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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중화제국의 재정이 일반적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청대 중앙 정

부는 지방에서 송금해주는 토지세[田賦]에 의존하여 살림을 꾸렸다. 독자

적인 세원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재정구조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군비

와 차관상환으로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 말부터인데, 그때에

도 지방재정의 확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앙정부가 독자적 재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은 중화민국이 들어선 뒤 북경정부 시대일 것

이다. 군벌화한 각 지방 당국이 토지세 등 주요 세수를 중앙에 송금하지 

않고 가로채면서, 북경정부는 소금에 대한 과세인 염세(鹽稅)와 수출입 무

역에 관한 과세인 관세(關稅) 두 종류의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3S1A5A2A03045439). 

** 익명의 세 심사위원께 큰 감사를 드린다. 꼼꼼한 지적으로 오류와 오자를 적잖게 수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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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부터 간접세가 중앙 정부의 유력한 재원으로 되는 시대가 열렸다. 한

때 관세는 중앙 세수의 50%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관세 자주권을 점차 

회복한 남경국민정부 시대에는 간접세 의존이 심화되었다. 남경국민정부는 

통세(統稅)와 같은, 생산세의 성격과 특종소비세의 성격을 겸비한 새로운 

국세를 개발하였다. 어느 것이나 간접세였다. 반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간접세 징수는 불가능해졌다. 국민정부는 다시 토지세를 국세로 되돌리는 

한편, 전시 재정의 80% 가까이를 외국에서 빌린 차관에 의존해야했다. 

중앙정부 재정의 주된 수입구성의 추이를 보면 북경정부는 채무가 

20.6%, 세수가 79.4% 정도로, 세수는 관세 15.1%, 염세 17.2%, 공상세 

7.6%, 농업세(당시의 전부) 17.7%로 구성되었다. 그러다가 1928년-32년 

즈음에 와서, 채무 20.2% 이외에 처음으로 기업수입이 0.6%가 생겨났다. 

나머지 세수 74.2% 중에는 관세가 44.8%, 염세가 18.5%, 공상세가 9%였

다. 전통왕조 시대의 주력 세원이었던 전부, 즉 토지세는 국지획분 과정에

서 지방정부에 넘겨주면서 중앙 세수 항목에서 아예 사라졌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재정은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로 성격이 크

게 달라진다. 사회주의경제화로 1960년대까지 채무는 0% 가까이로 없어

지고, 경제가 국유화되면서 정부 재정 중에 기업수입이 가장 많아졌다. 건

국 초기(1950-1952)에 25.3%였던 기업수입은 1950년대 말에는 곧 50%로 

진입하여 개혁개방 전까지는 계속해서 50%대를 유지했다. 1971년-1975년

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수입을 살펴보면, 기업수입이 54.6%로 가

장 많았고, 세수는 44.4% 정도였다. 세수의 분포는 관세가 1.2%, 염세 

1.1%, 농업세 3.8%에 불과한 반면, 공상세가 38.3%로 대다수를 점했다. 

일종의 영업세인 공상세는 각 기업에 부과했던 세금이 주종을 이뤘다. 냉

전체제 하의 경제봉쇄로 중국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강제 당했으므로 20세

기 초반의 중요 세원이었던 관세의 비중은 미미한 정도로 떨어졌다. 사회

주의 체제하에서 채무는 사라지고, 기업수입이 커졌다. 

그런데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로 상황은 크게 변하였다. 2011년-2014년

에는 채무가 6.9%로 생겨나고, 기업수입은 13.4%로 대폭 줄었으며,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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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수 중에 개혁개방 이전 가장 비중이 

높았던 공상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다양한 항목으로 분산되

었지만, 세 항목을 합하면 39.2%로 여전히 가장 큰 세수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소득세, 1990년대 말에 개인소득세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2011-2014년에도 각각 15.8%, 4.9%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다. 19

세기 말 20세기 초에 성립한 간접세 의존형의 재정구조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 

이렇게 훑어보면 20세기 중국 재정 수입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공상세, 간접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전히 소득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중은 낮다. 이 글에서는 공상세 중에서 담배와 술에 관한 

과세를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에서 통칭하는 “연주세(煙酒稅)”이다. 이 세

목은 근대성과 봉건성을 다 가진 흥미로운 사례이다. 거의 모든 공상세가 

그렇듯이 연주세 역시 이금(釐金)의 일종으로 시작하였다. 태평천국운동의 

진압으로 군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적 과세 대상인 토지와 인민에 대

해서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각종 상품 유통 단계에 과세했던 새로운 세금

이 이금이었다. 이금의 과세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는데, 술과 담배 역시 

그 와중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는 근대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목이라는 

면에서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흥미롭다. 근대유럽에서는 군

비 확장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17세기 담배가 본격적으로 소비되면서 

과세가 이뤄졌는데, 중국과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와서야 중국의 이금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가 처음 시작된 것은 1862년 남북전쟁의 군비 조달

을 위해 내국소비세를 거두면서였다. 미국의 내국소비세는 이금과 마찬가

지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과세되었고, 이금보다 한술 더 떠서 심지어 서비

스 행위에 대해서도 일률 과세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에 성공한 것은 담

 1) 이상 각 시대 통계 수치는 모두 久保亨, 加島潤, 木越義則 編著, 統計でみる中国近現

代経済史 , 東京大学出版会, 2016, 161-165쪽 및 표8-1-1, 표8 1-2, 표8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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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술밖에 없었다. 또 이 두 항목의 과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

아서 정부의 중요 세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과 역시 중국과 유사하다2). 

세계적으로 이 세목은 근대적 세금 항목으로서 중국이나 세계나 비슷하게 

시작되었다는 특징에 주목하자. 두 번째로 이 세목의 등장과 확대에 나타

나는 세계적인 공통성은 산업화와의 관련성이다. 담배 산업에서 궐련은 

1900년대 들어와서 각종 담배 종류 중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데, 궐련 제조는 근대적 기업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근대적 기업에 대한 

과세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남경국민정부의 궐련에 대한 세금인 

통세(統稅)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생산의 산업화는 과세 대

상의 파악과 징세 행정을 용이하게 하여, 근대 재정에서 술, 담배 과세 비

중이 커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세 번째 공통성은 과세의 정당성 확

보가 가능하여 고율 징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는 일상용품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치품”에 대한 과

세로 선전되었고, 정부는 고율 과세가 술과 담배 소비를 줄여서 민생에 오

히려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구사했다. 그 결과 고율의 과세로 술, 담뱃세

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갔다. 

청 정부가 최초로 징수한 근대적 상업세가 술과 담배였다는 점은 시사

적이다. 중국조세사에서는 1884년 청 정부가 술과 담배 판매상점에 대해 

면허세 혹은 영업허가증에 해당하는 “연주영업패조비(煙酒營業牌照費)”를 

징수한 것을 근대적 상업세의 시초로 꼽는다.3) 그리고 청 말 새롭게 도입

된 근대적 세금 중에서 유일하게 중화민국 시기에 징세와 정착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다. 영업세, 소득세 등 다른 근대적 세금은 도입도 늦었고 

 2) 담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과 아시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5세기 말-16세기 초의 

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는 사치품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1862년에 도입된 내국소비세 중에 담배만이 전쟁이 끝난 후도 유지되면서 1883년에

는 미국 연방정부 조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Dan Kopf, “How 

cigarettes tax the poor”, The Priceonomics, Jan 20, 2016(https://priceonom 

ics.com/how-cigarettes-tax-the-poor/); https://en.wikipedia.org/wiki/Revenue_ 

Act_of_1862] 

 3) 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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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에도 중화민국 시기에는 결국 정착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공산화로 인해 사라졌다가,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에 점차 

실시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면에서 “연주세”란 이름의 담배와 술에 대한 과세의 도입을 살펴

보면서, 제국재정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의외로 

연주세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다룬 논문이 국내에도 국외에도 없다는 사실

은 좀 놀랍다4). 다행히 담배 중 궐련 및 몇몇 근대적 공장 생산품에 대해 

도입되었던 통세는 상당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국내에도 김지환, 

박경석 두 분의 선구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5). 다만 연주세에 대한 계

통적인 분석은 필자가 과문해서인지 중국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경제사가 오쿠무라 사토시(奥村哲) 

선생님의 배려로 옛 도쿄도립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광동연주세연

혁(廣東煙酒稅沿革) (余啓中 著,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1, 國

立中山大學出版部, 1933年10月 출판)을 참고할 수 있었고, 필자가 광동성 

재정을 줄곧 공부해왔던 것이 잘 맞아 떨어져서였다. 아직까지 연구 축적

이 많지 않은 분야이지만, 연주세 도입의 역사를 광동성의 지역적 맥락에

서 파악해보고 향후 중국 재정과 상업세의 구조적 문제를 탐구하는데 디

딤돌로 삼고자 한다.

 4) 중국에서 연주세에 대한 연구는 원세개 북경정부 시기의 공매제(公賣制)에 관해 몇 

편의 연구가 있으며(李庆宇, ｢民国北京政府煙酒公卖述论｣, 历史教学 总第767期, 2017

年10期; 郭旭, ｢清末民初酒税制度因革论｣, 贵州文史丛刊  2011年4期; 刘琦, 黄天华, ｢民

国时期专卖制度研究｣, 中央财经大学中国财政史研究所编, 财政史研究 (第4辑), 中国财

经出版社, 2012), 술과 담배세에 관한 개설 이외에 연주세 도입의 계통적 분석이나 각 

지역의 연주세에 관한 계통적 연구는 거의 없다. 청 말 이금 속의 연주세를 다룬 何

汉 , ｢清末赋税基准的扩大及其局限: 以杂税中的煙酒税和契税为例｣ (臺灣中央硏究員)近

代史研究所集刊  第17期(下), 1988 및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조선에서 내몽고로 담배

가 전해진 후부터 중화민국 초기까지 내몽고의 담배세를 개괄적으로 다룬 房建昌, ｢内

蒙古煙草 史──兼论民国前期内蒙古的煙税及有关机构｣ 阴山学刊 , 1998年1期의 연구 

등은 참고할 만하다.

 5) 박경석, ｢南京國民政府의 稅收政策과 財政基盤의 樹立 : 釐金ㆍ統稅政策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61, 1998; 김지환, ｢남경국민정부 시기 통세 개정의 성격 연구: 1934

년도 면사 통세 개정의 배경과 유산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4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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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 말 술ㆍ담배 과세의 개시 

청이 술과 담배에 대해 과세한 것은 이금을 징수하면서부터였다. 술과 

담배에 대한 이금 세율은 처음에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1리(厘), 즉 

가격의 1%였으나, 후에 가격의 4% 혹은 그 이상까지 올랐다. 당시 각 성

의 이금 평균세율은 2.26%였으므로, 다른 화물보다 비쌌던 셈이다. 무거

운 과세의 명분은 “민식(民食)”을 헤친다는 이유였다. 백성들이 술을 좋아

하여 곡식으로 술을 담아 식량 부족을 일으킨다는 고대부터의 논리였다. 

여기에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술과 담배는 함께 취급되었다. 특히 패전에 

따른 배상금과 재정 압박이 본격화되는 청일전쟁 때부터 청 정부는 술, 담

배에 대한 과세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세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1903년에 청 중앙정부가 지고 있는 재정 

부담을 각 지방 당국에 나눠서 할당시키는 탄파(攤派)가 본격화되면서, 전

국적으로 연주세가 이금에서 독립하여 징수되기 시작했으며 세율도 대폭 

올랐다. 

그 중에서도 북경을 끼고 있는 직예성(直隸省)의 연주세 세입이 두드러

지게 컸다. 직예총독(直隸總督) 이홍장(李鴻章)이 연주세 수입을 중시하여 

각종 과세 방식을 개발했었고, 그의 자리를 이은 원세개(袁世凱)는 술에 

대해서 “낙지세(落地稅, 특정 지역에 도착하면 거두는 일종의 진입세)”를 

거두는 등 술, 담배에 과세할 수 있는 세목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그 결

과 직예성의 연주세 수입은 1905년 71만 7,900량, 1906년 72만 200량, 

1907년 77만 3,500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천성(四川省)은 뒤늦게 연주세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역이다. 

사천성은 1904년에 와서야 주세 법규[酒稅章程 16조]를 제정하였는데, 처

음에는 세율이 직예성의 절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해혁명 직전인 1911

년에는 100만 량으로 늘어나 사천성 이금 세수총액인 70만 량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같은 해 사천성의 재정수입이 1,730만 량이었으므로 연주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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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6%에 육박했다. 1911년 전국의 연주세 수입은 914만 405원이었는데, 

사천성이 그 가운데 9분의 1이나 차지했다.6)

청 말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항목과 세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전

란과 군비 수요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 담배에 최초로 과세를 한 

이금은 강남을 휩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생겨난 세금이다. 1884

년 청 정부는 다시 술, 담배의 소매업자에게 패조세(牌照稅), 즉 영업허가

세 내지 면허세를 거두었는데, 이때는 청불전쟁 비용 때문이었다. 십년 뒤 

청일전쟁(1894-1895)을 겪으며 이 세목에는 부가세가 추가 징수되었으며, 

후에 직예성에서 북양신군(北洋新軍)의 병사 훈련비용으로 연주세가 이금

에서 독립하여 따로 징수되기 시작했다. 1904년 사천성에서 주세를 처음 

거둔 것도 북양신군의 연병 비용 및 임박한 티베트로의 군사 출동에 자금

을 대기 위해서였다.7) 

그런데 1903년까지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는 봉천성의 연주연(煙酒捐), 

섬서성의 연주이금(煙酒厘金), 강서성의 차당연주리세(茶糖煙酒厘税), 길림

성의 연주세(煙酒税) 등 이름은 제각각이라도, 직예성을 제외하면 그 세수

는 1만 량을 넘는 곳이 강서성, 운남성, 길림성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 상

황에서 1903년 11월에 청조는 직예성의 사례를 모범으로, 21개성에서 전

국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로 매년 646만 량의 세수를 올리겠다고 

공포했다. 성 규모에 따라 할당한 연주세액(煙酒税額)을 보면 광동성은 강

소성, 사천성과 함께 매년 50만 량 조달 그룹에 속해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할당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세수를 올린 곳이 대부분이었다.8)

1910년에 북경의 탁지부(度支部)는 예산과 결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

(國稅)와 지방세(地方稅)를 분리하는 등 근대적 세제 개혁을 계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술과 담배에 관한 각 세목을 독자화하여 세율을 명확히 하고 

종량세(從量稅)로 통일한 후 국세(國稅), 즉 중앙정부의 세목으로 만들려

 6) 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pp. 150-154.

 7) 肖俊生, 위의 글, p. 154.

 8) 郭旭, ｢清末民初酒税制度因革论｣ 贵州文史丛刊  2011年4期,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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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징수 역시 각 성의 포정사( 政使)나 탁지부가 직접 징수하여 

각 부(府)와 현(縣)에 징세 기관을 따로 설치하기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청 말의 이러한 근대적 재정 개혁은 결국 실행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신해혁명으로 청은 멸망하고 재정 개혁의 과제는 중화민국으로 넘어갔

다.9) 

광동성의 경우 청 말까지는 직예성과 사천성의 사례에 비해 연주세의 

비중이 비교적 낮았고,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와 비로소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했다. 필자는 광동재정설명서(廣東財政說明書) 를 분석하여 신정 시

기에 이미 토지세[田賦] 위주의 전통적 재정구조에서 유통 및 서비스 분야

에 대한 과세로 재정 의존도가 바뀌고 있었고, 그 점이 광동성의 재정구조

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10) 

여기에서는 광동재정설명서 를 이용하여, 우선 청 말 광동성의 재정 

구조 속에서 연주세의 시작과 과세 양상을 살펴보겠다.

청 말 22개 성(省)의 재정 규모를 비교 정리한 한 통계에 따르면 광동

성의 재정규모는 대체로(화폐가 은량, 은화, 제전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2,727만 량 가량으로 22개 직성 중에서 세입 규모가 가장 컸고, 제일 적은 

귀주성(貴州省)의 153만 량에 비하면 18배 가까이 많았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광동성 재정 규모를 광서 34년(1908년)은 2,340만 량, 선통 원년

(1909)은 3,740만 량으로 추계하기도 한다. 일 년 만에 1,000만 량이나 늘

어난 셈이다.11) 

지방재정의 급증은 청 말 다른 성들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지만, 그 중

에서도 광동성은 청일전쟁 이후 20여 년간 재정 팽창이 현저했던 지역이

다. 도광(道光) 29년(1849년) 광동의 재정 수입은 320여만 량으로 경향(京

餉, 북경 중앙에 보내는 송금 정액)과 협향(協餉, 이웃 성에 보내는 송금 

 9) 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pp. 150-155.

10) 강진아, ｢제국 재정의 근대적 변용― 청 말 광동(廣東)의 지방 재정을 중심으로｣, 중

국근현대사연구  69, 2016.
11) 淸末民國財政史料輯刊  第1卷,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pp. 165-171(韓祥, ｢晩淸財

政規模估算問題初探｣, 2014, pp. 40-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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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광동성 현지에서의 지출은 

150여 만 량에 불과했다. 그런데 광서 19년(1893)은 이미 수입이 1,109여

만 량, 지출이 1,128여만 량으로 늘어났고, 이 중에 광동성 현지에서의 지

출이 678만 량이나 되었다. 그런데 선통 원년(1909)에는 수입이 3,739만 

6,473량, 지출이 3,832만 6,867량이었으므로 10여 년 만에 재정규모는 거

의 네 배로 늘어난 것이다.12)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각종 배상

금과 외채 부담의 지방 전가[攤派], 입헌운동과 신정의 각 종 비용 부담으

로 청 말 광동 재정은 22개 직성 중에 최대의 규모로 팽창했던 것이다.

강희(康熙) 24년(1685년) 광동성의 재정 수입은 고평은(庫平銀) 159.84

만 량(兩)인데, 그 중 전부(田賦)가 114.61만 량으로 71.7%를 차지하고, 

염과(鹽課)가 18.69만 량으로 11.69%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상관세(常關

稅) 및 상잡세(商雜稅)는 16.61%에 불과했다. 이 시기의 성재정은 토지세

인 전부와 염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전통 제국 재정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청 후기에 군사비 및 배상금 지출 때문에, 이금(釐金), 도박세, 아

편세, 잡세연(雜稅捐) 등 새로운 세목이 증설되고, 정규 세금에 대한 부가

세 징수[加派]가 심해지면서 잡세가 정세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

다. 그 결과 1893년에는 광동성 재정수입 430만 9,300여 량 중에 전부를 

대신해 이금이 167만 6,800여 량으로 최대 세목으로 부상하면서, 전체 재

정 수입의 38.91%를 차지하게 되었다. 선통(宣統) 원년(1909) 광동성 재

정 수입 중에 해관 및 채무 수입을 제외한 세수는 1,983만 량 가량이었다. 

이 중에 도박세가 353.9만 량(17.85%), 염과가 340.2만량(17.16%), 이금이 

273.7만 량(13.8%)으로 상공업세 및 유흥세가 110.48만 량(5.5%)을 거둬

들인 전부를 압도하였다.13) 

청 말 광동성에서는 이미 전부와 같은 전통적 항목이 아니라, 상공업세

12) 汪廷奎, ｢民國以前唯一的廣東財政钜篇——喜見清末《廣東財政說明書》整理本問世｣, 廣

東史志  1998年2期, pp. 72-73.

13) 廣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 財政志 廣東人民出版社, 1999年, p. 49; (清)廣東清理財政局 

編訂, 廣東省財政科學硏究所 整理, 廣東財政說明書 , 廣東經濟出版社, 1997,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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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의 기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청 말 광동성 재정에 관한 

가장 계통적 자료인 광동재정설명서 에서 연주세는 이금 항목 안에 나온

다. “백화이금(百貨釐金)” 중 하나에 술과 담배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금과 

술ㆍ담배에 대한 과세 개시 시점은 성마다 다 다르다. 최초의 이금 징수는 

1853년으로 꼽고 있지만, 광동성의 경우 이금의 징수 시작은 1862년(同治

元年)으로 기록되어 있다.14) 이 해에 흠차대신 안단서(晏端書)가 광동성에 

파견되어 이금 징수를 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때는 술과 담배는 과세 대

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 후 1869년(동치 8년)에 재차 이금 과세 대상

이 추가될 때에[補抽貨厘의 法], 마침내 “연주(煙酒)”, 즉 술과 담배가 과

세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15)

일반적으로 이금은 곳곳의 교통요지에 관소를 설치해서 통과세로 상인

들에게 거두는 행리(行厘)와 가게를 가진 상점[坐賈]에 거두는 좌리(坐厘)

로 크게 양분된다. 청 대에는 대부분의 세금 수입이 통과세인 행리에서 나

왔다. 행리의 실제 징수액은 1908년(戊申年) 195만 6,957량, 1909(己酉年) 

205만 5,491량으로 이금 세수의 70-80%를 차지했다. 

한편 술과 담배 관련 상점에게 거두는 좌리의 징수는 지역에 따라, 또 

같은 지역이라도 품목에 따라 달리 이뤄졌다. 예를 들어 광동성의 수도[省

14) 청조는 건륭제 때까지 금주 정책을 실시하여 양조는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에는 엄격

히 양조를 금지했었다. 그러다가 함풍 연간부터 청 말까지 점차 완화되어 완전히 민

간 양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청 초에도 술에 대해 아예 과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시세( 稅)와 관세(關稅)가 있어서 시장에서 소매로 팔 때 일정 세금

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술을 보통 기름, 소금 상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유주

세(油酒稅)”라고 합쳐 불렀고 세율도 적었다. 관세는 수레나 어깨에 술을 이고 혹은 

배로 운반하다가 각 관소를 지날 때 통과세로 내는 세금이었다. 그래도 옹정제 시기 

청조에서 전국적으로 거두는 주류 관세는 10여 만 량에 불과했다. 건륭 이후 양조금

령이 사실상 형해화되면서 각지에 양조업이 발전했고, 1853년(함풍 3년) 7월에 호부

가 금령 이완을 상주하여 윤허함으로서, 160여 년간의 금주제도가 무너졌다. 결국 재

정 위기로 술에 대한 과세가 서리의 사사로운 징수로 이뤄지던 것이, 지방 정부의 공

개적인 재정수입이 된 것이다(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pp. 150-151).

15) 余啓中, 廣東煙酒稅沿革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 國立中山大學出版部, 

1933(구 도쿄도립대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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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징세기관
첫 과세 때의 
청부액(1869년)

청 말(1901년 이후) 

청부액

省城

煙絲行 崇安 2,592 10,368

鶴山煙葉行 公和 1,200 6,240

酒行 福志 2,940 5,880

條絲煙行 崇德 * 280 -

]인 광주(廣州)의 연사[煙絲, 담뱃잎을 실처럼 가늘게 채를 친 것]에 대

한 과세는 연사행(煙絲行) 길드인 숭안당(崇安 )이 은 1량 가격에 은 2분

의 종가세(從價稅)로 징수했다. 한편 학산현(鶴山縣)의 연엽[煙葉, 담뱃잎]

은 연엽행인 공화당(公和 )이 한 묶음[把]에 은 1전 2분을 거두어 종량세

(從量稅)였다. 그러나 담배나 술이나 내실은 정액의 세금청부제도였다. 즉 

그 행업의 길드가 연간 납부액을 광동성 정부와 먼저 흥정해서 고정하고, 

실제 징세 방식은 가격 기준이던 무게 기준이던 알아서했던 것이다. 다만 

청 말의 기록을 보는 한에서 세금청부는 예외 없이 행업 길드가 맡았다. 

청일전쟁 직후 1895년과 1896년은 술, 담배 과세의 1차 팽창 시기이다. 

광동성은 성 재원 부족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4개국 차관 상환을 

명목으로 연이어 원 과세액의 2배, 다시 1배 총 300%를 추가 징수했다. 

즉 상인들은 초기 세금 부담의 4배를 부담하게 되었다. 의화단운동으로 인

한 신축배상금이란 폭탄이 터진 1901년에는 재차 술, 담배, 차, 설탕 네 

항목의 이금에 대해서 30% 추가 징세가 선포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급증

한 세금 부담은 그러나 행업에 따라 도저히 다 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청원을 통해 다소 면제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부가세 330%가 규정대로 거

둬지지는 않았다. 어느 경우나 행업의 길드가 1년에 납부해야할 청부액에 

이 세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깎아주고 흥정”하는 과정이 다소 

있었던 것이다. 아래 처음 술과 담배에 관한 이금이 시작된 때의 청부액과 

청 말의 청부액을 자료가 남아있는 지역만 정리하여 보았다. 

<표 1> 청 말 광주 및 불산 지역의 담배, 술에 대한 이금 과세 변화

(단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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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山

煙絲行 240 348

酒行 1,440 240

石灣酒行 480 960

출전: 廣東財政說明書 , 230-231쪽의 서술과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는 廣

東煙酒稅沿革 , p. 20에만 있음.

이론상으로 첫 과세 때 정세(正稅) 100%에 후에 추가된 330%의 부가

세(附加稅)를 합하면, 청부액 역시 4.3배가 늘어나야 하지만 꼭 그렇지 않

았다. 더 많은 곳도 있는가 하면, 불산의 경우 도리어 줄어든 경우도 있는

데, 그만큼 증세를 한다고 다 거둘 수는 없었던 것이다. 또 광주와 주위 

일부 지역밖에 과세가 이뤄지지 못했고, 첫 청부액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

문에 늘어나도 얼마 되지 않는다.

광동성에는 이금 이외에 별도로 술과 담배에 추징한 세금이 몇 가지 있

다. 먼저 대포경비(台炮經費)이다. 1890년(광서 16년) 양광총독 이한장(李

瀚章)이 연해 경비[海防] 강화를 위한 대포 구입 자금에 쓰겠다고, 85개의 

상인 길드인 행상에게 매년 알아서 29만 5천여 량 남짓을 마련해서 내도

록 했다. 이 길드에 광주 성내의 주점, 담배 판매 행상들 역시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었다. 광동성에만 있는 이 대포경비는 연해 경비와 포대 강

화라는 소기의 목적과는 유리되어 대표적인 잡세로 변질되었다. 6년 후인 

1896년(광서 22년)에 광동성이 부담하는 외채의 이자와 원금 상환이 매년 

200여 만량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대포경비를 내고 있던 각 행상들을 불러 

모아 기존의 대포경비에 70%를 추가시켰다. 이때 관소의 통행세로 거두는 

이금도 70%가 증세되었다16). 하지만 행상들이 그 돈을 다 못 채우는 경

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포경비는 규정과 달리 금액이 들쑥날쑥했고, 세수는 

대체로 20여 만 량 내외에 그쳤다. 

중화민국 시기로 계승되는 연주세의 또 다른 연원은 광동재정설명서

에 “잡세”로 규정된 세목 중에도 있다. 첫째로 “주증패비(酒甑牌費)”라는 

16) 廣東財政說明書 , 廣東經濟出版社, 1997, pp.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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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다. 이 세금은 1902년(광서 28년)에 생겼다. “증”이란 술을 찌는 시

루인데, 이 시루를 세어서 세금을 물렸던 것이다. 일종의 술 생산세라고 

할 수 있다. 징수방법은 관리를 파견해서 거두기도, 길드에 맡기기도 하였

다. 또 정액을 잘 징수할 경우, 10%를 판공비로 쓰게 해주었다. 한편, 광

동성 밖에서 운반해 온 술은 항구나 변경의 이금 징수소[廠卡]에서 통행세

로 이금을 거둘 때 이 주증패비 금액만큼 추가하여 더 거뒀다. 두 번째 

잡세는 “성외각속수주연보효각관(省外各屬收酒捐報效各款)”, 즉 “광동성 

내에서 광주부(廣州府) 이외의 각 부현(府縣)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술에 

대해 거둔 세금”으로, 광서 신정(光緖新政)의 시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당시의 學 ], 순경, 습예소(習藝所)의 창설 비용을 대기 위해 추가로 

징수한 것이다.17)

광동재정설명서 에서는 이러한 술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전통과 근대에 

모두 근거를 찾아서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즉 술 전매[榷酒]는 한 대[漢武

帝, BC 98년, 天漢 3년]에 시작되었다면서, 필수품이 아닌 술 제조로 양식

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고대에서부터 그랬을 

뿐만 아니라 술이란 백성의 먹거리 확보에 해가 되는 것으로[害于民食], 

오늘날 각국에서도 술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서신정

이 일본 메이지 정부의 여러 정책을 모델로 삼아서인지, 광동재정설명서

에서는 일본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술에 어떤 상품보다도 높은 

최고의 중과세를 하고 있으며, 1년 세수가 6,300여 만 원이나 되고, 정부 

전매( 賣)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하였다. 책에는 일본의 주세

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우선 양조장에 납세 의무를 지우는 “조석세(造

石税)”의 각 종류를 나열하고, 포도주와 맥주는 (아마도 수입 대체를 위해

서) 면제해 준다는 내용까지 적고 있다. 또 양조업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술값에 포함되고, 생산자

와 판매자는 다만 잠시 대납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간접세”의 일종으로 

17) 廣東財政說明書 , 廣東經濟出版社, 1997, pp. 2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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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무겁게 세금을 매겨도 납세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백성들의 과음을 막을 수 있고 백성의 사치를 억제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주세를 너무 많이 올리면 중국산 

술[土酒] 값이 오르고 수입 양주[洋酒] 값이 싸져서, 국산 술의 판로를 막

고 양주가 잘 팔려서 세수 자체가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

였다.18) 근대 국가의 조세 정책의 기본적 접근법을 청 역시 공유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청 말에 술과 담배에 관한 과세가 시작되었지만, 행리, 좌리, 대

포경비, 잡세 항목에 분산적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정확하게 얼마나 과세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청 말에는 아직까지 영업 상인에 대한 과세, 

즉 좌리는 많지 않았고, 통과세인 행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주류와 담

배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았다. 좌리의 경우 통계에 

없는 지역까지 광동성 전체를 다 더한다고 해도 5만 량을 넘을 것 같지 

않고, 잡세로 징수한 주증패비(酒甑牌費) 및 각 지역의 주연보효(酒捐報

效), 주연판공비(酒捐辦公费) 항목의 실제 징수액도 1908년 9만 6,503량

(이중에 주증패비가 약 9만 2천 량), 1909년은 11만 4,142량(이중 주증패

비가 약 10만 6천 량) 가량으로 합계 20만 량을 넘지 않는다.19) 광동성 

재정규모가 전국 수위의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에서 얻는 세수

는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강력하게 통용되었던 직예성(70여만 량)이나 

1904년 이래 연주세에 집중한 사천성(약 100만 량)에 비하면 상당히 적었

던 것이다20) 광동성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된 것은 중화민

국 시기에 들어와서였는데, 특히 이 지역이 새로운 “중앙”이 되면서부터였

다. 

18) 廣東財政說明書 , 廣東經濟出版社, 1997, pp. 259-260.

19) 1908-1909년 두 해의 술에 대한 과세, 즉 주연(酒捐) 수입을 21만 600량으로 합산한 

통계도 있는데, 이 통계를 참고하여도 대체로 담배 세수를 더하면 한 해에 약 20만 

량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郭旭, ｢清末民初酒税制度因革论｣, 贵州文史丛刊  2011年4

期, p. 26).

20) 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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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화민국 시기 광동성 재정 구조 속의 술ㆍ담배 과세

아래 표는 채무를 제외한 광동성 지방재정의 추이이다.

<표 2> 광동성의 세입 세출표(1912-1941) 단위: 만 원(국폐)

연도 세입 세출 연도 세입 세출

1912년 2,669.7 2,228.3 1927년 5,539.7 7,787.2

1913년 1,377.5 2,643.4 1928년 5,888.6 8,674.4

1914년 1,429.9 1,608.2 1929년 7,034.7 9,601.8

1915년 1,395.6 1,698.2 1930년 3,457.7 4,596.6

1916년 1,753.9 2,679.1 1931년 3,029.6 4,008.2

1917년 1,961.1 2,812.1 1932년 4,048.9 3,876.0

1918년 2,020.5 2,807.9 1933년 3,966.4 3,704.2

1919년 2,252.4 3,293.9 1934년 5,195.9 4,905.2

1920년 1,566.7 2,568.5 1935년 5,574.1 5,623.0

1921년 2,132.6 2,875.3 1936년 2,609.7 3,394.0

1922년 1,678.5 2,359.2 1937년 3,291.1 3,002.7

1923년 967.2 1,170.6 1938년 1,320.3 1,302.5

1924년 682.2 853.7 1939년 2,754.6 2,775.5

1925년 2,525.9 4,919.8 1940년 6,509.3 5,407.7

1926년 5,937.7 8,780.1 1941년 16,117.11 15,124.0

출전: 廣東省政府 秘書處 編, 《廣東年鑒》, 1941년판, 제8편 《財政》第2,3章

의 각 표를 합산 정리한 것임(張曉輝, 民國時期廣東社 經濟史 , 廣東

人民出版社, 2005, 300쪽 재인용)

* 1929년 및 그 이전은 국고와 성고 합산. 1930년부터는 성고만 산출.

* 이 표는 참고용. 여기 나오는 수치와 다른 자료의 수치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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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드러난 광동성의 세수 추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1923년과 

1924년이 천만 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세수가 격감했다가, 1925년부터 격

증하여 1929년까지 거의 7천만 원대로 격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 

이후 다시 3천 원대로 정상 회복되는 듯 했으나, 1934년과 1935년에 5천

만 원 대로 크게 증가하고, 1936년에 재차 중화민국 초기처럼 2천만 원대

로 돌아가고 있다.

이상의 추세는 광동성만의 독특한 양태로 여타 성(省)과는 확연히 구별

된다. 그 원인은 국민당(國民黨)의 혁명 기지로 존속했던 광동성의 특수성

에 있다. 1923년과 1924년은 남북 정부가 분열되어 손문(孫文)이 이끄는 

대원수부(大元帥府)가 광주에 성립해있던 시기이다. 물론 손문의 대원수부

는 실제로는 광주 1개 도시만을 점거했을 뿐, 그 외곽과 광동성 내지는 

장악하고 있지 못했다. 전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광주와 그 부근에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었으므로 세수가 격감했던 것이다. 반면 1925년 손문 

사후 장개석ㆍ왕정위 등 집단지도체제의 광동국민정부(廣東國民政府)의 수

립과 연이은 내지 정벌의 성공으로 광동성 전체를 국민당이 장악하고, 곧

이어 1927년에 장개석의 주도 하에 북벌까지 시작하면서 군비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광동성 한 곳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었다. 광동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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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규모의 피크 시기이다. 광동군정부와 광동국민정부는 북경의 북양정부

(北洋政府)를 부인하고 중앙정부를 자임했고 국민정부(國民政府) 재정부

(財政部)가 광주에 있었으므로, 광동성의 세수는 지방세와 국세가 따로 분

리되지 않았다. 사실 광동성 한 곳밖에 통치 지역이 없는 중앙정부였다. 

광동성은 일종의 “경기(京畿)” 지역이 되면서, 강력한 행정적 통제를 받았

고, 청 말 직예성처럼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그러나 1928년 남경국

민정부(南京國民政府)가 수립되고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면서 1930년 이후 

광동성의 성 세입은 대폭 줄었다. 중앙정부의 남경 이전으로 광동성의 재

정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반면에 많은 세금이 국세로 할당되어 남경

에 보내져야했다.21) 

그런데 <표 2>는 형식적인 성 재원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국세로 할

당된 세수도 광동성 정부가 중앙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이를 “절유(截

留)”라고 한다22). 1930년대 광동성정부는 진제당(陳濟棠) 군벌정권이 장악

21) 1913년부터 북양정부 재정부는 국가세와 지방세를 분리하는 법안을 초안까지 만들었

지만 실행되지 못했다[劃分國家稅地方稅法(草案)]. 그러다가 1924년에 광동군정부 재

정부와 재정청이 주관한 광동성 지방선후위원회(地方善後委員 )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되었고, 1927년 국민정부 재정부장 고응분(古應芬)이 《劃分國家收入地方收入暫行標准

案》을 제출하였다. 이듬해인 1928년에 신임 재정부장 송자문(宋子文)은 전국재정회의

(全國財政 議)를 개최하여 국가급과 성급 2급으로 나눈 안을 만들었다[《劃分國家收

入地方收入標准》,《劃分國家支出地方支出標准》]. 이에 근거하여 1929년 송자문은 직

접 광동성에 와서 재정 정리를 지휘했고, 계통적으로 광동성 세수를 국세와 성세(省

稅)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중앙세수인 국세가 14종(關稅, 鹽稅, 煙酒稅, 印花稅, 貨物

稅, 沿海 業稅, 礦稅, 煤油稅, 交易稅, 國有產業收入, 各 規費, 所得稅, 遺產稅. 特種

消費稅 등)으로, 그리고 성세인 지방세가 12종(田賦, 契稅, 牙稅, 當稅, 屠宰稅, 內地

業稅, 船捐, 房捐、地方產業收人, 各 稅費, 營業稅, 地稅 등)으로 나눠졌다(張曉輝, 

民國時期廣東社 經濟史 , 廣東人民出版社, 2005, p. 280).

22) 관세는 서양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남경국민정부에 송달되었지만, 광동성의 경

우 관세 수입(1920년대 약 300만-400만 원대, 1930년대 최절정기 1,000만 원에서 

1929년 100만 원까지 기복이 심함)보다 더 컸던 염세(鹽稅, 1920년대 연평균 수입 

850만 원. 1930년대 초 1200만 원까지 상승)는 국고 수입이었지만 진제당 통치 시기 

내내 성고(省庫)로 송금되었고, 양광사변 이후인 1936년에야 다시 국세로 중앙 금고로 

보내졌다(張曉輝, 위의 책, p. 313). 술과 담배 영업에 대한 연주영업패조세는 국세였

지만 1934년 7월 1일부터 성고에 보내졌다가, 역시 1936년에야 다시 중앙에 귀속되었

다(秦慶鈞 編著, 廣東省財政史 民國時期(1911-1949) , 1989, pp. 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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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반장(反蔣)을 내건 호한민(胡漢民)과 그가 이끄는 국민당 서남정

무위원회(西南政務委員 )가 그의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해주는 정치적 후

원자 역할을 했다. 장개석은 국민당 원로인 호한민과 정면충돌을 회피하고 

싶은 이상, 진제당의 행위를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장개석과 진

제당의 모순이 심화될수록, 언제 군사적 긴장이 폭발할 지 몰랐으므로, 

1930년대 진제당 정권은 군비 마련과 재원 확보에 부심하였다. 국세이건 

성세이건 광동성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서 성세만으로도 5천만 원 대를 돌

파했다. 그러다가 1936년에 호한민이 사망하고 할거를 유지하고 싶었던 

진제당이 반장(反蔣) 쿠데타를 일으키자 장개석은 바로 이를 진압했고 광

동성을 중앙에 확실히 귀속시켰다[兩廣事變]. 이 해에 광동성 재정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 연유이다.

그렇다면 광동성 조세수입 중에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즉 연주세는 

얼마나 되었을까? 광동경제사가 장효휘(張曉輝)는 항일전쟁 전 20여 년 

동안 연평균 수입이 약 400만 원이었다고 중행월간(中行月刊) (제5권 제

3기, 1932년 9월)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하였다23). 그런데 중화민국 원년 

1912년부터 1931년까지 평균 세수는 약 2,765만 원이다. 여기에 400만 원

이면 14.5%이다. 앞서 청 말 연주세 수입이 가장 많았던 사천성의 6%보

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 국세와 성세 분리 이전의 전체 세수에서 술과 담

배 두 항목에 대한 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광동연주세연혁(廣東煙酒稅沿革)  과 광동성재정기실(廣東省財政

紀實) (廣東省財政廳 편찬, 1933)에 중화민국 이후 광동성 연주세의 실제 

징수한 세수에 관한 통계가 나와 있어, 보다 섬세한 검토가 가능하다. 두 

사료가 서로 빠진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 아래에 함께 정리해보았다. 

23) 張曉輝, 위의 책,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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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廣東煙酒稅沿革 廣東省財政紀實 %

1912 649,000 2.4

1913 1,778,000 1,778,233 12.9

1914 2,355,000 2,357,798 16.5

1915 1,274,000 1,273,393 9,1

1916 1,595,000 1,594,799 9.1

1917 2,008,000 2,009,265 10.2

1918 2,318,000 2,318,851 11.4

1919 3,146,000 3,145,816 13.9

1920 2,324,000 2,324,016 21.1

1921 3,167,000 3,033,892 13.8

1922 1,867,000 1,865,998 11.1

1923 263,000 262,713 2.7

1924 544,000 548,204 8.0

1925 1,784,000 1,781,872 7.0

1926 3,221,000 4,805,000 5.4-8.0

1927 5,657,000 5,227,000 9.4-10.2

1928 5,843,000 6,119,558 9.9-10,4

1929 5,011,000 5,307,241 7.1-7.5

1930 4,991,974 14.4

1931 5,276,124 17.4

1932 5,249,041 12.9

<표 3> 중화민국 초기 광동성 연주세 실제 징수액 및 비중 (단위: 원)

출전: 余啓中, 廣東煙酒稅沿革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 國立中

山大學出版部, p. 288 附 (1) 民國以來煙酒稅費實收數額表; 廣東省財政

廳, 廣東省財政紀實 , 1933, pp. 161-167.

* 재정비중(%)은 <표2>의 광동성 재정에서 단순 산출한 것임. 1926년-1929

년 통계는 두 자료의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비중을 계산하여 

범위로 설정했음.

이상 광동성 연주세의 세입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광동성 재정 

전체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광동성 세수의 전체적 변화와 마찬가

지로 1927년 이후 북벌 기간에 맹렬하게 증가하여 거의 600만 원에 육박

하고 있다. 그러나 광동성 전체 세수의 추이와는 달리 이미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 북경정부 시기에 청 말에 비해서 300만 원대로 크게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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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어난 점도 확인 가능하다. 즉 일찍이 북경정부 시기부터 새로운 세원

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청 말과 달리 중화민국 시기는 성재정

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1930년대 이후 비중은 더 늘어났다.

연주세 내부의 분포를 알기 위해 유용한 통계자료 역시 하나 소개한다. 

1929년에 남경국민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國地劃分]을 실시하면서, 

연주세는 국세로 할당되었는데, 광동성의 연주세 징수기관인 연주사무국

(煙酒事務局)이 앞으로 거두겠다고 계획하여 작성한 1930년 연주세 예산

표가 광동연주세연혁  에 부표로 실려 있다. 

<표 4> 1930년 광동성 연주세 예산안

세목 煙類稅 煙葉稅 煙牌照稅 煙牌照附加費

예산액 1,654,428 490,578 181,580 36,262 2,362,848

세목 酒類稅 酒餅稅 洋酒憑證稅
奧加可憑

證稅
酒牌照稅

酒牌照

附加費

예산액 2,336,193 360,000 89,580 208,596 525,230 105,070 3,624,669

보정치 300,000

예산총액 6,287,517

출전: 余啓中, 廣東煙酒稅沿革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 國立中

山大學出版部, 1933, 권말 附 (二)廣東煙酒事務局民國十九年度煙酒稅收

算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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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산표를 보면 총액 680만 원 이상의 높은 세수를 거두겠다고 목표

를 높게 잡고 있다. 이 정도의 세수는 귀주성과 같은 가난한 성의 전체 

세수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를 나눠서 보면 담배가 

230여 만 원으로 술의 362만여 원보다 적어보이지만 여기에는 눈속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남경국민정부가 “통세(統稅)”라는 새로운 과

세를 실시하면서 종전에 연주세의 부과 대상이었던 궐련을 “통세”에 넣어

버렸기 때문이다. 광동성재정기실 에는 국세로 편성된 권련통세 역시 착

실히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통세”의 실세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통세 세수 권련통세 세수
1929 - 3,093,616.56

1930(上) -
4,041,978.51

1930(下) 3,019,984.68

1931 8,703,709.79 -

1932 10,494,178.36 -

<표 5> 통세 및 권련통세 세수

(연도는 회계연도:당해년 7월- 이듬해 6월)

출전: 廣東省財政廳, 廣東省財政紀實 , 1933, p. 220; 余啓中, 廣東煙酒稅沿

革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 國立中山大學出版部, 1933, 

pp. 289-290. 附 (3)卷煙統稅收入表.

전체 통세 수입은 1931년에 약 870만 원, 1932년에는 1천여 원이나 되

는 거액이다. 이중에서 권련통세는 1929년에 300여 만 원, 1930년에는 

400만 원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경국민정부 재정부는 근

대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특정상품에 대하여 공장 출하 시에 한 번 세금을 

거두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은 통일 세금, 이른바 “통세”

라는 새로운 세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때 전국을 구획하면서 광동

성, 광서성, 복건성을 한데 묶어 월계민구[粤桂閩區]를 한 구역으로 설정하

고, 통세국(統稅局)을 광동성 산두(汕頭), 광서성 오주(梧州), 복건성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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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州) 3곳에 설치하였다. 이 통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특정상품으로 맨 

처음 지목된 것이 궐련이었다. 1929년부터 궐련에 먼저 통세가 시행되고, 

1932년부터 시멘트, 성냥, 밀가루, 면사 4종으로 확대되었다. 회계연도가 

각 해의 7월부터 그 다음해의 6월까지이므로 위 표의 통세 세수 중에 

1929년은 궐련만의 세수(1929년 7월-1930년 6월)이고, 1931년(1931년 7월

-1932년 6월)부터는 1932년의 통세 과세범위 확대가 반영된다. 1930년 회

계연도에 비해 1931년 회계연도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징세 품목의 확대

가 반영된 탓일 것이다. 따라서 권련이 통세로 넘어가기 전에 세수 수입을 

감안한다면, 담배에 대한 과세는 술보다 더 많았을지언정 적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세 자체는 “출창세(出廠稅)”, 즉 창고에서 출

하된 궐련에 대해서 공장에서 부과하는 세목이지만, 통세의 대가로 그 이

전에 궐련에 대해 부과했던 각종 주연세를 일괄 폐지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광동성 연주사무국이 작성한 1930년의 예산안에는 바로 그런 이유로 

종전에 과세되던 궐련 세목과 수입이 사라져버렸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

큼 궐련통세 수입에 상당하는 세수가 여러 형태로 통세 실시 이전 연주세

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연주세와 궐련통세가 분리된 1930

년 광동성의 실제로 거둬들인 술, 담배에 대한 조세수입은 얼마였을까? 연

주세는 예산안을 훨씬 밑도는 4,991,974원의 세수를 얻는 데 그치기는 했

으나, 궐련통세 4,041,978원을 더하면, 광동성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로 얻은 세수는 거의 1천 만 원에 육박한다. 북경정부가 1917년부터 1923

년까지 술과 담배의 공매 실시로 전국적으로 얻은 세수가 약 1,400만 원 

가량이었고, 그 중에 지방정부의 절유분을 제외하고 실세로 북경 중앙정부

에 송금된 액수가 100만 원대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1930년대 광동

성의 술, 담배 과세 규모가 대단히 컸으며 급성장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4)

24) 북경정부가 중앙세로 공포한 연주세(煙酒税), 연주공매비(煙酒公賣費), 연주패조세(煙

酒牌照稅) 세 항목의 연간 세수총액은 1917년 14,014,383원(元), 1918년 12,530,778 

원, 1919년 14,380,708원, 1920년 14,950,220원, 1921년 14,521,307원,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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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화민국 시기 광동성의 재정 구조 속에서 술과 담배 과세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청 말과 대조하면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중화민국 시기가 되면 광동성에서 술, 담배에 대한 과세가 청 

말과 달리 주력 수입원으로 성장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중화민국 시기에 광동성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확대되고 

주력 세수로 성장해 나가는지 각각의 종목에 따라 그 궤적을 밟아가 보도

록 하겠다.

Ⅲ. 술ㆍ담배 과세의 단계적 확대와 광동의 지역적 특수성

1. 세제 개혁 논의와 광동연주세연혁

마지막 3장에서는 1933년에 광동성 중산대학출판부에서 출판한 광동연

주세연혁(廣東煙酒稅沿革) 을 기초로 중화민국 초기 광동성의 연주세 역사

를 정리해보겠다. 안타깝게도 저자인 여계중(余啓中)에 대한 정보는 따로 

찾을 수 없었다. 서문에 기록된 정황상 그는 중산대학(中山大學) 법학원

(法學院) 산하 경제조사처(經濟調査處) 소속의 연구자로 보인다. 이 책은 

경제조사처가 광동성 재정 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 출판할 목적으로 

구상한 “경제조사처총서(經濟調査處叢書)”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15,069,686원, 1923년 15,837,835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정부에 송금된 액수는 

1919년 2,673,222원, 1920년 1,449,848원, 1921년 1,784,214원, 1922년 1,449,848원, 

1923년 889,269.427원으로 대체로 1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여, 중앙의 실제 수입

은 총 세수의 10%에 못 미쳤다(左治生主编, 中国财政历史资料选编ㆍ第十一辑:北洋政

府部分 , 中国财政经济出版社, 1987, pp. 141-142; 罗介夫, 中国财政问题 , 太平洋书

店, 1933, p. 252. 이상은 郭旭, ｢清末民初酒税制度因革论｣ 贵州文史丛刊  2011年第4

期, pp. 30-31의 재인용). 북양군벌 시기 직예성의 연주세 총세수와 그 중앙송금분 및 

지방절유분에 관한 통계도 이용 가능한데, 북경 중앙권력의 힘이 바로 미치는 직예성 

조차도 1917년-1920년까지만 송금액이 많았고, 1921년 이후는 현지 절유분이 압도적

으로 많아져 1923년에는 총 세수 약 43만 원 중에 북경에 보낸 것은 2,700원에 불과

했다(李庆宇, ｢民国北京政府煙酒公卖述论｣, 历史教学 总第767期, 2017年10期,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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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는 중산대학교 초대교장이자 당시 서남정무위원회(西南政務委員

) 상무위원(商務委員)이었던 국민당 원로 추노(鄒魯, 1885—1954)의 서

문이 실려 있다. 원래 광동연주세사(廣東煙酒稅史) 를 첫 시작으로 광동

염정사(廣東鹽政史) , 광동전부사(廣東田賦史) , 광동이금사(廣東釐金史)  
등 4권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이 책 이외에 나머지 책의 발간은 확인되

지 않는다. 책의 서문에 따르면 자료 조사 작업은 1931년 6월 달에 시작

되었다고 한다. 당시 법학원 산하 경제조사처(經濟調査處)의 고문이 광동

인화연주세국 국장 정병충(鄭炳忠)이었고, 그의 배려로 조사를 착수하여 

연주세국의 자료를 열람하고 직원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막 징세를 

시작한 궐련 통세는 주관기관인 산두(汕頭)의 월계민통세국(粤桂閩統稅局)

에 연락하여 자료를 제공받았다. 저자에 따르면 1925년 이후의 것은 비교

적 자료가 완비되어 있지만 이전 것은 산실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여계중은 저자 서문에서 당시의 광동연주세, 즉 광동성에서 술과 담배 

품목에 대해 과세하던 20개 이상의 세금들을 과세 대상에 따라 전통적 기

법으로 만든 전통 술과 전통 담배인지(土煙, 土酒), 아니면 공장 제조의 

근대적 상품[卷煙] 혹은 수입품[洋酒]인지 우선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 다

시 과세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여계중이 정리한 광동연주세의 계통적 분류

과세 대상 과세 형식 세목 

土煙, 

土酒

생산 과세 형식
煙絲刨制稅, 土煙出産稅, 條絲煙葉出産稅, 土酒

釀造稅, 酒餠製造稅

유통 
과세 
형식 

入 稅 성격 
外省煙絲運入稅, 外省土酒輸入稅, 煙葉入境稅, 

內銷煙骨稅, 條絲煙葉入境稅

出口稅 성격 運銷外洋煙絲稅, 外銷煙葉稅, 酒餠外銷稅

通過稅 성격 條絲煙通過稅

洋酒와 
卷煙

생산 과세 형식 洋酒印花稅, 卷煙統稅

특허세 형식
煙類營業牌照稅, 土酒營業牌照稅, 藥酒牌照稅, 

酒館飯店開 沽酒牌照稅, 酒餠牌照稅. 洋酒牌

照稅

출전: 廣東煙酒稅沿革 ,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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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당시까지 과세 방식을 보면 양주와 궐련은 모두 상품 가격에 따

라 과세하는 종가세였으나, 토연, 토주, 주병(酒餠, 누룩)은 모두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였다. 저자는 재정개혁의 과제로 먼저 모든 세금을 

종가세율로 바꿀 것을 꼽았다.

세율은 토연 세목 중에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조사연통과세(條絲煙通

過稅) 2.841%였고. 가장 높은 것은 외소연엽세(外銷煙葉稅) 33.8%였다. 

토주 세목 중에 가장 낮은 것은 주병세(酒餠稅) 중의 주병환세(酒餠丸稅) 

5.555%, 가장 높은 것은 토주세(土酒稅) 중에 화주세(花酒稅) 28.41%였다. 

양주와 궐련 중에서는 양주인화세가 32.5%로 가장 낮았고, 궐련통세가 

50%로 가장 높았다.

연주세의 징수기관은 토연, 토주, 주병, 양주 모두 광동인화연주세국(廣

東印花煙酒稅局)이었다. 예전에는 광동연주사무국(廣東煙酒事務局)이었는

데, 1931년에 인화세국(印花稅局)과 합병하여 인화연주세국(印花煙酒稅局)

으로 개조되었다. 한편 궐련통세는 월계민통세국(粤桂閩統稅局)이 관할하

였다. 

책의 저자는 연주세의 개혁과제로서 4가지를 꼽았다. 첫째, 번다한 세목

을 없애고 합병하여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 이금과 같은 

성격의 통과세 종류는 다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1931년 말까지

도 조사연통과세(條絲煙通過稅)와 같은 통과세가 남아있었다. 둘째로 과세 

방법의 개혁인데, 저자는 유통보다는 생산에 과세를 하여 제품세 형식을 

취할 것을 추천했다. 세 번째로 세율과 과세 표준의 개정이다. 세율을 통

일하고 과세표준은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어야 하며, 또 소비자 부담능

력에 맞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징수기관의 통일이다. 의미심장하지만 궐

련통세에 대해서 이것도 연주세의 일종인 만큼 징수는 통세국이 아니라 

광동인화연주세국이 통괄 주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책의 전

반적 기조를 보면 진제당과 서남정무위원회의 할거적 경향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궐련만을 따로 통세로 묶은 남경국민정부의 정책이 통일적 세제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서술로 보인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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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세금 항목별로 연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순서는 위의 분류표가 

아니라 세목이 최초로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전통 술과 담배, 술ㆍ담배업

자의 면허, 누룩, 양주, 궐련 순으로 5개의 세목, 즉 ‘토연주류세(土煙酒類

稅)’, ‘연주패조세(煙酒牌照稅)’, ‘주병세(酒餅稅)’, ‘양주류세(洋酒類稅)’, ‘궐

련통세(卷煙統稅)’ 순서로 정리했다. 이하 이 다섯 종류의 세목 연혁에 대

해 개관해보자.

2. 중국 전통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

전통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은 이금으로 가장 먼저 개시된 세목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869(동치 8)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모두 광주 지역 길

드 조직인 행상들이 각 상점에 거두어서 지정받은 납세총액[餉額]을 채운 

뒤, 이금 관할기관인 보추화리공소(補抽貨厘公所)에 가서 납부했다. 이 금

액은 광동성 회계에서 “백화이금(百貨厘金)” 항목 하에 포함되었다. 처음

에는 지방에서는 불산(佛山)에서만 거두었는데 따로 징수 규정도 없었고 

역시 길드가 알아서 불산에 설치된 보추리창(補抽厘廠)에 납부했다. 그러

다가 1890년에 포대경비를 징수하면서 술과 담배도 포함되어 신규 과세 

항목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생산이 왕성한 광주 지역[省河] 및 그 부근의 

신회(新 ), 학산(鶴山) 등지에서만 실제 징수가 되었다. 이를 연주포대경

비(煙酒台炮經費)라고 한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청 말 군비 및 배상금 수요의 증가로 세율이 

330%나 추가되었는데,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중화민국이 성립했어도 세율

은 예전과 같았다. 다만 명칭이 1912년부터 “연사연(煙絲捐)”과 “주연(酒

捐)”이던 것이 통합되어 “연주세(煙酒稅)”로 바뀌었다. 광동연주세의 공식

적인 시작이다.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와 또 달라진 것은 길드 청부가 아니

라 특정 상인에게 청부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광동성 재정의 고질적인 폐

해인 세금청부 상인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사료에서 특정 상인에게 고정 

25) 廣東煙酒稅沿革 ,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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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세금을 청부를 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상판(商辦)’, ‘포

판(包辦)’, ‘승포(承包)’, ‘승인(承認)’, ‘초상승판(招商承辦)’ 등이다.26) 

1912년 12월에 연세(煙稅)는 세상(稅商) 협흥공사(協 公司) 이여성(李

礪成)에게 3년 기한으로 하청되었는데, 연간 청부액[年認正餉]은 50만 원

이었다. 원래 청부를 하던 숭안당(崇安 )에 비교하면 15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주세(酒稅)는 1911년에 이미 강제공사(康濟公司)라는 회사에 청부

하여 7월에 업무를 시작했으나 신해혁명으로 제대로 세금을 거둬서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 회사는 1911년 12월에 상동(商董)인 황융생(黃隆

生), 황죽평(黃竹坪) 등에게 자신의 청부 업무를 위임하고, 대신 소요된 경

비 명목으로 세수에서 20%를 공제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당초에 연간 180여 만원의 세수를 기대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훨씬 적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13년에 북경정부에서 독립을 선언한 외몽고 울란바토르를 

정벌해야한다는 논의가 일어나면서, 그 군사비 조달 목적으로 광동성은 연

주세 항목에 50% 추가 징수를 결정하여, “부가비(附加費)”로 이름 붙였다. 

이후 정벌은 중지되었으나, 그대로 부가세를 정세에 집어넣어서 함께 징수

하게 되는 바람에, 1914년 1월부터 연주세 세율이 모두 50% 인상되었다. 

후에도 세율 인상은 계속되었다. 1915년까지 연세는 계속 협흥공사가 청

부를 맡았는데, 청부액은 1912년의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늘어났다. 주

세는 계속 징수 성과가 부진하여 1913년 10월에 상인 청부를 취소하고 다

시 성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관판(官辦)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전성주

세총국(全省酒稅總局)”을 설립하고, 각 지방에는 위원(委員)을 파견해서 청

부 상인을 대체하도록 했다. 1년 뒤에는 관판은 유지하되 경비 절감을 위

해 전성주세총국은 없애고 광동성 재정청 관할로 돌렸다. 수입의 16%는 

26) 광동성의 세금청부제도에 관해서는 姜抮亞｢1930年代中国における徴税請負制度の改革

と国家｣, 歷史學硏究  771, (日本)歷史學 , 2003; 강진아, ｢근대 중국의 재정개혁에 

있어서 전통성과 근대성 재고-1930년대 광동성의 징세청부제도의 운영과 실태｣, 인

문논총  50, 2003 혹은 강진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 서울대출판부, 

2005의 제3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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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 경비로 공제했다. 그런데 이 “관판(官辦)”시기 동안 정부가 실제 거

둬들인 주세는 매달 10만 여 원에 불과해서 상인 청부 때보다 훨씬 수입

이 떨어졌다. 이때 이원공사(利源公司) 유덕보(劉德譜) 등이 재정청에 주

세(酒稅) 162만 원에다가, 패조세(牌照稅) 18만 원까지 합계 180만 원으로 

둘 다 청부하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6년 기한으로 계약하여, 제2차 년도부

터는 매월 12만 원씩 체증하여, 제6년에는 240만 원이 늘어나게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결국 1915년 5월부터 유덕보가 주세를 맡아서 징세를 하게 

되었고 광동성 주세는 다시 “상판(商辦)”이 재개되었다27). 

그 와중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북경정부의 “공매제(公賣制)” 실시이

다. 1915년 4월 북경의 재정부는 술, 담배 두 항목은 사치품에 속하여 각 

국이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데, 중국만 가볍다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

고 나섰다. 말은 그렇지만 원세개 북경정부는 당시 지방정부의 세수 가로

채기로 대단히 재정이 궁핍한 상황이었으므로, 술과 담배를 전매하여 재원

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경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각 성에 

효율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매제의 실시는 불가능했다. 이에 내

세운 것이 “관료가 감독하고 상인이 파는[官督商銷]” 과도기 판법인 “공매

제”였다. 5월에 재정부 안에 “전국연주공매사무총국(全國煙酒公賣事務總

局)”이 특설되었고, 각 성에 주연공매국(酒煙公賣局)과 산하 분국(分局), 

분잔(分棧)을 설치하고 상인을 모집하도록 했다.

광동성에는 1915년 8월에 북경정부 재정부가 파견한 왕병필(王秉必)이 

도착하면서, 공매제 실시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성립 후 몇 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미 세금이 많이 오른 상황이었으므로 상인들은 공매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다.28) 결국 타협의 결과, 1914년 이전의 세율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서 따로 “공매비(公賣費)”라고 이름을 붙이고 현재 연주세 

27) 廣東煙酒稅沿革 , pp. 19-25.

28) 광동성은 이미 상인이 연주세를 청부하고 있어 장정대로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는 이

유로 여전히 상인 청부제를 유지하도록 허락을 얻어냈다(李庆宇, ｢民国北京政府煙酒公

卖述论｣, 历史教学  767, 2017年10期,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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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正稅)의 청부업자인 유덕보(劉德譜)와 이여성(李礪成)에게 추가로 맡

겼다. 그러나 광동성에 재해가 닥친 데에다 상인들 내부에도 의견이 갈려

서 공매비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1915년 12월에 공매비만 

조사연상(條絲煙商)인 유원공사(裕源公司) 장복화(張福和)에게 연간 27만 

원으로 청부하고, 연세 정세는 계속해서 협흥공사(協 公司) 이여성에게 

청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담배세[煙稅]는 정세와 공매비가 나눠서 청

부, 징수되게 되었다. 하지만 술, 주류(酒類)는 유덕보가 청부를 그만두기

를 원하였다. 이에 새로운 상인을 선정하느냐 관판으로 다시 되돌아가느냐 

논의하던 중에 원세개의 칭제(稱帝)와 이에 반대하는 호국전쟁(護國戰爭)

이 터져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1916년 원세개가 사망하고 여원홍(黎

元洪)과 단기서(段祺瑞)가 이끄는 북양정부가 성립하면서 점차 정국이 안

정되었다. 그러나 1917년 여원홍과 단기서 사이의 분열과 장훈(張勛)의 복

벽(復辟)이 연이어 북경 정국을 흔들자 손문은 호법전쟁(護法戰爭)을 호소

하며 광동성에 대원수부를 열었다. 이 해(1917년)에 광동성 재정청은 주류

는 직접 세국(稅局)을 설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바꾸어, 다시 “관판(官

辦)”을 실시하고, 공매비와 정세를 병합했다.29)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원세개 북경정부의 “공

매”는 말뿐이고 과세 증가에 불과했다. 또 과세표준도 여전히 종량세였으

며, 종가세로 개혁하지도 못했다. 단지 북경정부 주도로 공매제가 실시되

면서 생겨난 변화 중 하나는, 이 세금의 징수 단위를 북경, 상해의 화폐 

단위인 대양(大洋) 즉 대원(大元)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광동성에서 통용되던 실제 화폐 단위인 소양( 洋), 즉 호은(毫銀)을 납부

할 때 대원으로 환산하여 납부해야했다30). 대양에 프리미엄이 붙으므로, 

더 내야하는 분을 “보수(補水)”라고 하는데 15로 정해졌다. 즉 15% 더 내

29) 廣東煙酒稅沿革 , pp. 25-33.

30) 광동성의 소양 화폐제도의 연원, 중화민국 시기의 화폐 통일과 개혁에 관해서는 강진

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 광동성의 재정과 국가건설 (서울: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5)의 제4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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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것이다. 1923년 8월에 재정청은 다시 보수(補水)를 10% 추가했으

므로 1931년까지 보수(補水)는 25%였다. 담배세가 100원이었다면, 소양을 

사용하는 광동 상인들은 실제로는 125원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1936년

까지 광동성정부의 세수 대부분이 소양 단위이고, 회계단위도 소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주세는 전국 화폐단위로 통합되었다

고 볼 수 있다.31) 

그러다가 전통 술과 담배인 토연, 토주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우후죽순

으로 생겨난 것은 1925년 국민정부가 광동에 출범하고, 1927년 북벌을 진

행하면서 방대한 군비 수요가 생겨났을 즈음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광동

국민정부 재정부는 각종 개혁 조치를 단행하였다. 1926년에 새로 창설한 

세금은 연엽출산세(煙葉出産稅) 및 입경세(入境稅), 약주(藥酒)ㆍ양주(洋

酒)ㆍ개병고주(開 沽酒)의 패조세(牌照稅)이다. 연엽출산세(煙葉出産稅)는 

광동성에서 생산된 담뱃잎에 대해 생산 현지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처음에

는 시장에서 담뱃잎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담배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반발하여 생계 곤란을 호소하자, 재정부는 다시 시장에서 담뱃잎

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도록 세칙을 개정하였다. 입경세(入境

稅)는 다른 성이나 해외에서 광동성으로 수입되는 담뱃잎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그 운송자에게 부담시켰다. 영업면허세인 패조세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겠다.32) 

새로운 세금도 만들었지만 세율 증가도 이뤄졌다. 1927년 북벌이 시작

되자 술, 담배 두 항목의 세율을 100% 인상한 것이다. 다만 수출용 담뱃

잎은 수출 장려 차원에서 경감해주었고, 외래에서 수입되거나 기계제의 연

사 기성품[煙絲製成品]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세율을 가중 처리했

다. 다만 광동성 내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수입 조사연엽[條絲煙葉]은 광

동성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없어 대체가 안 되는 상품이고, 또 원료

가 많이 들어오면 노동자의 일감을 늘려주므로 세율을 경감 조치하였다. 

31) 廣東煙酒稅沿革 , p. 34.

32) 廣東煙酒稅沿革 ,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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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조치와 명분에도 결국은 과중한 부담 증가였기 때문에 상인

들의 반발은 면하기 어려웠다. 집단 파업이 발생했고, 세수를 경감해 달라

는 탄원도 그치지 않았다. 세수 역시 규정처럼 두 배로 늘지도 않았다. 

1927년 초에는 약 50-60% 늘었지만 광주에서 조금이라도 먼 곳은 여전

히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33) 

1927년에도 새로운 세금이 생겨났다. “토주과경세(土酒過境稅)”이다. 이 

세금의 연원은 흥미롭다. 광주부 지역의 주세[省河酒稅]는 술을 빚는 원료

인 밥 항아리 수를 일일이 세어서 정확하게 과세를 했는데[點飯核征], 반

면에 광동성의 그 외 지역들, 즉 내지의 각 지방에서는 상인들에게 청부를 

맡겼다. 청부 상인들은 징수 방식도 다르고 세 부담도 가벼웠다. 자연스럽

게 광주부의 술은 무거운 납세 부담을 반영해서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았

다. 그러자 지방의 업자들은 더 저렴한 자신들의 술을 성하(省河) 지역, 

광주와 인근 지역에 반입하여 덤핑으로 팔았고, 광주부 지역의 양조업자들

은 시장을 빼앗기고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에 광주부 상인들이 먼저 

과경세(過境稅)를 발의하여, 외지에서 광주부로 들어오는 술독 한 통[每埕]

에 1각(角)을 징수하여 진입 장벽을 쳤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도 별 소

용이 없었으므로 성하지역의 주세(酒稅)를 청부하던 복지당(福志 )은 광

동성정부에 요청하여, 1927년부터 과경세를 대폭 올려 4각을 징수하였다. 

이후 청부 상인 권역이 다른 지역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과경세가 일반적

으로 매겨지게 된 것 같다. 과경세는 청부제도가 폐지되고 관판이 되면서, 

1928년 7월부터 취소했는데, 여전히 성하(省河)와 보안(寳安) 두 지역은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징수를 허락했다.34) 이 세목의 경과를 보면, 같은 

광동성 안이라도 과세 표준과 방식이 다른 관계로 원가에 차이가 생기고, 

그 틈새시장에 파고들려는 상인들을 막기 위해 더욱 시장이 분할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보호관세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상인이 요청하여 과세에 

협력한 사례이다.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과는 거리

33) 廣東煙酒稅沿革 , pp. 40-44.

34) 廣東煙酒稅沿革 ,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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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먼 모습이다.

같은 해(1927년) 9월에 정병충(鄭炳忠)이 연주공매처(煙酒公賣處) 처장

으로 부임하면서 강력한 연주세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가 무엇보다 역점을 

둔 것은 상인 청부제도의 철폐였다. 당시 광동성은 지역에 따라 분국을 설

치하여 징세하는 곳, 위원을 파견해서 거두는 곳, 상인에게 청부하는 곳 

등 연주세 징수 방식은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교정하겠

다는 의지가 강했던 정병충은 잠시 처장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직했다가, 

1928년 3월에 재차 복귀하면서 다시 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는 기본적으

로 상판(商辦)은 없애고, 위판(委辦) 중에서도 징수 경비를 “퍼센트로 공

제하는 것”[提成扣支經費]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것”[額定坐支經費]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세와 주세를 나누어 거두던 것을 합병하려했

다. 

당초 그는 1928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실행

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전 달인 6월에 광동성정부가 개조되면

서 연주공매처가 연주세국(煙酒稅局)으로 명칭이 바뀌고, 광동성 재정청 

직속 기관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우선 청부 기간이 끝난 지역부터 먼저 위

판으로 돌리고, 연세와 주세가 기한이 함께 만료된 지역은 통합하는 등 개

혁을 서둘러 시작했다. 그리고 징수경비를 정률 공제를 하던 위판 지역을 

정액 공제로 바꾸는 조치도 실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넉 달 뒤인 1928년 

11월에 갑자기 광동성 재정청은 전성의 연세(煙稅)를 덕안공사(德安公司) 

상인 나용지(羅佣芝)에게 1년 기한 소양 225만 여원으로 청부한다고 통보

하였다. 상급기관인 광동성정부가 광동성 전체의 담배세를 상인에게 청부

를 줘버리자, 정병충의 술, 담배세 합병 징수계획도 청부 만료 이후로 자

동적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미 개조한 각 세국도 정액 경비 공제에서 다

시 옛날처럼 정률 경비 공제로 원상 복귀되었다. 최초의 전면적 연주세 개

혁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승부를 되돌린 것은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부였다. 남경국민

정부 재정부는 그로부터 다시 9달 뒤인 1929년 8월 1일에 광동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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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성에 상인 청부제도를 철폐하고 위판[委員辦理]으로 바꾸도록 명

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동성 각지에는 연주사무분국(煙酒事務分局) 40

개소가 설치되어 징세를 주관하고, 상황에 따라 하위에 계정소(稽征所) 40

곳을 설치하여 보조기관으로 삼았다. 아울러 정률 경비를 폐지하도록 했

다35). 사실상 정병충의 개혁안이 그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

다.

3. 면허세, 누룩세, 양주세

이상이 첫 번째 전통 술과 담배, 즉 토연과 토주에 대한 과세였고, 두 

번째로 살펴볼 항목이 술과 담배에 대한 영업허가세, 혹은 면허세인 연주

패조세(煙酒牌照稅)이다. 패조세는 중화민국 성립 후인 1912년에 나타났

다. 처음 이름은 패조비(牌照費)였다. 판매량에 따라 각 상점을 담배는 5

등급, 술은 4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였다. 1914년에는 다시 도매와 소매 2

종으로 나누어서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징수했는데 이 해 10월에 패조

비가 패조세로 명칭이 바뀌었다. 1923년에는 원래 거두던 연주패조세에 

부가세 20%가 붙었다. 10%는 공로(公路) 즉 도로 건설 비용으로, 10%는 

학교 지원사업[中上七校經費]에 충당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원래는 패조세

와 정세 모두에 20%를 추가 징수하려고 했으나, 저항이 있어서 술 판매

인 고주(沽酒)의 패조세에만 20% 부가하고, 정세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뤘

었다. 그런데 1924년 광동성 재정청은 정세에 대해서 부가세를 실시하려

고 하였다. 광주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는 파시(罷 )로 단체행동을 조

직하며 저항했다. 그 해결 방식이 시사적인데, 양측은 타협의 결과 상인들

이 목돈을 모아 일시불로 거금을 군비로 지원해주고, 대신에 다시는 정세

에 부가세를 거두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 패조세 부가세는 1931년 시점에도 징수되고 있었다. 1926년에는 약

주패조세와 개병고주패조세가 신규로 시행되었다. 약주패조세는 약주(藥

35) 廣東煙酒稅沿革 , pp.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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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에 대한 패조세이고, 개병고주조세는 술을 병(bottle)으로 따서 파는 고

급 호텔, 주점, 음식점에 특별히 매기는 패조세이다. 술을 파는 영업행위, 

즉 주류의 판매업[沽酒]에는 항아리에 있는 술을 퍼서 잔술을 파는 영세업

자도 있나하면[不開 ], 병을 따서 판매하는 고급업소[開 ]도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과세하겠다는 논리였다36). 

세 번째 세목은 술을 빚는 주병(酒餠), 즉 누룩에 대한 과세인 주병세

(酒餠稅)이다. 역시 1926년에 생겼다. 누룩 제조자를 갑, 을 2종으로 나눠

서, 자기가 제조해서 타인에게 팔아 영업하는 자는 갑(甲), 제조해서 자가

용으로 쓰는 자에게는 을(乙) 등급을 주어 각각 대양 6원, 4원씩을 거뒀

다. 과세 논리는 담배 원료인 담뱃잎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니까, 술 원

료인 누룩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37) 

네 번째 세목은 양주에 대한 과세를 총칭하는 양주류세(洋酒類稅)이다. 

양주 판매업자에게 물리는 세금에는 패조세(牌照稅)와 수입업자에게 과세

하는 인화세(印花稅) 2가지가 있었다. 양주패조세는 1912년 처음으로 패조

세를 실시했을 때 토주와 함께 양주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다. 

다만 최초에는 토주나 양주나 같은 세율로 징세했었는데, 1926년부터 연

주공매처가 전통술인 토주 보호 차원에서 양주만 2배로 세율을 올리면서 

따로 독립하였다. 양주인화세는 1926년부터 궐련인화세와 함께 시작되었

다. 처음 양주인화세가 시작될 때 세율은 가격의 50%였는데, 1928년에 와

서 중앙 정부는 세율을 30%로 줄였다. 광동성의 국세관리위원공서는 다시 

양주인화세의 30%는 국세로 하되, 20%를 거둬 광동성 지방세로 하여 광

동성 건설비용에 쓰도록 하였다. 이 결의는 국민당정치의회 광주분회가 의

결한 것으로 1929년 3월 1일부터 양주인화세의 세수는 각각 국고(國庫), 

성고(省庫) 두 곳에 보내지게 되었다. 이 점 역시 중국 여타 지역의 연주

세 징세와는 다른 양상으로, 중앙-지방 세원 경쟁의 두드러진 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광동성의 재정 할거적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남경

36) 廣東煙酒稅沿革 , pp. 87-100.

37) 廣東煙酒稅沿革 ,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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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재정부는 재차 8월에 재정부 명령으로 20%의 성세를 취소시켰

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호한민의 반장운동에 진제당이 합류하면서, 

양주인화세는 사실상 국고에 송금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양주류세에 포

함되는 세목이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품목으로 수입 공업용 알콜 인화세

[奧加可印花稅]가 있다. 공업용 알콜이므로 음용(飮用)이 목적이 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동성에서는 공업용 알콜을 희석하여 술을 제조ㆍ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공업용 알

콜 역시 양주류세의 한 품목으로 포함되어 징세 대상이 되었다. 이 세금은 

1925년 광동국민정부 재정부가 처음 징수를 시작하였으며, 1929년부터 영

동공사(永東公司)가 연간 15만 원으로 청부하였다.38)

4. 궐련통세

마지막으로 궐련통세가 있다. 궐련은 20세기에 들어와 중국 시장에 본

격적으로 판매된 상품으로, 기계화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근대식 

상품이었다. 중국 시장에 궐련을 유행시킨 것은 다국적기업인 영미연공사

(英美煙公司, British American Tobacco)이다. 수입 궐련과 중국내 자체 

생산한 궐련 모두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39). 중화민

국 초기에 궐련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수입 궐련을 항구로 입항시

킬 때 해관세(海關稅) 5%를 내고, 내지에 판매할 때는 따로 자구세(子口

稅) 2.5%를 냈을 뿐이다. 기타 이금은 모두 면제였다. 1915년 북경정부가 

술과 담배에 대해 공매제를 실시할 때에도 양담배, 즉 수입담배뿐만 아니

라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영미연공사의 궐련은 과세 범위에 넣지 않

았다. 그런데 북경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벌써 이때부터 군벌정권이 장

악하고 있던 각 성의 연주공매국는 재원 조달을 위해 각종 명목을 들어 

38) 廣東煙酒稅沿革 , pp. 125-138.

39) 영미연공사의 중국 내 궐련생산량은 1931년-1936년 중국 궐련 생산총량의 52%-62%

를 차지했다(박경석, ｢南京國民政府의 稅收政策과 財政基盤의 樹立 : 釐金ㆍ統稅政策

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61, 1998, p. 130의 각주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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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에 유통하는 궐련에 가세를 시작했다. 지방 정부의 궐련 과세는 

영미연공사(英美煙公司)를 비롯한 외국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왔고, 

외국 상인들은 통상조약을 들어 납세를 거부하여 각지에서 충돌이 생겼다. 

1902년에 설립된 영미연공사는 그 해 상해에 21만 원을 투자하여 포동

에 작은 궐련공장을 세우며 중국에 진출했다. 처음 직원 총수는 170여 명

에 불과했다. 그러나 1937년에 이르면, 자본 총액은 2억 1,557만 원으로 1

천 배가 증가했으며, 중국 각지에 세운 궐련공장이 11개, 담뱃잎 볶는 공

장[烤煙廠]이 6곳. 직원 총수는 2만 5천 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

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 역시 1902년 12,680 상자[箱] [1상자=5만개피

(支)]에서 1919년에는 309,028 상자로 약 24배가 늘어났고, 1924년에는 

634,624 상자로 전국 판매량의 82.1%를 차지했다. 1937년 판매량은 112만 

상자로 전국 궐련시장 총판매량의 67.2%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얻은 이윤

은 장부상으로만 1920년에 1,902만 원, 1937년에 2,834만 원에 달한다. 

영미연공사가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동안, 20세기 초 각 국 정부는 궐련

을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중과세를 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적인 과세율은 

75-200% 사이였다. 중국 역시 궐련 과세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04년에 청조는 국내에서 생산한 외국자본의 궐련에 대해 가격의 

5% 징세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과세 대상은 중국 국내에 공장을 차린 

외국회사의 상품에 대해서였고 가격의 5%를 청 정부에게 내면 여타 지방

의 이금이나 잡세는 일괄 면제해주겠다는 방안이었는데, 영미연공사의 궐

련 역시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미연공사와 영국공사는 납세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반대 활동에 나섰다. 결국 청 측 대표인 경친왕과 영미

연공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영미연공사의 궐련은 판매가에 따라 120

량과 50량 두 종류로 나누어 원료에 상당하는 연사(煙絲)로 환산하여, 75

근에 은 3전 4분씩을 납세하도록 타협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세율은 

120량, 50량 궐련 각각 가격의 0.3%, 0.7%에 불과했다. 이를 경친왕협약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경친왕합약에 따르면, 영미연공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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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다른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외국공장 제품이 다 내는 5% 세율

을 면제해주는 이상, 잡세 면제의 특권은 누릴 수 없다며, 자구세(子口稅)

도 내야하고, 다른 항구로 들어갈 때는 연안무역세도 내야하며, 내지로 들

어갈 때에도 이금을 내야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영미연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5%의 일괄 세금도 거부했으면서도, 국내 유통에 부수되는 이금과 

잡세 역시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민족자본의 궐련공장들은 거

의 1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성립 후 각 지방 정부들은 궐련에 온갖 명목을 붙여 

과세를 시도했다.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인 강소성에서는 성정부가 영미연공

사의 궐련에 대해서 내지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였다. 차라리 문을 닫겠다고 

날뛰던 영미연공사도 결국 현실에 굴복하고 타협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방

정부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 북경의 중앙정부와 일괄 타결하는 편이 

나았던 것이다. 1921년 8월, 북양정부 전국연주사무서(全國煙酒事務署)와 

영미연공사는 “성명서” 총11조를 체결하였다. 이 회사가 개항장에서 내지

로 운반하는 궐련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던, 중국 내에서 제조한 것이

던 모두 해관세와 북경에 왔을 때 내는 숭문문세(崇文門稅) 2종 외에는, 

가격에 따라 4등으로 나누어 “내지통세(內地統稅)”만 내면 된다는 합의이

다. 사실상 이 내지통세는 개념상 청 말 경친왕이 요구했던 한 차례만 내

면 된다고 강조했던 세금과 다름이 없었고, 청조에 납부를 거부했던 영미

연공사가 이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해도 좋다. 이에 따라 

1921년 10월 1일 북경정부는 정식으로 궐련세를 실시할 수 있었다. 징수 

방법은 2종류였다. 

우선 “출창세(出廠稅)”이다. 외국회사 및 중국회사 모두 중국 땅에서 제

조하는 모든 궐련은 공장이 조계에 있던지 내지에 있던지 간에, 또 담배의 

등급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5만 개피마다 일률적으로 생산세[出産税]로 

2원을 거둔다. 납세를 하면 증표로 인화세표(印花稅票)를 상자에 붙였다. 

두 번째가 “내지이오통연(內地二五統捐)”으로 중국산 및 수입품 모두 종가

세 2.5%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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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말에 비해서 궐련 가세에 일정 정도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론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사치소모품 억제를 

이유로 수입 양담배에 판매가의 2.5배인 250%를 과세했었다. 그런데 중국

은 2.5%-5%이라니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의 근거는 영미

연공사의 궐련에 대해서는 미미한 과세율을 얻어낸데 그친 반면, 북경정부

는 전통 담배인 물담배[水煙]에 대해서는 100원에 120여 원으로 120%나 

되는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북경정부가 영미연공사에게 얻어낸 타

협은 사치품 억제라는 명분에서도 국산품 보호라는 명분에서도 그다지 빛

날 것이 없었던 것이다.

1925년 3월 16일 전국연주사무서와 영미연공사는 다시 후속 보충성명

서[“續補聲明書”](총4조)를 발표하여 5%의 궐련보호연[卷煙保護捐]을 내는 

대신, 각 지에서 징수하는 여타 궐련세는 다 취소하기로 타협했다. 결국 

북양정부 시기에 영미연공사는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궐련 세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성립한 남경국민정부는 1927년 6월 궐련세율을 종가세 

50%로 하겠다고 선포했다. 영미연공사는 중국인 세무관을 공장에 안 들여

보내는 등 저항을 하면서 타협에 나섰다. 영미연공사의 타협안은 세율을 

27.5%로 낮추고, 다른 세금은 일체 면제한다는 것이었다. 1928년 신임 재

정부장 송자문(宋子文)은 영미연공사와 협상하여 수입궐련은 27.5%, 중국 

현지 제조의 궐련은 22.5%로 세율을 합의하고, 그 대신 영미연공사는 미

리 100만원 어치 세표를 사주어 남경국민정부가 당면하고 있던 재정 곤란

을 해결해주었다. 

궐련통세의 세율과 징수 방식은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28년 12월부

터 7급제의 궐련통세가 시행되었다가, 1930년 10월에는 영미연공사의 2급

제로 등급을 단순화해달라는 계속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7급제를 3급제

로 바꾸었다(구 3급 세제). 1931년 2월에는 새로운 3급세제로 개정했다가

(신 3급세제), 다시 1년도 안 된 1932년 3월 영미연공사의 염원대로 마침

내 2급 세제가 실시되었다(구 2급제). 1933년 12월에는 2급 세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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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신 2급제). 이 수차례의 개정의 결과 전반적으로 상급의 품질이 좋

은 고급 담배의 세율은 낮아지고 하급 담배의 세율은 높아졌다. 영미연공

사는 주로 고급 제품 위주로 팔았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였다. 1928년 7

급제에서 1933년 2급제로 바뀌면서, 하급 담배의 세율은 14.675%에서 

57.97%로 높아지고, 고급 담배의 세율은 1931년의 30.5%에서 1932년 

9.5%로 낮아졌던 것이다40). 

그런데 광동성의 궐련에 대한 과세는 위와 같은 중앙정부가 겪은 경과

와는 다르다. 광동성이 처음 궐련에 과세를 한 것은 1921년으로 양주인화

세와 함께 시작했다. 당시 남북 정부가 분립한 상황에서 광동성의 대총통

부는 군비 마련을 위해 독자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 인화세를 공포하여, 

외국산과 국산을 막론하고 궐련과 시가에 대해서도 인화(印花), 즉 인지

(印紙)를 붙여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율은 가격의 20%로, 포

(包)와 갑(匣)이 과세 단위였다. 그러다가 1925년 광동국민정부가 광동성

에 성립하면서, 국산품 제창을 명분으로 다시 수정 세칙을 반포하여 수입 

궐련은 가격의 40%를, 국내 제품은 20%를 징수하였다. 광주에는 “연주인

화검사소(煙酒印花檢査所)”를 각 지방에는 “분소(分所)”를 설치하였다. 이

에 따라 모든 양주와 궐련은 광주 항에 들어오는 즉시 검사소에 보내서 

가격을 평가하여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 후 인지를 붙여야 만이 판매상에

게 넘겨주었다. 1927년 5월에는 북벌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궐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중과세를 하여, 중국산이건 서양산이건 모두 도매가

격에서 50%를 징세하였다. 

1927년 6월 국민정부가 남경에 정도하면서, 다시 궐련세 징수 세칙을 

공포하여 수입과 국내산의 궐련은 모두 특세 50%를 내도록 했다. 위에서 

언급한 남경국민정부의 최초 원안인 종가세 50%가 이것인데, 살펴보면 광

동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40) 이상의 경과는 王志军, ｢论英美煙公司与旧中国的“协定煙税”｣, 许昌学院学报  2006年3

期, pp. 99-105 및 박경석, ｢南京國民政府의 稅收政策과 財政基盤의 樹立 : 釐金ㆍ統

稅政策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61, 1998, pp. 127- 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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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 조치로 광동성도 궐련세율을 남경국민정부 재정부 장정과 

일치시켰다. 이듬해 1928년 1월 남경국민정부 재정부는 이 궐련특세를 통

세로 고쳤고, 1928년 12월 7급제로 개정하면서 세율을 32.5%로 조정하였

다. 1929년 5월 1일에는 궐련통세국을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국민정

부가 떠난 광동성은 군권을 쥐고 있던 이제심(李濟深), 진제당(陳濟棠)이 

군벌화하면서 점차 반독립적 색채를 강화해가고 있었다. 광동성정부는 7급

제 개정 때부터 저항에 나서, 매월 지방재정 수요가 너무 많아 갑자기 지

방세였던 궐련세를 국세로 하면 타격이 심하다고 건의하여, 종가세 50%를 

징수하여, 32.5%는 국고(國庫)에, 17.5%는 성고(省庫)에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유예는 다른 성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 조치였다. 그러나 약 1

년 뒤 1929년 11월 1일에 수정안이 실시되면서 17.5% 성세는 취소되었고, 

이후 세칙은 다른 성과 같아졌다.41) 

남경국민정부 성립 전까지 광동국민정부 시절에 광동성은 독자적으로 

궐련에 대한 과세를 강행하여 영미연공사를 괴롭히는 입장이었지만, 남경

국민정부와 영미연공사가 밀월관계를 형성한 뒤에는 궐련통세를 국고에만 

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진제당이 1931년 겨울 

반장운동(反蔣運動)을 지지하면서 호한민과 서남정무회의파와 밀월 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재원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면이 크다. 이후 광동성이 

사실상 남경국민정부로부터 반독립적 상황이 놓이게 되자 궐련통세 역시 

온전히 남경의 국고로 송금되지는 못했다. 궐련통세는 진제당 통치 기간 

동안 명목만 국세로 징수했지, 세수 자체는 지방에 절류(截留)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남경국민정부가 광동성 궐련통세를 온전히 장악하게 

된 것은 1936년 양광사변(兩廣事變)과 진제당(陳濟棠)의 하야를 통해 무력

으로 광동성을 손에 넣고 나서야 가능했지만, 그조차도 1년 뒤 1937년 중

일 전면전의 발발로 전시재정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 

41) 廣東煙酒稅沿革 , pp. 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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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서론에서 청의 술과 담배에 대한 이금 과세가 미국 남북전쟁에서의 

1861년 과세와 시기적으로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청 말과 중화민국 

초기의 과세 개혁에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일본의 재정과 세금 제도였다. 

청 말 각성재정설명서 와 중화민국 초기의 재정 개혁과 특히 술, 담배 과

세 개혁에 관한 문장들에는 늘 일본 정부의 술, 담배에 대한 중과세가 거

론된다.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 역시 청일전쟁(1894년-1895년)과 러일전쟁

(1904년-1905년) 두 전쟁을 치르면서 세수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 기

간에 조세 구조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토지세보다 간접소비세로 

세원의 주력이 옮겨갔다는 점이다. 일찍이 1899년에 주세(酒稅) 한 항목이 

토지세 수입을 능가했다. 제국의회가 열리면서, 지역 표를 의식하여 토지

세 증세가 어려워졌고, 영업세를 신설해도 국내 자본가의 반대에 부딪혔

다. 그런데 간접소비세는 소비자 일반에 전가되는 과세의 성격상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어려웠으므로 만만한 재원 조달 방식이 되어갔던 것

이다. 

1901년에는 술, 간장, 설탕에 대해서, 1904년에는 직물에 대해서 간접소

비세를 징수했다. 담배는 1898년에는 담뱃잎에 대해서 전매를 실시했고, 

1904년에는 제조품인 궐련 등 담배 상품 일반이 전매되었다. 일본의 주세

(酒稅) 수입은 1890년에 1,390만 엔이나 되었고(세입의 약 13%), 1900년

에는 5,029만 엔(약 17%), 1910년에는 8,670만 엔(약 13%)이었다. 여기에 

전매 수익 총 724만 엔(1900년도), 6,209만 엔(1910년도) 내의 담배 전매

수익 부분을 더하면 1910년에 술과 담배 과세로 얻는 세수만 1억 엔을 훌

쩍 넘어섰다. 1910년도 일본의 조세 수입이 3억 1,728만 엔, 전매ㆍ관영수

입ㆍ공채를 포함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이 6억 7,287만 엔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 재정에서 술, 담배 과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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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중국에서 중화민국이 성립한 직후인 1913년 일본의 세입 구조

를 보면, 관세가 약 7,500만 엔이고 내국세가 3억 2,600만 엔이었는데, 이 

내국세 중에 간접세에 해당하는 주세(약 9,300만 엔), 설탕소비세(2,100만 

엔), 직물소비세(2,000만 엔)가 직접세인 토지세(7,500만 엔), 소득세(3,600

만 엔), 영업세(2,700만 엔)를 앞섰다43). 일본 재정의 경과를 살펴보면, 북

경정부 시기부터 남경국민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시도되었던 

관세자주권 회복을 통한 관세수입 확대44), 영업세와 소득세의 도입 시도, 

술, 설탕, 직물 등 소비시장이 광범위한 물품에 대한 간접소비세, 술, 설탕, 

담배의 전매 시도45) 등은 일본 재정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46) 

그렇지만 청 말에서 중화민국 시기까지의 술, 담배 과세는 일본처럼 성

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 말 두 항목의 과세는 직예성과 같이 중앙정부

와 원세개의 강력한 행정력이 통용되는 지역에서만 상당한 세수를 올리며 

부분적으로 성공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1만 량을 넘지 못할 정도로 미미

한 세수 확보에 그쳤다. 품목 역시 통행세 성격의 행리(行厘)와 생산세, 

영업세, 소비세 성격이 잡다하게 섞인 좌리(坐厘)로 흩어져있었다. 광서신

42) 장세기 편저, 일본경제사 , 도서출판 두남, 2003, pp. 272-273.

43) 神山恒雄, ｢財政政策と金融構造｣, 石井寛治ㆍ原郎ㆍ武田晴人, 日本経済史２産業革命期 , 

東京大學出版 , 2000, p. 91.

44) 久保享 戦間期中国＜自立への模索＞ー関税通貨政策と経済発展 東京大学出版会,1999.

45) 광동성과 남경국민정부의 설탕 과세와 설탕 전매 시도에 관해서는 姜抮亞, ｢1930年代

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 近きに在りて  30, (日本)中國現代史硏究 , 1996; 강

진아, ｢1930년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해진출과 남경

정부｣, 백영서 편,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1 , 지식산업사, 1999 참조.

46) 일본 본국 이외에 대만과 조선의 재정 구조 역시 술과 담배 과세의 의존도가 컸다. 

일본 식민지 시기의 대만과 조선의 재정과 전매 수입을 분석한 문명기의 연구에 따르

면, 전시경제로 넘어가기 전 대만은 연간 세입의 약 32%(1900-1938년), 조선은 약 

13%(1911-1938년)를 전매 수입이 충당했다고 한다. 대만은 1905년에 담배, 1922년

에 술이 전매 품목에 들어갔고, 조선은 1921년에 담배가 전매화되었는데 특히 조선의 

경우 담배 전매가 전매 수입의 평균 약 75%를 차지했다고 한다(문명기, ｢대만ㆍ조선

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가’능력의 차이｣, 사림  52, 2015, 
pp.3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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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종단계에서 시도했던 근대적 재정 및 세무 개혁은 신해혁명으로 

좌초되어, 그 최종안은 원세개 북경정부 하에서 재차 시도되었지만 역시 

부분적인 세율과 세수 증가에 그쳤다. 여전히 각 성의 과세 방식은 제각각

이었으며 재정 수익은 중앙정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납세 화폐의 

통일, 연주세(煙酒稅)의 독립 항목화, 징세 기구의 전국화 등은 향후 이 

분야의 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으며, 통일과 집중의 추세를 가속화했다. 

특히 원세개의 집권 이후부터 군벌정권과 손문 망명정권 하에 번갈아 

놓였던 광동성의 연주세(煙酒稅) 역사는 청 말 과세의 분절성, 중화민국 

이후 중앙과 지방 간의 재원을 둘러싼 길항과 그럼에도 통일로 수렴되는 

전반적 추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청 말 광동성은 손꼽히는 재정 규

모를 가졌으나, 세금청부의 오랜 전통과 상인 길드의 강한 지역적 분산성

으로 술과 담배 품목에 대한 세금도 가장 잡다하고, 청부 상인에 징세를 

의존했으며, 그렇게 해서 얻은 세수도 미미했다. 원세개 북경정부의 술, 담

배 공매(公賣)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사실상 세율 인

상 수준으로 공매제의 의의를 탈색시켰다. 여타 지역과 달리 광동성만 청

부상인 제도가 유지, 강화되었다. 

오히려 손문이 광동성에 대원수부를 설립하고,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 북경중앙정부에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

어져있던 광동성이 또 하나의 중앙정부의 등장으로 “경기권”이 되면서 행

정적으로 과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청 말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제 

개혁의 원동력인 군사적 긴장 증가와 군사 재원의 절박성이 개혁 드라이

브의 원동력이 되었다. 남북 정부 간의 경쟁과 북벌로 이어지는 과정 동안 

광동성의 술, 담배 세율은 크게 올랐고, 연주세의 국세화와 상인청부에서 

직접 징수로의 개혁 역시 본격화되었다. 남경국민정부의 궐련에 대한 50% 

과세와 통세 신설은 이미 광동성에서 구상되고 초보적으로 실현되었던 것

이었다. 

그러나 1931년 이후 광동 진제당 정권이 반장운동을 틈타 자립화를 꾀

하면서, 광동국민정부 시기와 남경국민정부 초기의 통일화는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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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렸다. 연주세는 국세이면서 사실상 군벌정부에 점유되었다. 재정

부 직속 기관이 징수하는 궐련통세 역시 온전히 국고에 들어오지 못했다. 

또한 막 시동을 걸었던 청부상인 제도의 폐지는 1930년대 진제당 정권 하

에서 입찰제의 도입으로 오히려 조직화, 전면화되었다47).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동성은 청 말 다른 어떤 지역보다 토

지세의 비중이 낮고 상공업에 연관된 세수 비중이 컸던 만큼, 일단 술, 담

배 과세를 본격화하자 세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청 말부터 다른 성에는 없

던 관영기업 수입 역시 1930년대 이르기까지 줄곧 확대되었다. 세수 구조

의 면에서는 가장 앞서 근대적 형태에 접근해갔다고 할 수 있다.48) 다만 

이러한 잘 닦인 토대에 본격적으로 상공업세의 정리와 근대적 징수 시스

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세자주권의 회복(1928-1930년)과 남경국민정부

의 광동성 장악(1936)을 기다려야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찾아온 근대 

재정 개혁의 기회도 1937년 중일전쟁의 전면화로 전시경제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으면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점이다.49)

47) 姜抮亞, ｢1930年代中国における徴税請負制度の改革と国家｣, 歷史學硏究  771, 2003; 
강진아, ｢근대 중국의 재정개혁에 있어서 전통성과 근대성 재고-1930년대 광동성의 

징세청부제도의 운영과 실태｣, 인문논총  50, 2003.
48) 강진아, ｢제국 재정의 근대적 변용― 청 말 광동(廣東)의 지방 재정을 중심으로｣, 중

국근현대사연구  69, 2016.
49) 남경국민정부의 연간 조세수입은 1932년 약 6억 1,390만 원, 1933년 7억 586만 원, 

1934년 7억 7,960만 원, 1935년 8억 758만 원, 1936년 8억 8,892만 원 가량이었다. 

이 시기 최대의 세원은 관세와 염세, 통세였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1937년 7월부터 

1938년 2월까지 국민정부의 실제 조세수입은 4억 1,287만 원이었는데 관세수입이 1억 

7,563만 원으로 가장 많고, 염세가 1억 3,134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통세가 3,114

만 원, 연주세가 946만 원 가량으로 네 번째였다(喻春生, ｢孔祥熙在国民党五届五中全

会上的财政报告｣, 民国档案 , 2006年1期, p. 3, p. 8). 연주세 수입은 광동성의 전성

기 궐련통세를 포함한 술, 담배 세수와 비슷한 정도에 불과하다. 전쟁 직전의 1936년

도 남경국민정부 조세수입에 관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약 7억 6100만 원으로 위의 

재정부장 공상희(孔祥熙) 보고보다는 다소 적은데, 이 통계에서 관세가 4억, 염세가 1

억 7천 만 원 정도로 수위였고, 통세 1억 4,600만 원, 연주세 1,400만 원 가량이었다

[加島潤, ｢政権交代と上海 財政構造の変動(1945～56年)｣ アジア経済  48巻7號, 2007, 

p. 5의 표1, 제2역사당안관 소장의 국민정부 주계부(主計部) 세계국(歳計局) 결산 당

안을 기반으로 작성).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관세 이외에 통세나 연주세와 같은 상업세

의 징수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후 전시재정은 토지세와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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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날 중국의 술, 담배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자.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983년 이래 담배 전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담배세 수입이 중앙

정부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2007년 중 최고 11.9%(1995

년)에서 최저 7.6%(2001년)의 분포로 여전히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다.50) 

세율은 처음에는 38%로 출발했으나, 이후 20%-40% 범위로 오르락내리

락하고 있다51). 2016년 중국 정부의 수입 총액은 15조 9,552억 원으로, 국

고 수입이 7조 2,357억 원, 지방정부 수입이 8조 7,195원 가량이다. 이중 

조세 수입은 13조 354억 원이었다. 조세 수입 중 1위는 부가가치세(4조 

712억 원)이며, 두 번째가 국내 소비세 1조 217억 원이었다.52) 각 항목에 

담배 전매 관련 세수가 흩어져 있는데,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 賣局)의 

2016년 보고에 따르면, 담배 전매사업이 창출한 공상세 총액은 1조 795원, 

이 해에 국고에 납입한 수익 총액은 1억 6억 원이라고 한다.53) 현재에도 

여전히 7%가 넘는 재정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술은 전매를 실시하지 않

지만, 각 양조기업이 납부하는 세수는 최대 조세수입인 부가가치세 항목 

내에 포함되어 있다. 2016년부터 양조기업의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바뀌

었기 때문이다. 마오타이 집단이 납부한 세수만 100억 원이 넘는데, 주류 

업계 전체로는 1조 원 규모라고 한다.54) 담배와 술에서 얻는 과세 수입이 

거의 1조 원으로 비슷하고, 두 항목을 합하면 조세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은 

에 의존하는 형태로 옮겨갔다. 

50) 王慧英, ｢专卖制度下我国煙草产业的改革与发展｣, 上海经济研究 , 2009年4期, p. 23 表1.

51) 2015년 기준으로 WHO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 소비량 상위 50개 국가 중에서 담배세

가 가장 높은 곳은 영국으로 82.2%이며, 한국은 62%로 21위, 중국과 미국은 44.4%, 

42.5%로 나란히 35위와 36위를 차지하고 있다. WHO report on th global 

Tobacco epidemic, 2015: Raising taxes on tobacco, Dan Kopf, “How 

cigarettes tax the poor”, The Priceonomics, Jan 20, 2016(https://priceono 

mics.com/how-cigarettes-tax-the-poor/) 재인용. 

52) 财政部国库司, ｢2016年财政收支情况｣, 中国财政 , 2017年3期, p. 70.

53) ｢2016年煙草行业全年实现工商税利10795亿元｣, 中国煙草网站, 2017年1月18日(http://w

ww.tobacco.gov.cn/html/14/1402/5156747_n.html)

54) 江源荐, 黄筱鹂, ｢茅台集团前三季度完成税收收入100.8亿元, 增长41%｣, 酿酒科技  
2016年12期; 谢红梅, ｢“营改增”对酒店行业的收益影响及税务筹划｣ 中国经贸  2016年20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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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면, 중화민국 초기 광동성의 담배와 술의 세수 

비중, 조세수입에서의 비중이 14% 내외였던 것과 큰 그림에서 유사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국가권력의 소득세와 상속세 등 직접

세 징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문투고: 2018.01.04, 심사완료: 2018.03.12, 게재확정: 2018.03.20.)

주제어: 광동성, 술, 담배, 연주세, 재정, 궐련통세

关键词: 廣東省, 煙, 酒, 煙酒稅, 財政, 卷煙統稅

Key words: Guangdong province, wine, tobacco, wine and tobacco 

tax, finance, consolidated tax on cigarette



중화민국 시기 광동성의 술ㆍ담배 과세 개혁과 재정 근대화 283

참고문헌

1. 사료

(清)廣東清理財政局 編訂, 廣東省財政科學硏究所 整理, 廣東財政說明書 , 

廣東經濟出版社, 1997.

淸末民國財政史料輯刊  第1卷,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罗介夫,, 中国财政问题 , :太平洋书店, 1933.

余啓中, 廣東煙酒稅沿革 (中國中山大學法學院 經濟調査處叢書), 國立中山

大學出版部, 1933.

左治生 主编, 中国财政历史资料选编ㆍ第十一辑:北洋政府部分 , 中国财政经

济出版社, 1987.

2. 연구서

강진아, ｢1930년 중국의 경제개발에서 나타나는 성과 중앙-“廣東糖”의 상

해진출과 남경정부｣, 중국근현대사의 재조명1 , 지식산업사, 1999.

강진아, 1930년대 중국의 중앙, 지방, 상인 : 광동성의 재정과 국가건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장세기 편저, 일본경제사 , 도서출판 두남, 2003.

廣東省地方史志編纂委員 , 財政志 , 廣東人民出版社, 1999.

張曉輝,, 民國時期廣東社 經濟史 , 廣東人民出版社, 2005.

秦慶鈞 編著, 廣東省財政史 民國時期(1911-1949) , 1989.

久保亨, ｢南京政府の財政金融政策｣, 中国国民政府史の研究 中國現代史硏

究 , 1986.

久保享, 戦間期中国＜自立への模索＞ー関税通貨政策と経済発展 東京大学

出版会,1999.

久保亨, 加島潤, 木越義則 編著, 統計でみる中国近現代経済史 , 東京大学

出版会, 2016.



東洋史學硏究 第142輯284

久保亨, 加島潤, 木越義則 編著, 統計でみる中国近現代経済史 , 東京大学

出版会, 2016.

神山恒雄, ｢財政政策と金融構造｣, 石井寛治ㆍ原郎ㆍ武田晴人, 日本経済史

２産業革命期 , 東京大學出版 , 2000.

3. 연구논문 

강진아, ｢근대 중국의 재정개혁에 있어서 전통성과 근대성 재고-1930년대 

광동성의 징세청부제도의 운영과 실태｣, 인문논총 제50집, 2003.

강진아, ｢제국 재정의 근대적 변용― 청 말 광동(廣東)의 지방 재정을 중

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9, 2016.
김지환, ｢남경국민정부 시기 통세 개정의 성격 연구: 1934년도 면사 통세 

개정의 배경과 유산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48, 2003.
문명기, ｢대만ㆍ조선총독부의 전매정책 비교연구: 사회경제적 유산과 ‘국

가’능력의 차이｣, 사림  52, 2015.
박경석, ｢南京國民政府의 稅收政策과 財政基盤의 樹立 : 釐金ㆍ統稅政策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61, 1998.
정명진, ｢南京 國民政府의 租稅改革과 그 性格(1929∼1937)｣, 서울대 동

양사학과논집  25, 2001.
江源荐, 黄筱鹂, ｢茅台集团前三季度完成税收收入100.8亿元, 增长41%｣, 酿

酒科技  2016年12期.

郭旭, ｢清末民初酒税制度因革论｣, 贵州文史丛刊  2011年4期.

刘琦, 黄天华, ｢民国时期专卖制度研究｣, 中央财经大学中国财政史研究所 财

政史研究  4, 中国财经出版社, 2012.

李庆宇, ｢民国北京政府煙酒公卖述论｣, 历史教学 , 2017年10期.

万斌, 新中国煙草专卖制度改革:成本与收益分析 , 江西财经大学政治经济学

2010年學位論文.

房建昌, ｢内蒙古煙草 史──兼论民国前期内蒙古的煙税及有关机构｣, 阴山

学刊 , 1998年1期.



중화민국 시기 광동성의 술ㆍ담배 과세 개혁과 재정 근대화 285

谢红梅, ｢“营改增”对酒店行业的收益影响及税务筹划｣, 中国经贸 , 2016年20期.

汪廷奎, ｢民國以前唯一的廣東財政钜篇: 喜見清末《廣東財政說明書》整理本

問世｣, 廣東史志  1998年2期.

王志军, ｢论英美煙公司与旧中国的“协定煙税”｣, 许昌学院学报 , 2006年3期.

王慧英, ｢专卖制度下我国煙草产业的改革与发展｣, 上海经济研究 , 2009年4期.

喻春生, ｢孔祥熙在国民党五届五中全会上的财政报告｣, 民国档案 , 2006年1期.

财政部国库司, ｢2016年财政收支情况｣, 中国财政 , 2017年3期.

肖俊生, ｢晚清酒税政策的演变论析｣, 社会科学辑刊 , 2008年3期.

何汉 , ｢清末赋税基准的扩大及其局限: 以杂税中的煙酒税和契税为例｣ (臺灣

中央硏究員)近代史研究所集刊  第17期(下), 1988.

韓祥, ｢晩淸財政規模估算問題初探｣, 中國經濟史硏究  2014年3期.

姜抮亞, ｢1930年代廣東陳濟棠政權の製糖業建設｣, 近きに在りて  30, (日

本)中國現代史硏究 , 1996.

姜抮亞, ｢1930年代中国における徴税請負制度の改革と国家｣, 歷史學硏究  
771, (日本)歷史學 , 2003.

加島潤, ｢政権交代と上海 財政構造の変動(1945～56年)｣, アジア経済  48
巻7號, 2007.

4. 인터넷 자료

Dan Kopf, “How cigarettes tax the poor”, The Priceonomics, Jan 20, 

2016( https://priceonomics.com/how-cigarettes-tax-the-poor/)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Revenue_Act_of_1862

｢2016年煙草行业全年实现工商税利10795亿元｣, 中国煙草网站, 2017年1月18

日(http://www.tobacco.gov.cn/html/14/1402/5156747_n.html)



東洋史學硏究 第142輯286

<中文摘要>

民国时期广东省的煙酒稅改革和财政近代化

姜 抮 亞(漢陽大)

从19世纪末到20世纪, 中国财政结构上的 大变化不外是工商税收的出现和

比重的增大。其中, 对煙和酒的征税则煙酒税发展成内国税的主宗税目, 这也是

近代国家财政上普遍出现的现象和标志之一。本文以广东省的煙酒税为例子, 

跟踪了从晚清到民国初期的广东煙酒税的历史, 分析了中国帝国财政的变容过

程。当初, 对煙和酒的征税是以厘金的一种 始的。淸末广东省虽然是数一数

二的富省, 由于包办认商的旧习和商人按地方和行业区别的浓厚的 闭性, 当地

煙酒税收甚微。袁世凯北京政府实施了煙酒公卖, 但广东商人反复了反对和情

愿, 税率虽提高, 认商制度却沿袭了。但是孙文领导的国民党在广州设立了大元

府, 广东省从边缘转身到京畿, 省政府就是中央政府, 征税的行政力量变大, 

抗税的地方力量变 。随着南北政府竞争激化和军 浩大, 广东省的财政规模

和煙酒税的税率大为扩大。煙酒税的国税化和从包办到委办的改革确有进展。

1927年南京国民政府的卷煙统税和50%征税的构想是早在广东省被酝酿而初步

实现的。但一国民政府离 广州北上遷到南京, 广东省很快就后头走了军阀割

据的路线。广东煙酒税的历史显然证明了淸末课税的分节性、民国初期中央和

地方围绕财源的拮抗, 进而税制逐渐统一的趋势。另外, 煙酒税在财政提高的比

重也会被解释为财政近代化的标志, 中国财政上工商税代替田赋, 以田赋为主的

中国帝国财政逐渐变容到类似美国和日本的近代国民国家的财政。广东省财政

也在整体上显示了工商税收的增加、徵税方式和单位的规范统一化之趋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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