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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증세 논쟁이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서

니계수가 최소 0.01%에서 최고 0.047% 증가하여 법인세 인상

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자본소유주가 부담하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

는 법인세를 지분율에 따라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나누어 부

상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기능별·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

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부자라고 하는 대주주의 부담 비중

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은 16.7~21.7%로 소액주주의 부담 비중보다 1.4~1.8%p 낮은

있지만 법인세는 소비자가 약 30%, 근로자가 약 20%, 자본소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제 간 조세경쟁을 반영한다면 상

유주가 약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상으

대적으로 국제 간 이동이 수월한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더욱

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저소득층에서 감소비중이 상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

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달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시장소득 변화를 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1분위 계층의 소득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되어

은 0.93% 감소하고, 10분위 계층은 0.50% 감소하여 저소득층

야 한다.

의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지

1. 논의 배경

• 기업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을 엄격히 구분하고 소득이 많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던 정부 여당조차 법인세 인상을 고려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할 때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때 법인세를 인상하
는 것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정치적 선
동이 만연하게 됨.

- ㈜리얼미터의 2014년 11월 여론조사를 보면 법인
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소득세를 올

 본 연구는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

려야 한다는 응답 42.6%보다 낮았으나, 2015년 2월

하여 법인세 부담의 귀착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

조사에서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59.7%

적으로 분석하고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

로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6.0%보다 압도적으로

하여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높게 나타났음.1)

- ㈜리서치뷰의 2015년 2월 2일 조사에 따르면 법인

- 법인은 실체가 없는 의제(擬制)로써 소득과 세부담

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소득세

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는 기업의 활동

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10.5%보다 높게 나타나

에 관여한 자본소유주, 노동자, 소비자와 같은 사람

고 있음.

이 부담하게 됨.

- 문화일보(2015년 2월 16일) 보도에서도 법인세

• 기업은 자본, 노동, 토지, 중간재화 등을 이용하여 재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63.8%로 반대하는 응답

화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생산기여

30.6%보다 2배가량 높게 조사되었음.

도에 따라 주주, 노동자, 토지보유자에게 배분하기 때

-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인
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정부 여당에서조차 법인세 인상을 재검토할 수 있
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문에 기업성과가 배분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도
함께 배분됨.

- 따라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는 법인세
부담의 기능별 귀착과 소득계층별 귀착에 의해 결
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과 경제주체 간의 연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대된 배경에는 ‘법
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
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음.

관계를 고려한 분석이 요구됨.
•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는 법인세 부담이 자본가, 노동자, 토지보유자, 소비자
에게 얼마큼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는 기능별 귀착 효

- ‘사람들만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과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별 소득이 소득계층별로 어떻

하지 못할 때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게 배분되느냐를 살펴보는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를

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만연할 수 있음.

함께 분석해야 함.

1)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014년 조사에서 10.4%에서 2015년 조사에서 23%로 증가하고 소득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연말정산의 여파가 크게 작
용한 결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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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인세는 생산비용을 높여 재화의 가격을 상승

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함.

시키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상승
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반대로

 폐쇄경제하에서 법인세 귀착을 결정하는 요인들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재화의 가격상승이 크다면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가격상승 효과
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법인세가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개

- Harberger(1962)에 따르면, 폐쇄경제하에서 자본
저량이 고정되어 있고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법인세 인상은 다음 두

선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인

가지 효과를 유발함.3)

세 부담의 파급경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임.

• (산출효과) 법인의 자본비용 상승 → 법인재화의 상

- 법인세는 재화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가격에 영향

대가격(Pc/Pu) 상승 → 법인재화의 수요 감소 → 비법

을 미치고 가격의 변화는 시장구조, 수요와 공급의

인부문으로 생산요소 이동 → 양부문의 요소집약도에

탄력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

따라 요소의 상대가격이 결정되고 노동으로의 세부담

에 특정 시장이나 특정 재화에 국한된 부분균형 분

전가 정도가 결정4)

석보다는 다양한 시장과 재화의 연관관계를 고려
한 일반균형 분석이 요구됨.

• (대체효과) 법인부문의 상승 →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
→ 법인부문의 초과 자본은 비법인부문으로 이동 →
비법인부문의 상대가격(r/w) 하락5)

2.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산출효과로 인한 노동으로의 세부담 전가는 법인
부문과 비법인부문의 요소집약도에 의해 결정됨.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수익

•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이면 노동보다 자본에 대한 수

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세부담이 주주

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자본의 상대가격 r/w가

에게 귀착되나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과 재화의 가격

하락하여 자본의 세부담 비중이 커짐.

변화를 통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됨.2)

• 반대로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자본의 상대가격 r/w가 증

- 법인세 부담은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에
게 전가되거나, 임금이 하락하여 근로자에게 전가

- 대체효과의 경우 요소 간 대체탄력성에 상관없이

되기도 하고, 자본수익률이 하락하여 주주에게도

임금 대비 자본수익률이 하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가됨.

대체효과에 따른 법인세 부담은 대부분 자본으로

• 부담수준은 기본적으로 가격변화에 누가 더 민감하게

귀착됨.

반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각 개별주체의 반응

2)
3)
4)
5)

가하여 노동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요소 대체탄력성이 클 경우 법인부문의 자본수요가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은 누가 세금을 법적으로 부담하느냐를 의미하며, 경제적 부담(economical incidence)은 상대가격 변화로 실질적으로 누가 세부담을 지는가를 의미함.
법인세 인상의 초기 부담은 법인부문의 소득비중에 따라 배분된다고 가정함.
Pc는 법인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가격을 의미하며, Pu는 비법인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을 의미함.
r은 자본수익률을 의미하며, w는 임금을 의미함.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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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균형하의 법인세의 귀착
법인세: 법인부문의 자본비용 상승

산출효과

요소대체효과

법인부문의 상대가격 상승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면
자본의 상대가격 상승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

법인부문의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

자본의 상대가격 하락

자본의 상대가격 변화가 이론적으로 불명확
주: 이영·정영준·이철인·김진역 편역(2007) 「Rosen의 재정학」 14장과 김승래(2006) p.80 참조.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비법인부문의 자본수요가

에는 변화가 없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자본이 해외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노동의 임금률이 감소할

로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의 자본 저량이 감소하기 때

수 있지만 임금 대비 자본수익률(r /w )은 전반적으로

문에 파급경로와 상대가격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남.

하락함.6)

- 순효과는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의 상대

- (국제 간 자본 이동성) 법인세 인상 → 법인부문의

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노

자본수익률 감소 → 자본 해외유출 → 국내 자본 저

동집약적일 경우 자본의 상대가격은 대체효과와

량 감소 → 국내 잔존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 →

산출효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적

자본의 상대가격 r/w 상승 → 노동에 대한 수요 감

으로 상대가격 변화를 확정할 수 없음.

소 → 세부담은 대부분 노동으로 전가

- (국내외 재화 간 대체탄력성) 법인세 인상 → 국내

 개방경제하에서 법인세 귀착을 결정하는 요인들

재화의 상대가격 상승 → 국내 재화 수요 감소 →
국내외 재화 간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자본유출 증

- Gravelle(2010)에 따르면 개방경제하에서 자본과 노
동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국제 간 자본의 이동성, 국

- (경제규모)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국내외 재화 간

내외 재화 간 대체탄력성, 국가규모, 요소 간 대체탄

대체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가정하면 노동으

력성, 법인부문의 자본집약도 등에 영향을 받음.

로 전가되는 법인세 부담 정도는 경제규모에 의해

• 폐쇄경제하에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자본 저량(stock)

결정됨.

6) Gravelle(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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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국제 재화가격과 자본가격이 주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자본시장과 국제자
본시장에서 자본수익률에 격차가 발생하면 국내자본

- Harberger(1962)와 같이 법인세가 자본에 100% 귀

은 100% 해외로 유출되고 법인세 부담은 100% 노동으

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이

로 전가됨.

전제되어야 함.

•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다면,

• 총요소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부문 간 이동이 완전히

법인세 인상 → 자본의 해외 유출 증가 → 국제시장에

자유로워 부문 간 임금과 자본수익률에 격차가 없고,

서 자본공급 증가 → 국제 자본수익률 하락 → 자본 해

소비자들이 동일한 선호체계를 갖고 있다면 세부담이

외유출 감소 → 일정 부분 자본에 세부담 귀착

100% 자본에 귀착됨.8)

- (요소 대체탄력성) 법인세 인상 → 자본유출 증가

• 그러나 이동성에 제약이 있거나, 제품에 따라 소비자

→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낮아 노동으로 대체가 어

의 선호 차이가 있거나, 법인세가 저축에 영향을 미쳐

려울수록 → 국내 잔존 자본의 한계생산성 증가 →

자본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세부담은 노동으로 전가됨.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자본의 상대가격 r/w 상

-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법인세의 50% 이상이 노동에

승 → 세부담 노동으로 전가

귀착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폐쇄경제의 경우, 법인세가 인상되더라도 자본이 해

• Southwood(2014)의 기존문헌조사에 따르면 자본의

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요소 대

이동성과 요소 간^재화 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가정에

체탄력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 대비 자

따라 연구마다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존연구의 평균적

본수익률(r/w)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노동으로 전가

인 법인세의 노동귀착률은 57.6%에 달하는 것으로 조

되는 정도가 개방경제에 비해 작음.7)

사하고 있음.

- (요소 집약도) 법인세 인상 → 자본의 해외유출 증

• 다부문 소국개방경제를 가정한 CGE 모형을 한국경제

가 →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일수록 자본유출량

에 적용하여 분석한 김승래(2006)의 연구에 따르면 법

증가 → 재화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임금인하

인세의 17%가 소비자에게, 22%가 노동자에게, 74.5%

폭 확대 → 노동의 세부담 증가

가 자본가에게 귀착됨.

〈표 1〉 개방경제하의 경제주체별 법인세 부담 결정 요인 및 영향
자본부담

노동부담

국제 간 자본의 이동성 증가

↓

↑

국내외 재화 간 대체성 증가

↓

↑

경제규모 확대

↑

↓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 감소

↓

↑

법인부문의 자본집약도 증가

↓

↑

자료: Gravelle(2010), Table 1, p. 4.

7) Gravelle(2010) 참조.
8)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법인과 비법인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해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는 의미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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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법인세 귀착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방법

분석결과

Harberger(1962)

2부분 폐쇄경제 CGE

100% 자본 부담

Harberger(2006)

2국가 4부문 개방경제 CGE

^ 국내외 자본 간·재화 간 완전 대체: 자본 15%, 노동 130%
^ 국내외 재화 간 불완전 대체: 자본 12%, 노동 96% 부담

Grubert and Mutti(1985)

2국가 3부문 개방경제 CGE

자본의 국제 간 이동성이 증가 미국주민 소유 자본 100~14% 부담, 미국 내 총자
본 52~14%

Randolph(2006)

2국가 5부문 개방경제 CGE

^ 국내외 자본 간 완전대체 & 총생산의 국내 재화비중 30%: 자본 32.5%, 노동
73.7%
^ 국내외 자본 간 완전대체 & 총생산의 국내 재화비중 70%: 자본 72.7%, 노동
32.5%
^ 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인 경우: 자본 37.5%, 노동 59%
^ 비법인부문이 자본집약적인 경우: 자본 26.7%, 노동 90.6%

Gravelle and Smetters(2006)

2국가 2부문 개방경제 CGE

^ 국내외 자본 간·재화 간 완전대체: 자본 35%, 노동 73%
^ 국내외 재화 간 불완전 대체(자본대체탄력성 3, 재화대체탄력성 3): 자본 72%,
노동 21% 부담

Southwood(2014)

문헌조사

기존문헌 조사를 통해 법인세의 노동귀착률 57.6%

김승래(2006)

다부문 소국개방 CGE

소비 17%, 노동 22%, 자본 74.5%(배당 15.1%, 유보 59.5%)

Desai, Foley, and Hines(2007)

패널데이터(20년간 50개 미국 다
국적 기업)를 이용한 계량분석

노동 45~75% 부담

Arulampalam, Devereaux, and
Maffini(2009)

패널데이터(10년간 55,000 유럽
기업)를 이용한 계량분석

노동 75% 부담

Felix(2007)

패널데이터(5년간 30개국
Luxembourg Income Study)
를 이용한 계량분석

노동 420% 부담

3.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

층(10분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일반
균형 모형

가) 분석모형

•기업과세제도에 특화된 모형으로서 자본을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맞게 7개 자본으로 세분하고 관련 자본과

 본 연구는 조경엽 외 3(2014)의 TPAM v. 2.0을 이
용하여 법인세율 2%p 인상에 따른 세부담분포를
기능별 귀착과 소득계층별 귀착으로 나누어 분석하
고 있음.9)

세를 반영하고 있어 법인세를 포함한 자본과세 관련
세제개편 평가에 유용함.
• 또한 소득분포, 소비분포, 소득세·소비세·자본과세의
세부담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반영되어 있어 세목별
효율성 평가와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 조경엽 외 3(2014)의 TPAM v. 2.0 모형의 주요 특징

적합한 모형임.

•다부문(27개 산업), 다소비재화(12개 소비재화), 다계

9) 기능별 귀착은 법인세 부담이 자본가, 노동자, 토지보유자, 소비자에게 얼마큼 귀착되느냐를 의미하며, 소득계층별 귀착은 생산요소별 소득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의미함.

6

KERI Insight 15-10

•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세 이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

나) 법인세관련 주요 입력데이터

산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타 자본에 비해 세부담
이 높은 상황이며, 사내유보 중 주식 및 현금성 자산의

 자본유형별 과세체계 및 실효세율

경우는 법인세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우리나라는 자본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세목과 세율

- 우리나라의 자본과세의 문제점은 이중과세로 인해

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을 과세체계에 맞게 분류하

자본 간 세부담 격차가 커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

는 것이 법인세 관련 분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래한다는 점임.

• 법인의 영업잉여는 크게 배당, 사내유보, 타인 자본에

• 사업소득의 실효세율이 2.3%로 법인의 세부담보다 낮

지급되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되고, 사내유보는 다시

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유

설비·건물투자, 토지, 기타 현금성 자본으로 분류됨.

인이 큼.10)

• 법인세는 자기자본인 배당소득과 사내유보에 부과되

• 배당의 실효세율은 18.7%로 사내유보 12.5%보다 높

고 이자소득은 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과세 대상에

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

서 제외됨.

해 자본의 유상감자, 출자자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등 이익배분방법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 이자소득과 비법인부문의 사업소득은 법인세 대신 소
득세(원천분과 종합소득세분)가 부과됨.

• 사내유보 중에서도 설비·건물투자의 실효세율이

10.8%로 추정되어 무형·현금성 자산의 13.6%와 토지

• 법인세가 부과되는 배당소득에는 다시 원천징수 소득

의 23.1%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1)

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사내유보 중 설비와 건
물은 고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완화되

-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 간 수평적 형평

는 측면이 있지만 보유기간 중 재산세를 납부하고 양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 간 세부담 격차를 축

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소하는 세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표 3〉 산업용 자본유형^세목별 실효세율
배당소득
법인세

12.4

사내유보
설비·건물

토지

무형^현금성 자산

평균

11.9

11.9

12.0

11.9

-4.3

고투세
원천징수

5.1

종합소득세

1.2

-2.0
1.2

1.7

재산세

1.6

종부세

18.7

사업소득

1.1

양도소득세

합계

(단위: %)

10.8

1.7

1.7

1.6

1.1

0.8

8.5

0.2

23.1

13.6

12.5

2.3

주: 부가가치세가 중간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에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자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은 제외하였음.
자료: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 p. 160에서 재인용

10) 영세한 개인기업이 늘어나면 법인기업의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경제 측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11) 이는 설비·건물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게 유지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원을 생산적인 곳
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의도로 평가되나, 과도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현재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을 막아 오히려 자본이 토지에 묶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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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별 유효법인세율과 세부담분포
(단위: %)

35.0

14.0

세부담분포(우측)

평균

문화 및 기타

교육서비스

보건 및 복지

공공행정 및 국방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통신 및 방송

운송서비스

음식 및 숙박

건설

도소매서비스

전력가스증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0.0
정밀기기

0.0
기계 및 장비

2.0

전기 및 전자기기

5.0

1차 금속

4.0

금속제품

10.0

화학제품

6.0

비금속광물제품

15.0

목재 및 종이

8.0

석탄 및 석유제품

20.0

섬유가죽제품

10.0

광산품

25.0

음식료품

12.0

농림수산품

30.0

유효세율

자료: 조경엽^황상현^우광호(2014) p. 134에서 재인용.

 산업별 법인세의 실효세율

- 법인세율이 2%p 인상되면 인상 전에 비해 생산비용
이 상승하고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 부문별 실효세율은 광산품(S02)이 31.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력산업(S16) 24%, 금융보험업(S22)

15% 순으로 높고, 통신방송업(S21)이 7.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S23)이 총법

잉여가 감소하는데, 2015~2017년 기간 동안의 연평
균 잉여 감소는 <표 4>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낮을수록 생산비용과
최종재화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에게 귀착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인세수의 13.3%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 김승래(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과 노동

있으며, 다음은 전기전자산업이 12.7%를 납부하고

의 대체탄력성은 0.8로 추정되고 있는데 추정 오차를

있음.

고려하여 대체탄력성을 0.6~1.0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음.

4.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0.8인 경우, 소비자 잉여
는 연평균 2조 8,739억 원이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가) 기능별 귀착효과

5조 8,807억 원 감소하여 연평균 총 손실은 8조 7,547
억 원에 달하고 있음.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각각 약 30%와
약 70%씩 귀착됨.

• 총 손실 중에서 소비자의 부담은 32.8%에 달하고, 생
산자의 부담은 67.2%에 달함.
• 대체탄력성이 0.6으로 하락하면 소비자 부담은 3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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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 귀착
경제주체

(단위: 10억 원, %)

소비자

생산자

합계

0.6

-3027.0
(34.7)

-5701.1
(65.3)

-8728.1
(100.0)

0.8

-2873.9
(32.8)

-5880.7
(67.2)

-8754.7
(100.0)

1.0

-2742.4
(31.3)

-6028.1
(68.7)

-8770.5
(100.0)

대체탄력성

주: ( )는 비중을 의미함.

로 증가하고 생산자 부담은 65.3%로 하락함.

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에 더욱 어려운 측면

• 반대로 대체탄력성이 1.0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부담

이 있음.

비중은 31.3%로 하락하고, 생산자 부담은 68.7%로 증

-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가할수록 자본의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의 부
담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생산자를 근로자와 자본가로 나누어 보면 소비자가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0.8일 경우, 근로자의 세

약 30%, 근로자가 약 20%, 자본소유주가 약 50%

부담 비중은 16%에 달하고 자본소유주의 부담 비중은

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됨.

44.1%로 추정됨.
• 대체탄력성이 0.6으로 하락하면, 근로자의 비중은

- 앞서 설명하였듯이 노동과 자본의 법인세 부담은

21.2%로 증가하고, 자본소유주의 비중은 44.1%로 하
락할 전망임.

대체효과와 산출효과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론적으
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요구됨.

• 대체탄력성이 1.0으로 증가하면, 근로자의 비중은

11.3%로 하락하고, 자본소유주의 부담 비중은 57.4%

•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산업은 각각 상이한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고 요소집약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 증가할 전망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이동과 상대가격

〈표 5〉 소비자, 근로자, 자본소유주에 대한 법인세 부담 귀착
경제주체

(단위: 10억 원, %)

소비자

근로자

자본소유주

합계

0.6

-3027.0
(34.7)

-1851.5
(21.2)

-3849.6
(44.1)

-8728.1
(100.0)

0.8

-2873.9
(32.8)

-1397.3
(16.0)

-4483.4
(51.2)

-8754.7
(100.0)

1.0

-2742.4
(31.3)

-994.5
(11.3)

-5033.6
(57.4)

-8770.5
(100.0)

대체탄력성

주: ( )는 비중을 의미함.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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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소유주의 법인세 부담을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

•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분율이 5%가 넘는 주주

와 소액주주가 나누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주주

까지 포함하면 세부담 비중은 18.0~23.4%에 달할 전

의 부담 비중은 16.7~21.7%로 추정되어 소액주주

망임.

의 부담 비중 18.1~23.5%보다 1.4~1.8%p 낮을

- 소액주주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18.1~23.5%로 추

전망임.

정되어 대주주의 세부담이 소액주주의 부담 비중
보다 1.4~1.8%p 낮을 전망임.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30대 기업의 총주식수는 5,507백만 주에 달하

 법인세가 인상되면 사업소득은 오히려 혜택을 받는

는데, 이 중 대주주가 37.8%인 2,084백만 주를 보유

반면 설비·건물 투자와 기타 현금성 자산의 부담 비

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41%인 2,258백만 주를 보

중은 높아질 전망

유하고 있음.
• 이 밖에 국민연금의 보유비중이 4.6%에 달하며, 기타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자본유형별 세부담은 자본 간

5% 이상 보유한 주주의 비중은 7.5%에 달하고, 기타 1%

대체탄력성, 자본의 공급 및 수요탄력성에 영향을

이상~5%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비중은 8.2%에 달함.12)

받을 전망

- 주식보유 비중에 따라 법인세를 단순히 분담한다

• 사내유보 중 현금성 자산의 세부담 비중이 30.9%로 가

고 가정하면 대주주의 세부담 비중은 16.7~21.7%

장 높고, 다음은 설비·건물 투자가 21%로 높게 나타나

에 달함

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6% 하락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 <표 5>에 나타난 자본소유주의 법인세 부담 비중

오히려 혜택을 받을 전망임.

44.1~57.4%에 대주주 지분율 37.8%를 곱하여 추정하
면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16.7~21.7%에 달함13)

〈표 6〉 30대 기업의 주식 보유 현황1)
대주주

소액주주

국민연금

기타 5% 이상 주주

기타 1~5%
보유 주주2)

총주식수

주식수(백만 주)

2,084

2,258

255

458

453

5,507

지분율(%)

37.8

41.0

4.6

8.3

8.2

100.0

지분율 단순평균3)(%)

40.3

39.3

4.6

7.5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주 1: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보통주 기준(2014년 9월 30일 기준 일부 기업은 2013년 11월 기준)
2: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주식으로 총 주식 수에서 대주주, 소액주주, 국민연금, 기타 5% 이상 주주의 주식을 차감한 주식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0대 기업의 주주별 보유비중을 단순 평균한 수치임.

12) 주식보유 비중이 1~5%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아 총 주식 수에서 대주주, 소액주주, 국민연금, 기타 5% 이상 주주의 주식수를 차감하여 추정하였음.
13) 상위 30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기업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30대 이하의 기업도 포함하여 분석해야 함. 또한 법인규모에 따라 법인세 납부수준이 다르기 때
문에 규모별 법인세 납부실적을 반영한 지분율을 도출해야 함.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0대 이하 기업을 포함하더라도
대주주의 법인세 부담 비중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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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본유형별 세부담 비중

(단위: %)
51.2

60.0
50.0
30.9

40.0
30.0

21.0

20.0
4.5

10.0

-6.0

0.8

자
본

사
업
소
득

현
금
성
자
산

물
투
자

^건

설
비

배
당

-10.0

토
지

0.0

주: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을 0.8로 가정한 결과임.

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의 감소율이 10분위보다 0.22%p 클 전망임.
• 이는 법인세 인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법인세 인상으로 소득계층별 노동잉여는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클 전망

사업소득이 누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고소득층의 사
업소득 증가 폭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됨.

- 법인세 인상 이전의 근로소득 대비 감소비율은 1분
위가 0.3%로 10분위 0.2%보다 0.1%p 클 것으로 전
망됨.

 자본소득도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된 시장소득은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고소득층의 감소비중보다 클 전망임.

- 중위분위의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1분위 소득계층의 감소비중이 0.93%로 10분위 계
층의 감소비중 0.50%보다 0.43%p 크게 나타나고

- 기준균형대비 자본소득은 1분위 계층이 1.03% 감
소하고 10분위 계층이 0.81% 감소하여 1분위 계층

있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소득재분배는 악화될 전
망임.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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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법인세 인상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득변화

(단위: %)

근로소득

자본소득

시장소득

W01

-0.30

-1.03

-0.93

W02

-0.27

-0.95

-0.80

W03

-0.26

-0.83

-0.64

W04

-0.26

-0.69

-0.50

W05

-0.26

-0.64

-0.45

W06

-0.25

-0.62

-0.43

W07

-0.25

-0.55

-0.39

W08

-0.24

-0.65

-0.42

W09

-0.23

-0.64

-0.41

W10

-0.20

-0.81

-0.50

합계

-0.23

-0.73

-0.48

주: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을 0.8로 가정한 결과임.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증가할수록 소득재분

석되고 있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상

배는 더욱 악화되고 반대로 대체탄력성이 감소할

대적으로 더 클 전망

수록 소득재분배의 악화 정도는 줄어들 전망임.
•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체탄력성이 커질수록 자

-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0.8 일 경우 , 법인세

본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커지게 되는데, 자본 소득이

율이 2%p 인상되면 지니계수는 기준 균형 대비

감소할 경우 <표 7>에서 보듯이 저소득층의 감소 폭

0.01~0.021%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될 전망임.

이 크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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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법인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기준균형 대비 변화(%)
기준
대체탄력성 0.6

대체탄력성 0.8

대체탄력성 1.0

2015

0.321936

0.010

0.020

0.029

2016

0.322423

0.014

0.026

0.037

2017

0.321926

0.021

0.034

0.047

5. 결론 및 정책제언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는 소비자가 약 30%, 근로자가 약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라는 잘못된 여론이 확대되면서 부자인 법인의

20%, 자본소유주가 약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
정됨.

세부담을 강화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정치
적 논리가 만연하고 있음.

- 법인세 인상은 생산비용과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
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소비자에게 전가

- 법인은 기업 활동에 참여한 자본소유주, 노동자, 소

된 세부담은 31~35%로 추정됨.

비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배분하는 도관에 지나지

-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증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자본소

할수록 자본의 부담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의 부담

유주, 노동자, 소비자와 같은 사람들임.

비중은 낮아져 노동이 11.3~21.2%의 법인세를 부담

- 따라서 법인을 부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며 법

하고 자본이 44.1~57.4%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됨.

인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를 보다 정확히 분석

- 법인세가 인상되면 사업소득은 오히려 혜택을 받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이 자본가, 노동자, 소비

는 반면 설비·건물 투자와 기타 현금성 자산의 부

자에게 귀착되는 기능별 분배와 생산요소별 소득

담 비중은 높아질 전망

의 소득계층별 배분에 따라 결정되는 계층별 소득

• 자본유형별로 보면 사내유보 중 현금성 자산의 세부

분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함.

담 비중이 30.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설비·건물 투자
가 21%로 높게 나타나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6% 하락
하여 법인세 인상으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전망임.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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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지분율을 보면,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법인세가 인상되면 소득재

37.8%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주주가 41%를 차지하

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전망

고 있음.

- 자본소유주의 법인세 부담 비중 44.1~57.4%
- 법인세 인상 이전의 근로소득 대비 감소비율은 1분

를 지분율로 배분하면 대주주의 세부담 비중은

위가 0.3%로 10분위의 0.2%보다 0.1%p 클 것으로

16.7~21.7%로 추정되며, 소액주주의 법인세 부담

추정됨.

비중은 18.1~23.5%로 추정되어 대주주의 세부담

- 기준균형대비 자본소득 감소율은 1분위 계층이

비중이 1.4~1.8%p 낮을 전망임.

1.03%로 추정되며 10분위 계층은 0.81%로 추정되
어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클 전망임.

- 시장소득 감소율은 1분위 계층이 0.93%로 10분위
계층의 0.50%보다 0.43%p 높을 전망

- 법인세가 인상되기 전의 지니계수는 0.321936으로

 본 연구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국제 간 조세경쟁
에 따른 자본이동성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제
간 이동성이 높은 대주주의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전망임.

추정되는데, 법인세가 인상되면 지니계수는 최소

0.01%에서 최고 0.047% 증가하여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전망임.

- 따라서 복지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서민
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자본소유주의 법인세를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와 소
액주주가 나누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주주의 법
인세 부담 비중은 16.7~21.7%로 추정되어 소액주
주의 부담 비중 18.1~23.5%보다 1.4~1.8%p 낮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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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재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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