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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에 와서 지역

주민들은 그 자치단체에 대하여 서비스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근거로 내실 있는 지방분권

과 자치경쟁력을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운영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재정공시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의 주민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만 전 자치단체의 56%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에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

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임에도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세의 자치

재원 조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그 주된 대상이 지방세인

것이다.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체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지방세

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기존 지방세의 세율을 자

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김

의효, 2006) 그러나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한 징수율제고, 탄력세율의 활용 등 자

치단체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방세의 구조는 복

잡 다양하며, 많은 문제점 해결하고 향후 세제를 개정해 나아가야 한다.

2006년 GS건설(주)와 대한주택공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내역 자료를 살펴보

면 실질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장소인 건설현장의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세액은 매우 적고 건설현장 지원부서인 본사 및 사옥이 소재하

는 시․군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소재의 지방단치단체에서 도로, 항만등 사

회간접자본(시설)을 제공하고 행정비용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대부

분을 건설회사의 본사(수도권 소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공평과세원칙과 응익과

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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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을 검토하고, 현행안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 배분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모형 및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현행 법인세할 주

민세의 과세근거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및 건축물연면적기준 안

분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세입 균형 있는 세정수입 효과를

위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기준 개정과 배분효과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법인세할 주민세의 성격 및 법률적 근거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

로 하여 법인세액의 10%를 부과하는 조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부

＜그림 1> 연구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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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시ㆍ군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과세

되는 대표적인 인세(人稅)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다수의 법인에게 부담시키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세의 성질도 가

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원칙이 잘 구현된 시ㆍ군 독립세이다(김의

효, 2006). 이러한 성격이 잘 구현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시ㆍ군에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직

접적인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방법은 아주 중요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2010년 3월 지방세법은 제정된 이래 60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루어졌

다. 지방세법의 개편 배경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

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

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할 주민세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방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방세법 제89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소득분(법인세분)에 대한 표준세율은 법

인세액의 100분의 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

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또한, 지

방세법 제 91조에 따르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

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1)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1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

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ㆍ군에 납

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와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의 건축물의 연면적 평균2)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이 경우 특별시ㆍ

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

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의 법률

적 근거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을 완료할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1) 6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2)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법인세할주민세총액×법인의총종업원수

해당시·군안종업원수
법인의총건축물연면적

해당시·군안건축물연면적
÷×해당 시·군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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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

2.1 법인세할 주민세 세원과 과세현황
2003년부터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 신설법인의 증가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

기의 활성화로 시ㆍ군 구내의 공사현장의 법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힘입어 <그

림 2>의 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규모를 보면 2002년 19,236억원이던 세수가

2005년에는 28,854억원에 달하여 2002년 대비 50%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2002년 이후 법인세할 주민세의 전국적인 세수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법인세할 주민세의 지역별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세수의 과반수에 달하는 49%가 서울(8,563억원, 30%)・경기(5,468억원, 19%)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광역시(1,121억원, 4%)를 포함할 경우 2005년 법인세할 주민

세 28,854억원 중 15,242억원(전체대비 53%)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과반수를 초

과함으로써, 지방의 탈 세수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36

24,66025,344

28,854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02 2003 2004 2005

단위(억원)

년 도

자료: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지방세연감

＜그림 2> 연도별・지역별 법인세할 주민세 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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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 분 자립도 구 분 자립도 구 분 자립도 구 분 자립도

서 울 85.7 광 주 47.8 강 원 23.3 전 남 11.0

부 산 59.2 대 전 61.2 충 북 27.0 경 북 20.7

대 구 56.7 울 산 63.3 충 남 29.7 경 남 32.1

인 천 71.2 경 기 66.1 전 북 15.3 제 주 25.9

2.2 지방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든 위임사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의

운영상황을 보면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그 추세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

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

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

계액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인바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1>의 2009년도 지방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5.7%로 가장 높아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전남의 11.0%와 무려 74.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의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

립도가 50%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30%미만의 자치단체도 7개나 됨을 볼 수 있다.

<표 1>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공개시스템(http://lofin.mogaha.go.kr)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표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주재원

+의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지방세+세외수입)로 되어있어 의존재원(국고보조

+지방교부세)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의 수준이나 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지만 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 등의 지표로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어느 단체의 예산에서

당해년도의 국고보조 등 지원이 늘어나면 지방세수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립

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국고지원이 줄어들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또한 지방에서

의 일반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의 교부와도 역의 관계(반비례)가 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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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연 도 ‘92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자립도 69.6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4.1

<표 2> 연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지방교부세의 배정이 늘어날수록 자립도는 낮아지게 된다(김의효, 2007). 지방자

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증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지방 재정

력의 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재원의 보장이란 면에서는 바람직하

기도 하다. <표 2>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보면 1992년

69.6%에서 2008년 53.9%로 15.7%가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자립도의 저

하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은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서는 소비과세에서의 국세 중 일부 조세가 우

선 지방세로 이양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노력에 의한 지방세 세원발굴과 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과 같은 제도적인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공개시스템(http://lofin.mogaha.go.kr)

Ⅲ.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1. 현행제도하의 안분방법의 문제점

1.1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기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을 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합

리적인 안분방법이라 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하루만 공사를 할 경우에도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가하면 12월 30일까지는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12월 31일부터 년

말연휴 기타 사정 등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인세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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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 안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건설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여러 곳에 산재된 사업장이 많아 안분방법의

복잡성과 납부제도의 불편사유 때문에 실무자가 고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전

사업장의 임금을 휴무처리함으로써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안분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일정한 시점 기준

으로 지방세를 과세한다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

세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일정한 시점 이전에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

다(권강웅․권태형, 2007; 전등흔, 2007). 따라서 사업연도중과 사업연도 종료일간

에 종업원의 수나 보유 건축물 연면적의 변동이 큰 업종의 경우 법인세 할 주민세

의 과세방법은 그 기간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기간

중의 종업원수나 보유 건축물 연면적도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안

2.1 종업원 수의 적용기준일의 재정립 요구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방법

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한정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건설현장이 완료된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배분되지 않는 형평성이 결여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공사로 인해 매월 일정 종업

원의 장기간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그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은 반드시 배분의

우위에 있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 지방

세법 법인세할 주민세의 배분에서 제외됨은 형평성 있는 배분방법이 아니며 결과

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원인이 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

기간중의 월별 종업원 수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기간 중의 모든 종업원

수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2 건축물 연면적 적용방법의 개정
건축물의 연면적의 배분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지방세법의 건축물 존치기간을 계산하는 개정도 필요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해당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

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이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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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

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일정한 시점 이전에 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업연도중과 사업연도 종료일간에 종업원의 수나 보유 건축물 연면적의 변동이

큰 업종의 경우 법인세 할 주민세의 과세방법은 그 기간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기간 중의 종업원 수나 보유 건축물 연면적도 고려하

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축물의 사업연도기간중의

연면적을 안분방법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

도 그 사업장이 가동된 기간 중의 법인세 발생액을 인정하여 적절히 배분하기 위

함인 것이다.

2.3 안분방법에 매출액 추가 방안
법인세의 발생원천은 기업의 수익이며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 이러한

수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안분계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은 지점(지방)에서 발생하여 지점(지방)지역단체에서 법인

세할 주민세가 납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시 실질적인 주사업장(본

점)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실제 1994년 이전에 매출액 기준

안분방법으로 사용되다가 매출액의 인식의 회계처리 규정의 복잡성 등으로 매출

액 기준은 삭제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3)와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인식 시기4)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장기할부매출 및 장기도급공사 등

몇몇 유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이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이들 중 어떤 기준이 더욱 균형 있는 배분이 되는지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의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

부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방법은 <그림 3>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인도시점(예외: 공급시기가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행시점)

4) 재화의 인도일 : 세금계산서 및 대금 결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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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

사업기간중의
종업원수

사업기간중의
건축물연면적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매출액

■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시ㆍ군내의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월별 종업원수 : 사업연도 기간중의 매월말일 현재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월별 종업원수의 합
법인의 월별 종업원수의 총합

■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월별 건축물연면적 : 사업연도 기간중의 매월말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당해 시ㆍ군내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
법인의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

당해 시ㆍ군 구내의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사업기간중의 매출액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당시 매출액 중
사업기간중의 매출액의 합

당해 시ㆍ군내 사업기간중의 매출액
당해 사업기간중의 법인의 총 매출액

안
분

사업기간중의
종업원수

사업기간중의
건축물연면적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매출액

■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시ㆍ군내의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수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월별 종업원수 : 사업연도 기간중의 매월말일 현재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월별 종업원수의 합
법인의 월별 종업원수의 총합
당해 시ㆍ군내 월별 종업원수의 합
법인의 월별 종업원수의 총합

■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월별 건축물연면적 : 사업연도 기간중의 매월말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당해 시ㆍ군내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
법인의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
당해 시ㆍ군내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
법인의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

당해 시ㆍ군 구내의 건축물 연면적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개선 : 당해 사업기간 중

● 사업기간중의 매출액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당시 매출액 중
사업기간중의 매출액의 합

당해 시ㆍ군내 사업기간중의 매출액
당해 사업기간중의 법인의 총 매출액
당해 시ㆍ군내 사업기간중의 매출액
당해 사업기간중의 법인의 총 매출액

＜그림 3> 안분방법의 모형

위의 안분방법을 토대로 개정되어야 할 지방세법 시행령을 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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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정안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법……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에 의한다, 이 경우…본점 또

는 주사무소…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법인세

총액×(당해시ㆍ군 내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법

인의 총연면적)÷2×당해 시ㆍ군의 세율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으로 하

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

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89조【법인세분의

과세방법】①법……납부하여야 한다.(동

일)이 경우…본점 또는 주사무소…납부하

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

액=법인세총액×(당해 사업기간 중 당해

시ㆍ군내 월별 종업원수의 합/당해 사업

기간 중 법인의 월별 종업원수의 총합+

당해 사업기간 중 시ㆍ군내의 월별건축물

연면적의 합/당해 사업기간 중 법인의 월

별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당해 시ㆍ군내

사업기간중의 매출액/당해 사업기간중의

법인의 총 매출액)÷3×당해 시ㆍ군의 세

율

②제1항의 종업원(법제243조제6호이 규

정에 의한 종업원)수는 사업연도기간중의

매월 말일 현재 종업원수로 하고, 제1항

의 당해 사업기간 중의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연도기간중의 매월 말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으로 계산한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

하는……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여기서

사업기간중이라 함은 전년도 사업연도 종

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의 계속사업기간이라 한다. ③ 제1항의

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장별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

액의 과세표준(영세율 적용대상 포함)으

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사업장별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 3> 개정되어야할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3.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 개선 효과 분석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할 주

민세의 안분방법에 매출액을 추가한 경우 배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 살

펴보면 안분방법의 변경 후 법인세할 주민세의 지방세수는 자동차 7.5% 감소, 텔

레콤 9.6%증가, 쇼핑 1.4%감소, 건설 6.1%증가로 업종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텔레콤의 경우 안분방법 개선 후 53억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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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안분율(%)

서울시 지방 전국 서울 지방

○○

자동차

종업원 5,764 48,437 54,201 10.6 89.4

건축물연면적 322,703 4,459,031 4,781,734 6.7 93.3

지점(지사)수 111 356 467 31.2 68.8

주민세

(백만)

기존(A) 2,099 22,032 24,131 8.7 91.3

변경(B) 3,909 20,222 24,131 16.2 83.8

증감(B-A) 1,810 △1,810 0 7.5 △7.5

○○

텔레콤

종업원 3,182 1,275 4,457 71.4 28.6

건축물연면적 279,478 701,179 980,657 28.5 71.5

지점(지사)수 4 15 19 21.1 78.9

주민세

(백만)

기존(A) 27,406 27,466 54,872 49.9 50.1

변경(B) 22,113 32,759 54,872 40.3 59.7

증감(B-A) △5,293 5,293 0 △9.6 9.6

○○

쇼핑

종업원 7,804 13,439 21,243 36.7 63.3

건축물연면적 8,424 26,005 34,429 24.5 75.5

지점(지사)수 8 15 23 34.8 65.2

주민세

(백만)

기존(A) 5,630 12,722 18,402 30.6 69.4

변경(B) 5,888 12,514 18,402 32.0 68

증감(B-A) 258 △258 0 1.4 △1.4

○○

건설

종업원 261 171 432 41.3 58.7

건축물연면적 4,943 23,297 28,240 17.5 82.5

지점(지사)수 5 41 46 10.9 89.1

주민세

(백만)

기존(A) 416 1,004 1,420 29.3 70.7

변경(B) 329 1,091 1,420 23.2 76.8

증감(B-A) △87 87 0 △6.1 6.1

＜표 4> 안분방법 개선 후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할 주민세 배분 효과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 : 부산광역시, 2007년 지방세 업무자료 참조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도입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할 주민세 배분 분석(매출액 추가시) 실

질적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장소인 건설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세액은 매우 적고 건설현장 지원부서인 본사 및 사옥이 소재

하는 시․군에 납부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과다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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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수정안

안분기준 지역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연도기간 중 매월 말의합

종업원수

(명)

서울 500 500×12월 6,000

부산 0 10×9월+5×2월 100

계 500 6,100

건축물

연면적

(㎥)

서울 1,000 1,000×12월 12,000

부산 0 200×9월+100×2월 2,000

계 1,000 14,000

매출액

(원)

서울 - 500,000,000

부산 - 60,000,000

계 - 560,000,000

안분비율

서울 (500/500+1000/1000)/2 = 1
(6,000/6,100+12,000/14,000

+500/560)/3=0.91

부산 (0/500+0/1000)/2 0
(100/6,100+2,000/14,000

+60/560)/3=0.09

계 1 1

＜표 5> 서울・부산 법인세할 주민세 비교

법인의 사업장 중 법인 소득의 직접적인 창출처 아닌 지점 등 일선 사업장(부

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의 매출액을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 산식의 한 항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주민세 배분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을 법인세할 주민

세의 안분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포함하는 이유는 제조업체, 금융, 서비스업 등

대다수 업종의 법인의 일선 사업장은 지점(지사) 또는 영업소 형태로 사업자등

록 후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건설법인의 경우 지방의 대다수 사업장이 건설

현장으로 완공 후 철수하는 일시적인 사업장이므로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업장별 매출액 규모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아

파악에 한계점이 있으며, 사업장별로 균등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사례이다.

자료 : 부산광역시 , 2007년 지방세 업무자료 참조

둘째,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의해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방법의 효과이

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에의 경제력 집중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도권(서울)과 지

방(부산)간의 세입불균형에 법인세할 주민세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다. 지방세법개정 후의 결과를 <표 5>에서 살펴보면 본사인 서울은 개정 후에

배분비율이 100%에서 91%로 감소하고 부산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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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건설공사현장은 배분에서 제외 되었으나 과세기간을 감안한 새로운 배분

방법에 의하면 9%의 비율로 증가하여 보다 균형 있는 지방세수가 확보됨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   론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

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

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계산방법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수의 합과 사업연도별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안분방법에 매출

액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세 세원의 형평성

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사업연도종료일 현

재의 개념을 ‘사업연도 기간 중’으로 개정하여 안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업기간

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

사업기간’이라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 확보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입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

운 지방 재정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개선안 85

참고문헌
01. 김의효(2006), 지방세실무, 지방세연구회

02. 김의효(2007), 지방세의 신고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지방세연구회

03. 권강웅, 권태형(2007), 축조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04. 박광현(2005),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납부, 월간조세 통권205호

05. 전등흔(2007), 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06. 차호열(2007),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제도, 지방세지 23호, 한국지방재

정 공재회

07.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8), http://www.acrc.go.kr/acrc/index.do 제도개선자

료집. 1994～2004

08.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지방세 업무연찬자료, 2007

09.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2004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10.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2006년 12월 신설법인 동향

11.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법인세할주민세신고.납부가산세 적용

요령, 2005

12.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적용

기준요령 통보, 2007

13.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지방세연감 2003～2006년

14.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

행규칙, 2008

15.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법인세법,

2008



86 經營情報硏究 第30券 第1號

Abstract

Ways of Improving the Method of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5)6)Park, Sang-Bong*ㆍYu, Soon-Mi**

The existing tax law provides that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is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hrough a case analysi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such apportionment is not applied to

businesses whose operation was already withdrawn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proposed that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and a standard of corporation tax assessment, that

is, sales assesse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tax law. This proposal

already proved to be reasonable by lots of actual cases that showed the

realization of balance in taxation. To make more precise standards of the

above mentioned apportionment, then, the study proposed that in the

ordinance of the local tax law,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should be

replaced by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 In addition,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should be defined as 'in the period of continuous business'

from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vious year to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sent year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should be calculated by

month. These moves would bring more transparent and balanced local tax

assignment than present under the local tax law.

Key words :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number of employees.

total building area, sales, method of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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