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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근본적 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 논의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 세제의 개편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 2006년도에 저성장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 세제가 지향해야 할 바
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의 후속 연
구 가운데 하나로, 분석의 시각을 중단기에 두고 우리나라 소비세제
의 개편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소비는 소득 및 재산보유와 더불어 3대 중요 세원(tax
base)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 중요성은 경제 및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즉 재산보유 및 소득
과세 부문의 정책적 활용도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소비과세는 국가 소요재정의 상당부분을
감당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선진국의
세제개편 역시 소비과세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
컨대 소비과세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공히 인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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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세수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세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비과정 가
운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조절하는 데 조세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도 논의가 된 바 있지
만, 본 연구는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상겸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
다. 무사히 연구를 수행해 준 김상겸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바
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국방대학원의 권오성 교수,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 그리고 연구진
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허찬국,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유
익한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여러 연구위원과 원내외 전문가, 연구에
사용된 자료정리 및 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원, 연구조원에
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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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소비과세는 소득과세,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우
리나라 세입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
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
세, 특별소비세, 관세, 주세, 그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
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 레저세(구 경주마권세 ), 도축세
등이 있다. 전체 국세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
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
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는 전체 국세세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가 많으며,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선진국들은
세제운용의 중심을 소득기반과세에서 점차 소비기반과세로 전환하
고 있다.
조세정책은 이제 더는 대내적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한 나라
의 세제개편은 인접･유관국가의 경제상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세계적인 세제개편의 흐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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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소비 관
련 과세의 기능과 위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그동안 안정적 재원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
의 비약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본격
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도 보
완의 노력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출측면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
정성이 인정되는 반면,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하였다. 따라서 소비과세 분
야의 개편방향은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과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왜곡문제를 극소화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
세제 개편을 위한 원칙은 ‘ 안정적인 세수확보’ 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
어할 수 있는 ‘ 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 로 정립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란,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영의 압박에서 우
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이
다. 특히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소득, 재산 관련 세복들의 세율인상
이나 세수증가가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
화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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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정책수
단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
운, 즉 시장왜곡을 저감시켜 주는 교정적(corrective) 기능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과세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
과적으로 달성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조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
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
인다. 본디 부가가치세는 매 단계별 추가되는 부가가치에만 과세하
기 때문에, 가격기능 왜곡을 통한 비효율이 상대적으로 잘 억제될
수 있는 세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면세, 영
세율적용, 간이과세 등의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안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상당히 훼손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가
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예외
조항을 정비하여 과세베이스를 보호･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도 적절히 부
합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교통세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시
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목적세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9년까지 목
적세 존치가 확정된 상태이다. 교통세는 그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
후 가장 유용한 정책세제로 이용될 수 있는 세목이다. 실제로 기후
관련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세 성격의 세목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세는 탄소세적 기능을 수행하
요약

11

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따라서 교통세는 향후 에너지제품의 특
별소비세와 함께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별소비세는 명칭 그
대로 특별한 소비에 부과되는 소비세목이지만, 도입 이후 경제여건
과 상황이 변화되면서 역진성의 문제를 가중하는 등 더는 존치할 필
요가 없는 세목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는 중･단기적으로
명칭을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개별소비세로 전환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편 후에는 에너지, 입장장소,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되 부과대상 재화가 발생하는 사회
적 비용을 세율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에너지세는
앞서 언급한 교통세와, 입장장소에 대한 소비세는 후술할 레저세와
통합운영하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소
비활성화 및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부성의 교정적 측면에서 보면, 국세의 주세와 지방세인 담배소
비세 역시 중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담배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주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 외부비용을 높이는 것이므로 조세정책 차원에서 일
정수준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
행은 향후 노동공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 근래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흡연과 음주 연령의 하향화는 일정수준 정책적으
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의 차원이 아닌 정책적 필
요에 따라 주세와 담배소비세는 과세를 대폭 강화해야만 한다. 레저
세 역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사행장소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므로, 정책세제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화하여 입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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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세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도축세는 과세의 명분이
나 실효성이 크게 퇴색하였으므로 폐지하거나 행정수수료로 전환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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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개편의 필요성

과거 조세정책은 대내적(對內的) 경제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조세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한 국가의 조세정책 변화는 인접국가 또는 경제적
유관국가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법인세의 경우가 이
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인직접투
자(FDI)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적 국제화가 급진전되면서 자본
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디 자본은 수익
률이 높은 곳을 따라 움직이는 법인데, 다른 조건들이 유사하다면
법인세 부담이 낮아 세후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인접 또는 경쟁국가 간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
을 촉발한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 역시 경쟁국가들의 세율 조정에
맞추어 법인세율을 인하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인하논의도 지
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조세정책이 더는 대내
적인 경제정책에 머무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조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의 움직임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기된 근본적 세제개편(fundamental tax reform)으로부
터 촉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그 전에도 자국세제
의 개편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되었지만, 그 변화의 폭도 크지 않았
고 이에 따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 즉 지엽적인 세제개편으로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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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세제가 적절히 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
다. 따라서 지엽적･부분적 개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번영과
활력회복을 위해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는 이
후 여러 나라로 전파되면서 각국의 세제개편의 움직임을 불러일으
켰으며, 국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그 파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해외경제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세제개편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행되었던 세제
개편은 각론적 차원에서 부분적인 개편이 있었을 뿐, 근본적 차원에서
의 개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세
제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조
세정책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부의 견해가 주로
반영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외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민간의 시각에서 세제개편을 연구하
는 노력이 추진된 바 있지만 분석의 시각을 상대적으로 길게 둠으로써
연구결과의 현실 활용도 면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제 가운데에서도 소비세제 개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소비과세
주요 세목들을 모두 포괄할 것이며, 연구결과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는 차원에서 분석의 시각은 중･단기에 두도록 할 것이다. 요컨대 장
기방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단기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
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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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소비세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세제개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
분은 많은 나라에서 추진되는 세제개편이 소비세제에 관심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과세의 역사성 측면에서 보면 소비세 중심의 세
제개편은 가장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비
와 소득이 중요한 세원으로 인식되지 못할 때에는 재산보유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보유 관련 세목들이 과세의 주
류를 이루었다.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세원의 근간이 소득
으로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
지만 소득과세의 단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소비과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소비세제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한다.
본디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지만, 형
식적으로 두 가지 과세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바와 같은 방법, 즉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지출한 모
든 소비의 합계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소비
에 과세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세이다. 이 두 가지 과세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현실적인 과세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이다. 즉 전자는 제
품을 중심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을 중심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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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하는 것이다. 제품을 중심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에서 외형적
인 납세자는 제품을 파는 사람, 즉 기업이 된다. 반면 사람을 중심
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에서의 납세자는 개인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을 갖는 두 가지 과세방법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후자의 소비세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실
제로 현재까지 제시된 소비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소비세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 과세방법
에서도 개인에게는 노동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을, 기업에는 매
출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제안된 소비세가 기존의 소득세와 별
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제안된 소비세제와
소득세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과세 여부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는 소득액 자체를 과세베이
스로 하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과
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방식하에서는 저축과 투자
에 대한 부의 유인(negative incentive)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
비세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축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저축
과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득세의 경우 더욱 긍정적인 유인이
부여되는 것이다. 물론, 비록 현재는 저축되어 비과세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세 양자간
의 차이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만 차이가 있
게 된다. 하지만 이는 세제상, 저축에 대한 배려, 최소한 발생이자
에 대해서 과세우대를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활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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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기업과세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즉 투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되지 않고 즉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투자에 대해
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축과 투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소비세는 경제적으
로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과세
의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성장잠재력
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소비과세의 경우에는 저
축과 투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소득과세에 비해 이를 장려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즉 세제가 경제성장에 도
움이 되는,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과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이중과세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과세가
중첩되면 될수록 세금으로 인한 왜곡은 심해진다. 따라서 세금의 중
복과세는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다. 소득세체계하에서는 한번 과세된 소득이 지출로 이어질 경우에
또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
소득이 축적되어 양도나 상속되는 경우에도 재차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과세체계하에서는 모든 소득이 지출되는 경
우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단 한 번만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전
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과세는 효율성 측면에서 소득과세
보다 뛰어난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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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과세는 과세체계의 단순성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대 국가에서 조세체계의 단순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단순성이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채택하
고 있는 국가에서는 소득과세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국 세제상의 수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해진
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과세의 경우
에는 이러한 복잡성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소득세제
가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인플레이션의 조정, 법인소득 배분에 대
한 측정 등의 문제들이 소비세제에는 없기 때문에 훨씬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1)
세계 각국이 자국의 세제개편을 도모함에 있어서, 소비과세에 대
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러한 장점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세제의 중심을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이전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나라들에서는 소비
과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단행한 경험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평소 이론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왔던 상당히 파격적인 것들
도 있다.2)
경제규모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소비의 증대를
1) 물론 소비과세라 하더라도 과세단계나 세율이 세분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세
제의 복잡성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현행 소
득중심과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복잡성의 문제들이 소비과세체계하에서는
대폭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동구권 체제전환국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평률세제(flat rate tax system)가
좋은 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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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국민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선진국으
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소비
의 증가는 소비과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소비과세
의 잠재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소비여건
의 급격한 변화이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는 소비패턴에 있어서도 많
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비자와 소비지(消費地)의 이격현상, 즉
자국민의 해외소비나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역시 소비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상거래의 확장은 국내소비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 간
소비활성화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재
화의 소비 외에도 지적 재산(knowledge based property)과 용역의 소비
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소비과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을 의미한다. 결국 소비과세의 중요성이나 장점 등은 익
히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조세정책의 운용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인하여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은 점
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득과 재산과세에 대한 과세, 즉 세율인상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조세정책의 운영상에서도 소비과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야 함
을 뜻한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조세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이미 상
당수 선진국들은 세제운용의 중심을 소득기반과세에서 점차 소비기
반과세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개편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세의 기능과 위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약

23

1.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개요

소비는 소득, 재산보유와 함께 전통적으로 중요한 세원으로 기능
을 수행해 왔다. 이론적으로 좋은 세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
격은 과세베이스(tax base)가 넓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세베이스가 넓
으면 낮은 세율만으로도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세율이 낮기
때문에 조세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excess burden of tax)도 충분
히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득, 소비, 재산보유가 중요한
세원으로 기능했던 것은 이와 같이 과세베이스가 충분히 넓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소득, 소비, 재산보유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가운데
반드시 수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세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즉 넓은 과세베이스 조건이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 특히 소비
는 모든 경제주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기 때문
에 더욱 넓은 과세베이스를 제공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현대 국가의 조세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는 세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세(consumption based tax)는 소득세(income based
tax), 재산보유세(property based tax)와 함께 우리나라 세입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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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그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가 있으
며, 지방세에는 담배소비세, 레저세(구 경주마권세 ), 도축세 등이 있
다.3) 소비세수(tax revenue)는 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2003
년을 기준으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세목들의 세수비중은 최근 다
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세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4)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국세에서 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4.3% 로 나타났다.
❙ 표 Ⅱ－1. 소비세목의 세수비중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5년 세수실적

국세대비 비중

부가가치세

36,118,641

30.0

특별소비세

4,399,528

3.7

주세

2,595,099

2.2

교통세

10,287,765

8.5

소비세 합

53,401,033

44.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국세세수 대비 비중을 소비세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
으로 부가가치세가 30.0%를 차지하여 전체 개별세목 가운데 그 세
수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가 각각
3)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6년까지 교통세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7 년부터 교통･
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과세되고 있다.
4) 2003 년 기준으로 소비세수가 전체 국세세수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은 절반에 약
간 못 미치는 49% 수준이었으며, 최근 직접세 부문의 세수증가에 따라 소비세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다. 직접세 부문의 세수증가는 법인세수의 급증과 종합부동
산세 등 재산과세 부문의 세수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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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와 3.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의 경우에는
국세세수 대비 2.2%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 소비세목
들 가운데 그 세수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Ⅱ－1. 소비세 세목별 세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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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경우에는 전체 세수가운데 소비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조세구
조에 기인한다. 소비세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 담
배소비세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세의 경우에는 1.92%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축세는 0.13%로 지방세수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
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재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 경제규모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향후에는 그 비중
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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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 지방세 중 소비세 비중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5년 세수실적
2,447,918

6.80

레저세

691,875

1.92

도축세

46,906

0.13

3,186,699

8.85

담배소비세

소비세 합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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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목별 현황 및 문제점

(1) 국 세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전의 영업세, 유흥음식세, 통행세, 물품세, 직물
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입장세 등 8개 세목을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로 구분･통합한 것으로, 1977년 7월 도입･시행된 이래 우리나라
의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
비세는 각각의 도입목적은 별도로 존재하지만, 도입의 배경과 시기가
같은 세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 세수는 36조1천억 원을 상회하여 전체 국세수입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
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
장 컸던 1998년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부가가치세수 규모는 1992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후 1999년에

20조 원, 2002년에 다시 30조 원을 넘어서, 2003년까지는 그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수점유율은 1978년의 37% 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90년대 이후 대체로 3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그 세수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부가가
치세와 더불어 소위 3대 국세라 할 수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비
중이 경기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침이 심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경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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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위기 때만 제외하면 상대적인 변동폭이 작았던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다. 60∼70년대의 유럽의 간접세 확대 움직임과 세수증대를 목
적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체계의 간소화, 근거과
세의 구현, 수출투자의 촉진, 간접세의 중립성유지, 탈세방지, 세수증대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당초의 도입목적이 모두 달성되
었는지는 더욱 엄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
만, 적어도 외양적으로 세수증대의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 표 Ⅱ－3.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수변화 추이
(단위: 억 원, %)
1996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수 167 ,89 5 19 4,8 80 1 57,068 203,69 0 232 ,1 20 2 58,347 316,08 7 3 34,770 345 ,7 16 36 1,1 86

VAT

25.9

비율

소득 세

법인 세

27.9

2 3.2

26.9

25.0

27 .0

32.7

31 .2

31.4

세수 147 ,66 9 14 8,6 79 1 71,940 158,54 6 175 ,0 89 1 86,630 191,60 5 2 07,873 234 ,3 40 24 6,5 05
22.7

비율

21.3

2 5.4

21.0

18.8

20 .9

19.8

19 .4

21.3

20.5

세수 9 3,561 94,247 1 07,758 9 3,6 54 178 ,7 84 1 69,751 192,43 1 2 56,327 246 ,7 83 29 8,0 55
14.4

비율

13.5

1 5.9

12.4

19.2

19 .0

19.9

23 .9

22.4

주: 비율은 국세세수 대비 비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그림 Ⅱ－2. 3대국세의 세수규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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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3. 3대 국세의 세수비중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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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
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적으
로 부가가치세제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 가운데 선진적인 것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운영실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가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제 운영이 아주 이상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다른 세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부가
가치세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예외조항 등으로 인하여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
해졌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대상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5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반면, 과거 영
업세와 같이 외형금액에 따라 과세를 받는 간이사업자가 44.4% 에
이르고 있어 부가가치세제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간
이사업자의 비율은 2001년만 하더라도 50%에 육박했다. 반면 이들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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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들의 납부세액을 살펴보면 0.3% 를 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의 절반가량인 일반사업자들이 부가가치
세 납부세액의 99%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가량인 간
이사업자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가 기간세로 기능하는 현재 또는 향후의 세제운영에 매우 중요한
점, 즉 간이사업자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세원을 보호하려
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표 Ⅱ－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현황
납세인 원(명 )

연도
계

간이 과세자

과 세표 준(억 원)
비율

계

납 부세 액(억 원)

간이 과세 자

비율

계

간 이과 세자 비 율

2 001 3,70 9,0 35

1,814,61 4

48 .9 2 15 ,1 53,891

2 66,125

1.76

279,376

760

0.27

2 002 3,96 3,4 54

1,843,89 4

46 .5 2 17 ,2 55,021

2 71,102

1.57

323,103

978

0.30

2 003 3,99 4,6 65

1,773,80 4

44 .4 0 18 ,8 26,686

2 52,766

1.34

333,495

1,038

0.31

2 004 3,94 2,2 47

1,645,32 9

39 .9 2 21 ,2 80,857

2 39,832

1.13

341,360

1,142

0.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前段階買入稅額
控除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거나, 구입하는 사업자는 구입한 금액을 정
확하게 기록하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낸 매입세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과세당국에 납부하면 매입부분에 대한 세금은 공제해 주
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잘 기
록해 두면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어렵지 않게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계산과정이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일반과세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예외나 면세 및 영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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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적용 등이 지나치게 많아 과세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영
세율의 적용대상만 하더라도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
역, 선반･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농약･비료 등
의 농･축･임･어업용 재화･용역,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의
문제는 면세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디 부가가치
세 면세는 저소득 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세금혜택
을 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저소득 사업자들에게
도 조세제도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소득재분배상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목적을 위한 혜택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짐에 따라 과세베이스의 축소문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은 OECD에서 정한 표준면세범위와 면세범위와 관
련된 각국별 현황을 정리한 표들이다.

❙ 표 Ⅱ－5. 우리나라와 OECD 표준면세범위
구 분

면세대상

OECD

우편용역, 의료용역, 자선사업, 비영리단체･비상업적인 활동, 스포츠 용역,
라이도 및 TV를 제외한 문화산업, 보험 및 재보험, 부동산임대업, 금융용역,
복권 및 도박, 토지와 건물 공급, 특정 자금모집 용역

미가공식품,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성용생리처리위생용품, 의료보건용역
과 혈액,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우편 등, 담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토지, 근로 유사인적 용역, 예술행사 및 비직업운동경기
우리나라
등, 도서관 등의 입장, 종교단체 등의 공익목적활동,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
화 및 용역,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수입도서 및 학술
연구단체 등의 교육용 재화 등
자료: 김승래 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조세연구
원, 2007; OEC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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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6. 주요 국가별 면세범위와 OECD 표준면세범위의 비교
국가별

표준면세범위 이외 면세대상

표준면세범위 중 과세업종

벨기에

법률용역

－

캐나다

유아보호용역, 법률구조용역, 정부의
기본(standard) 용역 제공

복권 및 도박, 상업용 토지 및
건물의 공급, 국내우편서비스

프랑스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기념물, 묘지 등의 건설, 수선 및 유지 용역,
폐기산업 및 재생산업, 선물거래 등

－

독일

해당사항 없음

－

이탈리아

공중 여객운송

상업용 토지 및 건물의 공급
및 임대

영국

스포츠, 일부 고가 의료행위, 장례용역

게임기 및 허가업소의 도박

스웨덴

저작권, 사회복지용역, 장례용역

우편서비스, 상업빌딩의 임대

스페인

저작권

－

노르웨이

여객운송용역, 장례용역, 호텔내의
편의시설(accommodation in hotels)

－

자료: OECD, Consumptions T ax trends, 2005, p.30.

이렇듯 면세 및 영세율의 적용과 같은 예외조항은 그동안 정책적
인 필요성이나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다. 각종
이익 단체들의 요구를 특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예
외조항의 형태로 허가해 주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후에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예외조항의 남발은 부가가치세
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우수성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단계별로 추가되는 부가가치
에만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서, 일정세수 목표를 만족하면서 조세가
발생시키는 왜곡의 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는 매우 선진화된 조세의
형태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70년대 중반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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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7.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면세비교
(X: 면세, Z: 영세율적용)

국 별

기
초
식
품

가
공
식
품

의
료
용
역

의
약
품

교
육
용
역

O E CD

X

X

E U지침

X

X

한국

X

X

X

X

X

영국

Z

Z

X

Z

X

주
택
공
급

주
택
임
대

도
서

신
문

X

오
락
운
동

정
부
지
출

금
융

X

X

X

X

X

X

X

X

X

X

Z

X

Z

Z

X

X

X

X

X

X

X

독일

X

X

X

벨기에

X

X

X

Z

X

네덜란 드

X

X

X

Z

X

덴마크

X

X

X

Z

X

X

X

X

Z

X

X

X

Z

X

X

X

Z

스웨덴

X

스페인

X

아일랜 드

Z

포르투 갈
터키

대만

Z

X

X

Z

X

X

X

X

X

X

X

X

X

Z

X

X

X

X

X

X

Z

X

X

X

X

X

Z

X

X

Z

X

Z

Z

X

X

Z

X

X

Z

Z

예
술
품

X

X

일본

Z

Z

농
업
원
료

X

프랑스

이탈리 아

중
고
품

X

X

X

자료: 김승래 외(2007), 전게서에서 재인용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조세행정 능력을 감안할 때, 조세정
책상의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도입 이후
에도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잘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정책적 필요성을 명분으로 각종 예
외조항을 도입하면서 부가가치 세원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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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특성이 빛을 잃어가
고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세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나 향후의 잠재력 등을 생각해 본다면 세원감소의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
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
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의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설탕･
커피･홍삼･녹용 등의 식음료품, TV･냉장고･에어컨･캠코더 등의 가
전제품, 화장품･피아노･크리스털 유리제품 등의 생활용품, 그리고
모터보트･요트･골프･스키 등의 고가의 오락용품 귀금속･모피 등
의 고가품, 승용차 및 유류제품, 그리고 골프장･스키장･경마장･카
지노 등의 오락･유흥장소 등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전반적 상승, 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특별소비세는
지속적인 개편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들은 도입 당시에는 고소득층이 주
로 소비하던 고가의 사치성 제품들이었지만 그 후 사회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중산･서민층도 충분히 소비 가능한 제품이 되
었기 때문이다.5) 소비가 대중화된 필수재적 재화에 대한 특별소
비세 과세는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한다는 비판도 빈발
하였다.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세수결손의 우려 등으

5) 설탕, 커피 등의 기호품목들이나 TV 등의 가전제품, 승용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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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특별소비세는 1999년 개편 때까지 도입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999년의 특별소비세 개편 시에는 기존에 특소세 과세대상이었던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녹용 및
로열젤리 등을 제외한 식음료품, 예컨대 청량･기호음료, 설탕･커피･
코코아, 자양강장제품, 홍삼 및 홍삼제품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아울러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전제
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화장품, 피아노 등의 생활용품, 그
리고 스키･볼링 용품 등의 고가의 오락용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하지만 1999년 개편 당시에는 보석 및 귀금속류, 승용자동차
및 석유류, 그리고 스키장을 제외한 오락 유흥장소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존치되었다.
특별소비세는 2004년에도 다시 개편된 바 있다. 경기침체가 장
기화되고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2004년 개편에 따
라 과세 폐지된 대상은 TV,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골프, 수상스
키용품 등 고가운동용품, 그리고 보석･귀금속류 등 24개 품목들이
다.6) 2004년의 특소세 개편에 따라 현재 특별소비세는 승용차, 에
너지제품, 수렵용 총포류 등 및 입장장소 등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다.

6) 프로젝션 및 PDP TV, 에어컨･온풍기, 카지노용품,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
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쵤영기
등의 제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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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8. 2007년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품

목

세율

품

〈제1호〉

목

〈제4호〉

◦ 투전기,

20%

◦ 휘발유

오락용 사행기구
◦ 수렵용총포류
◦ 녹용･로열젤리･향수

〃
7%

◦ 경유
◦ 등유
◦ 중유
◦ 프로판(LPG)
◦ 부탄(LPG)
◦ 천연가스(LNG)
◦ 부생연료유

〈제2호〉
◦ 보석
◦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
◦ 고급시계
◦ 고급모피
◦ 고급융단
◦ 고급가구

630원/ℓ
(505원/ℓ)
404원/ℓ
(358원/ℓ)
178원/ℓ
(134원/ℓ)
15원/ℓ
40원/㎏
360원/㎏
(275원/㎏)
60원/㎏
130원/ℓ
(103원/ℓ)

〈과세장소〉

20%
〃
〃
〃
〃
〃
〃

◦ 경마장
◦ 투전기장
◦ 골프장
◦ 카지노
－폐광지역 카지노
◦경륜장

〈제3호〉
◦ 승용자동차
－2000㏄ 초과
－2000㏄ 이하

세율

500원
10,000원
12,000원
50,000원
3,500원
2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주

10%
5%

10%

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800cc 이하 경차 면세
주: 1) 제4호 품목 중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1994∼ 2006 년까지 교
통세, 2007 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
2) ( ) 안은 2007년 7 월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3) 제2호 품목의 세율은 기준금액(200만 원) 초과금액, 고급가구는 개당 500 만
원/조당 800 만 원 초과금액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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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는 그리 크다 할 수 없지만 2004년 개편
이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별소비세의 세수
는 1990년대 후반까지 2조 원대의 세수규모를 보이다가 2001년 3조

6천억 원대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다시 4조3천억 원 규모로 성
장하였다. 특별소비세의 세수는 2004년 개편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
섰는데, 과세대상 품목수에 비하면 감소세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99년 특소세제 개편으로 과세대상 품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규모상의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1999년의 세제개편에서 과
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실제 세수확보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4년이 개편 이후 특별소비세
세수의 감소는 과세대상 품목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2004년의 개편
은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 표 Ⅱ－9.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1998

19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수

22,114

27,132

29,846

36,336

42,882

47,329

45,740

43,99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
로 요약하자면 ‘ 특별하지 않은 소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
다. 부자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소비가 아닌, 보편화된 소비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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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은 특별소비세의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세부
담의 역진성 문제나 세율체계 왜곡심화 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
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차례 개편의 노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1999년과 2004년에 있었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정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7) 특히 역진성 개선을 목표
로 사치품 등에 과세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
고,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약화시켰던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제는 아직 대폭적인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개편방향과 더욱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에너지･환경세(이 하 교통 세)는 제정되기 이전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해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목적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세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
입으로 하고 있다. 교통세율은 1996년까지 종가세로 운영되어 왔으
나 이후 종량세로 전환되었으며 기준세율의 30%를 탄력세율로 설정
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수시로 세율을 개정하고 있다. 교통세는 제정
당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전제로 도입된 한시적(1994. 1∼
2003. 12) 목적세였으나

2004년에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여 2006

7) 승용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소비세를 단순히 사치품에 대한 과세강화 수단으로 생각한
다면 현실적으로 이미 생필품화되어 있는 자동차만을 과세대상에 존치시킨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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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까지 목적세로 운영된 바 있다. 교통세는 2007년 다시 교통･
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9년까지 한시적 목적세로 연
장 운영될 계획이다.
교통세수는 도입연도인 1994년에 2조4천억 원으로 국세수입의

5% 가량을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그 세수가 10조 원을 넘어섰다. 2001년 이후에는 세수
증가추세가 다소 정체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세수증가율
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높은 세수신장률로 인하여 교통세
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국세 다음으로 세수비중이 높
은 세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 표 Ⅱ－10. 연도별 교통세 징수실적
(단위: 억 원)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 01

2002

2003

2004

2005

세수

55,471 65,040 72,557 84,036 105,349 94,793 100,005 100,651 102,87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른 조세들도 그렇겠지만 교통세의 세입･세출구조는 특히 복잡
한 것으로 인식된다. 다양한 부가세(surtax)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
다. 교통세의 세출구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인접 세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를 조세기반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세의 세원이 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에는 교통세 이외에도 다른 조세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들로는 ‘ 주행세’ 와 ‘ 교육세’ 가 있으며 최종소비자가 구매
하는 가격에는 ‘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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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4. 휘발유･ 경유의 가격체계를 통해 본 교통세 및 관련조세의 세출구조

교통세 세출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 세수의 전액을 교통시설특별
회계로 전입하였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97.6% 를 전입하였고, 이후
에는 85.8%를 전입하도록 하고 있다.8) 이러한 변화는 2001년 9월 1
일 이후 전화세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에 통합된 것에 기인한다. 전
화세는 원래 지방양여금의 재원이었으나 부가가치세로 통합,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이 축소되는 지방양여금의 대체재원으로서 교통
세의 일정부문을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양여금
은 2001년의 경우 교통세 수입의 2.4%를, 이후에는 14.2%를 교통세
로부터 전입받고 있다.
지방양여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제외한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
회계로 전입되는데, 전입된 교통세는 사전에 정해진 각 교통시설의
계정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1997년까지는 도로계정에 67.5%,
철도계정에 18.2%, 공항계정에 4.3%, 그리고 10%는 필요한 계정에
탄력적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1998년부터는 도로계정의 배분비
율 중 2% 를 광역교통시설계정에 배분하고 있다. 항만계정은 법정배
분 비율에서 제외되어 1996년까지는 교통세입이 전혀 배분되지 않
았으나 이후에는 교통세 유보분에서 배분받고 있다. 1996년 이전까
지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는 항만사용료 등의 자체재원과 일반회계
8)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 규정과 동법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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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시설계정별 배분비율은 본래 교통시
설투자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등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정
해진 것이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도로 등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될 당시의 각 교통시설부문 간
투자규모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교통시설부
문 중 투자가 가장 많이 되고 있던 도로부문에 대해 투자재원배분비
율이 가장 많게 정해진 것이다.
❙ 표 Ⅱ－11.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계정별 배분기준
계정
배분율 ’96년 이후
(%) ’98년 이후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광역교통
시설계정

예산에 따라
필요한 계정에 배분

67.5

18.2

4.3

－

10.0

65.5

18.2

4.3

2.0

10.0

주행세의 경우 주행세계정에 편입되어 지방세로서 전입되며, 교육
세 및 부가가치세 역시 각각의 계정으로 전입된다. 교통세 논의에
이와 같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조세의 세율이 변함
에 따라 교통세의 세율도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주행세는

2000년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을 보
전하기 위해 지방세로 신설되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
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부과하여 세수는 시･군별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하
고 있다. 교통세수의 일정비율을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양여금
과는 달리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율의 일정비율로 설정되어 있기
는 하지만, 유류세 부담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행세와
교통세가 서로 보완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행세의 세율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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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통세액의 3.2%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

11.5%로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유류세 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는 측면에서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하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휘
발유에 대한 교통세율은 2001년 7월 1일 이전에는 리터당 630원이
었다가 이후 탄력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
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행세율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주행세율
은 그동안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된 바 있는데, 2007
년 현재 26.5% 까지 인상되었다.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교통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유지
되고 있으며, 이의 세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4번째
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통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목적세
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목적세는 조세체계
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운영의 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
용을 높여 조세의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목적세의 재원을 칸막이 식으로 유지함에 따른 재정운영의 경직성
으로 인해 국가재원배분상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
이는 우선순위에 입각한 지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원칙
을 유지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통세의 경우에
는 교통세의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서
도 교통시설부문에 따라 투자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다중 제약으로
9) 주행세율이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인상된 것은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따른 영업
용 차량의 비용 증가분에 대한 보조금지급정책 등에 기인한다. 보조금지급비용의
대부분을 주행세수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과거 화물연대파업 등
운수 관련 노조파업에 관련한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지급비용 역시 대부분
주행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는 교통세율 및 교통세수의 감소요인이었던 것
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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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비효율의 문제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교통세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환경성에 대한 세제
내적 고려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통세의
부과대상인 휘발유와 경유는 그 사용과정에서 대기위해성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부분이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적 위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통세에는 환경성에 대
한 고려가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2007년부터 교통･에
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분적으로 환경위해가치를 반영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세제구축의 중요한 원칙으로 지향해야 할 ‘책임성의 강조’ 차원
에서 평가할 때 교통세제 안에 환경비용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반드
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현재의 교통세는 교통시설
공급의 재원 마련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동차 이용이 초래하는 환경
비용 이외의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
지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운행과정에서 교통혼잡, 시간지연, 도시
단절, 사고, 도로파손 등 유무형의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강화 차원에서 세제상에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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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2.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현황(전국, 2001년)
(단위: 천 톤/ 년)
계

CO

NOX

SO2

PM

VOC s

총량

341

157

87

11

4

8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총량

217

140

51

0.86

2.6

22

비중

62

89.2

61

8.1

67.7

27

총량

3,176

834

1,045

527

71

699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총량

1,260

660

456

7

29

108

비중

39.4

79.1

43.6

1.4

31.0

15.4

구 분
배출량 합계
서울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배출량 합계
전국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이륜차)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2002.

라. 주 세
우리나라의 주세는 1967년까지는 종량세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7
년 말의 개정으로 주정과 약탁주 이외에는 모두 종가세(출 고가격×세
율)로 전환되었으며, 현재에는 주정만이 종량세로 과세되고 있다. 대

부분의 선진국들이 주세를 종량세로서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나라의 주세는 종가세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세의 과세대
상을 증류주와 발효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증류주에 주정,
소주(증 류식, 희석식 ),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그리고 발
효주에 탁주, 약주류(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기타주류 등의 13개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다. 증류주, 와인, 맥주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
하고 있는 선진국의 주세체계와는 달리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세의 세율은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기타주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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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30% 이상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으며, 소주를 포함한 증류
주 72%, 맥주 72%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과실주와 청주, 약주 등은

30%, 탁주는 5% 이다. 또한 주세에는 여타의 조세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세가 부가과세되고 있는데, 주세율 70% 를 기준으로 초과주류에
는 30%, 이하의 주류에는 10%의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주정과
탁주, 약주는 부가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주정을 제외한 모
든 주류는 수입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소주와 맥주는 30%,
위스키와 일반증류주는 20%, 위스키와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은 15% 의 관세가 추가된다.10)
우리나라 주세의 세율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조
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주와 탁주 및 약주 들은 90년대 초까
지 세율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90년대 초 증류식 소주는 세율이
인상되었고, 약주와 탁주는 세율이 반으로 하향조정되었다. 위스키
와 브랜디 역시 1974년에 각각 250%와 160% 로 정점에 달했으나 꾸
준히 하향조정되었고, 맥주도 1974년에 150%로 과세되어 1996년까
지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2000년 1월부터는 소주와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와 위스키, 브랜디를 20% 이상 포함한 기타주류의 세율이

72%로 통일되었고, 맥주는 100%에서 90%(2006), 72%(2007)로 하향조
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인하조정은 유럽연합과 미국
이 1997년 우리나라의 주세체계가 수입주류에 대하여 차별관세하고
있음을 WTO에 제소, 우리나라가 패소한 결과에 기인한다.

10) 주류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증류주 가운데 소주(증류식, 희석식) 30%,
위스키 15%,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20%, 발효주 가운데 탁주, 약주, 청주, 과실
주 15%, 맥주 30%, 기타주류의 발효주는 15%, 발효주나 증류주의 혼합 또는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30%이다. (자료: 한국주류수입협회, www.kw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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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3. 우리나라 주세의 세율체계
주 종

규 격

현 행세율

주정

95도 이상
(곡물주정은
85∼90도)

57,000원/㎘(95도)
(알코올분 95도 초과하는
매 1도마다 600원씩 가산)

<발효주>
탁
주
약
주
청
주
맥
주
과 실 주
<증류주>
증 류식소주
희 석식소주
위 스 키
브 랜 디
일 반증류주
리 큐 르

5%
30%
30%
72%
30%
(소규모 승인제조 15%)

불휘발분 2도 이상

72%
72%
72%
72%
72%
72%

<기타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주: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
는 10%(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7.

❙ 표 Ⅱ－14. 연도별 주세 징수실적

(단위: 억 원)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 8 1999 2000 2001 2002 200 3 2004 2005
세수 15,458 18,245 20,836 17,898 18,144 20,780 19,625 24,682 26,550 27,261 25,888 25,9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주세의 세수를 살펴보면, 그 규모는 다른 국세들에 비하여 작은 편
이다. 세수규모는 다소간의 등락은 있으나 90년 초 1조1천억 원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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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99년에 들어서는 2조 원을 넘어섰으며 2002
년에는 2조6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주세의 세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최근 그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증가하는 세수규모와는 달리 전
체 국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대략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2.7%대로 하락하였다.
연도별, 주류별 주세부과실적을 살펴보면 수입분의 주세실적이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세수실적만을
놓고 보면, 외환위기 당시의 수입분 세수보다 2배를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부터 세율이 크게 하향조정된 수입
주류, 즉 위스키, 브랜디, 그리고 맥주 등의 수입급증에 기인한다.
소주의 경우에는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약
주 역시 그 규모는 작으나 높은 세수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세는 다른 국세세목들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책
세제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즉 주류소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는 그리 합리적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차로 끝나지 않는 음
주형태와 권주, 집단음주, 고알코올 주를 중심으로 한 폭주 등의 음
주문화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과음이나 지속적인 음주행태에 대해서
도 관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알코올 주류부문에서 1
인당 연간 소비량이 세계 4위권에 이를 정도로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
다. 주류소비량 자체의 크기도 문제겠지만 신규 수요층의 급증, 즉
여성과 청소년 소비의 급증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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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정수준 이상의 음주는 음주자 본인의 생산성 약화와 건강상의 위
해 이외에도 가정폭력, 음주운전, 사고, 각종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 표 Ⅱ－15. 국민음주비율(1986∼2003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성별

1986

1889

1992

1995

1999

2003

80.1
20.6
48.3

85.3
32.1
57.0

84.7
33.0
57.9

83.0
44.6
63.1

82.9
47.6
64.6

80.7
49.0
64.3

64.6
62.0
58.2
53.3
42.1

74.3
69.4
62.8
54.5
40.8

75.9
74.1
67.2
56.4
39.6

77.1
74.8
67.5
55.8
36.4

20∼29세
30∼39세
연령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주: 2001년 기준으로 12 ∼19 세 음주비율은 35.5%, 60∼69세는 46.1%, 70 세 이상은

36.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보건복지부, 2001 국민건강･영양조
사- 보건의식행태편, 2002. 12.

❙ 표 Ⅱ－16. 15세 이상 인구 일인당 순수 알코올소비량 국제 비교 (1996년)
(단위: 리터)
순위

국가

전체

맥주

양주

포도주류

1
2

Slovenia
Republic of Korea

15.15
14.40

5.76
2.41

0.89
11.97*

8.50
0.02

3

Luxembourg

14.35

6.63

1.95

8.47

4
5

Czech Republic
Guyana

14.35
14.03

9.83
0.98

2.03
13.05

2.49
－

6

France

13.74

2.45

3.01

8.91

7

Portugal

13.57

3.75

0.97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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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계 속
순위

국가

전체

맥주

양주

포도주류

8

Yugoslavia

13.17

3.48

4.57

5.12

9

Slovakia

13.00

5.79

5.14

2.07

10

Hungary

12.85

4.83

3.65

4.38

11

Denmark

12.15

7.15

1.35

4.13

12

Bahamas

12.09

1.08

9.82

1.18

13

Austria

11.90

7.04

1.82

4.59

14

Ireland

11.90

9.32

2.22

2.35

15

Croatia

11.75

4.38

1.75

5.62

16

Germany

11.67

8.01

2.50

3.26

17

Switzerland

11.27

3.65

1.81

6.30

18

New Caledonia

11.26

5.57

0.78

4.91

19

Spain

11.09

3.86

2.86

4.34

20

Belgium

10.94

6.20

1.34

3.65

주: * 소주 포함
자료: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1999.

❙ 표 Ⅱ－17. 주요 국가별 음주 관련 질환 및 사망률
(단위: 사망자수/ 인구 10만 명)
국가명

한국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조사연도 알코올소비량 간질환사망률 알코올남용질환
1993
2001
2003

－
－

2002
2001
2002
2000
2000
2001
2002
2000
2000
2002
2001
2001

자살

교통사고사망률

2.5

6.8

31.4
23.4
20.6

10.6
15.1
24.0

33.0
22.1
19.1

11.9
10.8
11.1
10.8
10.3
10.4
9.6
6.7
6.6
9.2
4.4
4.9

15.4
14.7
46.1
4.0
13.4
15.4
10.4
9.5
7.6
17.0
3.7
5.1

4.2
0.8
2.9
2.0
3.4
4.0
0.9
1.9
0.2
3.0
3.4
2.5

17.2
13.5
23.2
11.7
16.8
11.0
6.6
9.8
19.1
16.1
11.5
11.3

14.6
13.3
15.4
10.4
12.0
8.7
5.3
15.8
8.5
11.1
6.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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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계 속
국가명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멕시코

조사연도 알코올소비량 간질환사망률 알코올남용질환
2000
2000
2000
2001
2000
2000
1999
1999

6.9
7.4
8.0
7.3
9.6
9.5
7.9
3.1

6.7
13.1
4.5
4.7
11.6
14.0
10.5
43.7

1.6
0.2
1.4
1.0
0.5
6.9
5.8

자살

교통사고사망률

10.8
8.2
12.0
11.9
6.9
12.4
18.4
3.8

9.6
7.0
13.4
9.7
14.6
8.4
14.3
18.7

주: 알코올소비량은 2002 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03년도 사망원인 통계결과｣, 2004. 9; WHO,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2004”; http://data.euro.who.int /alcohol

❙ 표 Ⅱ－18.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및 부상자
(단위: 건, 명, %)
총 사고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음주 사고

총사망자

음주 사망자 총부상자

음주 부상

건

건

비율

명

명

비율

명

명

비율

255,303
265,964
257,194
260,921
266,107
248,865
265,052
246,452
239,721
275,738
290,481
260,479
231,026
240,832

7,303
8,397
10,319
14,961
17,900
17,777
25,764
22,892
25,269
23,718
28,074
24,994
24,983
31,227

2.9
3.2
4.0
5.7
6.7
7.1
9.7
9.3
10.5
8.6
9.7
9.6
10.8
13.0

12,325
13,429
11,640
10,402
10,087
10,323
12,656
11,603
9,057
9,353
10,236
8,097
7,222
7,212

379
476
483
596
565
690
979
1,004
1,113
998
1,217
1,004
907
1,113

3.1
3.5
4.1
5.7
5.6
6.7
7.7
8.7
12.3
10.7
11.9
12.4
12.6
15.4

324,229
331,610
325,943
337,679
350,892
331,747
355,967
343,159
340,564
402,967
426,984
386,539
348,149
376,503

10,707
11,967
14,971
21,765
26,918
26,300
38,897
36,023
40,489
39,282
47,155
42,165
42,316
55,230

3.3
3.6
4.6
6.5
7.7
7.9
10.9
10.5
11.9
9.7
11.1
10.9
12.2
14.7

자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www.rtsa.or.kr)

주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외부비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즉 음주 사고의 비용을 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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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음주 사고가 매우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일정
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음주 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
비 음주 사고의 비율은 대략 3%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1년에는 거
의 1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의
추이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12,325명 가운데 음주 사고 사망자수는 379명으로 전체의

3.1% 정도였으나 2001년에는 12.4% 로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8,907
명으로 감소한 데 비하여 음주 사고 사망자수는 1,004명으로 증가하
였다. 교통사고 부상자수 통계를 통해 살펴볼 때에도 이와 같은 양
상은 동일하게 확인된다. 1990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수 324,229명
가운데 음주 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는 10,707명으로 전체대비 3.3%
였으나, 2001년에는 전체 386,539명 가운데 42,165명으로 전체대비

10.9%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
라의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의 주세체계가 이러한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세의 개편은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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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가.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그 소비가 발생시키는 외부성으로 인하여 주세와
함께 대표적인 원죄세(sin tax)로 꼽히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90년대 초반까지는 지방세수
가운데 세수비중이 가장 높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담배소비세
는 199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수의 24.7%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목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에는 14.1%
까지 낮아졌고, 2001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져 경제위기 중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면 일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비중의 하
락추세와는 달리 담배세수 그 자체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소비세의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도
에 1조6천억 원 규모였다가 1994년 2조 원을 돌파하였다. 담배세수
는 2000년 들어 2004년 2조7천억 원을 정점으로 하여 2조 원과 2조

5천억 원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Ⅱ－19.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단위: 억 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세수 1 7,27 3 20,45 0 21 ,5 19 22 ,5 48 2 2,365 2 2,67 6 20,88 2 22 ,5 05 25 ,086 2 2,37 8 2 3,84 3 27,2 23 24 ,4 80

자료: 1)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각 연도
2) 한국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시스템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이며,
세율은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즉 세율구조가 담뱃값과 연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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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세율은 흡연용 제조담배의
경우 궐련 20개비당 510원(200원 이하 40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50그
램당 910원, 엽궐련의 경우 50그램당 2,600원, 각련의 경우 50그램당

910원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씹는 제조담배는 50그램당 1,040
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는 50그램당 6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 표 Ⅱ－20.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격구조의 변화 추이
(단위: 원/ 갑)
구 분
담배소비세

1 989. 1. 1∼1997 .1 .1∼ 1 996. 7∼ 1997 .5 ∼ 199 9. 1∼ 2 001. 1∼ 2002 .2∼ 2 004. 12∼
36 0

460

교육세

460

460

460

510

510

6 41

184

184

184

255

255

3 21

4

4

4

4

4

7

2

2

2

150

3 54

10

15

650

650

771

929

1, 338

100

118.2

136. 4

163. 6

20

공익기금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소계

36 0

480

648

부가가치세
총계
판매가

36 0

480

648

650

750

889.2

1, 065.40

1501.6

900

1,000

1, 100

1, 100

1,300

1,5 00

2, 000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율은 갑당 정액임.
2)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의 10%( 상기 예시는 디스의 경우)
자료: KT&G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많은 부가세와 각종 준조세성 공과
금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은 담배소비세 이외
에도 담배소비세분 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
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50%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고, 폐기물부담금은 1996년 7월 이후 현
재까지 1갑당 4원씩 부과되고 있다. 1997년 도입된 국민건강증진기
제Ⅱ장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57

금은 2002년 2월부터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갑당 354원으로 재차 인상된 바
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2월부터 1갑당 10원씩 부과하
다가 2004년 12월 이후 15원씩 인상하여 부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1999년 1월부터 1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 표 Ⅱ－21.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갑당 액수 및 법적 근거
중 앙
부가
국민건 강 연 초생 산
가 치세 증진기 금 안 정화기 금
20 0원 도매 가의
3 54원
15원
10%
담 배 초과
구분
20 0원 면 세
－
－
구 분

법적근 거

부가
국민건 강
가치 세법 증진 법

지 방
폐기물 처리 부담금

담배
소 비세

7원

641 원

－

40원

담 배사업 법 자 원의 절약과 재활 용
(액수는
촉진에 관한 법 률 지 방세법
시행규 칙)
(액수는 시행 령)

지방
교 육세
321 원
(담 배소비 세의 1/2)
20원
(담 배소비 세의 1/2)
지 방세법

자료: 이진석, 보건의료재정에 대한 이해,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세미나
자료  Staff Lecture, 2004. 5. 3.

담배소비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담배소비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는 다
른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국민

1인당 담배소비량을 살펴보면 1998년 기준으로 그리스가 2,908개비로
가장 높고, 이어 일본(2,644개비), 스페인(2,291개비), 한국(2,258개비) 등의
순서로 보고된 바 있다.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 등은 1인당 1천 개비
미만으로 나타나 1인당 담배소비량이 세계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는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90년대 들
어 정체,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년대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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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2. 담배 생산･소비 및 흡연인구(1998년)
(단위: 백만개비, 톤, 명, 개비, 백만 명)
생산량

구분

궐련소비량
담배 관련
흡연자
파이프 말아피는 산업고용
15세 이상 1인당 수
궐련 시가
총계
담배
담배
인구 소비량

오스트리아 22,512

22

－

－

17,000

15,052

2,253

1,844 1.83

벨기에/
12,300
룩셈부르크

45

558

10,200

24,500

17,303

1,989

1,632

2.6

덴마크

12,276

335

2,772

1,48

6,000

8,238

2,266

1,570

1.5

핀란드

5,510

41

5

994

450

4,813

1,153

936

0.8

43,304

695

14

1,000

2,775

143,000 83,800

1,744

1,431

181,903 1,882

638

28,462

150,000 138,388

2,001

1,684 19.9

그리스

35,800

－

19.3

－

425,000 30,600

3,508

2,908

3.8

아일랜드

6,000

60

0.8

프랑스
독일

－

3,507

이탈리아 50,681 96.4

135

－

네덜란드 116,263 2,015

350

29,000

6,400

2,274

1,798

307,000 91,100

5,000

1,898

1,592 14.1

25,000

1,624

1,061

4.6
1.4

16,623

포르투갈 14,954

－

－

－

－

16,339

1,940

1,667

스페인

74,110

764

11.6

72

90,000

91,002

2,813

2,291 11.1

스웨덴

5,700

－

122

922

14,900

5,740

1,034

163,547 823

1,159

6,673

136,000 70,000*

744,860 6,781 6,770

84,091

1,343,850 595,398

영국
EU 계

649

1.2

1,525

1,203

15

1,969

1,594 92.63

미국

n.a.

n.a.

n.a.

n.a.

n.a.

425,000

1,865

1,460

n.a.

일본

n.a.

n.a.

n.a.

n.a.

n.a.

312,600

2,871

2,452

n.a.

한국

n.a.

n.a.

n.a.

n.a.

n.a.

72,486

2,430

1,930

n.a.

주: 1) 한국, 미국, 일본은 2002 년 기준

2) 영국의 세금을 납부한 궐련소비량은 787 억 개비로 추정됨.
자료: 1) 영국담배협회(T MA); 일본 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담배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에는 인구증가, 담배소비 저변의 확대,
여성 및 미성년자 흡연의 증가 등이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는 건강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대와, 세계적인 금연운동의 확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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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담배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담배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수입담배
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담배는

1988년 수입자유화 이후 조금씩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다가 95년을
기점으로 10%를 넘어섰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5%대까
지 낮아졌던 수입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들어 급상승하여

2002년 21.2% 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표 Ⅱ－23. 국산 및 수입담배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개비, %)
구 분 총소비
1988

인 구
증가율 소비량

88,241

국산담배

외산담배

증가율 시장점유율

85,858

97.3

소비량

증가율 시장점유율

2,383

2.7

1989

92,076

0.99

87,840

2.31

95.4

4,236

77.76

4.6

1990
1991

95,475
98,235

0.99
1.04

91,274
93,323

3.91
2.24

95.6
95.0

4,201
4,912

-0.83
16.92

4.4
5.0

1992 101,438

1.02

95,960

2.83

94.6

5,478

11.52

5.4

1993 105,337

1.01

98,384

2.53

93.4

6,953

26.93

6.6

1994

96,140

1.01

87,581

-10.98

91.1

8,559

23.10

8.9

1995

97,348

0.96

84,877

-3.09

87.2

12,471

45.71

12.8

1996 102,738

0.94

91,299

7.57

88.9

11,439

-8.28

11.1

1997

99,668

0.84

88,069

-3.54

88.4

11,599

1.40

11.6

1998 106,550

0.71

101,289

15.01

95.1

5,261

-54.64

4.9

1999 95,670
2000 104,945

0.84
0.71

89,457
95,076

-11.68
6.28

93.5
90.6

6,213
9,869

18.10
58.84

6.5
9.4

2001

98,917

0.63

83,416

-12.26

84.3

15,501

57.07

15.7

2002

91,956

0.60

72,486

-13.10

78.8

19,470

25.60

21.2

자료: KT&G, 통계청 KOSIS

담배소비와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은 그리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흡연량과 국민소득 간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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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두 변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담배소비량이 소득수준에 크
게 영향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1인당 흡연량과 판매가격 사이
에서는 미약하나마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 같은 조사결과를 전제하는 경우 담뱃값의 인상은 담배소비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리 강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11)
담배는 사회적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재화이기 때문에 과세강화에
대한 명분이 언제나 존재한다. 최근에는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에 따
른 의료비용의 증가 문제 등과 연계하여 담뱃값 인상 논란이 활발하
다. 물론 이러한 논란은 담배소비세보다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
강증진기금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 역시 광의의
담뱃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뱃세 개편방안과 연관이 있다.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담배가 일으키는 신체적, 물리적 위해는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 및
각종 질병, 사망, 결근, 화재, 환경오염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그 정
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흡연자 본인은 물론 2차
적 간접흡연(second hand smoking)으로 인한 위해 역시 무척 큰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경제적 가치로 추정한 결과는
다양한 편이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5)에 의하면 미국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의

11) 성명재(2004) 참조.
12) 2003 년 말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요율을 500원 인상하자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요율 인상폭을 1,000 원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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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용이 500억 달러 이상, 그 외의 부가적인 경제생산손실액이 50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흡연자로부
터 징수하는 세수입은 연간 78억 달러인 데 반하여, 이들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은 150억 달러(캐나 다 달 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흡연
으로 인한 보건의료비는 25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흡
연으로 인한 결근, 생산성 감소 등의 근로자 1인당 연간 손실비용은
약 3,100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이규식(1991)
을 들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이 1년에 1조

2천억 원가량 되며, 사망, 결근, 화재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액은
연간 1조 원 이상 될 것이라 하였고, 여기에 환경오염이나 간접흡연
으로 인한 손실 등까지 합하는 경우 담배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규식의 또 다른 연
구(1995)에서는 담배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2조2천6백억 원가량으로
추정되었고, 여기에 직간접적 경제손실액까지 감안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3조5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의 담뱃세 부담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으
로 인해 그리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담배
가 발생시키는 외부성에 대한 교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충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주요 국가들
에 비해 아직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
격체계 가운데 세금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담뱃값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EU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가격을 높인 바 있
는 영국이 가장 높으며, 스페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
의 담뱃값 급등은 담배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한 결과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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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럽국가들 가운데 담뱃값이 높은 나라들로는 영국을 비롯하여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며 대개 이들 나라에서
는 갑당 가격이 4유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EU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이어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서유럽 국가와 일부의 동유럽 국
가들이 갑당 2유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담뱃값이 대
체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유럽연합에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하였던 조세조화방안(tax harmonization)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규정과 자
국의 형편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조정하고 있다.13) 유럽연합의 회원
국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
다. 각국은 자국의 담배산업 여건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고 있는데,
자국산 담배가 자국 내 담배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한 경우에는
종가세 비중을 높이는 반면 시장지배력이 약한 경우에는 반대로 종
량세 비중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그동안 많이 인상되었지만, 유럽연합국과
비교할 때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판매가 기준으로는 최하위 수준이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면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담뱃값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나라
13) 조세조화의 일환으로 제시된 담배소비세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
장 소비비중이 높은 가격대의 담배제품군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의 비중은 소비
자가격 대비 57% 이상이면서, 동시에 1,000개비당 60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담배
소비세의 최저한도는 2006 년 7 월부터 1,000개비당 64 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둘
째,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 부담금 총액 가운데 5 ∼ 55% 범위 내에서
담배소비세 종량세의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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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론하고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크다. 이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는 담뱃세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14) 담뱃값에 반영
된 세금액수 간의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비교국가 가운데 최하위
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담뱃값 자체도,
담뱃세 자체도 낮은 나라인 것이다. 실제로 담뱃값이 높은 유럽국
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의 갑당 담배세금보다 5∼7배 정도 높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비
중이 낮은 미국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비자가격 대비 담뱃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담뱃
세는 대체적으로 평균에 가깝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
다.15) 유럽국가들의 경우 담뱃세가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은 다소간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70% 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다소 낮은 일본의 경우에도 60% 정도를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담배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미국
의 담뱃값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지만 실제 가격에서 세금
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2002년 미국의 평균 담뱃값
은 2.25파운드로 대략 우리나라의 2∼3배 정도 되지만 가격에서 차
지하고 있는 담뱃세의 비중은 30%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

14) 담뱃값과 가격구성요소 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 보면 세금비중이 높은 국가일수
록 판매가격도 높은 경향이 있다.
15) 이러한 평가는 소득이나 기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횡단면 비교이므로 정확하
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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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4. 주요국의 담뱃값 및 세부담 비교(2003년 6월 1일 기준)
(단위: 파운드/갑, %)
소 비세

구분

소 비자
가격

상대 가격
한국B=1
[한국A=1]

영국
아일 랜드
덴마 크
핀란 드
프랑 스
스웨 덴
독일
벨기 에
오스트 리아
네덜 란드

4 .59
4 .17
3 .24
2 .87
2 .80
2 .95
2 .42
2 .35
2 .15
2 .10

4.58[6.10]
416[5.55]
3.23[4.31]
2.86[3.82]
2.79[3.72]
2.94[3.92]
2.41[3.22]
2.34[3.13]
2.14[2.86]
2.09[2.79]

0 .68
0 .72
0 .65
0 .52
0 .48
0 .59
0 .33
0 .41
0 .36
0 .33

그리 스
이탈 리아
룩셈부 르크
포르 투갈
스페 인
일본

1 .62
1 .49
1 .61
1 .36
1 .27
1 .32

1.62[2.15]
1.49[1.98]
1.61[2.14]
1.36[1.81]
1.27[1.69]
1.75[1.31]

0 .29
0 .30
0 .19
0 .24
0 .19
0 .06

1 .02
0 .97
0 .83
0 .35
0 .76

미국
한 국A

2 .25
0.752

3.00[2.25]
0.75[1.00]

n.a.
0.068

n.a.

한 국B

1.003

1.00[1.33]

0.091

부가 가치 세

세금 계

세 금
비 중

3.63
3.29
2.51
2.17
2.13
2.06
1.80
1.76
1.57
1.53

7 9.1
7 8.8
7 7.4
7 5.6
7 6.0
6 9.9
7 4.7
7 4.6
7 2.9
7 3.0

0.0 7
0.0 6
0.1 7
0.5 8
0.0 6
0.7 1

1.38
1.33
1.19
1.17
1.00
0.77

7 2.5
7 4.2
6 7.1
7 7.7
7 1.8
6 0.0

－

n .a .
0.466

0.61
0 .5 34

2 6.9
7 1.0

－

0.466

0 .5 57

5 5.5

담배소 비세
종 가세
종량세
1 .01
1.9 4
0 .77
1.7 9
0 .69
1.1 7
1 .44
0.2 2
1 .54
0.1 1
1 .16
0.3 1
0 .59
0.8 9
1 .08
0.2 7
0 .90
0.3 1
0 .43
0.7 6

－

주: 1) 2003년 6월 1일 기준환율: 1달러=1,206.60원, 영국1파운드=1.6524달러=1,993.73원,
일본100 엔=0.8461, 달러=1,020.94 원

2) 한국A는 디스(1갑당 1,500 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B는 1 갑당 2,000원짜리 제
품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상대가격은 한국B를 1로 본 것이고 [ ] 안은 한국A를 기준으로 한 것임.
4) 미국과 일본은 2002 년 평균임.
5)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다소 불일치할 수 있음.
자료: 영국담배협회(TMA);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KT&G

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뱃값 체계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
중은 가격별로 상이한 편이다. 대략 1,500원 정도대의 담배들의 경
우 가격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1% 정도로 나타나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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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상위가격대의 담배들의 경우에는 50%대로
낮아진다. 물론 전체 가격 가운데 50%의 세금비중이 절대적으로 낮
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70% 대
의 세금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세금비중이
딱히 높다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면 우리나라의 담뱃세는 현격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
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담뱃세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근거로 할 때, 우리나라의 담뱃값 체계나 담
뱃세체계는 담배소비에서 발생되는 외부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담배의 소비가 흡연자는 물론 타인에게까지 미치는
신체적 위해는 물론, 불쾌감, 화재의 위험 등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외부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의 담뱃세체계는
이러한 외부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
서 향후 담뱃세는 인상될 여지가 있다.

나. 레저세 및 도축세
본 소절에서는 기타소비 관련 지방세목, 즉 레저세와 도축세의 현
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레저세는 기존의 경주마권세를 2001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 경륜･경마 외에 기
타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레저세는 한국마
사회법에 의거한 경마, 그리고 경륜･경정법에 의거한 경륜과 경정,
기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 해당사
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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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0% 이
다.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
마사회이다. 이상의 납세의무자들은 해당 투표권 발매일의 익월 10
일까지 산출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
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 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레저세의 세율은 본디 1964년 마권발매액의 10%로 도입되어,

1974년에 20%로 인상되었다가 1975년 다시 10%로 하향조정되어 현
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 표 Ⅱ－25. 레저세의 세율변화
구분

1964

19 74

1975

세율

마권발매액의 10%

20%

10%

자료: 성명재･박노욱(2003)에서 재인용

레저세의 세수 규모는 그리 크다 할 수는 없으나, 2000년대 초반
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그 증가폭 역시 상대
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레저세의 세수는 89년 195억 원에
서 불과 12년 후인 2002년에 1조 원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
다. 하지만 레저세수는 2002년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최근 수년간
세수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Ⅱ－26. 레저세의 세수규모 변동 추이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8

(단위: 억 원)
99

00

01

02

03

04

05

세 수 801 966 984 1,768 2,107 2,947 3,607 3,294 3,936 5,655 7,908 10,777 8,959 7,719 6,919
자료: 1) 행정자치부, 행정자치 통계연보, 각 연도

2) 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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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세수는 레저세가 부과되는 시설의 공급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 제주 경마장이 개설됨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1994년 서울 경륜장, 2000년 창원 경
륜장, 그리고 2002년 서울 경정장이 신설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공급되는 경우, 세수가 큰 폭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레저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 간의 세수불균형
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과 부과대상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세율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발권소가 지역별로 다양화됨에 따라 그 문제의 소지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대체로 대형세원이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레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외형적으로는 건전한 레저문화를 표방하는 곳이
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위주로
부과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행행위는 사회
적인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인식된다. 하지만 현재의 레저
세는 이러한 외부성의 교정보다는 세수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향후에는 외부성의 교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군
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과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 시
가의 1%로 하고 있으며 조례로 1% 이하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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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27. 도축세의 세율변화 추이
1962

1974

1976

1988

1992

소1두당 2,500환
말･돼지 각 1두당
700환

소･돼지
시가의 0.5%
이하

소･돼지
시가의 1%
이하

소･돼지 시가의
1% 이하

소･돼지
시가의 1%
이하

지자체장은 도지사를
거쳐 내무무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1%
이하로 조정 가능

지자체장은
조례로
1% 이하로
조정 가능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소1두당 5,000환
부산시의 경우
－말･돼지 1두당

1% 이하

1,400환

주: 1976 년 도세에서 시･군세로 이양
자료: 성명재･박노욱(2003)에서 재인용

❙ 표 Ⅱ－28. 도축세의 세수규모 변동 추이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8

(단위: 억 원)
99

00

01

02

03

04

05

세 수 218 225 263 299 339 379 472 482 456 512 450 485 440 445 469
자료: 1) 행정자치부, 행정자치 통계연보, 각 연도

2) 조세연구원, 조세통계자료시스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축세는 지방세 가운데에서도 그 비중이 미
미한 세목이다. 도축세의 세수는 90년대 들어서 200억 원을 넘어섰
으며, 2000년에 500억 원을 돌파하였다가 이후 다시 400억 원대에
머물고 있어 세수가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수규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일정 세수규모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경제규모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6)

16) 도축세의 세수규모는 경상GDP 성장률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세수증
감률은 대체로 경상GDP 성장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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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편원칙의 정립

소비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편의 원
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개편원칙은 단지 소비
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더욱 상위의 개념에서 우리나라 전반적
세제개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원칙의 정립은 개편
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 외에도 상이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개편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고
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및 세제가 직면한 현실과 그 문제
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행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기로 진입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재정 및 조세정책 차원에 주
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운영상의 압박, 즉 재
정지출의 증가를 세수가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경제규모나 능력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확충은 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의 특성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향후 재정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공공부
문의 고용증대, 통일시대의 준비 등 재정수요의 급격한 확충도 조만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수의 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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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충은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성장 기조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지 않는 한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사실상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세제개편을 모색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에 더욱 무게를 둘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는 언뜻 진부한 개념
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세수를 더욱 낮은 비용으로 걷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는 세수측면에
서의 논의이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세출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할 수 있다. 즉 같은 돈을 쓰더라도 큰 효과, 또는 동일한 효과
를 도모함에 있어서 더욱 작은 세출로도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제개편을 위한 두 번째 원칙으로는 조세체계의 단순
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체계의 단순화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그동안 세제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세목을 줄이고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
다. 물론 세목과 누진단계를 줄이는 것도 단순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이나 세제의
집행자들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더 편리하게 순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각종 행
정비용의 저감은 물론, 납세자측의 납세협력비용, 납세의식의 제고
등 여러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방
향이다. 특히 단순성은 최근 많이 주장되고 있는 공공부문 운영의
투명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세 번째 원칙은 국제화에 대한 배려이다. 그동안 조세제도는 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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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
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국내 경제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서는 안 되게끔 변화되었다. 따라서 향후 세제개편을 도모함
에 있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보조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부문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국제 간 생산요소 이동의 최적화
를 고려하여 소득세제를 합리화한다든지, 해외소비와 국내소비 간의
왜곡을 극소화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 유사한 맥락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필요성은 최근 추
진되고 있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약(Free Trade Agreement) 등을 통해서
도 익히 확인할 수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상을 함에 있어
서 세제개편은 때때로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슷
한 맥락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지만, 국제환경협약이나 공조상에서
도 조세정책은 자주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
도 세제개편에 있어 국제화에 대한 배려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조세개편을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세제에도 국제기준
(global standard)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책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책임성이란 수
익자 부담 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납세의무에 동참하며 특정계층, 특히
정치적 약자에게 무리한 세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되는 조세
체계를 의미한다. 책임성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최근의 세제개편은
많이 후퇴한 느낌이 있다. 형평성의 제고 등을 명분으로 각종 이익
단체들의 요구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수용하다 보니 세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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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책임성이 약화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각종 예외
조항들이 난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또 다른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책임성의 약화는 물론 세제 자체
의 효율성이나 복잡성도 많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건실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단지 개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과세당국이나 국가까지도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바
람직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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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을 ‘ 효율성의 강조’, ‘ 조세체계의 단순화’, ‘책임성의 강화’,

‘국제기준의 도입’ 등에 둔다면 소비세제의 개편의 방향에서도 이를
강조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소비세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먼저 조
세체계의 간소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기반과세들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소득기반과세들보다 우수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세제
역시 소득세제나 재산보유세제와 마찬가지로 세율구조나 과세방법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각종 부가과세(surtax)
나 부담금, 그리고 감면 등 예외조항들의 문제 역시 소비세제에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제의 복잡성 문제는 단지 행정비용이나 조
세비효율의 심화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
식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상당수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조세전문가들까지도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
제가 심화되는 경우 자칫 건전한 납세의식이 황폐화되는 문제도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세체계의 단순화는
소비세제의 개편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과세단계나 세율구조의 단순화는 물론 특별한 원칙이나 기
준 없이 난립해 있는 다양한 예외조항들을 과감히 축소하는 개편이
제Ⅲ장 개편원칙의 정립 및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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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알기 쉽고, 따르기 쉬운 조세체계가 구
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비세제의 개편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점은 외부비용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
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재화의 소비들은 그 재화 특유
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외부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는 소득과세나 재산과세 부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비세제가 가
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라 할 것이다. 외부비용이 발생되는 형태는
다양하다.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의 환경적 외부성을 비롯하여 혼잡,
신체적 위해, 범죄, 도박 등의 사회적 문제들도 이와 같은 범주에 속
한다. 기본적으로 외부성의 존재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의 효
율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소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적용하여
외부비용을 가격체계 안으로 내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조세
의 교정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효율성의 강조는 조세체계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과도 매우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베이스가 큰 세목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각종 감면 등
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예외조항의 폐지는 세제의 단
순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과세기반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과세기반의 확대는 동일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해도 됨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조
세가 발생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 of tax)이 작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론적으로 조세가 발생시키는 초과부담은 과세대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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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가격탄력성, 세율, 총 지출액 등의 함수로 정의되지만, 이 가운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율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이러한
초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립성 강조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세는 그 특성상 간접과세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소비세제의 강화는 소득재분배상의 누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 형평성 약화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세
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강조가 부각되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형평성의 부분적인 약화는 그리 큰 문제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물론
세제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은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므로 형
평성의 약화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조세
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형평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조세정
책이 과거 10여 년 동안 형평성에 더욱 무게를 두어 왔던 것을 생각
하면 이를 특별히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세를
통한 재분배, 그리고 이를 통한 형평성의 제고방안이라는 것이 근본
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제고는 효율성과의 조화
차원에서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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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세제 개편의 청사진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한 후에는 각 세목들이 우리 세제에
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조세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편의 목표
를 설정해야 한다. 먼저 큰 틀에서, 소비세목들을 크게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해 보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세
세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 세목이므로 세제운영의
기본원칙을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두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외의 소
비세목들, 즉 개별소비세들은 그 소비과정 가운데 외부비용을 발생
시키는 대상을 중심으로 외부성의 교정과 세수확보라는 정책세제로
의 임무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운영되
고 있는 기존 교통세는 당초 약속한 시한까지만 목적세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로 환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는 가칭 에너
지소비세 등으로 하되,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에너지 제품에
대한 과세도 함께 통합운영해야 한다. 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보
통세화하여 일반회계로 복귀시키되, 휘발유와 경유 이외의 특별소비
세 과세대상 에너지제품들과 통합하여 개별소비세로 존치시킴이 타
당할 것이다. 이때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적용하는 것은 에너지소
비의 외부비용을 세제 내에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부분이다.
특별소비세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자동
차 및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때 외부성 제어(externality control)라는 정책세제의 성격이 강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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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외부비용을 세율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
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원리는 주세와 담뱃세의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해야 한다. 즉 술과 담배의 소비가 발생시키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가격체계에 반영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담뱃
세는 정책기능을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로 편입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특소세나 주세 등의 세
목들 이외에도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분야로까지 과세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예컨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
부담금 등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들을 보통세화하여 과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인자 부담의 더 엄격한 적용이라는 차
원에서뿐 아니라, 복잡한 기금 및 부담금을 정리한다는 측면, 그리
고 과세베이스 확대에 따른 세수확보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세강화 방안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겠지만, 정책의 목표가 세수확
보가 아니라 외부성의 교정을 통한 가격기구의 활성화 방안임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수기능이나 정책기능이 별로 없는 도축세는 과세의 명분
이나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세제 단순화의 차원에서 그 세목
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최
소한 행정수수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레저세는 외부비용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구현되어 있
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역 간 세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국세로 편입하여 운영하되, 과세대상과 그 기능면에서 유사한 입장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특별소 비세에서 전환 되는 부분)와 통합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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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 소비세제 개편의 개념
현재

개편 후

개편의
원칙

주요 개편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세원확보

예외조항 축소

교통세
에너지제품
특별
소비세

자동차
입장장소

레저세(지방세)

개별소비세(에너지)

목적세 폐지, 교통세와
에너지세 통합운영

개별소비세(자동차)

외부비용 반영

개별소비세(장소)

외부성 교정

레저세의 국세전환,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로 통합운영

주세

주세

외부비용 반영

담배소비세(지방세)

담배소비세(국세)

국세전환,
외부비용 반영

도축세(지방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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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단순화 폐지 또는 행정수수료로 전환

1. 부가가치세17)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를 망라한
총 31개의 세목 가운데에서 그 세수가 가장 큰 기간세목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국가세수와 재정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여러 가지 다
양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은 세수확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
자면, 부가가치세 개선의 가장 큰 목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진정한 일반소비세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게 하고 원래 설계상의 모든 장점들을 발휘하게 하기 위
해서는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것이
다.18) 세원의 확충은 행정적인 탈세요인을 극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제도적으로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면세나 비과세가 존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실
제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내에서 면세되고 있는 사업자는 2003
17) 본 소절의 내용은 많은 부분 곽태원, ｢2000 년 조세제도 및 세정개선과제와 방향｣
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8) 이론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래퍼커브의 극대점 이하)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방법
은 i)세원(tax base)을 확대하는 방법, ii)세율(tax rate)을 올리는 방법, iii)세원과
세율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세율인상과 관련한 부분은 이후에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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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면세제도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나 도서 등 사회
적 관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재화 소비의 활성화, 그리고 부가가치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화 등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제
도는 일견 면세제도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있다. 하
지만 전단계세액공제제도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
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후단 계)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 시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져온다.
더구나 전단계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각 사업자별 이해관계로 인해
거래관계가 자연스럽게 명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궁극적
으로 과세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면세제도나 비과세제도는 이와 같은
현 제도상의 장점에 심각한 흠결을 내는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최종재화가 아닌 경우 실제로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를 감소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운
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부가
가치세제 운영상 행정적으로 협조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사업자 이외
에는 모두 예외 없이 제도 안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면세 축소를 통한 세원확대 외에도 영세율 적용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영세율 적용은 수출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지
만, 제도상에서 오는 부작용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수출
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이
라 할 소비지국 과세원칙에는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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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거래의 경우와 같은 중
간단계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개
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차원에서의 논의라 하겠지만, 간이과세나 납부면제자에 대
한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세제에 온전히 순응
할 수 없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전체 부가가
치세 납세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 부작용
이 심각하다. 더구나 간이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액은 전체 부가가
치세액 대비 1% 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아, 부가가치세 운영에
심각한 장애로 인식된다. 간이과세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실제
로 사업자 간의 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와 납세의 공평성을 악화시키
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근거과세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가져
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금융산업 등의 경우 매출
액과 매입액이 불분명하여 과세베이스, 즉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워
과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건비, 자본비용, 집세, 이익
등 부가가치구성 항목별로 부가가치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면 과세베이스가 넓어짐으로써 왜곡이 극소화되면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는 재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
것은 21세기의 세제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즉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특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세원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행정적인 노력,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들은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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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제 운영상의 개
선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
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되,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점들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종전의 간이과세 방식으로 전환된 과세특례대상이 다소 확대된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지만 이들의 실제 세부담
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제도라는 것이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 아
니며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당사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과세특례
자로 남으려는 행태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식
을 가장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어떤 쪽에
속하든지 실효세율이 거의 같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각론
적인 차원에서 추후 더 구체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의 노력들이 세수확보를 위한 세원(tax base)확대 방안이었다
면, 세율(tax rate)측면의 정책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수확보는 정책적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추진할
사안이라 할 것이지만, 만약 세수확대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다면 부
가가치세 세율인상 방안은 하나의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율
로서 국제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실
제로 세율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당국이 세수확대를 위해 쓸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국내외적인 여건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간세목들의 세율인상은 어려워 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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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더욱이 국제간 자유무역 기조의 확산이나 FTA 의 발효 등으
로 인해, 관세 세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소비세의 세율인상은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가장 현실적으로 모색될 수 있는 것
이다. 물론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율의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세
목의 세율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충분히 억
제가 가능하다고 본다.19)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그것이 아무리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
도 많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담 증대에 대한 기본적
인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금의 역진성을 빌미로 반대하는 견해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적자해소
를 위한 세부담 증대가 필요하다면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일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을 획득하는 생산요소들의 높은 국가 간
이동성(mobility)을 생각하면 이러한 세율인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또한 소득세의 세율인상은 부가가치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큰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역진성 문제는 지출구조의 개선으로 보완될 수 있다.
19) 이와 같은 논의는 세수중립적 세제개편(revenue neutral tax reform)에 해당된다.
재정지출의 확대 추이를 감안할 때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은 그리 현실성이 높지
않은 논의라 할 수 있지만, 세율인상에 따른 효율성 상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바
람직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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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세율변화 현황
표준세율
최초

현행

적용세율
(낮은 세율)

오스트리아

16

20

10, 12

벨기에

18

21

6, 12

덴마크

10

25

핀란드

11.1

프랑스

(단위: %)

표준세율
최초

현행

적용세율
(낮은 세율)

이탈리아

12

20

4, 10

네덜란드

12

19

6

－

노르웨이

20

24

－

22

8, 17

포르투갈

16

19

5, 12

20

19.6

2, 5.5

스페 인

12

16

4, 7

독일

10

16

7

스웨 덴

11.1

25

6, 12

그리스

16

18

4, 8

10

17.5

5

아일랜드

16.4

21

4.3, 13.5

국가

국가

영

국

자료: OECD, Consumption Ta x Trend , 2005 에서 재인용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은 가장 현실적인 세수확대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은 현행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율
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복수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단일율이 대세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복수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으며, 이 가운데에는 4개 내지

5개의 세율을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복수세율의 도입은 그만큼 자
원배분상의 왜곡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으며, 행정적으로도 낮은 세
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세체계
의 단순화나 효율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복수세율보다는 현재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라고 생각한다.20)
20)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세율까지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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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소비세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역
진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라 할 수 있지만, 현재에
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
려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특별한 소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
황을 감안하면 역진성의 문제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향후 특별소비세의 개편을 위한 기본적 정책방향은
역진성의 개선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외부성(externality)의 개선을 위
한 교정과세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한다
면 특별소비세는 세목폐지와 더불어 과세대상들을 재점검하는 대대
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별소비세 개편의 기본 주제(theme)를 외부성의 교정에 둔다면
먼저 과세대상 품목이 발생시키는 외부성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
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에너지 제품군들 가운데 현재의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등유, 중유, LPG 부탄,

LPG프로판, LNG, 부생연료유 등 에너지제품들이다. 이 가운데 휘발
유와 경유, 그리고 LPG부탄과 LNG 를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용, 난방
용 연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류품의 소비는 대기오염을 야기
한다.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에 의하여 1999년 현재 52개가 대기오
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아황산가스(SO2), 먼지(TSP), 일
판단된다.
제Ⅳ장 소비세목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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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이 중점 오염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 표 Ⅳ－2.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질

피해양상

아황산가스

인체 호흡기질환, 식물성장 장애 등

먼지

호흡기 질환

일산화탄소

체내 산소공급장애, 두통 및 현기증 유발 등

이산화질소

코와 인후 자극,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

탄화수소

광화학 스모그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1999.

연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류품은 연소하는 과정
가운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입자상물질(먼 지) 등의 오
염물질을 배출한다. 또한 이러한 연료의 사용은 대개 화재 등의 위
험성을 안고 있으며, 운반 과정상에서의 사고는 자칫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연료의 사용은 소음피해도 발생시킨다. 대개의
경우 유류품의 소비에는 연소를 위한 기계장치(엔진, 보일러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음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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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3. 연도별･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톤/ 년)
대기
오염
물질

연 도

총 계

에 너지
산 업연
소

비산 업
연소

제조업
연 소

생산
공정

도 로
이 동
오염원

비 도로
이동
오 염원

폐기 물
처 리

CO

200 1
200 2
200 3
200 4

837 ,5 68
860 ,5 84
857 ,9 52
816 ,9 54

26 ,7 31
27 ,5 25
28 ,1 34
32 ,5 22

56,470
54,790
55,009
60,050

1 4,1 41
1 5,0 65
1 4,9 12
1 3,8 67

23,00 4
23,10 9
23,29 9
20,07 7

668 ,59 3
683 ,59 0
677 ,07 3
636 ,93 8

46 ,89 5
54 ,52 6
57 ,39 9
51 ,41 5

1,73 4
1,97 9
2,12 6
2,08 5

N Ox

200 1
200 2
200 3
200 4

1,0 50,997
1,0 22,049
1,1 67,329
1,3 77,526

169,390
148,995
191,846
421,861

84,358
8 4,220
82,421
90,781

134,93 3
140,52 3
137,37 0
110,47 0

52,73 5
55,45 4
56,30 3
53,14 5

431 ,69 2
468 ,52 7
477 ,05 1
490 ,48 1

1 62,899
1 90,645
2 03,583
1 91,008

14,990
17,905
18,755
19,780

SO x

200 1
200 2
200 3
200 4

552 ,1 73
501 ,7 53
499 ,0 10
446 ,8 04

196,715
179,703
187,202
194,309

63,440
61,757
63,565
54,797

154,43 8
119,40 9
106,23 7
6 5,6 81

87,45 5
88,79 8
87,80 7
75,21 0

7,329
6,449
6,662
6,600

41 ,53 7
44 ,21 0
45 ,99 8
48 ,71 8

1,25 9
1,42 7
1,53 9
1,48 9

TS P

200 1
200 2
200 3
200 4

91,597
89,019
90,643
80,085

10 ,5 96
7,623
7,963
7,332

4 ,3 33
4 ,1 06
4 ,1 82
4 ,4 00

2 5,0 33
2 2,0 20
2 2,0 54
1 6,2 89

14,70 2
15,16 1
15,46 6
13,59 5

2 7,935
2 9,914
3 0,363
2 8,898

8,665
9,800
10 ,19 9
9,138

333
395
416
433

P M1 0

200 1
200 2
200 3
200 4

69,881
68,891
70,119
62,491

7,263
5,196
5,433
5,032

2 ,8 06
2 ,6 72
2 ,7 24
2 ,8 61

1 6,7 01
1 4,7 10
1 4,7 80
1 0,9 03

7,4 83
7,6 44
7,7 07
6,7 38

2 7,935
2 9,915
3 0,363
2 8,898

7,630
8,679
9,033
7,977

63
75
79
82

200 1

712 ,2 30
(40 7,3 38)
723 ,8 57
(40 1,7 29)
730 ,6 53
(40 4,6 14)
797 ,2 40
(49 0,0 05)

4,235

2 ,7 09

2,502

1 25,728

116 ,80 9

16 ,72 3

36,186

4,299

2 ,8 51

2,650

1 28,105

120 ,52 5

19 ,83 6

43,862

4,398

2 ,9 33

2,568

1 29,498

120 ,71 6

21 ,04 3

44,883

4,885

2 ,8 98

2,378

1 17,053

112 ,43 5

19 ,09 2

48,494

200 2
V OC

200 3
200 4

주: ( ) 안은 VOC의 유기용제 사용, 에너지 수송 및 저장의 배출량
자료: 환경부, 환경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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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승
용자동차(2,000cc 이상, 2,000cc 이하)를 들 수 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승용차가 부유층의 소유물이 아닌 중산･서민층에게
도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소세도입 당시의 기본취지, 즉
역진성의 완화라는 점에서는 과세의 타당성이 더는 인정되지 않는
다 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과세는 역진성을 오히려 가
중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특소세의 과세논리가
역진성의 개선이 아닌, 외부성의 교정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과세논
리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대기오염, 소음 등의 직접적 환경피해와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훼손,
경관파괴 등의 간접적 환경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혼잡, 사고, 도시
단절 등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후술할 것이지만 이러
한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주행 중, 즉 연료소비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료과세를 통하여 외부성을 제어하는 것이 현실
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료과세만으로는 외부성이 충분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개의 경우 오염발생량이나 혼잡,
사고 등의 외부비용은 자동차의 사용량, 즉 주행거리와 비례하는 경
향이 있지만 도로 및 교량파손 등과 같은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
기 때문이다. 동일한 거리를 주행한다 하더라도 도로파손의 정도는
차종이나 하중, 운전방법, 과적유무, 그리고 장착된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무게가 2배 증가하는 경우 도로
파손의 정도는 1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실제로
차량의 하중증가로 인한 도로파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
21) 차량의 중량증가가 X 일 때 도로파손은 X의 4.2 제곱만큼 증가한다. 즉 무게 증가
를 X라 할 때 도로파손은 X4.2 만큼 증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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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예컨대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살펴보면 차량 1대
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하여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
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도로보수 비용은 정상
적인 경우보다 약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 그림 Ⅳ－1. 무게 증가로 인한 교량 손상도(총중량 40톤을 1로 볼 때)

자료: 건설교통부(www.moct.go.kr)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할 때 자동차 주행에 부과하는 연료세(교통
세, 특 소세) 형태의 세목만으로는 이러한 외부비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세목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즉 주행
에 정비례하여 발생하지 않는 외부비용의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주행거리와
정비례하지 않는 도로파손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교정장치로 인식
22) 정상운행을 가정했을 때 Km 당 도로포장 유지보수비는 5 천8 백만 원이지만 과적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Km 당 1억4천7 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 운
행제한차량통행 핸드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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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 부과대상을 현재와 같이 특별히 승용자동차에만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도로파손 등은 승용자동차에서만 발생하지 않
으며 오히려 영업용이나 화물용 차량 등 중량차량에 의한 파손이 더
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경승용차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평가된다. 현재 경승용차에는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데, 경승용차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환경비용 및 도로파손 등
의 외부비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당초에 화물차
와 경승용차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취지나 논거
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물류산업의 지원
차원에서 과세면제되었고, 경승용차 역시 에너지 절약을 정책적으로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과세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특
별소비세의 과세범위를 확대 여부는 무조건적인 과세나 무조건적인
비과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정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화물차와 경승용차에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외부비용발
생의 억제는 물론 세수확대라는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
우 물류산업지원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취지는 과세확대로 인
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과세확대는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정책효과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럿머신장,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의 장소들도 사회적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골프장을 제외한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럿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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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이 뚜렷한 오락장소이다. 이와 같은 오락들
은 엄격한 절제 속에서 허용되는 경우 다소간의 사회적 순기능을 수
행하기도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도박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던 경제주체
들이 경마, 경륜, 카지노, 슬럿머신 등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하여 황
폐화되는 모습을 언론 등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실제
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는 전체 성인인구
의 9.3% 에 해당하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 표 Ⅳ－4. 도박중독자 추산

(단위: %)

구 분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도박중독자

－

2.6

2.1

9.3

문제도박자

－

1.3

1.1

5.5

병적도박자

1∼1

1.3

1.0

3.8

주: 1)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병적 도박 실태 및 치료 프로그램, 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 명을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2) 고객유병률(병적도박자/고객수×100), 즉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
되는 비율은 경륜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표 Ⅳ－5.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베팅액 비교
(단위: 만 원)
구 분

강원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복권

2002년

224.9

55.9

47.0

27.9

0.41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2.

23) 한국레저문화연구소, 도박산업의 현주소와 지방정부의 과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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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개편방향 역시 원
인자 부담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
사에서는 2001년 한 해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기타 사
회적 손실은 연간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4) 이는 같은 해 도박
산업 매출액 9조 원을 웃도는 규모이다. 2001년 기준으로 특별소비
세의 전체 세수가 3조6천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마, 경륜, 카지
노, 슬롯머신장 등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다. 더구나 동 연도에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3천4백억 원 규모로서 도박산업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
용의 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원칙의
강화라는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장소에 대한 특소세율은 대폭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세율을 제안하기는 어렵
겠지만, 카지노나 경마･경륜장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의 세율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리
파격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5)
에너지제품의 대한 특별소비세도 외부비용의 교정강화라는 원칙
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는 시한 만료를 기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
품으로 환원하고, 그 외, 에너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에너지
및 연료에 대한 전반적 과세개편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제품이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을 합리적으로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제
24) 국민체육진흥공단,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2002.
25) 골프장의 경우는 그동안 상당수준까지 대중화되었고, 더욱이 사행성이 강한 오
락장소라기보다는 건전한 운동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도박성이
강한 다른 장소와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황을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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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간의 오염발생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
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발생이 심각한 에너지제품
은 중과세하여 소비를 억제하고 오염발생이 상대적으로 덜한 품목
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오염정도에 따른 부담을 차
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세제를 원인자 부담, 오염자 부담원
칙에 더 충실하게끔 함으로써 향후 조세정책의 분명한 방향을 정립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2007년까지
추진된 바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Ⅳ－6.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비율
사회적 비용
공장 도
마진
가 격 환경비 용* 혼잡비 용** 열량 비용 ***

구 분

휘발 유(원/리터 ) 395 .50

4 06.8

518.8

27 .2 0

VAT

최 종소비 자 상대가 격
가격
비율

53.49 14 0.1 8

1,541.97

100 %

1,859.29

121 %

925.55

60%

경유 (원/리터 )

382 .22

8 67.2

389.9

30 .1 5

20.79 16 9.0 3

LP G(원 /리 터)

268 .61

2 07.9

285.9

22 .5 8

56.42

8 4.1 4

주: 1) 공장도가격, 마진, VAT는 2002년도 평균가격 기준임.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정치(2001년), **교통개발연구원 추정치(2002년), ***에
너지경제연구원 추정치(2002년)
자료: 권오성,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 자료, 한
국조세연구원, 2004.

❙ 표 Ⅳ－7.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절대가 격(원 )
구 분

현행
(2004. 4)

개편 후

가격
인상 분

현행
(2004. 8)

정 부개 편안
(2006. 7)

개편 후

1,353

1 ,35 3

－

1 00

100

100

경유(원 /ℓ)

852

115 0

+29 8

69

75

85

LP G (원/ ℓ)

604

67 7

+7 3

51

60

50

휘 발유 (원/ ℓ)
수송 용

상대 가격비 (%)

자료: 권오성,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 자료, 한
국조세연구원, 2004.
제Ⅳ장 소비세목별 개편방안

99

3. 교통･에너지･환경세(구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책적 임무나 세수규모를 감안할 때 중요
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세목이라 평가된다. 과세대상품목인 휘발
유와 경유가 발생시키는 유･무형의 외부성을 고려할 때 원인자 부
담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형
태를 먼저 정상화한 후 향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목적세로 운영되는 현
행의 형태를 일반세로 환원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일으키는 목적세는 그리 바람직
하지 않은 조세형태다. 물론 목적세가 일방적으로 비효율적인 과세형
태는 아니다. 과세대상자와 수혜자 간의 연관성이 강한 경우, 목적세
의 비효율 요인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교통･에
너지･환경세는 여타의 목적세 세목들에 비하여 납세자와 수혜자 간
의 연관성이 강하므로 비효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하
지만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에 제고’ 에
맞추고 있다면, 그리고 재정사업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원을 이
용하는 사업들의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다면 구태여 비효율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목적세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
초에 약속했던 바와 같이 목적세 운영시한이 만료되는 시점(2009년)을
기준으로 일반세, 즉 목적세 전환 이전의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
비세(또 는 가칭 에너지소비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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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세 전환 당시의 목표 미달성 등을 근거로 한 관계부처의 반발 등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적세 폐지는 세제개편의
기본원칙이므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26) 목적세 폐지 후에는 목적
세 전환 전의 상태인 특별소비세로 환원해야겠지만, 특별소비세는 세
목을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될 것이므로, 에너지에 대한 개별소
비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개편 후 가칭 에너지 소비세)의 개편 시에는
동 조세가 가지고 있는 교정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환경세적 기능
을 부여한다면, 환경적 외부성을 시장의 가격체계 안으로 내부화하
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는 교정적(corrective)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개편할
때에는 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여 에너지제품 소비로 발생하
는 다양한 외부성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성에 대한 교
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환경문제뿐 아
니라 다른 외부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제품의 소
비,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은 환경위해물질의 배출 외에도 정체
로 인한 통행시간의 증가, 도시의 단절, 사고위험의 증대 등의 외부
성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외부성에 대한 교정기능을 강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외부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교정적 기능을 강화하는 경우 에너지제품의 가격인상은 불
가피할 것이고, 이에 따른 세원 위축 및 세수 감소도 예상할 수 있

26) 기존의 교통세는 2003 년 12 월을 기준으로 목적세 운영시한이 만료되었지만, 담
당부처의 반발로 3 년간 연장존치한 바 있으며, 다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
이 변경되면서 2009년까지 재존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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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유류품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고 장기에 있어서도 여타의 재화에 비하여 비
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세율인
상으로 인한 세수의 급격한 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제운영의 목적을 단지 세수확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환
경오염의 억제 등 사회적 비용발생의 저감에 둔다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다소간의 세수감소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표 Ⅳ－8. 에너지제품의 수요탄력성
구 분

단 기

장 기

휘발유

0.167∼0.209

0.061∼0.079

등유

0.449∼0.534

1.234∼1.227

경유

0.101∼0.102

－산업용 경유

0.028∼0.048

－수송용 경유

0.240∼0.244

0.079∼0.093

－가정･상업용 경유

2.001∼2.357

2.631∼3.468

자료: 김상겸, 최근 조세및재정 관련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3 에서 재인용

❙ 표 Ⅳ－9. 차종별 주행거리 기준 대기오염비용 원단위
(단위: 원/km)
CO

차 종
승용차

버스

트럭

HC

NOx

PM

자가용(휘발유)

0.5501

1.0094

0.7851

0

택 시(LPG)

0.3798

0.6871

0.5344

0

소 형(경유)

5.4699

9.8926

7.5569

9.8926

중 형(경유)

5.4327

5.8378

2.3351

8.4064

대 형(경유)

5.9558

6.3998

2.5599

9.2158

소 형(경유)

5.3950

9.7573

9.8735

9.7573

중 형(경유)

5.7246

6.1515

2.4606

8.8581

대 형(경유)

4.5926

4.9350

1.9739

7.1064

자료: 김상겸･홍종호, ｢교통부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비용 추정과 사례분석: 유지비
용접근법의 적용｣, 공공경제, 제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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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에너지제품에 대한 구체적 세율까지 언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외부성을 교정하기 위한 최적세율
은 환경의 한계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비용을 세율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염의 사
회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
기오염의 가치만을 세율체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대기오염 가치의
추정결과는 연구자별로, 적용기법별로 매우 다양한데다가 결과의 적
정성에 대한 논란 역시 뜨겁기 때문에 특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공식 타당성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기오염 가치를 이용하기로 한
다. 동 연구에서 적용 중인 추정치를 이용하여 대기오염의 가치를 개
략적이나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결과는
차종별(연료별), 대기오염요소별 원단위 가치가 단위주행거리를 기준
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세 또는 유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는 단위 기준량(리터)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므로, KDI의 추정결
과를 통해 환경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원단위 가치에 차종
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주면 된다.27) 이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연료별 환경오염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리터당 21.57원,

LPG 택시의 경우에는 리터당 10.49원의 환경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나 트럭 등 오염발생량이 많은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비용을 발생시킨다. 버스의 경우에는 리터당 최
고 95원, 트럭의 경우에는 리터당 46원에서 255원까지 오염비용이 발
27) 차종별 평균주행거리는 산업자원부, 2002년도 에너지 총조사보고서, 2003 에
서 제시된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9.2( km/l), 택시의 경우
6.55(km/l), 버스의 경우 평균 2.89(km/l), 그리고 트럭은 소형차량 7.32(km/ l),
중형차량 4.09(km/l), 대형차량 2.49(km/ l)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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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표 Ⅳ－10. 차종별 대기오염비용의 추정
(단위: 원/리터)
차 종
승용차

버스

트럭

구 분

오염비용

자가용(휘발유)

21.57

택 시(LPG)

10.49

소 형(경유)

94.83

중 형(경유)

63.61

대 형(경유)

69.74

소 형(경유)

254.61

중 형(경유)

94.87

대 형(경유)

46.33

자료: 김상겸･홍종호, ｢교통부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비용 추정과 사례분석: 유지비
용접근법의 적용｣, 공공경제, 제8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이와 같은 계산결과는 국가 차원의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사용하
는 추정결과이므로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추정결
과에 대한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의 표에
제시한 추정가치는 개략적인 계산결과인데다가 단지 4대 대기오염
요소에 대한 오염가치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소음 등 기타 환경가치
가 모두 반영된 것이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8) 그러나 적어도 현
재와 같이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현 세율체계에는
일정부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원유가격 상
28) KDI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환경오염가치의 최저한
(minimum)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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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따른 에너지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기본적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품원가보다 관련 세금의 비중이 더 커서 에
너지가격이 높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세금(교통･에
너지･환경 세+에너지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을 인하하는 것이 그리 바람

직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물론 에너지세율의 인하는 소비자
가격의 인하를 가져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율이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세제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그
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더욱이 향후 원유가격이 지속
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는 더더욱 그러하
다 할 것이다.29) 따라서 단기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안은 세
수손실만 가져올 뿐, 민생안정 등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전개될 국제환경
협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
라는 기후변화협약상에서 당초의 예상보다 일찍 온실가스저감 부담
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제품에 대한 과세는 이에 대응
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제로 평가된다. 즉 환경세나 탄소세로의 전용
까지 고려하는 정책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정책목표를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세목인 것이다. 결국 에너지가격 저감을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선택 가능한 대안일지는 몰라
도,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는 세제운영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29) 원유가격의 폭등 현상은 수요측면에서 발생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산유국들의 생산량은 뚜렷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은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
되었기 때문이다. 이의 원인은 중국 및 인도 등 신흥 산업국가들에서의 원유수
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향후 중국 등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
가될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원유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유가격은 향후에도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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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
인 차원에서의 대책, 즉 저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이나 에너지소
비효율의 제고 등 에너지를 적게 쓰는 대책이 단기적 가격인하 방안
보다는 더욱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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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세는 다른 국세세목들에 비하여 그 규모
가 크지는 않지만, 정책세제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것
으로 인식되는 반면, 주세체계에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주세의 운영방향은 주류소비의 적정화
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세의 부과는 상대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류
소비조절에 비교적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
르면, 주류소비의 탄력성은 단기에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주류소비의 탄
력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성명재(1997)는 우리나라 술
소비의 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연구결과 소주수요의 소득탄력
성은 거의 0에 가깝고, 가격탄력성은 단기에 0.35, 장기에 0.3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연구의 연구결과에서는 맥주의 탄력
성을 단기에는 0.6, 장기에 0.5 내외로 추정하여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위스키 등 고급주류는 소득탄력성이 1.5 내외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류소비의 탄력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
과를 살펴보면 연구결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Leung & Phelps(1993)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맥주가격
탄력성을 0.3, 와인의 경우 1.0, 그리고 위스키 등은 1.5로 추정한
바 있다. 한편 Nelson(1997)은 1974∼1990년 사이의 시계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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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바 있는데, 동 연구결과는

Leung & Phelps의 결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맥
주의 경우 0.16, 포도주 0.58, 위스키 등의 증류주(spirits)의 경우 0.39
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Clements 외(1997)의 연구에서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의 술 소비 탄력성을 추정하였는데 시
계열분석 결과 맥주는 0.35, 포도주는 0.68, 증류주 등은 0.98로 나
타나 Nelson의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연구결과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에는 낮고 장기에는 상대적으로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세를 통한 주류소비의 조절은 단기적
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율의 인상은 주류의 소비가 발생시키는 사회
적인 외부비용을 고려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주
세의 정책적 기능을 외부성에 대한 교정이라고 본다면 가장 바람직
한 세율은 피구세의 원리에 따라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 = 한계
세율’ 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노인철(1997)의
연구에서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총 비용을 약 13조6천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 가운
데 음주자들이 직접부담하지 않은 것이 약 8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주류소비로 인한 외부비용의 규모가 연간 8조7천억 원이라 할 수 있
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2007년의 외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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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 보면 대략 13조1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30) 자료가
확보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05년도의 주세의 세수실적이 2조6천
억 원임을 감안해 보면 조세징수액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20% 정도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31) 세율인상에 따라 세원이 다소간 위축될
것을 가정하면, 외부비용을 세율체계에 일정수준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거의 5배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세율을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세원의 위축, 즉 주류소비의 감소와 세수감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주류의 가격탄력성이 여타의 재화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작음을 감안하면 세수위축은 적어도 단기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감소가 가시적으로 발
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세의 기본적 정책목표는 세수확보
보다는 주류소비 조정에 두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세수감소의 문제가
세율인상의 당위성을 위축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보에 기
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류소비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인 방안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32)

30) 95년을 기준으로 매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값임.
31) 2005 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동 연도 주세수입은 2조6천억 원이고 2005년의 주
류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치는 12 조3 천5 백억 원이므로 21% 정도가 된다.
32) 물론 현실적으로 주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주세율 인상
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율인상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므로 중장
기적으로 납세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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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조정과 관련하여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세율체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의 세율은 고도주의 세율과 저도주의 세율이 불합리하게 역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최근 저도주인 맥주의 세율이 고도주인 위
스키 등의 세율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
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알코올 도수에 따른 합리적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알코올의 도수에 따른 과
세, 즉 종량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구나 주류소비에 따른 외
부성이 대략 알코올의 함유도수에 비례함을 감안해 본다면 종량과
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 평가된다. 만약 종가세의 유
지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최소한 고도주와 저도주 간의 세
율역전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율개편 시에는 최
소한 고도주의 세율이 저도주의 세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준은 지
켜져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세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분류체계를 재정리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체계
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무려 13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는 과세체계만 복잡하게 할 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특히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향후 세제개편의 중요한 주제(theme)로 삼는다
면 분류체계의 정리는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
의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증류주, 맥주, 와인 등으로 분류를 단순화
하는 한편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
만, 동일한 주종 내에서는 도수에 따른 세율의 차별적용은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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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류소비 억제를 통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라는 본연의 정책목표
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저가주의 가격상승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
적으로 알코올 의존도의 감소나 중독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
소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주세체계 단순
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교육세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체계에서는 고율로 과
세되는 주종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세가 부가과세되고 저율로 과세
되는 주종에 대해서는 낮은 교육세가 부가과세되기 때문에 추가적
인 세율차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높은 세율차이는 조세의 초과부
담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이 없다면 조세의 효
율성만 감소시키는 교육세는 모두 주세 본세율에 흡수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라는 차원에서도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만약 본세통합이 단기적으로 어렵다
면 최소한 과도기적으로라도 교육세율의 차별과세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가세로 인하여 세율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조세효율성이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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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소비세

주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배는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재화이다. 따라서 담뱃세는 세수확보가 아닌 담배소비 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정책목표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담뱃세체계는 담배소비세는 물론
부가세 및 각종 공과금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의 담뱃세체계에는 담배소비로 인한 흡연자 및 타
인의 신체적 위해 등을 고려하는 장치도 이미 가지고 있다. 국민건
강증진기금 등의 부과가 바로 흡연의 신체적 위해에 대한 외부비용
을 내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의 존재가 실
제로 담배의 외부비용을 충분히 가격체계 내에 구현하는지에 대해
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다. 담뱃값 내에 담뱃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액수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아직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평가할 때, 향후 담뱃세체계를 개편할 때에는 세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가 있다.
담뱃세의 증가는 세수증가는 물론 담배소비를 일정수준 억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정책도입의 명분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는 소비재화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
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따라서 담뱃세의 대

33) Poterba(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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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인상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담배세수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담뱃세 정책
의 목표는 세수의 확보보다는 외부비용의 내재화, 그리고 이를 통한
소비억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수증대효과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뱃값의 인상은 그 효
과가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라
는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
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던 영국은 담뱃세의 인상으로 흡연자 비
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인 1972년 영국의 흡연
자 비율은 46%였으나 담뱃세가 인상되고 난 후인 94년에는 2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27∼28% 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흡연자 비율의 감소 추이와 유사하게, 담배소비 역시 담배세율의 인
상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담뱃세 인상 전 1990년의 궐련소비
량은 연간 51억 갑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44억 갑, 2000년 41억
갑, 2003년 37.5억 갑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담배소비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을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근래 들어 다소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
을 고려해 본다면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담배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담배세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을 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
비자가격 내 세금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담뱃세
는 세계최저 수준이고,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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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 미만, 유럽 각국의 평균 수준에 비교해도 40%를 넘지 않
는다. 심지어 담배소비에 대해 관대한 편인 미국에 비교해도 낮은
편임을 감안할 때 담뱃세 인상폭은 충분히 높게 조절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담뱃세가 담뱃값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담뱃세의 대폭적 인상이 단지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 억제를 통한 국
민건강의 증진이므로 과감한 인상이 그리 어렵지만도 않아 보인다.
세율인상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전반적 소비감소 움직임 속에
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소비를 효과적으로 억
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
소년들의 접근 용이성이 강한 저가 담배들에 대한 세율인상도 당연
히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세금인상이 약물 등의 저가 대체
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세제 이외의 보완책들도 입체적으로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담배 수입의 증가 및 암시장의 형성
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국제물류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국제화물에 대한 검색 미비
등으로 담배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지
난 10여 년간의 대폭적 담뱃세 강화로 담배의 밀수와 암시장이 발달
하였고, 심지어 위조담배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위조담배의 문
제는 세수감소라는 1차적 문제뿐 아니라, 나아가 자칫 국민건강 증
진이라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까지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이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서는 담뱃세의 인상과 더불어 세제외적인 정책수단까지 충
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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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소비가 저소득층에 더욱 광범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
면 담배소비세 자체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담의 분
포 역시 역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담배소비
세의 대폭적인 인상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
된다. 하지만 소비세제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은 불가피한 것이고,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하여 조세형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임을 직시한다면 다소간의 역진성 심화는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차 강조하지만 담뱃세의 정책목표는
소비억제와 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기 때문이다.
담배세제 개편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잡한 세제를 단
순화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담뱃세체계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담배소비세에 부가과세
되는 교육세, 그리고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진흥기금, 연초생산안정
화기금,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세제의 단순화가
향후 세제개편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주제라면 담배세제 개편
시에도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세는 본세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교육세는 담배소비
와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담배소비에 부가되는 것
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부가세로서의 교육
세는 비단 담배소비세에만 추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반적인
부가세 조정 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세제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폐기물부담금은 담배가 발생시키는 환경적 위해를 감안
하여 부과되는 광의적 개념에서 환경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
다.34) 향후 세제개편 시에 담배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34) 폐기물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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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를 부담금 등의 준조세성 공과금의 형태로 유지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세제를 불필요
하게 복잡하게 하는 부분은 본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2002년에 새로 부과되기 시작한 연초생산
안정화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엽연초경작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해 제조업자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을 위해 도입된 준조세성 기금이다. 즉 담배소비와 이에 따른 정책적
요소와는 무관히 단지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용 과금(levy)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기금은 담배세제 내
에서의 정책적 역할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연초생산안정화기
금은 아직 시행역사가 일천하여 운용 등에 대한 평가는 내리기 어려
우나 적어도 기금의 정책적 기능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배소비자들에게 뚜렷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연초생산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
의 운영방식은 시장경제적 관점에서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
서 동 기금은 세제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큰 그림 안에서 부
과 여부를 재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
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위해성을 감안하여 부가되는 것으로서 외
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내부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의 사용처와 담배소비로 인한 피해 사이의 관계가 강하지 않은 문제
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일종의 환경 관
련 과금(environmental lev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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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담배의 외부비용을 가격체계 내에 구현하는 기능은
그리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35) 더구나 기
금은 목적세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고 운영함으로써
따른 비효율의 문제와 예산과 같이 엄격한 심의를 거지지 않아 운영
효율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는 효율성 제고를 지향해야 할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과도 적절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
부비용의 내부화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이를 구현하는 장치로써 기
금을 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향후 바람직한 담배세제는 담배소비억제기
능과 세원확보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
경우 정책의 우선적 목표는 가격체계 안에 외부비용을 적절히 구현
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주세와 같이
세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를 운영
한다면 국세로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단순히 세수확보의
기능만을 기대한다면 구태여 국세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담배소비
의 억제와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정책기능을 강화한다면 지방세
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담
배소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장치로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
강증진기금이나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들은 본세에 흡수통합
하거나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5) 실제로 동 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
기 어려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기획예산처,
기금현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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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저세 및 도축세

현재의 레저세는 도입 당시의 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성의 교정과 같은 정책적 기능보다는 단지 세수확
보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6)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의 주요 부과대상인 경마의 경우에는 건전한 레저문화의 창달
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을 적
지 않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레저세에 교
정과세적 기능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레저세에는 지방정부의 세
수확보라는 기능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형세원이 특정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은 지방
재정의 불균형문제를 심화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최근 장외 발
권소를 여러 곳에 두어 세원의 편중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
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원의 특정지역에 편중문제는 좀처럼 해결
하기 힘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때, 현행의 레저세
의 개편방향은 외부비용을 가격기구에 적절히 내부화(internalize)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세
제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의 레
저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비용의
제어는 지방세 차원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레저세의 경우
와 같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세로 운영하는
36) 레저세(구 경주마권세)의 세율은 74 년 잠시 20% 로 인상되었다가, 이듬해인 75 년
다시 10% 로 하향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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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현행의 레저세에 정책세제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운영하는 것
이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물론 현재의 레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국세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해가 걸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만 현재의 레저세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심화하는 등 지방세로 유
지함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국세화 방안은 충분히 고
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이때 부족해지는 지방세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37) 만약 레저
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장소에 대
한 특별소비세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저세에는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장소에 대한 교정과세적 기능
을 부여할 수 있지만, 만약 국세로 통합된다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
는 세목이 중복될 것이기 때문이다.38) 따라서 레저세를 국세로 편입
한다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목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기능상
비슷한 특별소비세(개편 후의 장소 에 대 한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도축세는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축세는 오랫동안 과세되어 왔기 때문에 과세의
역사성 측면에서 전통이 인정되는 세목이지만, 가축의 도살에 세금
37) 이는 비단 레저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담배소비세 국세화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에도 적용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안 제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38) 현재의 특별소비세에는 외부비용의 교정기능이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특별소비세의 개선 시 교정과세적 기능이 강
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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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논리상 합리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축세는 그 세수가 꾸준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징세행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 세수규모가 그리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따라서 도축세의 개편은 그 속성을 감안하여 행정수수료로 전
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나아가 전반적인 세제 단순화
의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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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소득과세, 재산보유과세와 함께
중요한 세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
라, 과세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들 3대 세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시대에나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변변한 소득이 없었던 시대에는 재
산보유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인 소득
발생계층이 생긴 이후부터는 소득세가 중요한 세원으로 등장하였다.
향후에는 소비세의 비중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
서 소비세 중심의 세제개편을 위해 착수, 또는 계획 중이며 이러한
흐름에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에 대
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세제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해 본다
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세제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개편방
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서 소비세제의 범
주에 드는 세목들로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그
리고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담배
소비세, 레저세(구 경주마 권세), 도축세 등이 있다. 전체 국세세수에서
소비과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며, 주요 국세세목에 소비세 관련 세목들이 세수기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세세수의 3분의 1 가
량을 차지하여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가 많으며, 교통세와 특
별소비세 역시 매년 의미 있는 비중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소비과세는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세제운용에 있어서 그 비중이 더욱 증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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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
진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정부주도의 경제발전기에 국가가 재정정책
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우
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제
적 여건변화의 지속과 향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가 예상됨
에 따라 이제 세제측면에서의 역할도 변화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
다. 실제로 세출의 급증과 제한된 세수증가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개
편의 방향이 더욱 큰 틀에서 새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세원이 풍부하여 세수측면의 안
정성이 인정되는 반면, 거래과정의 불가피한 왜곡을 유발함에 따라
경제적 비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상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면 향후 우리나라 소비과세 분야의 개편방향은 뚜렷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 과세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능 왜곡 등의 비효
율 문제를 극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요약하면 ‘ 안정적인 세수확보’ 와 외부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정책세제적 기능의 강조’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란, 향후 직면하게 될 재정운영의 압박에서 우
리나라 재정정책의 운신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표
이다. 향후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현재보다 더 고도화되면 자본은 물
론이고 노동의 국제 간 이동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므로, 소득세나 법
인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증가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관세수입의 감소는 이미 예상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급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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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는 다른 범
주세목들의 세율인상이나 세수증가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결국 세수확보에 있어 소비과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세제 개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재화들은 재화의 특성상 그 소비과정에서 불가피한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
제협약상의 환경의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외부성은 적절히 제어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비과세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
함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환경
오염 등 사회적 위해성이 있는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과세는 조세가
발생시키는 비효율에서 자유로운, 즉 시장왜곡을 저감하는 교정적
(corrective)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다면 소비과세의 정책세제적인 기능의 적절한 활용은 세수확
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해주
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리나라 소비세제의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
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안정적
인 세수확보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부여하고, 그 외의 세목들에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정책세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현재와 같이 세수확보기능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디 부가가
치세는 매 단계별로 추가되는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중복과세에서 오는 비효율 요인들이 억제될 수 있는 세목이다. 또
한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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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다양한 공제, 면세 등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세원이 상당부분 훼손된 문제가 있다. 이는 세
수확보를 위해 세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
서 확대해야 하는39)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개선방안에 심각한 장애
로 인식된다. 또한 이와 같은 예외조항의 존재는 전단계세액공제제
도를 채택함에 따른 이점을 무력화하는 치명적인 문제도 발생시킨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회복하고, 세
수확보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예외조항을 정비할 필
요가 있다. 세율의 다양화를 포함한 세율인상 정책은 그 이후에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명칭 그대로 특별한 소비에 부과하여 소비세(구체적
으로 부가가치 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

이지만, 경제여건과 상황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역진성의 문제를 가
중하는 등 존치의 의미가 남아 있지 않은 세목으로 평가된다. 따라
서 특별소비세는 단기적으로 세목을 폐지하되, 과세 대상별로 재구
성하여 개별소비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먼저 에너
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목적세 만기 후 일반세로 복귀하는 휘발유
및 경유와 통합하여 에너지소비세 등의 명칭으로 계속 과세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이때 과세의 원칙은 에너지소비가 발생시
키는 외부성을 제어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야 한다. 에너지소비세(가칭)는 향후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의무 조
항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세목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39) 이는 확장적 과세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보다는 광의적 개념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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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 충분히 모색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현재 사행
성 장소 등의 출입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역시 이들 장소 등
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외부비용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의 형태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세율은 외부비용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통세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도입
된 것으로 목적세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교통･환경･에너
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9년까지 목적세 존치가 확정된 상태이
다. 교통세는 그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정책세제 가운데 가장 유용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세목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기후 관련 협약의 이
행을 위해서는 탄소세 성격의 세목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교통세는 탄소세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
한 세목이다. 따라서 이의 개편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소비 전반에 걸친 과세방안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교
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에 대해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목적세 형
태의 현행 과세방안을 향후에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
한 것이다. 세제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통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외부성의 교정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국세의 주세와 지방
세인 담배소비세 역시 중기적 관점에서 더욱 강화 과세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담배소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주류소비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
제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 외부비용의 증가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
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정책 차원에서 일정수준 수요를 억제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은 향후 노동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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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데, 근래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흡
연과 음주 연령의 하향화는 정책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어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세수확보의 차원이 아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세
와 담배소비세는 과세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적정 세율은
향후 보완연구를 통해 추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는 파격적인 세율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세제운영을 위해서
는 현재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국세화하는 것도 고
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전환이 효과적으
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까지 함께 고려하
는 더 큰 틀에서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세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 역시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레저세의
주된 부과대상인 경마장 등은 당초의 도입목적과는 다르게 사행성
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의 사회적 비용을 제어한다
는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개
편과 보조를 함께해야 한다. 레저세에 정책적 기능을 강조하고, 이
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레저세의 국세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도축세는 과세의 효과성이나 당위성이 현저히 퇴색한 세목이므로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행정수수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이는 세목수의 감소나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그 효과가 인
정되는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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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sumption Tax Reform in Korea

K im, Sa ng K yum

The tax sys tem of the twentieth century could be summarized as taxation
based on income, which increasingly reveals its weakness in terms of efficiency
as globa lization is intensified. However, many public ec onomists pointed out
that thes e problems could be overcam e with cons um ption t ax, which is
growth-friendly syst em. Some leading countries began to reform t heir tax
syst em with consumption bas ed one. In this s ense, consumption based tax
system is serious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come based tax
sys tem wit h double t axat ion.
This study reviews current consumption tax system in korea, and try to find
out its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tax reform, based on four major principles in
tax reform of Korea, effic iency, simplicity, global standard, and responsibility.
This study covers all the consumption taxes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VAT, special consumption tax,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al
tax (formerly known as transportation tax), liquor tax. For the local taxes, this
st udy a lso reviews tobacc o tax, leisure t ax, and butc hery tax. T 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as follows . F or VAT , in order to keep its tax base
broadly, the exceptions on taxation, such as tax exemption, zero rate tax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reduced. For other taxes, the tax rates should actively
reflect the ext ernal costs of cons umption, to internalize the c onsumption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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