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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
제도의 지역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한국에서 일본 고향
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고향납세 관련
10년 간의 축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
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 답례
품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 게임 여부의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
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떠안고 있다 하더라도 동 제도는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
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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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를 주장하는 논의는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제 데
이터를 이용한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와 관련된 데이터도 10
년 정도 축적되어 동 제도의 성숙화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나 시계열적인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의 경향적 특징
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에 상당)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경향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자치단체 간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
수, 기부액에 대한 공제액, 주민세(지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고향납세 기부 순
수령액(=수령액-기부액)의 최소값과 최대값 및 해당 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이
용하고 있다. 요컨대, 고향납세 기부 순수령액의 최소값과 최대값 및 해당 자치
단체 규명하고,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와 같은 형평화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
해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
구의 주된 내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일본 총무성의 고향납세 관련 데이터이
다. 이에 더해, 고향납세 기부 제도 적용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인구나
다른 지방재정 데이터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경향
적 특성 및 지방재정 형평화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과세 근거, 기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때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 제도가 소득세나 주민세 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일본 총무성이 제시하는 적용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적용자수(기부자수)가 몇 명인지, 동 제도 실시
후 기부액이나 공제액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장(신장)률을 보여왔는지도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고향 ‘납세’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태
는 ‘기부금’의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다. 기부금의 특수한 형태라 한 이유는, 통
상적인 기부금이 거의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고 환급되지 않는데 비해, 고향
납세 기부금은 2,000엔을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환급되는 형태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도 고향납세 기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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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적인 형태의 기부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고향납세 기부
자라는 점에서 보면 ‘기부자수’ 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는 익숙하겠지만, 일본에
서는 고향납세를 적용하는 자라는 뉘앙스를 갖는 ‘적용자수’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용자수와 기부자수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출발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
(2001-2006년)에서 마련되었던 삼위일체 개혁1) 이후 확대된 지역 간 재정력 격
차(세수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도입 취지를 둘
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염명배, 2018). 2006년 후쿠이현(福井
県)의 니시카와 카즈미(西川一誠) 지사가 ‘고향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주창할
당시만 해도 지방 간 재정력 격차(세수격차) 문제 해소가 주된 목표였다. 그러
다가 총무성 산하 고향납세연구회(ふるさと納税研究会)(2007)의 논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기부를 전제로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의의에서 ‘재정력 격차
완화’라는 항목을 제외시키기도 했다(염명배, 2010 ; 신두섭･염명배, 2016 ; 주
만수, 2017 ; 원종학, 2017).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사전적(ex ante)으로는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반드
시 가져올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는 하나 어떤 제도가 지방재
정 형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테마
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10년 동안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과가
사후적(ex post)으로 지방재정의 형평화에 기여했는지, 기여했다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 발의된 고향세 관련 입법(안)의 핵심적 도입취지(정책목표)로
서도 ‘지자체 간 지방재정의 형평성 개선’을 들고 있다(염명배, 2019 ; 2021).
한국에서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관한 논의도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법제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자세한 논의는 염명배(2017) 및
염명배(2021)를 참조 바람). 본 연구는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어떻게 성
숙화 과정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고향세 제
도(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경우 장차 지역간 재정 형평
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가늠해 보는데 본 연구가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1)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일체로 하는 개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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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I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고향세에
관한 선행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어 제III장에서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관한 개요를 언급한 다음, 제IV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적 특성을 밝히고 있으며, 제V장에서는 고향납세
순수령액으로 본 형평화 효과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제VI장은 형평화 지수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의 계산값에 기초한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 간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마지막 제VII장은 결론 부분으로 고향납세 기부
제도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국내 및 일본에서도 일본의 고향세에 대한 적지 않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하에서는 본고와 관련이 깊은 한일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의 연구동향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40편 가까운 일본 고향세 관련 학술연구가 수
행되었다.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
부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제도적’ 측면의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
구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염명배(2010), 신두섭･염명배
(2016), 주만수(2017), 염명배(2017), 김철(2017), 이희석(2017), 심재승(2017),
이병산(2018), 염명배(2018), 조재욱(2019), 염명배(2019). 조진우(2020), 유병
선･이창림(2020) 등이 있다. 염명배(2021)에서는 이들 연구에 관한 문헌 조사를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국내 고향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많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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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는 않았는데, 대표적 연구로는 염명배(2010), 남황우(2017), 신두섭･하혜
수(2017),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국중호･염명배(2018), 홍근석･염명배･
신두섭(2019)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염명배(2010), 신두섭･하혜수(2017), 임정
빈･김성찬･홍근석(2017), 홍근석･임정빈(2019),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는
국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남황우(2017), 국중호･염명배 (2018)는 일
본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연구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 유형의 실증적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고향납세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연구였던 염명배(2010)는 일본 고향(후루사토)
납세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2009년 도도부현(都道府県)별 고향납세 수입 내
역을 재정자립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고향납세제도가 재정력 격차 해소(형평
화 효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 초
기 단계에서의 효과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일본 고향납세 제
도가 성숙화 되면서 동 제도의 재정 형평화 효과가 점차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어 지니계수로 본 고향납세의 지방재정(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주
민세)에 미치는 형평화 효과는 도입 당시인 2008년에는 0.03%에 불과하였으나,
제도 실시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6.06%로 커지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VI
장의 <표 4>와 <그림 2> 및 그 설명을 참조 바람).
남황우(2017)는 제로섬 게임으로 하는 일본 고향납세 실적을 분석함에 있어
서 도도부현별 유입액과 유출액을 기준으로 유입단체와 유출단체로 구분하여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를 비교하고 재정력과의 상관계수를 도출했다. 분석 결
과 유입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 유출은 소수의 도도부현에 집중되
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남황우(2017)의 연구도 고향납세 기부제도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형평화 효과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아
가 고향납세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향납세가 제로섬 게임
이 아닐 수 있다.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 데이
터를 활용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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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가 총액 기준으로는 1,386억원∼7,352억원, 1인당 기준으로는 2,856원
∼14,068원의 재원확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가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실
제로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어느 정도 지방재정 형평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중호･염명배(2018)는 일본 고향납세 관련 데이터와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
여 지역 인구 대비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 비율이 늘면 일인당 기부액도 늘지
만 적용자(기부자)당 기부액이 커진다고 해서 일인당 기부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기부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
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향납세 기부에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
나, 지니계수 등의 형평화 지수를 이용한 분석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연구와는 달리 고향납세 제도 실시 후 10년에 걸친 재정 형평화 효과
에 주목하고 있다.2)
홍근석･임정빈(2019)은 1,002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
해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 수준 확충하는 효과
를 발생시키면서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재욱(2019)은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
한 후 고향세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재
정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기부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 간 과열 경쟁, 지
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부패 문제 등을 고향세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
점에 대한 (잠재적)기부자 대상 인식조사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목표
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많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
율은 현행 계획이 적절하며, 답례품제도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일정한 상한선을
2) 국중호･염명배(2018)에서는 자치단체 간에 고향납세 기부액이 어떤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
는가를 ‘적용자수 변화 요인’, ‘기부금액 증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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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출생한 20∼30대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조진우(2020)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지
방의 위기에 집중하여 새로운 재원확보 수단으로 ‘고향세’ 도입에 관심을 기울
였다. 그는 고향세제도의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향세를 지방
재정 개선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한 홍근석･임정빈(2019),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조진우
(2020)의 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대상으로 하
고 있지는 않다. 본 고는 이들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2008년 일본 고향
납세 도입 후 10년에 걸쳐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어떠한 성숙화 과정을 거쳐왔
고 지역형평화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일본의 연구동향
다음으로 일본의 고향납세 연구 동향을 보기로 하자. 일본에서도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 노오제)’ 제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고
향(후루사토)납세 기부금 제도에 관한 초기 연구로 고향납세연구회보고서(ふ
るさと納税研究会報告書) (2007)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고향납세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논의로, 고향납세 기부금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고향납세의 개념, 기부금 납부 유형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어떤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는데, 후지와라(藤原)(2008)는 고향납세 제도의 의의에 대해, 1)
고향납세 제도가 기부 대상 선택 시 지출 용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납세 의식
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 2) 고향납세 기부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인재
육성이나 환경보호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3) 고향납세 기부금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정보 제공 충실을 통해 자치의식을 제고시켜준다는 점
을 들고 있다. 이들 의의에 더해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듯이 지역간 재정 형평
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의의로 들 수 있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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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향납세 제도 변경이 크게 있었던 것은 2015년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4
월부터 소득세 확정신고를 요하지 않는 급여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고
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특례제도의 도입에 따른
고향납세 기부자수와 기부액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고향납세 제도가
지역간 답례품의 과열경쟁과 같은 부작용은 있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 밝
혀지듯이 고향납세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그 본래의 의도라 할 수 있는 재정형
평화 효과는 일정 정도 발휘되는 쪽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재정 형평화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야베･가사이･기
노시타(矢部･笠井･木下)(201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수도권 집중(일본에서는 ‘도쿄 일극(一極)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시정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
치단체) 및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지 데이터와 재정력과의 관
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른 2015년의 고향납세 기부액과 수
령액[受入額]의 수지 및 재정력를 보면, 재정력 지수 상위 6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의 수지가 적자이며, 기부에 따른 유출액도 이들 6개 자치단체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다. 본 고 제IV장의 계산 결과에서도 보이고 있듯이
최근 들어 도쿄도가 고향납세 유출액(기부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베･가사이･기노시타(2017)에서는, 도도부현의 고향납세 수지(收支) 만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 현청 소재지의 고향납세 수지에 주목해, 도쿄도를 제외한
46시 중 38시의 고향납세 수지에서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에
더해 이 연구에서는 각 도도부현의 인구의 상위와 하위 3개 시정촌의 고향납세
수지로부터 인구가 많은 시정촌의 61%가 적자라는 계산 결과를 제시하고 있
다.3)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도도부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도회지’ 도시로부
터 ‘지방’으로의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들 연구를 보면 고향납세를 이용
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자치체에서 주민세를
3) 이에 비해 矢部･笠井･木下(2017)에서는 인구가 적은 시정촌의 8.5%가 적자라는 계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정촌이 인구가 적은 시정촌에 비해 고향납세
적자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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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언이 어떤 판단 근거에 근거하
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역을 특정하여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한 연구로 미스미(三角)(2015)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자기 부담이 없는 ‘기
부(寄附)’ 형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규슈(九州) 지역의 사가현(佐賀県)과 나가
사키현(長崎県)을 대상으로 하여 다루고 있다. 미스미(2015)에서는 사가현 다케
오시(武雄市)가 받은 기부금 사용 용도로서 교육환경이나 정주(定住) 촉진을 위
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는 고향납세의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이었
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나가사키현에 고향납
세를 한 기부자의 사용 용도 선택 상황을 보면 고향납세 기부금이 역사와 문화,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비용 등에 많이 쓰였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고향납세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카오카(高岡)(2014)는 기부금이 지역 선
택에 미치는 요인, 호타(保田)(2015)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미즈타(水
田)(2017)는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
및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고향납세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상당수 연구는 고향납
세 제도를 통해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재정 배분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고향납세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하면서도, 고향
납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일본 고향납세 제도 실시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적인 횡단면 및 시계열 데이터에 기초한 면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향납세 제도가 답례품 경쟁, 기부금 간의 불평등, 지방세 원
칙이나 지방교부세 역할과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는 고향납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에 관한 깊은 논의는 하고 있지 않으며, 마지막 제VII장에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보다는 지방 경제 및 재정관련 데이터에 근거하
여 고향납세 제도가 어떠한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지역간 형평화를
수행하여 왔는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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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향납세 기부 제도 개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개요에 관해서는 제II장에서 든 선행 연구에서 적지 않
게 다루어져 왔으므로 이하에서는 본고의 분석과 관련이 깊은 선에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고향납세 제도의 과세 근거는, 2008 년 4 월 30 일에 공포된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 21 호)에서 종전의 지방세법에
‘기부금 세액 공제’(제 37 조의 2)를 추가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고향’납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자신의 출신 고
향만이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자치단체로의 기부도 가능하다. 이는 모든 자치
단체가 고향납세 기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고향
및 타향’ 납세 기부금이 된다.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자신이 선택한 임의의 지방자치단체 (도도부
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 특별자치구)에 기부할 경우 그 기부액 가운데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로부터 세액이 공제되는
제도”를 말한다.4) 일본에는 광역자치단체로 47 단체의 도도부현이 있고, 기초
자치단체로 1,841단체의 시구정촌(市区町村: 시정촌 1,718단체 및 도쿄도 내의
23 특별자치구)이 있다.5) ‘고향납세’ 또는 ‘고향 기부금 제도’ 의 적용에는 일정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경감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의 한도는, 소득세는 총소득
금액의 40%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개인주민세(기본분)는 총소득 금액의 30 %
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고향납세 기부금의 경우 대체로 광역･기초 공제액 비중에 있어 광역단체주민
세(지방소득세)인 도부현민세분이 40%, 기초단체주민세(지방소득세)인 시정촌
민세분이 60%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의 주민세(지방소득세) 세율
구조가 도부현민세는 과세표준의 4%, 시정촌민세는 동 6%를 부과하는 비례세
율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제액 비중도 이를 반영하여 대체로 40 대 60으로 나타
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액의 도부현분과 시정촌분이 40 대
6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 총무성(각년도)의 ‘고향납세(기부)와 관련된 기

4) 総務省(2021) ｢ふるさと納税のしくみ｣를 참조.
5) 総務省(2021) ｢市町村数の変遷｣ 참조. 2018년 10월 1일 시점에서 시(市)는 792단체, 정(町)
은 743단체, 촌(村)은 183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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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세액공제의 적용상황에 대하여’라는 자료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6)
일본 총무성에서는 고향납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 예시 케이
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시로서 소득세의 한계세율 20 %가 적용되는 연간수
입 700 만엔의 급여소득자(자녀 0명인 부부의 경우)를 가정하여, 이 급여소득자
가 어느 지방단체에 3 만엔(약 31만원)을 고향납세로 기부한 예를 들고 있다.
<표 1>은 해당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그 예시를 정리하여 공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인 것이다.
<표 1> 연소득 700만엔 급여소득자가 3만엔을 고향납세로 기부한 경우의 적용 예
기 부 금 액 3만엔
1)

적용
하한액

소득세
(소득공제에 의한 경감)

개인주민세
세액공제(기본분)2)

개인주민세
세액공제(특례분)

2,000엔

5,600 엔
= (3만엔-2천엔)
3)
× 20 %

2,800 엔
=(3만엔-2 천엔)
× 10 %

19,600 엔
= (3만엔-2천엔)
×(100%-10%-20 %)

소득세와 합한 공제액 28,000엔
주: 1) 고향납세 대상이 되는 기부금액은 소득세의 경우 총소득 금액의 40%가 한도이다.
주: 2) 개인주민세(기본분)의 경우 총소득 금액의 30 %가 한도이다.
주: 3) 일본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0 ~ 45 %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연간수입 700
만엔의 급여소득자(자녀 0명인 부부의 경우)로 소득세의 한계세율 20 %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
고 있다.
자료: 総務省(2021) ｢都道府県･市区町村に対する寄附金(ふるさと納税)について｣를 참고로 작성.

<표 1>을 참조하여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에 대해 소득세 공제와 개인주민세
공제로 나누어 살펴 보자. 우선, 개인납세자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 공제에 의한
경감이 이루어지며, 개인주민세는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이처럼 소득세와 관련된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주민세는 세액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소득세
에서의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 방식과 개인주민세에서의 공제 방식에 있어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우선, ①소득세 공제는 ‘기부금 - 2천엔’을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0% 부터
45 %까지)’로부터 경감하게 된다.7) 이에 더해 2014년도부터 2038년도까지는
6) 総務省(各年度) ｢ふるさと納税(寄附)に係る寄附金税額控除の適用状況ついて｣를 말한다.
7) 일본의 소득세율 체계는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5%, 10%, 20%, 23%, 33%, 40%, 45%의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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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해일 등의 대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특별소득세를 가산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향납세 기부금에 적용되는 개인주민세 세
액 공제에는 기본분과 특례분이 있다. ②개인주민세 기본분은 ‘(기부금 - 2천
엔) × 10 %’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③개인주민세 특례분은 위에서
언급한 ①, ②에 의해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액에 대해 개인주민세 소득할 금액
의 10 %를 한도로 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민세 특례
분은 <표 1>에서 보이고 있듯이, ‘ (기부금 - 2천엔) × (100 % -10 % (기본분)
- 소득세율 (0~45 %))’로 계산하게 된다.
이상으로부터 고향납세 기부금 공제는 지방세인 개인주민세 만이 아니라 국
세 소득세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향납세 기부금액에
미치는 요인이나 고향납세의 지방재정 재정형평화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세 소득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1>에
도 나타나 있듯이 3만엔을 고향납세로 기부한 경우 소득세와 합한 공제액이
28,000엔이 되고 있다. 이 중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제액
의 20%(=5,600엔÷28,000엔)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국세 소득세보다는 개인주민세에 초점
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Ⅳ. 고향납세 관련 주요 변수의 추이 분석
일본의 주민세는 현행 한국의 주민세라기 보다는 지방소득세에 가까운 세목
으로, 한국의 주민세와는 그 자리매김이 다른 세목이다. 일본의 주민세에는 한
국의 주민세와 같이 균등분도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 지방세목의 비교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의 주민세는 한국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쳐진 이미
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일 간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한국이 2010년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남겨둔 채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
민세를 지방소득세로 개편하여 도입하면서 양국 주민세 운영상의 차이가 생겼
다고 하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초과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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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세목 구성에서도 한국의 지방소득세와 일본의 주민세 간에는 차이
가 있다. 한국의 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시군세) 세목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세로서 시구정촌민세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주민세로서
도도부현민세가 있다. 나아가 일본의 주민세에는 개인 주민세만이 아니라 법인
주민세도 상당 정도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시정촌민세를 보면 시
정촌세 수입의 46.1%를 차지하는데 그 중 36.9%포인트(p)가 개인분이고 9.1%p
가 법인분이다.8) 즉, 2019년도 시정촌민세 중 법인분이 19.7% (=9.1÷46.1)를 차
지하고 있다. 고향납세는 개인주민세에서의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
부금 중,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금액’이 된다.
<표 2>에서는 총무성 자료를 참고로 고향납세 기부자(적용자) 및 전체 인구
대비 적용자 수의 비중, 기부액(A), 개인주민세의 공제액(B), 공제율(=B/A)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1>은 시각적 효과를 보이기 위해 <표 2>에 있는 고향
납세 적용자(기부자)수, 기부액, 공제액을 대상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일본 고향납세 적용자수, 기부액(A), 공제액(B) 및 공제액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증가율

적용자수(N)
(만명)
3.31
3.31
3.35
74.17
10.64
13.39
43.57
129.87
227.06
296.49
396.27
22.5%

인구대비
N의 비중(%)
0.03
0.03
0.03
0.59
0.08
0.10
0.34
1.01
1.78
2.32
3.11

기부액(A)
(십억엔)
7.3
6.6
6.7
64.9
13.0
14.2
34.1
147.1
256.6
349.5
459.4
19.8%

공제액(B)
(십억엔)
1.9
1.8
2.0
21.0
4.5
6.1
18.4
100.2
178.3
245.7
328.2
25.0%

공제율
(=B/A) (%)
26.0
27.3
29.9
32.4
34.6
43.0
54.0
68.1
69.5
70.3
71.4

주: 1) 적용자수가 2011년에 크게 늘어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여파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주: 2) 2015년에 적용자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확정신고를 요하지 않는 급여
소득자 등에 대하여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료: 総務省(各年度) ｢平成20~30年(2008~2018년)のふるさと納税(寄附)に係る寄附金税額控除の適用
状況ついて｣. 総務省(各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 를 참고로 필자 작성.

8) 植松利夫(2020) 図説日本の税制 p.391.

82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그림 1> 일본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수, 기부액, 공제액의 추이

자료: <표 2>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표 2>에서 고향납세 기부자(적용자)수를 보면 2008년 3만 3,100명에서 2011
년 74만 1,700으로 70만명 이상 늘고 있다. 2011년도에 기부액과 기부자(적용
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
국민의 기부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표 2>에서 기부액(A)을 보면 고
향납세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에 기부한 금액은 2010년
도 67억엔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에는 649억 엔으로 전년에 비해 9.7배나
증가하고 있다. <표 2>에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재해지역인 후쿠시마현(福
島県), 미야기현(宮城県), 이와테현(岩手県)으로의 기부자 및 기부금액이 크기 증
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고향납세 기부금은 다시 대폭 줄어들었으나 고향납세 기부금은
2015년을 계기로 대폭 늘어났다. <표 2> 및 <그림 1>로부터 알 수 있듯이 2014년
341억엔이었던 고향납세 기부액은 2015년 1,471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4.3배나
늘어났다.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4,594억엔을 기록하고 있다. 고
향납세 적용자(기부자) 수도 2011년 이후 줄어들었다가 2015년을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표 2> 및 <그림 1>에서 보듯이 고향납세 적용자수(기부자수)는 2014
년 43만 5,700명에서 2015년에는 129만 8,700명으로 3배나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 고향납세 기부액 및 그 적용자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급여소득자 등에 대한 ‘고향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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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특례제도’가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향납세에 대한 절차도 간
편해졌고 그것을 계기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이
작용하면서 고향납세 기부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사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기부액 및 적용자수 증가라는 고
향납세 성숙화를 가져온 데에는 동 제도를 뒷받침하려는 행정적인 조치가 한
몫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향납세 적용자수는 2015년 이후도 증가하여 2018년에는 396만 2,700명으
로 2015년에 비해 3.1배나 늘어났다. 인구비율로 볼 때 일본내 전체 인구수에
대한 고향납세 적용자수는 <표 2>에서 보이고 있듯이 제도 시작 당시인 2008년
0.03%에서 10년이 지난 2018년 3.11%로 100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정확히 인
원수 증가로 보면 2018년 고향납세 적용자수는 2008년에 비해 119.7배
(=396.27÷3.31)나 늘어났다. 2018년 고향납세 적용자수가 전체 인구의 3.11%
로 그 수치가 큰지 아닌지의 판단보다 여기서는 한계(marginal) 개념으로서 고
향납세 적용자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부터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 수나 기부액으로 볼 때 동 제도 실시
이후 10년에 걸쳐 그 적용자수나 기부액이 크게 늘어나 고향납세 제도에 대한
인식이 일반 국민에게도 점차 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 제도 실시
10년에 걸친 관련 변수의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짚어보기로 하
자. <표 2>의 하단에 보이고 있듯이 고향납세 실시 후 10년(2008~2018년)에 걸
친 기부자(적용자)수의 평균 증가율은 22.5%, 기부액은 19.8%을 기록하고 있어
기부자수 및 기부액 모두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2008~2018년) 동안 고향납세 기부금의 공제액은 25.0%를 기
록하고 있다. 이 공제액 증가율과 위에서 언급한 고향납세 기부액의 증가율
(19.8%)을 비교하면, 기부액에 비해 공제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것도 확
인할 수 있다. 고향납세 기부액에 비해 그 공제액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함은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액의 비율인 공제율도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부금액(A)에 대한 공제액(B)의 비율인 공제
율(=B/A)을 보면 2008년 26.0% (=1.9÷7.3)에서 2012년 34.6% (=4.5÷13.0)로
상승하여 고향납세 제도 실시 후 4년 동안 8.6%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고향납세 공제율 상승 경향은 2015년을 경계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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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부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보면 2012년의 공제율(34.6%)보다 두 배 정도 높
아진 68.1% (=100.2÷147.1)에 이르고 있다. 최근 시점인 2018년의 공제율은
71.4% (=328.2÷4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향납세 기부금의 70% 이상이
세액공제로 환급되고 있음을 뜻한다.
국중호･염명배(2018)에서는 고향납세 기부금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하고 있
다.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서는 적용자(기부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도부현 인구 일인당 기부금액도 늘어나는 관계를 보여왔다
는 점, 둘째 적용자(기부자) 일인당 기부금액이 많아진다 하여 도도부현 인구
일인당 고향납세 기부금액이 그리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국중호･염명배(2018) 연구에서는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일인당 기부금
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몇 기부자가 고액기부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많은 기부
자가 소액기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표 2> 및 <그림 1>에서 보이고 있듯이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 수가 늘어나
고 있다는 것은 소액의 고향납세기부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달리 말하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가 비록 답례품 과도 경쟁과 같은 부작
용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부
자(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고향납세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관련하여
지역간 형평화에 대하여는 어떤 효과를 초래하였을 것인가의 검증 필요성이 제
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V장과 제VI장에서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형평화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Ⅴ. 고향납세 순수령액으로 본 형평화 효과
고향납세 기부금의 지니계수나 변동계수(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와 같
은 형평화 지수를 이용한 지역간 형평화 효과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전초로서 순수령액이 주민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최소값
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동 제도가 어떤 식으로 자리잡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여기서 순수령액이라 함은 고향납세 수령액(지역 내로 유입)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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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액(지역 외로 유출)을 차감한 값을 뜻한다. <표 3>에는 일본 고향납세 순수령
액(=수령액(A)-기부액(B))이 주민세(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
소값･최대값 지역 및 그 비중 계산결과를 보이고 있다.9) 나아가 <표 3>에는 이
들 지역의 고향납세 기부액의 수령액과 기부액의 값도 표시하고 있다(표의 여
백 상의 이유로 이들 지역의 고향납세 순수령액(A-B)의 계산결과나 주민세 수
입액은 게재하지 않았음).
<표 3> 일본 고향납세 순수령액(=수령액(A)-기부액(B))이 주민세(지방소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 최대값 지역 및 그 비중
[고향납세 순수령액(=수령액(A)-기부액(B))÷주민세 수입]의 비중값이
최소값인 지역
지역

최대값인 지역

수령액
(A)

기부액
(B)

(A-B)÷
주민세수입

백만엔

백만엔

%

지역

수령액
(A)

기부액
(B)

(A-B)÷
주민세수입

백만엔

백만엔

%

2008

新潟県

152

409

-0.18

広島県

685

91

0.30

2009

滋賀県

67

159

-0.07

北海道

1,225

508

0.22

2010

福岡県

99

465

-0.13

兵庫県

1,463

282

0.34

2011

東京都

1,206

21,341

-1.53

岩手県

2,871

338

3.61

2012

大阪府

545

1,468

-0.17

岩手県

594

80

0.65

2013

東京都

1,383

3,814

-0.17

鳥取県

1,120

30

3.01

2014

東京都

1,128

8,389

-0.47

鳥取県

2,159

74

5.61

2015

東京都

1,243

38,878

-2.55

山形県

13,908

627

17.49

2016

東京都

871

69,397

-4.81

宮崎県

20,602

797

32.28

2017

東京都

2,267

93,603

-6.22

佐賀県

31,547

1,028

53.82

2018

東京都

1,907

124,847

-8.13

佐賀県

42,441

1,313

71.38

주: 지역(자치단체)의 한글 읽기는 니가타켄(新潟県), 히로시마켄(広島県), 시가켄(滋賀県), 홋카이도(北海
道), 후쿠오카켄(福岡県), 효고켄(兵庫県), 도쿄도(東京都), 오사카후(大阪府), 이와테켄(岩手県), 돗토
리켄(鳥取県), 야마가타켄(山形県), 미야자키켄(宮崎県), 사가켄(佐賀県)이다.
자료: 総務省(各年度) ｢平成20~30年(2008~2018년)のふるさと納税(寄附)に係る寄附金税額控除の適用
状況ついて｣. 総務省(各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 를 참고로 필자 작성.

<표 3>의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고향납세 제도 실시 후 3년 정도는 위에서
언급한 순수령액이 주민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아주
9) 국중호･염명배(2018)에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도 고향납세제도의 지역간
적용자수, 기부금액, 공제액, 공제율에 대한 최대치와 최소치를 계산한 결과 및 해당 자치단
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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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계산 결과는 고향납세 제도 도입 초기는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전된 도시지역에서 덜 진전된 지방으로의 재원배
분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표 3>에 제시하고 있듯이 2008년
및 2009년의 순수령액이 해당 지역의 주민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
값은 각각 -0.18% 및 -0.07%로 미미한 수준이다. 그 최소값 지역도 니이가타현
(新潟県) 및 시가현(滋賀県)으로 산업화가 크게 진행된 지역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1년 동일본대재해(대지진)가 있었던 2011년이 되면 고향납세 순
수령액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최소값이 -1.53%로 그 절대값이 커지고
있으며, 최소값을 보이는 자치단체도 도쿄도(東京都)로 바뀌고 있다. 또한 고향
납세 순수령액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때 최대값을 보이는 지역도
이와테현(岩手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테현은 동일본 대재해 때 막대한 피해
를 입은 지역이다. 2011년의 이와 같은 결과는 도쿄 지역 납세자가 재해복구를
위한 지역으로의 기부금액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달리 말해 고향
납세 제도를 통해 수도인 도쿄도에서 당시 대지진 피해를 입은 재해 지역으로
재원의 재배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야베･가사이･기노시타(矢部･笠井･木下)
(2017)에서도 도쿄도(東京都) 23구(區)의 고향납세 기부금 수지가 적자임을 들어
고향납세 기부에 따른 재원 재배분이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2011년 결과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동일본 대재해(대지
진)와 같은 유사시에 인구가 많고 도시화가 크게 진행된 도시지역으로부터 재
해 등으로 곤란에 처한 지역으로 재원(기부금)을 이동(재배분)시키는 역할을 하
였음을 보여준다. 이 때 재해지역 출신자의 고향납세만이 아니라 타지역 출신
자의 재해 지역으로의 이른바 ‘타향’납세도 증가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요컨대 도쿄와 같은 도회지역뿐만 아니라 여타 비(非)재해 지역으
로부터의 고향납세 또는 타향납세가 증가한 것이 2011년 기부금액이 크게 증
가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의 기부금 규모는 2011년도에 비해
다시 크게 줄어들었으나 동일본 대재해 이전인 2010년의 기부액에 비해 약 두
배 (=13.0÷6.7)로 늘어나고 있다. 기부금 적용자수도 동일본 대재해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2년은 재해 이전인 2010년 기부금 적용
자수의 3.2배 (=10.64÷3.3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향납세 이용자나 이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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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재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표 3>을 보면 있듯이 동일본 대재해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2011
년(-1.53%)에 비해 주민세에서 차지하는 고향납세 순수령액의 최소값(절대치)
도 줄어들고 있다(2012년과 2013년은 -0.17%, 2014년은 -0.47%). 그러다가
2015년 이후는 그 최소값(절대값)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최소값을
갖는 지역이 모두 도쿄도가 되고 있다. 나아가 주민세에서 차지하는 고향납세
순수령액 비중의 절대값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표 3>으로부터 2015년 고향납
세 순수령액 최소값의 비중은 -2.55%로 2014년 -0.47%에 비해 5.4배나 그 절
대값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2013년 이후 고향납세 순수령액 최소값 지역은 모두 도쿄도로
되어 있다. 2013년 이후 주민세에서 차지하는 고향납세 순수령액 비중의 최소
값(절대값)은 계속 높아져 2018년에는 -8.13%에 이르고 있다. 도쿄도의 2018년
도 주민세 수입 규모가 1조 2,213억엔인데 절대값으로 8.13% 라는 금액은 993
억엔(대략 1조원)에 이르는 규모이다.10) 이로부터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재정
력이 높은 도쿄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당 정도 재원이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세 대비 고향납세 순수령액 비중의 최소값과는 반대로 그 최대값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그 최대값 비중은 2014년 5.61%
(돗도리현(鳥取県))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에는 17.49%(야마가타현(山形県))
로 3.1배나 커졌고, 2018년에는 71.38%(사가현(佐賀県))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야마가타현이나 사가현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덜 진전된 지역이다.
이는 고향납세 기부금이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방으로의 이동(재배분)이 컸고, 그
재배분액은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욱 커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도 합치되고 있다. 예컨대 야베･가사이･기노시타
(矢部･笠井･木下)(2017)에서는 “재정력 지수가 높은 도도부현에서는 주민이 고
향납세 납세를 기부함에 따른 ‘기부유출액’ 규모도 커, 고향납세 제도에 따라
재정력이 높은 도시부로부터 지방으로 많은 금액의 세수입이 이동하는 모습을
10) 総務省 地方財政統計年報 의 2018년도 값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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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다. 특히 도쿄도로부터의 유출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세제 격차 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장에서의 분석은 고향납세 순수령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한 계산 결
과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표 3>의 계산 결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공
하지 못한다. 다음의 제VI장에서는 형평화 지수(지니계수 및 변동계수)를 산출
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Ⅵ.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고향납세 기부액이 지역간에 어떠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고향
납세 기부 제도 실시 이후 어떤 식으로 지역형평화 효과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제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향납세 기부액은 그 대부분을 주
민세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세와 직결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
부액)이 지역간 주민세(지방소득세)에 미치는 효과를 들어 지역간 지방재정 형
평화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지니
계수(Gini)와 변동계수를 이용하고 있다.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의 계산에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고향
납세 순수령액을 대상으로 하여 그 순수령액을 주민세(지방소득세)에 포함하기
전(b)과 포함 후(a)의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4>에서는 고향납세 순수령
액 포함 전후의 지니계수와 변동계수 값과 함께 이들 형평화 계수의 차이값
(b-a)의 상대적 변화(=(b-a)/a)로 나타낸 형평화 효과의 계산값을 싣고 있다. 또
한 <그림 2>에서는 <표 4>의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시각
적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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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 간
주민세(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지역간 형평화 효과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후의
주민세 지니계수

형평화
효과(%)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후의
주민세 변동계수

형평화
효과(%)

포함 전(b)

포함 후(a)

(b-a)/a

포함 전(b)

포함 후(a)

(b-a)/a

2008

0.4787

0.4786

0.03

1.2060

1.2057

0.03

2009

0.4771

0.4770

0.03

1.1937

1.1933

0.03

2010

0.4722

0.4721

0.01

1.1836

1.1838

-0.02

2011

0.4720

0.4703

0.36

1.1863

1.1785

0.66

2012

0.4730

0.4726

0.08

1.1862

1.1852

0.09

2013

0.4798

0.4791

0.14

1.2131

1.2111

0.16

2014

0.4850

0.4825

0.51

1.2307

1.2241

0.54

2015

0.4817

0.4710

2.26

1.2110

1.1796

2.66

2016

0.4792

0.4616

3.82

1.1990

1.1434

4.87

2017

0.4790

0.4571

4.78

1.1978

1.1297

6.03

2018

0.4718

0.4448

6.06

1.2257

1.1328

8.20

자료: 総務省(各年度) ｢寄附金税額控除に関する調｣. 総務省(各年度) 地方財政統計年報 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2> 지니계수 및 변동계수에 따른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의 형평화 효과

주: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이 지방재정(주민세 수입)에 미치는 형평화 효과를 계산한 값이다.
자료: <표 4>에 기초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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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로서 <표 4> 및 <그림 2>에서는 고향납세 순수
령액 포함 전(b)의 지니(Gini)계수 및 변동계수로부터 포함 후(a) 각각의 계수값
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값(b-a)을 순수령액 포함 후의 값(a)으로 나눈 값
(=(b-a)/a)으로 하여 그 형평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연하면, 각 자치단체
(광역)에 있어 고향납세 순수령액을 주민세에 포함하기 전후의 형평화 지수(지
니계수 및 변동계수)의 차이값(b-a)이 포함 후(a)의 형평화 지수에 비해 상대적
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지를 백분율(%) 값(=(b-a)/a×100)으로 하
여 형평화 효과를 계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향납세 기부금의 순수령액이 지
방재정(주민세 수입)에 미치는 형평화 효과를 짚어내고 있다.
일본에서 주민세(한국의 지방소득세에 대응)는 과세소득에 대해 비례세율 체
계(세율 10%: 광역자치단체 주민세 4%p, 기초자치단체 주민세 6%p)를 취하고
있다. 주민세가 과세소득에 대한 비례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세를 지역소득
의 대리 변수로 볼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표 4>의 지니계수나 변동계수의
계산 결과는 지역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불평등도 및 그 형평화를 나타내는 척
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우선 지니계수의 계산 결과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보기로 하자. <표4>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고향납세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포함되기 이전(b)의 지니계
수를 보면 2008년 0.4787이지만, 2017년에는 그 값이 0.4790, 2018년에는
0.4718이라는 값으로 나타나 지역간 주민세의 시계열적인 분포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일본에서의 소득 분포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 에 따른 소득수
준(일개월 간 근로자 가구당 평균 실수입(實收入))을 보면 2000년 534,235엔,
2017년 533,820엔으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11)
이제 고향납세 순수령액이 주민세에 미친 효과, 즉 주민세로 본 지역간 형평
화 효과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4>의 왼편에는 2008년부
터 2018년까지의 고향납세 순수령액을 포함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 계산값을
싣고 있다. 이들 지니계수 계산 결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제도 실시 초기에는
그 순수령액이 지방재정(주민세)에 미치는 형평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11) 総務省統計局(各年度) 家計調査 에 나와 있는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일개월 간 평균 실수
입(實收入)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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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의 주민세 지니계수(b)는 2008년 0.4787, 2010년
0.4722인데, 순수령액 포함 후의 주민세 지니계수(a)를 보면 2008년 0.4786,
2010년 0.4721로 2008년과 2010년 모두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니계수에 의거한 형평화 효과로서의 ‘(b-a)/a’의 값은 2008년 0.03%,
2010년 0.01%에 불과하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역간 형평화 효과가 미미했다 하더라도
대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행하거나 하면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지역간 형평화
효과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의
계산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동일본 대재해가
있었던 2011년에는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의 주민세 지니계수는 0.4720이
었으나 순수령액 포함 후의 주민세 지니계수는 0.4703으로 재해 이전인 도입
당시 200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2011년
고향납세 기부금의 형평화 효과는 2008년에 비해 12배(=0.36÷0.03)나 높아지
고 있다.
2012년이 되면 지방재정(주민세) 형평화 효과가 0.08%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
나,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납세 순수령액이 지방재정(주민세)에 미치는 형
평화 효과가 점차 증대되어 왔다. 특히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 수가 크게 늘
어난 2015년을 기점으로 고향납세 제도의 형평화 효과도 상당 정도 개선되고
있다. <표 4>의 왼편에 있는 2015년 지니계수를 보면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에 0.4817이었던 것이 순수령액 포함 후에는 0.4710으로 0.0107포인트(p) 하
락하여 형평화 효과는 2.26%(=0.0107÷0.4710)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2015년
에는 동일본대재해가 있었던 2011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0.36%)에 비해서도
훨씬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주민세)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
는 더욱 커져 왔다. <표 4>의 계산 결과에서 2018년 지니계수를 보면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의 값이 0.4718이었던 것이 순수령액 포함 후에는 0.4448로
0.027p 하락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향납세 제도의 지방재정(지방세) 형평화에
미치는 효과도 6.06%(=0.027÷0.4448)에 이르러 그 형평화 효과가 크게 높아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상은 지니계수를 이용한 고향납세의 지방재정(주민세)에 대한 형평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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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다음으로, 변동계수(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를 이용하여 지방재정
(주민세) 형평화 효과를 살펴보자. 변동계수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보아도 위에
서 언급한 지니계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지니계수와
변동계수 간에는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가늠 시 양적으로
는 약간 차이를 보이나 질적으로는 두 형평화 지수 간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동계수에 기초한 형평화 효과에 대한
결과는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표 4>의 오른쪽을 보면 2008년 고향납세 순수령액 포함 전의 변동계수는
1.2060인데 비해 포함 후의 변동계수는 1.2057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그 결과 변동계수의 변화에 기초한 2008년 고향납세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는 0.03% (=(1.2060-1.2057)÷1.2057)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동일본 대재해
가 있었던 2011년에는 형평화 효과가 높아졌다. <표 4>의 2011년 변동계수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보면 0.66%를 기록하여 2008년에 비해 22배(=0.66÷0.03)
나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형평화 효과가
2011년에 비해 내려가고 있다.
지방재정(주민세) 형평화 효과를 변동계수에 기초하여 보아도 고향납세 적용
자수가 크게 늘어난 2015년을 계기로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형평화 효과가 크
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및 <그림 2>에 있는 변동계수에 따른
형평화 효과를 보면 2014년 0.54%에서 2015년에는 2.66%로 높아졌고, 2018년
에는 8.20%까지 높아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도 제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를 요약하
면,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령액－기부액)이 지역 간 지방재정(지방소득
세)에 미치는 지역간 형평화 효과는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Ⅶ. 결 론
본 논문은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에 관한 분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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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국의 제도 도입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도 도입 이전의 설계 단계에 있어
이를 법령제정으로 할 것인지, 일본처럼 조문 신설로 할 것인지의 여부, 국내
선행연구로 세액공제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기부대상, 기부금, 답례
품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 이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의 주제인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넘어선 일반적인 정책
분야 논의라는 점에서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
회에서 6건(행정안전위원장 명의의 통합･조정 대안 포함) 등 총 21건의 고향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중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은 11건(대안 포함)이며, 나머지 10건은 기존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향세(고향사랑기부) 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염명배,
2021).13) 이러한 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일본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추
진하고 있는 한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
라에 발의된 입법안의 공통된 목적이 지방재정 확충, 지역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이다.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는 장점과 단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도이기 때문
에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대비해야 정책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내재적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우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답례품’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독창적･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있다면 향토 특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농수산물밖에 없
어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적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답례품의
12)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염명배(2017, 2019)에
서 논의된 바 있다.
1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법률 제정안으로 2020년 9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
과한 바 있으나, 2020년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2021년 8월)에 이르기까
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3차례 소위 소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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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과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즉, 향토 특산물의 지역편차가 심한
상태에서 바로 답례품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기부금이 일부 인기 답례품 제공
지역으로 쏠리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국중호･염명배(2018), 미즈타(水田)(2017), 도이(土居)(2014)에서 지적하고 있
듯이,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 제도는 응익원칙 상의 수익자 부담의 문제14), 답례
품 문제, 고향납세가 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고향납세의 제로섬(zero-sum) 게임 여부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한
다. 고향납세 기부와 관련된 이들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고향납세 기부 제도가 비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는 하더라도, 본 연구의 분석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도쿄도와 같은 인구가 많고 도시발전이 크게 진전된 지역으로부
터 산업화나 도시발전이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변동계수의 계산값을 형평화 지수
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들 형평화 지수를 이용한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수
령액－기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에 미친 형평화 효과에 따르면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그 효과가 커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문의 분석에서 밝혔듯이 고향납세 기부 제도 처음 도입 시는 지역간의 재
정형평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제도가 성숙화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 인구가 적은(또는 도시화가 덜 진전된 지역)
으로 재원이 이전되는 재정형평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도도부현)에서 고향납세 기부액이 많다고 하는 결과도 보이고 있다.

14) 이는 고향납세 기부금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와 비용 부담을 하는 자 간의 불일치가 있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이다. 이 때 고향납세 기부 제도를 생애
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보면 응익원칙에 부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향납세 기부는
응익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살아온 자치단체
로부터 편익을 받은 어떤 주민이 그 자치단체를 떠나게 되면 편익만 받게 되는 결과가 된
다. 그 주민이 성인이 되어 타지역에 살면서(근무하면서)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자신의 출
신 지역에 기부를 한다면 장기적인 생애주기로 볼 때 응익원칙을 보완하는 쪽으로 작용한
다. 일본에서 고향납세 도입은 이와 같은 편익과 부담에 생애주기적 차원도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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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간 재원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향납세 제도의 긍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있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인구대비 고향납세 적용자
(기부자 또는 이용자)는 도입 당시인 2008년 0.03%에서 2015년 1.01%로 증가
하고, 2018년에는 3.11%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소득세 확정신
고를 요하지 않는 급여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라는
고향납세 기부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서, 2008년 고향납세 기부 제
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의 10년간 적용자수가 120배나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고향납세 적용자(기부자)의 평균 증가율로 보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사이에 연평균 22.5%나 늘어났고 기부액도 연평균 19.8%의 증가율을 보
인다.
요컨대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제도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
하면서도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형평화 효과를 제고시켜 왔다. <표 4>에서 제시
하고 있듯이,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로 보았을 때의 고향납세 순수령액이 지방
재정(주민세)에 미치는 형평화 효과는 2008년 0.03%에서 2015년 2.26%, 2018
년 6.06%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향납세 기부금 순수령액 (=수령액－기
부액)이 지역간 지방재정(지방소득세)에 미치는 형평화 효과가 고향납세 기부
제도의 성숙화와 함께 커져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역 간의 재원 재분배’ 또는 ‘지
방재정 형평화’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도
입된다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고향납세 기부제도의 형평화 효과 분석은 한국에서도 고향사랑 기
부제도가 제대로 성숙되어 간다면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도입시는 고향세(고향사랑기부) 제도에 대한 특징 파악도 중요하다. 고향세
제도가 가지는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불균형 완화(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지방재정 과제를 정부의 하향식(top-down) 지방재정조
정제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선택
납세)를 통한 상향식(bottom-up) 방법까지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고향세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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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과 기부 유인(incentive)을 독려하고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원스톱특례제도나 세액공
제제도와 같이 기부절차를 간소하게 한다거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그 참고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논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
히 법제화되지 못한 채 정쟁에 휘말려 쳇바퀴를 돌고 있는 실정이다. 고향세
제도는 단순히 인기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인구소멸과 세수
부족, 재정 불균형, 지역경제 침체 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살리기를 위한
제도 설계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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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ometown Tax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in Japan
Kook, Joong-ho & Yeom, Myung-ba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ow ‘Hometown Tax’ has showed its
maturation process, and to demonstrate its effects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8 in Japan.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interregional fiscal effects of Japanese Hometown Tax in
Korea. Our paper has a contribution in that we calculated and discussed
the effect of Hometown Tax on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by using
the accumulated data for ten years from 2008 to 2018. Existing studies
point out various problems that the Hometown Tax contradicts to benefit
principle, people donate the Hometown Tax strongly relying on the gifts
from localities, some disparities occur between the donation through the
Hometown Tax and other usual donations because the Hometown Tax can
be deducted from the inhabitant tax and individual income tax, and its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is nothing but zero sum game. Even
though Japanese Hometown Tax may include those controversial issues, we
could show it has gradually functioned interregional redistribution from
metropolitan areas like Tokyo to rural prefectural areas. By calculating Gini
indices and coefficients of variation considering the effects on inhabitant
taxes among prefectural governments, we illustrated the interreg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net donations of Hometown Tax on the local
public finance, also confirmed that the redistributive fiscal effects have
been strengthened as the Hometown Tax has become mature.
Keywords: Hometown Tax, Inhabitant Tax, Local Public Finance,
Interregional Fiscal Redistribution, Ja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