 때 만약 그것이 오해에 의한 것이거나
이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해나 잘못된 것이 세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시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조세에 대한 교육, 홍보, 실태에
대한 조사 등이 확대되어야 된다.

2) 세율과 누진도
(1) 세율과 과세기간

① 개요
과세대상소득이 정의되면 소득세 부담은 세율과 과세구간에 따라 계산된다. 우리
나라 세율과 과세구간은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소득세율은 1975년에 종합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소득 종류별로 다
양한 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도에 따라 소득의 구분도 달라지지만
1974년까지는 대략 부동산소득, 갑종(을종, 병종, 지상배당)배당·이자소득, 양도소
득, 잡소득, 갑종(을종)사업소득, 갑종(을종)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종합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조금씩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종합소득과세체계를 도입한 1975년에는 17개 과세표준 구간에 최저 8%에서 최고
70％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점차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고,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 6개 과세표준 구간
에 최저 5%, 최고 50％의 세율체계로 개편했다12).
이어 1996년 저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다시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했다. 2005년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5％까지 인하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2014년 귀속부터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
표준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6년 현재는 5단계로 6~38%의 세율체계이며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
는 세율은 6%이다.13)
12) 국세청,「국세청 50년사」, 2016, pp. 365-366.
13) 최저세율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 세율은 1975년 이후 8%, 1979년 3월 이후 6%, 1989년 이후
5%로 낮아졌다가 1996년 이후 다시 10%로 높아졌다가 2002년부터 9%, 현재는 6% 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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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율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은 최고세율의 인하, 최저세율의 인상
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누진도 완화를 통해 과세의 공평성 측면을 다소 희생시키는
대신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평성 측면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과세베이스의
확대로 근로소득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과세 불공
평이 축소되어 공평성 측면의 한 기둥인 수평적 공평성이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즉
최고세율의 인하와 최저세율의 인상으로 수직적 공평성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불
공평이 심하던 수평적 공평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을 통해 다소간의 재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재분배의 수단으로는 의무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준공공재를 저소득
층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누진소득세제를 이용하여 고소득계층으로부터 보다 높은
조세를 징수하는 조치 등이 활용되고 있다.
(2) 세율의 누진도와 세부담의 누진도

우리 나라 소득세 세율체계는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납세자간 세부담
의 누진도도 조금씩 바뀌어 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율체계상으로 누
진도가 강화되었다고 하여 실제 납세자 세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득분포가 바뀔 수 있고 면세점 인상과 비과세·감면 등의 각종 조
세지원 조치로 외형상의 세율체계 변동과 상이한 누진도가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소득세 세율체계의 누진도 강화와 세부담의 누진도와는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
지만 직접적으로 대응관계에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기를 거치면서 소득 분포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 게다가 소득세 세율체계 역시
상당 수준 바뀌어 왔다. 사실 납세자의 세부담 누진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득분포에 관한 자료가 충분
하지 못하여 그간의 세부담 누진도를 밝혀내는 문제는 쉽지가 않다. 이에 대한 분석
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3)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1) 개요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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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단위는 가족형태의 상이에 관한 것으로서, 독신인지 혹은 부부인지, 맞벌이
부부인지 혹은 한쪽 배우자만 일하고 있는 부부인지 라는 가족 형태의 상이에 대하
여 수평적 공평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라는 문제이다. 어느 독신의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의 부부세대를 영위할 경우에 세부담이 변하지 않는 것 거꾸로 이혼을 하더라도
세부담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 이는 흔히 ‘혼인벌칙’ 혹은 ‘이혼보너스의 제거’라고
불리고 있다. - 이 가족형태의 상이에 대한 수평적 공평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
(2) 과세단위의 유형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는 소득을 가득하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하는 방법 즉, 개인
과세방법 또는 개별과세방법과 소비활동을 같이하는 가족을 단위로 과세하는 방법
즉, 합산과세방법이 있다14). 합산과세방법에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합산과
세방법과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세대합산과세방법이 있다.
과세단위의 유형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단위의 유형
종

류

특
징
∙가득자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기득자마다 세율표를 적용함.
가득자 개인단위
∙특례로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합산이 행해지는 것도 있음
(실시국 · 일본, 스웨덴)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균등분할
균등분할법 (2분2승) 과세를 함.
(2분 2승 ∙이 경우 독신자와 부부에 대해 통일 세율표를 적용하는
합산
단일세율표제도와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복수세율표제도가
과세)
분할
있음. (실시국 : 독일(단일세율표), 미국(복수세율표))
세
불균등
과세
∙부부 및 자녀(가족)를 과세단위로 하여, 세대원의 소득을
대
분할법
합산하여 불균등 분할(n분의 n)과세를 함.
단
(n분 n승
(실시국 : 프랑스(가족분할계수제도))15)
위
과세)
∙부부를 과세단위로하여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비분할과세를
행함.
합산 비분할과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분할과세의 선택이 인정됨.
(실시국 : 영국)

14)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또는 개별과세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적 이론으로
제기되는 과제는 결국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귀착된다. 문제는 다른 정책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데 있다.
15) 가족분할계수제도는 가족분할계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여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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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단위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과세단위는 <표-5>와 같이 개인단위주의를 적용하되, 조세회
피목적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비단위주의(세대단위 비분할주의)를 적용하고 있
다(소법 43 ③).16)
<표-5> 과세단위
구
개인단위주의

분

세액계산방법

소득세법의 규정

개인별로 과세

개인별 소득에 세율 적용

소득세법의 원칙

합산비분할주의

소비단위로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 적용

조세회피목적 공동
사업장에 채택

소비단위주의
합산분할주의

소비단위 구성원 l인당
평균소득에 세율적용

한편 우리「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자산소득은 합산과세하고 있
는바, 이와같은 배경은 근로소득이 개인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분산이 불가
능한데 반해 자산소득은 특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에게 자산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쉽고 이에 따라 세부담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과세단위 선택과 요구조건

소득세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제시될 수 있으나 과세단위의 선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이 더 높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 즉, 한 독신자가 1,000만원을 벌고 또 다른 독신자가 500만원을 버는 경우
1,000만원을 버는 독신자가 500만원을 버는 독신자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하여야
한다.
시 가족분할계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합산대상 가족의 과세소득의 합계
액을 독신자의 경우에는 l단위, 부부는 2단위, 부부 및 l인의 자녀는 2.5단위, 부부 및 2인의
자녀는 3단위, 부부 및 3인의 자녀는 4단위로 하여 산정한다. 단위수를 가족분할계수라고 하
는데, 가족 l인당 가족분할계수는 1이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는 l인당 0.5로 계산하여야 하나,
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의 경우에는 세 번째 자녀부터는 l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의 누진도를 완화시키게 된다.
16) 김완석,「소득세법론」, (주)광교이택스, 200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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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는 가구 또는 가정은 똑같은 세
금을 부담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1,000만원을 버는 경우와 부부 각기 500만
원씩 벌어 두 사람이 합하여 1,000만원을 버는 경우 두 가구 모두 같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17).
셋째, 세제는 결혼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즉 독신으로 남아 있든
결혼을 하든 세부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각기 1,000만원씩의 소득
을 매년 버는 경우에 그들이 독신이든, 결혼을 하든 또는 이혼을 하든 내는 세금이
같아야 한다.
(5) 소결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각기 요건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전
체적으로 보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요건이다. 문제는 이들 세 가지 요건을 동
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4) 간소화(Simplicity)
(1) 개요

간소화세제 또는 단순화세제라는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조건에 명확한 정의가 있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그 의미를 들면 어느 세제가 납세자에게 있어 알기 쉽
고, 납세에 요구되는 비용 및 징세에 요구되는 비용이 가장 적은가라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아담스미스나 바그너 등이 제시한 유명한 과세(조세)원칙에서도 징
세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징세비용의 최소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가 많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생각할 경우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합한 집
행비용 내지 운영(행정)비용의 최소화라는 것이 간소화 또는 단순화라는 조건의 중
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제도는 징세당국에 있어서는 가장 간소한 징세방법 이지만 반
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세당국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간소화(또는 단순화)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간소화라는 조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세율구조가 아니고 과세방법
의 문제 혹은 과세베이스 문제이다. 세율표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에 대해 알
17) 이 조건은 현실적으로 한쪽 배우자만이 일하는 부부세대에 있어 가사, 육아 등에 종사하는 배
우자의 귀속 서비스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문제와 얽혀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매우 어
려운 수평적 공평을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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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세율표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신고할 때는 간이세율표 또는
속산표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율구
조 그 자체가 복잡하다고 해서 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과세방법의 통일문제

간소화세제의 문제에서 먼저는 과세방법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는가하는 문제
이다. 소득세의 경우에 있어 과세소득이 단순히 종합화되어 그 단일의 과세베이스에
하나의 세율표가 적용된다고 하면 그 제도가 간소한 세제의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
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의 경우 각 소득마다 과세방법이 사실상 서로 다르다는 점
에서 매우 복잡한 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즉 종합화된 소득이라 해도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여러 가지 분리과세제
도가 있어 과세방법이 극히 다양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에게 소득세제는 극히 알기 어려운 세제로 인식되어 있으며 세제
의 집행비용도 매우 높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세
제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과세베이스의 포괄성 문제

간소한 세제의 또 하나의 기준은 약간 추상적인 논의가 있는 것이지만 과세베이스
의 포괄성이라는 것이다. 즉 과세베이스의 포괄화를 저해하는 개별적인 비과세, 면
세, 특별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어
납세비용은 물론 징세비용도 높아진다. 그러나 만일 과세베이스가 포괄화되어 과세
방법이 통일화되더라고 실질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간소한 세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소득을 정의하는 것이나 소득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
운 경우에는 세제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버린다.

2. 이상적인 소득세제의 과제
소득세제의 이상 내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나라가 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몇 가지 측면에서 소득세제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는 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수요 충족과 간접세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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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세만으로 현대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대국
가의 일반적 경향이 국가기능의 확대와 함께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특히
1930년대의 저성장에서 비롯한 소득세 세수의 부진과 제2차대전 이후의 경제개발
및 자본축적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의 경감이나 면세조치가 전례없이 증가됨으로써
소득세만으로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 우위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 되었고, 매상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의 중요성이 재평가되게 되었다. 여기서 소득세와 매상세를 비교하면, 매상세
는 경기후퇴기에도 소득세에 비하여 안정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매상세의
부담면에서도 일반적 비례소득세와 별도 다른 것이 없으므로 소득세 지지론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불공평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소득의 탈루문제
이 문제는 소득세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공평부담에 대한 비판으로서 소득
세제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담세력을 가진 많은 소득이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
으로 탈투되고 있어 소득세의 이상처럼 공평부담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의 의하여 대부분의 소득이 과세소득으로 포착
되어 다른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중과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높은 수준의 납세의식과 납세도의 문제
또 하나의 소득세제의 문제로서 소득세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소득세 중심
의 조세체계를 갖추어야 되지만, 소득세란 높은 수준의 납세의식과 납세도의를 토대
로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탈루소득을 적출할 수 있는 징세기술과 사회적 여건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
문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득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갖출 수가 없다는 점이다.

Ⅴ. 결 론
소득세가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세수통계는 1953년 이후부터 작성되고 있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세수통
계를 공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84년 이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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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있다. 그리하여 2014년도 내국세 세수 총 174조 1,118억원 기준으로 보면 소
득세는 54조 1,017억원(31.1%)으로 부가가치세 57조 1,387억원(32.8%)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세목이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
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
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
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
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18).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세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완전한 것은 아니
지만 현상으로서는 최선의 것이며 따라서, 조세체계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재고하여 조세부담의 공평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본 연구자는 이후에도 소득세제의 이상과 한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18) 물론 소득세의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공적부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롤프(E. R. Rolph)등이 제안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칼도어(N. Kaldor)등이
제안한 종합소비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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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istorical Changes of Income Tax
System - Focused on the Ideals and Limitations -

Jung-Woo Suh*
19)

Abstract
This study will look at preconditions for an ideal income taxation by examining changes
in income tax system through literary research method, and under these preconditions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suggest tasks of
the system.
In general largely 4 proper conditions though abstract could be proposed as premises
for a desirable income tax system including equity, tax rates and progressiveness,
progressive taxation and unit of assessment and simplification.
Though current Korean income tax system follows the ability-to-pay principle, it is
quite far from the ideal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ction of redistribution only
depending on income taxation has its limitations. As income tax in particular hardly
has effect as a way of poor relief for low-income groups, the cost of living of the groups
should be secured basically by expand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public
assistance.
<Key Words> Income Tax, Income Tax System, Ideals and Limitation of Incom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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