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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간판 규제방안으로서 간판세 적용 사례 분석*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고명철**ㆍ정재한***

A Study on Application of Signboard Tax as Aesthetic Regulation*
- Focused on Overseas Cases -

Myeong Chul Ko**․Jae Han Jung***

요약：도시경관이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간판 관리에

대한공공부문의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 그러나현행간판관리는 불법간판을양성하는등그정책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판 규제 수단의 하나로써 간판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간판관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탐색을목적으로해외의간판세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필라델피아시, 캐나다토론토시, 그리고 태국과프랑스의 간판세적용사례를분석한결

과, 해외의 간판세 과세는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과세주체로 하고 그

구체적인과세대상과방식은도시환경에따라 상이한것을알 수있었다. 이러한 해외간판세적용사례

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과세체계 및 형태가 바람직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간판 관리 시스템 구

축이 간판세 도입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간판세, 규제세, 해외 사례 분석, 도시 미관

ABSTRACT∶Considered that city scape is closely related to city competitiveness and citizens’ 
quality of life, signboards are managed by public laws and city codes in Korea. However, current 
managing systems are less effective to control signboards which are excessively numerous, huge, and 
provocative. This study looks at overseas cases of signboard tax as a means of regulation. The 
understanding on operations and applications of signboard tax in the city of Philadelphia in U. S., 
the city of Toronto in Canada, Thailand, and French provides that 1) signboard tax systems are 
initiated and operated in terms of city aesthetics; 2) the taxing authority are subject to local 
governments; and 3) subjects and methods of the taxation are distinctive depending on each city or 
country. This finding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at citizens’ support for the signboard levy and 
a frame of signboard control system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taxation.
Key Words∶signboard tax, regulatory tax, overseas case study, city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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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 경

관이도시경쟁력과시민들의삶의질을결정하는

주요요인(Rogerson, 1999)으로그중요성이부각

됨에따라옥외광고물인간판관리에대한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간판이 사회ㆍ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제공하며, 직ㆍ간접적으로도시경관을형

성하여 도시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 개발과 상가

지역의 확대로 각종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상가의유형과수가급속도로확대됨에따라간판

의 크기와 수량이 과대해지고, 눈에 띄기 위한 색

채의무질서한 사용은 시각적인혼란마저 야기하

는등도시미관측면에서그부정적영향이나타

나고 있다(신정철, 200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우리나라는 간판의표시장소 및 방법, 게

시시설의설치, 유지 등을 법과 시행령및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간

판정비사업’을 통해 가로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

는등 간판관리를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 있

다. 하지만현행 간판 관리방식은 도시 미관 정비

라는정책목적을달성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도시환경특색을반영하지못하는중앙집권적형

태의 법령 및 조례와 그 복잡성은 간판의 난립과

미신고ㆍ미허가 간판의증가를초래하고 있다. 실

제로 울산광역시의 적법 간판은 45.7%(2007년)1)

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적법 간판은 33.2%

(2009년)2)에불과하다. 게다가이러한 불법을처

벌및시정하기위한과태료도불법간판이관행화

되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경우도시의미관정비및간판규

제를목적으로간판세를신설하고그재원을문화

여가 시설 및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시는 2005년부터 대형 옥외 간판

(billboard)을 대상으로 간판 임차료에 대해 간판

세를 부과해 오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시의 경

우, 2010년부터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간판

의유형(type of sign)과크기(size)에따라세금을

부과하고있다.또한태국은간판의크기와사용된

언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

는임의세형식으로공개된길에설치된모든간판

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2년제2차세제개혁시 ‘광

고세’란세목으로간판세를신설하여시ㆍ도에과

세권을주었으나세수규모가총지방세징수액의

0.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실적을 보여 1957년

지방세법 개정 시에 폐지한 경험이 있다(이영련

외, 1995). 또한 최근에는 간판 규제와 지방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간판세 부과

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를이유로관련법제정은이루어지지않고있

는실정이다(뉴시스, 2011. 8. 26.). 이처럼우리나

라도간판세를제정했던경험이있으며최근재도

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간판세

과세는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간판 규제 수단으

로다뤄지고있는반면우리나라의간판세논의는

세수확보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측면에서차이

를 보인다.

1) 뉴시스(2008.5.28.)

2)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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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간판 규제 수단의 하나로써 간

판세를이해하고, 해외간판세적용사례를구체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간판세 도입을 통한 간판

규제는 불법 간판을탈세로처리할 수 있기 때문

에행정규제로간판을규제하는것보다보다강력

한 규제 방안으로 논의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간판 관리의 한

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해외의간판세적용

사례를살펴보고, 그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간판의 개념 및 특성

간판이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

나판매상품,업종따위를써서사람들의눈에잘

뜨이게걸거나붙이는표지3)를뜻한다. 일반적으

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설치하

는 공작물이나편익시설에표시하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적용을받지않는광고

물인 공공간판과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착되

거나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광고

물을 제외한모든광고물을 지칭하는 상업간판으

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간판은 우선 상품, 서비스, 기업의 이미

지, 신상품등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최

대한 수용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명

이나상품의인지도를높이고필요한정보를제공

하는정보성(황재훈외, 1994; 박응격, 2002)의특

성을가진다. 또한 ‘보는 판’이라는 의미인 간판이

라는용어는간판이시각성을가진다는것을명확

히의미(황재훈외, 1994; 박응격, 2002)하고있으

며, 특정 지역에 구체적이고 반영구적인 상태로

설치되어 그 지역에 머무르거나 그 곳을 지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서준원 외, 2007; 황재훈 외,

1994; 박응격, 2002)도함께가진다. 이와같은간

판의 정보성, 시각성,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간판은

도시 경관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으며, 때문에 간

판은 도시 미관을 살릴수 있도록환경과의 관계

가 고려되어야 하는 일종의 공유재(common-pool

resource)4)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규제와 규제세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의 경우, 개인

들의사적이익을추구하는합리적인행동이집단

적으로는비합리적인결과를가져온다. 이에정부

는 규제를 통해 공유재의 관리 문제에 개입하며

그 관리 수단으로 행정규제와 규제세가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실현하기 위하여 국

민의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서법령등조례ㆍ규칙에규정하는사항5)을뜻하

며자유로운사적의사활동에전적으로의존할때

발생하는 비효율과 불공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공공의수요에대응하여발생한다. 행정규제

3)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4) 서준원 외(2007)에 따르면, 간판 설치 공간인 상업지역 건물 외벽은 이용 요금의 비배재성(non-excludability)과 편익감소성(subtractability)

을 지닌공유재이기에, 이곳에설치되는 간판은 결국 공유재와 관련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5)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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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어서직접적수단은허가나특허, 인가, 하명,

신고, 등록,표시, 행정지도등이있고간접적수단

은 과징금, 부과금, 보조금 등이 있다.

세금은전통적으로국가의재정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이러한 재정목적 이외의 다른정부목적

을수행하기위하여부과될수있다. 예를들어기

업의거대화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업의자산또는소득에대하여누진과세를적용

하여 기업의 행동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

(Musgrave, 1959). 즉,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합헌이라면금지의수단가운데하나로그

런행동에 세금을매기는 것이 위헌일 수없다는

것이다(이창희, 2006). 실제로 미국 법원의 경우

오래전부터규제를하기위한목적의조세를인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규제하기위한특별소비세, 담배의소비를억제하

기위한담배소비세등규제목적의조세가부과되

고 있다(구해동, 2008).

이처럼정부가사회적비용을부과하는수단이

라는점에서행정규제와규제세는동일하다. 행정

규제는행위제한을통해비용을부과하는것인반

면규제세는금전을통하여비용을부과하는것이

다. 이렇듯행정규제와규제세중어느쪽이더우

월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재 행정규제로

이루어지고있는간판관리는그정책목적을달성

하지못하고 있음에 비춰, 규제세를통한 간판 관

리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현행 간판 관리의 문제점

1) 간판 관리 법령 및 조례

우리나라의 경우 간판의 유사ㆍ확장개념인 옥

외광고물 개념을 이용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을 제정하여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은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의조성을목적으로, 간

판의표시장소및방법, 게시시설의설치, 유지등

을 정하고 있으며 전문 5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간판 관리에 대

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야하며, 동법

시행령은허가대상간판의구체적기준을밝히고

있다. 그리고 간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안전점검을받도록하고있으며, 간판의허가ㆍ신

고ㆍ금지ㆍ제한 등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안전점

검에 합격하지 못한 간판,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명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을

근거로 간판에 대하여 수수료, 이행강제금, 벌칙,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간판은

관리 및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의 옥외광

고물 관리 조례는 목적, 허가ㆍ신고의 첨부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간판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

에대하여시행령으로부터위임된일부항목을규

정한 총 3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특별자치시등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및 시ㆍ군ㆍ구에서 옥외광고물 관

리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은 대

부분 서울의 조례와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다.

행정규제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간판

관리의 가장큰문제점은획일적 규제 및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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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의복잡성과체계적관리시스템의부재로인

해 불법 간판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에 따르면가로형(벽면부

착형)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4

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돌출형 간판은 지면으로

부터높이5m이상에설치할경우, 자치단체의허

가를받아야하는데고층건물이많고자영업의업

종 변환이 많은6) 우리나라의 특성상 4층 이상에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서울시의 2009년도 간판 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총 1,309,364개의 간판 중 적법 간판은허

가 73,625개, 신고 20,439개, 배제 341,041개 등총

435,105개로 33.2%에 불과한 반면 불법 간판은

66.8%로총 874,259개에이르고있다.7) 또한울산

시는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총

125,003개의 옥외광고물 중 적법광고물은 50,774

개인 반면불법광고물은 67,929개(54.3%)로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뉴시스, 2008.5.28.) 밝히고 있

으며, 2012년에 실시된 서울시 동대문구 주요 간

선도로변전수조사결과에따르면총 14,777개의

간판 중 적법한 간판은 3,117개로 21%에 불과한

반면불법간판은 11,660개로 79%에이르는것으

로 나타났다.8)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관행화되어 과태

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연

합뉴스, 2012. 8. 29.).즉, 현행법령상다양한간판

의 유형ㆍ설치수량 등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등을

획일적이고 단순하게 적용하여, 간판의 정비ㆍ관

리의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는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도시 미관 저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간판 정비 사업

도시경관에대한관심이 높아지면서중앙정부

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간판정비 사업’을통해 가

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서울시는거리

에 난립되어 있는 간판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

관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종로와 청계천 지역

의 ‘간판정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종로의 경우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총 47억원의예산

을투입하여 2.8㎞, 970개업소의간판을정비하였

고, 청계천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8㎞, 1,892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4년도

부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시범사업을통

해 수원역 주변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간판을 정

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

터 2006년까지 2년동안부산광복로일원에서시

범가로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행정부는

2007년에 ’07년아름다운간판원년 을선포하고

아름다운거리,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형간판시범거리선도자치단체선정및육성

등의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추진하는등현재

는 전국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간판정비 사업은 높은 비용 부담과 획

일적 간판디자인 등의 문제가 있다. 간판정비 사

업에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활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업주들

도지역마다분담비율이다르긴하지만대체로분

6) 이재형외(2011)에따르면 2001년에새롭게진입한영세사업체 73만 5천개중 1년이내에 45.4%가퇴출되고생존한사업체는진입한사업체

의 54.6%에 해당하는 40만 2천개로 나타났으며, 3년간 생존한 사업체는 30.9%, 5년 이상 생존한 사업체는 20.2%로 나타났다.

7)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자료 참조

8) 동대문구 정보공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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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액을부담스러워하며반대하는경우도많이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2007년에압구정동 현대 9차 아파트상가를 간판

정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44개의 점포간판을

정비하였으나, 업소당 500만원(구청부담 450만원,

점포부담 50만원)의 비용은 사업추진에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노컷뉴스, 2007.5.2.).

또한현재의간판정비는간판의수량을규제하

고 형태와 소재를통일함으로써깨끗하고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문화

적배경, 지역특수성, 역사성의고려없이전국적

으로행해지고있어지역정체성을찾기어렵고각

상점의특성과개성을나타내지못하고, 소비자가

원하는점포를찾는데어려움이있다는지적도나

타나고 있다. 내일신문(2007. 5. 23.)에 따르면청

계천간판정비사업의경우점포주의 92%가사업

결과에대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거리가

온통똑같은간판인것같아아쉽다거나정부에서

특정업체를지정해주면안된다는의견(노컷뉴스,

2010. 2. 18.) 또한 제기되고 있다.

4. 간판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간판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들 또한 도시경관 개선 및 간판관리

효율성측면에서 현행 간판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

시하고있다. 박응격(2002)은우리나라의간판규

제가 규제 방식의 부적정성, 중앙집권적 형태, 그

리고법규의복잡성등의법령상문제및행정관

리ㆍ감독소홀등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고주장

하며, 조례중심의 옥외광고물 규제 개선, 광고물

분류체계 개선, 건축물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차

등 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들또한해외선진국과비교해우리나라의옥

외광고물관리가도시미관측면에서고려되지못

하고있음을지적하며다양한정책개선방안을제

시하고있는데, 지역특성을반영한옥외광고물정

책의개선(김정옥, 2007;차승화, 2006), 주민참여

제고를통해 공공성을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유

인책 마련(은덕수ㆍ최성호, 2009; 차승화, 2006),

법문의 체계화및 단순화를통한 시민 이해증대

(권수미ㆍ김성훈, 20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간판정비 사업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들은 간판정비사업의효과와향후발

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서울 삼청동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성을 조사

한이주은외(2012)의연구와대전지역간판개선

사업의 간판만족도를 조사한 서용모외(2011)의

연구 모두 시민과 업소 주인이 인식하는 사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며, 사업이 효

과성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강화를 제언하고 있

다.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지역의 간판개선 사업

의효과성을 연구한박진표(2010)의 연구에 따르

면, 시민들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영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광고주들은 만족

도와 향후 영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안양시 등의 정비 사업을

분석한 김성훈(2010)은 국내 시범거리조성 사업

이 환경 개선에 일부 긍정적 변화를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와사후관리가크게부족한상

황이라 지적하고 있다. 즉, 간판개선 사업이 일부

난립한간판의정비와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음에도 시민참여가 부족한 정부주도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 개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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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간판

규제 및 관리제도는 지나치게획일적이고 복잡한

상태이며간판정비사업역시기대했던정책효과

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관

리제도 개선, 간판정비 사업의효과성 분석, 정비

사업발전방안등의도시미관개선을위한다양

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간판관리 방

안으로서간판세에대한관심은거의전무한실정

으로, 본연구는해외간판세적용사례분석을통

해 효과적인 간판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해외 간판세 적용 사례

본장에서는 간판 규제 수단의 하나로 해외 간

판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

라는간판세와관련한체계적논의가이뤄지고있

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적합한 시사

점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해외 간판세

적용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즉, 도입주체가 중앙정

부인지 지방정부인지를 기초로 과세대상이 되는

간판이모든간판인지특정간판인지, 세율이어떤

기준으로구분되는지, 그리고도입과정에어떤논

의가 있었는지 등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필라델

피아시), 캐나다(토론토시), 태국, 프랑스 등 4개

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1. 미국 필라델피아

1) 과세 체계 및 형태

미국 필라델피아시(Philadelphia, PA)는 시 정

부를과세주체로하는간판세를 2005년부터도입

ㆍ운용하고 있다. 옥외 간판(billboard) 임차료에

대해매년 7%의세금(outdoor advertising tax)을

간판세로부과하고있는것이다(The Philadelphia

Code, Chapter 19-3400).

필라델피아시 시의회는 옥외 광고(outdoor

advertising sign)의 설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시

내 건물 공간의 구매(purchase), 임대(rental) 및

허가(licensing)에대해새로운소비세(excise tax)

를부과할수있는권리(Bill No. 050451)를시정부

에부여하였다. 이를바탕으로시정부는옥외광고

공간(advertising space)의 임차인 혹은 구매자가

옥외광고회사(outdoor advertising sign company)

에지불한구매비용에대해매년7%의세금을부

과하고 있다. 즉, 대형 옥외 간판(billboard)만을

과세대상으로하고, 상품이나서비스제공을위한

사업명혹은 가게이름을 나타내는 해당 일반 간

판(accessory signs)은 간판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라델피아시의 간판세 제도는 옥외광

고회사에게상당한책임을부과하고있다. 구매자

혹은 임차인이 광고를 위한 공간을 구매혹은 임

차하기로 한 시기에 부과되며 옥외광고회사가 신

고ㆍ납부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모든 거래의

내역을 일간ㆍ주간 단위로 기록ㆍ보관하고 시정

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즉각 제출하도록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간판세에 대한 미납및 연체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시의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회사에게연체금, 벌금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규

정하고 있다(The Philadelphia Code, Chapter

19-3400).

2) 간판세 도입 과정

필라델피아시의 간판세 부과는 옥외광고물 업

체들의 저항을 가져왔다. Sweet Lucy'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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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사와 Heritage for the Blind, Inc.는 2004

년필라델피아카운티의민사법원(Common Pleas

of Philadelphia County)에 필라델피아시의 간판

세부과에대한금지명령(special and preliminary

injunction)을신청하였다. 간판세는필라델피아시

의기업영업면허세(business privilege tax) 및주

(state)의 판매세(sales & use tax)와 상충되는

이중과세의성격을띠고있다고문제를제기한것

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필라델피아시의 간판세 부과

에대해문제가없다고선고하였다(Commonwealth

Court of Pennsylvania, 2005). 필라델피아시의 간

판세는 외부의 광고건물혹은 시설에 대해 세금

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해당 행위를 위한 공간의

구매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것으로, 사업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영업면허세를침해하지않

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주의 판매세는 특정

서비스나재화의판매나사용에대해세금을부과

하는 것으로, 특정 활동을 위한 공간에 세금을 부

과하고자 하는 간판세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시하였다.

3) 주요 특징

필라델피아시는 간판세 부과와함께옥외 간판

의정보를시홈페이지의간판목록(inventory)에

등록하여관리하고있다. 미국필라델피아시의경

우 3개 업체(Clear Channel Outdoor, CBS

Outdoor, and Steen Outdoor)에서시의옥외간판

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는 옥외

광고 설치 주소, 크기, 옥외 광고판 안의 광고의

수 등의 정보를 하나의 목록으로만들어 시 정부

에 제출한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는 옥외광고물

목록(Certified Outdoor Advertising Inventories

–Billboards)으로 만들어져 시 공공정보로 다뤄

지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게재된 것과 달리

과대크기옥외광고나규정을지키지않은옥외광

고들은 불법시설로 즉시 제거된다.

필라델피아시의 간판세 과세를 통한 재정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2010 회계연도(FY

2010)를 기준으로 필라델피아시의 간판세 세수

규모는 220만 달러($2,29,2000)로, 전체 세수 규

모약 74억달러($7,390,830,000)와비교해간판세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City of Philadelphia,

2010). 일반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필라델피아

시의 2010 회계연도 세수는 약 38억 달러

($3,814,570,000)로 일반예산 대비 간판세 세수

비율은 0.06%에 그치고 있다.

2. 캐나다 토론토

1) 과세 체계 및 형태

토론토시는 간판 규제를 위한 기존 규정이 기

술 발전 등으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측면이 있

으며, 시의 간판규제 규정이 11개의 세부 규칙으

로 구성되어 간판 관련조례 기준의 일관성을 확

보하기힘들다는 인식에서 2009년 간판세를포함

한새로운간판규제제도에대해논의하기시작하

여(The city of Toronto, 2009), 2010년부터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간판세(Billboard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조례안은 직접 광고 간판(first-party

sign)과대행광고간판(third-party sign)으로간

판을 분류하고, 대행 광고 간판을 간판세 과세 대

상으로지정하고있다.9) 직접광고간판은간판이

설치된곳의특정사업이나자산관련상품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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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간판을 나타내며, 대행 광고 간판은 해

당간판이위치한곳에서이용할수없는것에대

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간판을 의미한다. 이

러한 분류를 토대로, 직접 광고 간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관련공무원이그승인과허가관련업무

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대행 광고 간판의

경우에는 새롭게 구성된 광고 변경 위원회(Sign

Variance Committee)의승인을받도록해규제를

강화하였다.

모든 대행 광고 간판의 소유주들은 토론토시

CBO(Chief Building Official) 간판 목록에 간판

을 등록하고 간판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간판세과세가시작되었는데,

간판의크기가 1㎡를초과하는모든대행광고간

판의 소유자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며, 간판세 세

수는관련조례의시행과시에서정한우선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간판 조례는 간판세 과세와 함께

주거 지역과 자연 지역을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간판의최대 조도를 규제하고, 간판의 불빛

이 인근 개인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였으

며, 오후11시부터오전7시까지간판의조명을끄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대행간판에 대

한허가는 5년마다허가된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환경은 어떻게변화되었는지 등을 고려해 간

판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하였으며, 더이

상 건물의 지붕 위로 새로운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금지하고있다. 이는토론토시의새로운

간판규칙의 정책 목표가 도시 미관의 정비, 공공

영역의 관리 강화, 투명하고 대응성(responsive)

있는 간판 규제 절차의 확충에 있음을 나타낸다.

토론토시는간판의크기와종류에따라약 850

달러에서 24,000달러까지의간판세를차등부과하

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행 광고 간판을효율적

으로관리ㆍ유지하기위해간판구조, 광고간판의

설치 지역, 광고 간판에설치된 기술 등을 고려해

5가지 유형으로 대행 광고 간판을 분류한 것이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2) 간판세 도입 과정

2009년에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간판 규제

조례안은간판관련이익단쳬의반대에부딪혔다.

그러나 토론토시 60여 개의 NGO로 구성된 시민

단체연합(The Beautiful City Alliance)의적극적

인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CityNews, 2009.

12. 07). 이후 2009년 11월 토론토시 시의회에서

29대 12의 투표결과로 새로운 조례안(Sign

Bylaw)이통과되어 2010년부터간판세를 과세하

기 시작했다.

한편, 토론토시의간판세과세결정이후, Pattison

Outdoor Advertising LP/Pattison Sign Group과

the Out-of-HomeMarketing Association of Canada

(OMAC) 등의간판회사들은각각온타리오주상

급법원(Superior Court)에 간판세가 무효임을 주

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Globe and Mail,

2012.04.02; the star, 2009. 04. 06). 간판회사들은

3가지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간판세

가버스정류소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공광고(시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업체에 대해

서 면세를 하는 것이 과세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이며, 둘째, 간판세의 재정적인 부담

이 토지(부동산) 소유주에게지급될임대료를줄

9) 토론토시조례(BY-LAW No.196-2010 & BY-LAW No.197-2010) 및규칙(TORONTO MUNICIPAL CODE CHAPTER 693, SIGN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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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유형 구체적 간판구조
세액

(캐나다$)

1유형

(Class I)

- 광고의 총 공간이 15 제곱미터 이하의 고정된 광고 문구(static copy)만을 사용하는 지주

간판(ground signs)

- 광고의 총 공간이 25 제곱미터 이하의 고정된 광고 문구(static copy)만을 사용하는 벽

간판(wall signs)

$1,150

2유형

(Class Ⅱ)

- 광고의 총 공간이 15 제곱미터 이상, 45 제곱미터 이하로, 고정된 광고 문구(static

copy)만을 사용하는 지주 간판(ground signs)

- 광고의총공간이 25 제곱미터이상 45 제곱미터이하로, 고정된광고문구(static copy)만을

사용하는 벽 간판(wall signs)

- 광고의총공간이 25 제곱미터이상 45 제곱미터이하로, 간판의전체혹은일부분을기계식

장치를 사용해 광고 문구(mechanical copy)를 나타내는 벽 간판(wall signs)

$2,850

3유형

(Class Ⅲ)

- 광고의 총공간이 25 제곱미터 이하로, 간판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기계식 장치를 사용해

광고 문구(mechanical copy)를 나타내는 지주간판(ground signs)

- 광고의총공간이 45 제곱미터이하로, 간판의 전체혹은 일부분을 고정 문구(static copy)

혹은기계식장치를사용해광고문구(mechanical copy)를나타내는지붕간판(roof signs)

$4,950

4유형

(Class Ⅳ)

- 광고의 총 공간이 45 제곱미터 이상으로, 고정된 광고 문구만을 사용하는 지주간판

- 광고의총공간이 25 제곱미터이상으로, 간판의전체혹은일부분을기계식장치를사용해

광고 문구(mechanical copy)를 나타내는 지주간판

- 광고의 총 공간이 45 제곱미터 이상으로, 고정된 광고 문구만을 사용하는 벽 간판

- 광고의총공간이 25 제곱미터이상으로, 간판의전체혹은일부분을기계식장치를사용해

광고 문구(mechanical copy)를 나타내는 벽 간판

- 광고의총공간이 45 제곱미터이상으로, 간판의전체혹은일부분을고정문구혹은기계식

장치를 사용해 광고문구(mechanical copy)를 나타내는 지붕 간판

$11,000

5유형

(Class Ⅴ)
- 전자 장치를 이용해 고정 문구 혹은 가변형 광고 문구를 나타내는 모든 간판 $24,000

<표 1> 캐나다 토론토시의 대행 광고 간판(third-party sign) 유형

이게하거나광고자들에게받게될광고료를늘리

게 하는 일종의 간접 과세라고 주장하였으며, 셋

째, 간판세는광고회사의수입에대한과세이기에

이는토론시법과상충될뿐만아니라캐나다헌법

에 비춰 위헌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온타리오주상급법원(Superior Court)

은광고회사에서주장하는3가지이유에대해동의

하지는않고 과세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만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토론토시의 간판세에 대해 2010

년 4월 법 시행 이후새로이설치되는 대행 광고

간판에 대해서만간판세를 부과할 수 있고, 법 시

행이전에설치된간판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불복해토론토시는온타

리오주상소법원(Ontario’s court of appeals)에상

소하였는데, 2012년 4월 상소법원은 2011년 상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토론토시의 손을 들어 주

었다(the star, 2012. 04. 03). 상소법원은 시 과세

조례의 근거가 타당하며, 과세 설계 또한 합리적

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3) 주요 특징

토론토시는 새로운 간판 조례 제정과 함께 간

판관리조직(Sign Bylaw Unit)을 새롭게 신설하

였다. 이조직은간판관련업무처리를위해토론

토시 전역에 총 4개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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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광고간판업무는모든지역사무실에서처리

하는 반면, 대행 광고 간판 관련업무는 4개의 지

역사무실중 토론토 시청에 위치한 Toronto East

York District Office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는업

무의분화를통해대행광고간판에대한과세업

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토론토시의 간판세 신설로 인한 세수 증

대효과는 미국 필라델리피아시와마찬가지로 아

주미미하다. 2010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Toronto.

2010), 토론토시의 1년 시 예산은 약 93억캐나다

달러($9,328.6million)인데 반해, 2010년의 새로운

간판규칙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천만달러로, 시전체예산의0.1%정도에불과

하다. 토론토시의간판세부과방침은세수증대목

적보다도시환경개선에초점을두고있는것이다.

3. 태국

1) 과세 체계 및 형태

태국의간판세는 미국필라델피아시및캐나다

토론토시와달리, 중앙정부에의해도입된단위세

액을 기준으로 한다. 태국의 간판세 과세 주체는

76개의주(Changwat), 방콕시(Bangkok), 파타야

시(Pattaya) 등 78개의 지방정부로써, 호텔간판,

건물에설치된표식용 간판(nameplate), 공항, 버

스정류장, 호텔, 쇼핑몰, 백화점등에설치된 광고

간판, 고속도로의 간판(billboard), 기차역의포스

터 등까지 광범위하게 과세하고 있다. 간판을 회

사(개인) 자산으로인식하고, 간판을소유한모든

이에게세금을부과하는것이다. 태국의간판세는

간판의 주인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간판주인을인지하기힘든경우에한해서는간판

의 광고주에게 과세하고 있다.

간판 구분 내용 500㎠당 단위세액

- 태국어 문자로만 구성된 간판 3 바트

- 태국어와 외국어가 혼용된 간판

- 그림이나 로고를 포함하는 간판
20 바트

- 외국어 간판 40 바트

<표 2> 태국의 간판세 단위세액

<표 2>와같이 태국의 간판세는 간판에 사용된

언어에따라단위세액이결정되며, 간판의크기에

비례해 차등과세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Marzars, 2012). 태국어 간판의 경우에는 500㎠

당 3바트를 단위세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림이

나 로고, 외국어가포함된 태국어혼용 간판의 경

우에는 500㎠당 20바트를 단위세액으로 한다. 그

리고 그림이나 로고가포함된 외국어만을 사용한

간판의경우에는 500㎠당 40바트를단위세액으로

부과하고있는데, 태국어가외국어상단에위치한

경우에만태국어와 외국어가혼재된 간판으로 인

정되며, 만약 외국어 아래에 태국어를 사용한 간

판의 경우에는 외국어만으로 된 간판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500㎠당 40바트를 부과하고 있다.

더불어, 태국간판세의최소과세금액은 200바

트로, 간판의 크기를 측정함에 있어 간판의 형태

와상관없이간판의가장긴가로세로길이를측

정한다(Marzars, 2012). 예를들어태국어와 외국

어가모두포함된간판으로그넓이가 10,000㎠인

경우, 500㎠로환산시 20으로, 500㎠당 20바트의

기준으로 계산시총 400바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부 소유의 공공장소에설

치된 공공 광고, 학교 구역 안의 사립학교 시설에

설치된 간판, 극장이나 영화관에설치된 간판, 비

정기적 이벤트를 알리는 경우, 차량이나 동물, 사

람에부착된간판, 상품에부착된경우, 농가생산

물 간판, 사업장의 내부에 국한된 경우,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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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선단체의간판, 태국정부주택은행(Bank of

Thailand's Government Housing Bank)이나농업

협동 금융 은행(Bank for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and Financial Industries)의간판등특

정목적의간판에대해서는간판세를면제하고있다.

2) 주요 특징

태국의 간판세는 간판 소유자가 과세 책임을

진다. 매년 3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하고, 과세

평가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간판세를 납부해야

한다(Marzars, 2012). 세금신고는 관할 지방청

(Local District Office)에서 이루어지고, 세금 신

고 불이행 시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일

까지간판세를완납하지않을시매월 2%의가산

세가 추가된다. 또한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

경할시에는 15일이내에관할지방청에신고해야

하며, 간판세 납부 후 주어지는 스티커를 간판에

부착해야 한다.

2000년 기준 태국의 전체 간판세 세수 규모는

약 8억 4천만바트(834.1 million Baht)로전체지

방세 수입(tax revenue) 564억 5천만 바트

(56,451.3 million Baht)의 1.48%정도를차지하고

있다(Sujjapongse, 2005). 이는 전체 지방정부 수

입(2000년기준 950억바트)의약 0.8%정도를차

지하는 것이다. 2002년 간판세 세수 규모는 전체

지방세수입의 1.09%그리고전체지방정부수입

의 0.58%로나타나, 그세수비율은점차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ujjapongse, 2005).

4. 프랑스

1) 과세 체계 및 형태

태국과마찬가지로프랑스또한중앙정부에의

해 도입되어 지방정부를 과세 주체로 한다. 그러

나 태국과 달리 구체적 단위세액과 과세 권한은

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프랑스는

2009년 1월 1일부로차량광고판, 옥외간판, 광고

물에대한지방세(TSA, TSE 등)를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 (taxe locale sur la publicité

extérieure: TLPE)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Conseil du Commerce de France, 2010).

프랑스의간판세는임의세로과세권한은지방

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

체는 간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않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차량 광고판, 옥외 간판, 광고물 등에

대한 지방세(TSA, TSE 등)를 부과하고 있던지

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

세 (간판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간판

세(TLPE)는 대중에게 공개된 길에 설치된 모든

고정된광고에적용된다. 공유지및사유지, 유료및

무료, 도보로접근할수있는길및교통수단을통

해 접근할 수 있는길등을모두포함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옥외광고물을 간판, 사전간판, 기타

광고장치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간판은

건물에 설치된 모든 형태의 간판을 의미하며, 사

전간판은 상점 근접을 알리는 간판을, 그리고 기

타광고장치는광고내용을담을수있는기능성을

가진 모든 수단을 지칭한다. 기타 광고장치는 간

판과사전간판을제외한모든형태의광고장치및

대중에게정보 전달혹은 이목을끌기 위한 수단

으로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간판세는 이러한 옥외광고물 분류를 기준으로

매년과세가능한광고장치의유효면적(㎡)에따

라 부과하는데, 과세기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

이 공시하고 있다(Conseil du Commerce de

France, 2010). 첫째, TLPE는 고정된 광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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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종류 및 크기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5만명 이하 5만~20만명

간판

12m²이하 15유로/m² 20유로/m²

12m²~50m² 30유로/m² 40유로/m²

50m²초과 60유로/m² 80유로/m²

사전간판 및 기타광고장치
50m²이하 15유로/m² 20유로/m²

50m²초과 30유로/m² 40유로/m²

디지털 방식

사전간판 및 기타광고장치

50m²이하 45유로/m² 60유로/m²

50m²초과 90유로/m² 120유로/m²

자료: 프랑스 경제위원회(Conseil du Commerce de France, 2010)

<표 3> 옥외광고에 대한 지방세(TLPE) 과세 기준표

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이동식 광고판은 과세 대

상에포함되지않는다. 둘째, 이동식 광고판의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점유에 관한 법률

에의거세금을부과하기도한다. 셋째, 이동식광

고판에는족자형 광고, 입간판, 차량광고판 등 고

정되지않은간판형태등이포함된다. 넷째, 광고

장치의면적이 7m²이하인경우에는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주요 특징

간판세세액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다

를 수 있는데, 프랑스 경제위원회에 의해 제시되

는 과세표는 과도기 기간(2013년 12월 31일까지)

에법규재정비를목적으로한참고자료의성격이

강하다. 과세기준표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인

구수와 간판의 종류및 크기에 따라 기준세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러한과세기준표는각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요금통일을위한목적으로 2014년까지동일하며,

그이후상승폭은㎡당매년 5유로를초과하지않

도록 규정하고 있다(Conseil du Commerce de

France, 2010).

또한프랑스의 옥외광고에대한지방세 는납

세의무자를 2가지로분류하고있다. 상점의경우

에는 과세 기준표에 따라 지자체에 직접 세금납

부하며, 광고업체를통해옥외광고를설치한경우

에는광고업체가지자체에세금을납부해야한다.

간판세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기준

으로 하며, 1월 1일 이후설치된 광고장치에 대해

서는설치된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대

해서만과세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옥외광

고를보유한상점은 3월 1일까지지자체에세금납

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면세 대상인 옥외광고를

보유한 상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새로 설

치된옥외광고에대한세금납부신고는설치된일

로부터 2달이내에완료해야하며, 철거된옥외광

고에대한신고또한철거일로부터 2달이내에완

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5. 시사점

본연구는미국, 캐나다, 태국, 프랑스의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4>는이러한각사례의내용을요

약ㆍ정리한 것으로,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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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필라델피아 캐나다 토론토 태국 프랑스

도입주체 지방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과세주체 시정부 시정부 주정부 시정부

과세대상 옥외간판(billboards)
대행 광고 간판

(third-party sign)
모든 광고간판 모든 광고간판

세율 간판 임차료의 7%
간판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정액부과

간판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단위세액

지자체 인구수와

간판면적에 따른

단위세액

면세대상 없음 없음 면세대상 공시 7㎡ 미만의 간판

주요 특징

- 간판세 부과 대상 옥외

간판 등록및 목록작성

공개

- 간판규칙팀 및 간판세

이외 규제 신설

- 간판세 부과 대상 목록

관리

- 간판세 최소 과세액

존재

- 임의세로 지자체는 광

고물에 대한 세금을 부

과할 의무를갖지않음

세수효과
220만 달러

(시 전체 예산의 0.03%)

200만 달러

(시 전체 예산의 0.1%)

전체 지방정부 수입의 약

0.6%
-

<표 4> 주요 국가 간판세 현황

1) 과세 목적

간판세 과세는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하

고있다. 미국필라델피아시와캐나다토론토시의

간판세는지방정부세수증대가아닌간판에대한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들은

도시 미관 정비 및 공공성강화를 목적으로 간판

세를신설하고해당재원을문화여가시설및공

익사업 등의 시에서 정한 우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들 도시의 간판세 과세를 통한 세수효과

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에

서 추진되고 있는 세수 확보 중심의 접근은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과세주체

간판세 도입주체는 국가 별로 상이하나, 과세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한

필라델피아와 토론토시의 경우, 도시정부 차원에

서 간판세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간판세가도입된태국과프랑스또한지방정

부가 간판세 과세 주체이다. 더욱이, 프랑스의 경

우에는 간판세가 임의세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

로 간판세 과세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모든사례

에서도시발전의일차적책임을지닌지방정부가

간판세 과세 주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과세 체계 및 형태

간판세의 과세 대상또한 도시 환경에 따라 다

르다. 미국필라델피아시의경우에는대형옥외광

고 간판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토

론토시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간판에 대해 등록

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으나광고업자에의한광

고 간판만을 간판세 과세 대상으로삼고 있다. 그

리고모든간판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는태국과

프랑스는면세대상간판을규정하고있다. 즉, 간

판세 과세 대상과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지역

상황을고려한차등적용이이뤄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역의 사회적 배경과 정치

환경에 따라 간판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상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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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 간판세도입과

운영에관한세부적내용은지방정부에의해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Ⅳ. 정책 제언

1. 간판세 도입 방향

1) 과세 주체

간판은도시의문화수준을측정하는척도이자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상징물로써, 지방정부

는 해당 도시의 도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간판

정비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간판 정

비는 지방정부의 도시 조경 및 문화정책에 따라

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며, 간판세과세권은도시

의 무분별한 간판 난립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고려될수 있다. 특히, 불법 간판의

난립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간판 규제가 그 정

책목적을 달성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와같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간판세 도입이 고려될수 있을 것

이다.

도시미관 개선을위한무분별한옥외광고물의

정비방안의하나로써간판세도입을고려한다면,

이에대한과세주체는해당기초자치단체가되어

야한다. 간판세부과및납부활동을포함한도시

미관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인력과예산소요가필수적이며간판은각지역의

도시미관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요인이기에, 이

에대한관리와과세의책임은각기초자치단체에

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과세 체계 및 형태

간판세 과세체계는 독립세(임의세) 형태가 바

람직할것이다. 독립세란지방자치단체가국가또

는 다른지방자치단체와독립해서독자의 세원을

보유하고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형

태를 말한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간

판세를도입할수있도록도입여부, 과세표준, 세

액등을지방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

는독립세로서의간판세도입이바람직한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간판 규제 및 간판 정비사업이

획일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못한다는 문

제점을 감안할 때, 지역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간판세의 과세여부, 과세방식, 단위세액 등의 전

반적인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세 및 면세 대상 선정

과세 대상 간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의경우, 지역의특성을고려해간판의유형및크

기 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간판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

령에 따라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

판, 돌출간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간판세

를 도입하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상황에맞춰가

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광고물등다양한간판유형가운데과세대

상을 선택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판 형태에 따른 간판세 일괄적용은

도시미관정비라는긍정적효과보다시민부담증

가등의부정적효과가더클수있다.10) 특히, 우

10) 서울시의 2009년도간판종류별현황자료에따르면, 옥외광고물중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이차지하는비중이 74.0%이며, 지주이용간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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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는자영업자의비율이높아영세소규모점

포수가 많고, 간판이 제공하는 정보성과 시각성

등을고려할때, 특수목적의간판이나일정크기

이하의 간판에는 면세를 하는 등의 간판세 면제

대상 및 그범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세업

자에대한부담경감측면에서일정면적또는수

량 등 특정 기준이하의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세

면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

리나라의현행법령에서일정요건을갖춘 5㎡이

하의가로형간판등을신고대상간판으로분류하

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대상 간판을 면세 대상으

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차등과세 검토

해외의 간판세 적용사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간판세를 차등과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판의 면적, 종류 및 간판에 사용된 기술, 지역

특성, 간판에 사용된언어 유형 등에 따라 간판세

를차등적용하고있다. 즉, 간판세도입을위해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한 기준들을검토하여 적절한 차등과세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 특성

을 살리기 위해 나무로 된 간판을권장하고자 한

다면나무이외의재료로제작된간판에대해서는

면적당 단위세액을더높게하는 등의 방법을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색깔의 조명이포함된

간판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몇개 종류를초과

하는 색상의 조명을 사용한 간판에 대해 면적당

단위세액을높게함으로써도시미관정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간판세 도입 전제 조건

1) 시민공감대 형성

간판세 도입을 위해서는시민들의공감대형성

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토론토시 사례

와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시또한간판세도입에

있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존재하였다.

Pennsylvania Resources Council(PRC)이라는NGO

의 경우, 1993년부터옥외간판(billboard) 확산방

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Pennsylvania Resources

Council, 2004), 이후 PRC를 중심으로 각종 시민

단체, 사회기업,건강관련NGO등100여개가넘

는단체가옥외간판규제에찬성하는네트워크조

직(Society Created to Reduce Urban Blight:

SCRUB)을 구성한 사례가 있다.11) 이는 간판 규

제 제도(은덕수ㆍ최성호, 2009; 차승화, 2006) 및

간판정비사업(이주은외, 2012;서용모외, 2011)

의효과성제고를위해시민참여를강조한선행연

구와 유사한 것으로, 제도 및 사업의효과성증대

를위해서는시민요구와선호에부응하는방향으

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광고물ㆍ가로

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시민들이 적극적참여

하도록유도해야한다. 나아가간판세를과세하고

자하는지방정부는공청회개최나시민들에게혐

오감을주는간판유형, 재료, 기계장치, 조도등에

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77.35%로 나타나, 유형에 따라 일괄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간판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11) Pennsylvania Resources Council, Inc.와 Society Created to Reduce Urban Blight의협력으로 “Signs, Billboards, and Your Community: A

Citizen’s Manual for Improving the Roadside Environment by Effective Control of Billboards and Outdoor Advertising”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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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시민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간판세 과세 대상 및면세범위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 간판 관리 시스템 구축

간판세 과세를 위해 간판 현황을파악할 수 있

는시스템구축이요구된다. 필라델피아시와토론

토시는 간판 목록 작성을 통해, 태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간판 소유주의 신고를 통해 간판세 대상

간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간판세가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필수적으

로, 간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간판 소유자로 하여금 간판과 관련한 내

용을구체적으로신고하도록하고, 관할시 군 자

치구에서는이에대한사실확인을해야한다. 즉,

간판의설치 위치와 간판유형, 면적, 간판재료, 간

판의 조명장치 및 기계장치 여부, 전등유형과 수,

조도 등의 간판 기본 사항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이를지속적으로관리해야하는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간판세 관련 논의는 세수 확

보측면에서다뤄지고있다. 그러나해외사례에서

나타나듯, 간판세 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상황으로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간판 규

제 측면에서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해외

간판세는 지방정부를 과세주체로 지역의 특수성

을 감안한 차등적용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과세주체로

하는 독립세(임의세)형태의 간판세 도입이 바람

직한 것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해 과세대상, 면세

조건, 과세방식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판세 도입자체가효율적간판관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간판세는 지방정부의 세수확대

가아닌도시환경개선을위한강력한규제수단이

기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간판 현황 파악을

위한관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시민들의지지

와관련제도의정비없는간판세도입은결국시

민들의 부담 가중과 행정수요의증대만을 가져오

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수단으로서 간판세를 이해해

야 할 것이다. 다만본 연구내용이 해외사례 분석

을 통해 간판세 논의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를 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간판세 도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효과예측등이추가적으로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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