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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일반재정에 비해 급
격한 증가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보험제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복지재정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복지지출은 대상자와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
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폐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직성 지출은 향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성장률과 현저히
낮아진 잠재성장률, 그리고 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지출이 OECD의 많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임을 근거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경제성장
률과 재정규모를 고려해 볼 때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는 실용성 사이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무상복지 논쟁으로 각 계층들은 비용 부담 없이 복지확
대만을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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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의 반복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성
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의 모색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복지정책에
대해 근원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하여 보수와 진보 간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논
쟁을 살펴보고 있다. 조세와 복지의 중첩 개념과 규모 그리고
문제점과 감소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복지재원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운용과 세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
에서는 우리의 복지정책 및 재정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어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수립
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 광 교수의 책임하에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와 안동대학교의 이성규 교수가 연구진
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보고서 작성 및
마무리 단계에서 보여준 모든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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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3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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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 론
▶ 우리나라에 공짜 무상복지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음

인류역사에서 복지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834년 영국의
구민법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180년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무상복지 바람
은 새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님
복지선진국에서도 복지정책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논쟁의 핵심은 복지의 내용과 방향이었음
▶ 우리나라에 2012년 4월 총선에서 불기 시작하여 12월 대선까지
꽤 장시간 불었던 바람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경제민주화 바람으
로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음

경제민주화는 단어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임
국가번영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기보다는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일부 좌파 진보세력의 기만적 술수임
▶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조직과
나라는 구성원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때로는 조직이나 나라 자체
가 망하게 됨

무상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옛 소련이 70여 년 만에
사라진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의 인민은 독재와 기
아에 신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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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경제민주화를 가장 완벽히 이루었던 나라는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으로 재벌도 없고, 노동자가 나라운영
의 중심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는 등 우리나라 진보 좌파세
력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뻔했던 곳이었음
문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실현하고
자 하고 있다는 것임
▶ 개인이든 나라든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명멸(明
滅)하게 되듯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임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구성원 간에
전개되는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복지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 바탕이 되는 이념논쟁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치의 장’과 ‘정책의 장’의 연결고리가
이념이라는 사실이 인지되고 있지 못함

국가의 주요정책들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 간의 극명한 대립은 각자가 착용하고 있는
이념이란 안경의 색깔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임
정책에서의 이념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 정책논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겉돌기만 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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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의 역할과 복지국가
1.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일반국민은 물론
이고 전문가들도 다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 교과서 어디를 보아도 정부의 기능
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제대로 기술한 것은 거의 없음
많은 경우 시장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시적 거시적 시장실
패를 정부개입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서술
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역할에 대한 이러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서술은 국민
을 오도하고 정부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가.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의 견해
▶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
제안정화기능 등 셋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머스그레이브식 서술은 학생들과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머스그레이브가 의도했던 것은 모든 정부의 정책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지, 이들
세 기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는 하지 않았음
▶ 머스그레이브의 원전(原典)인 재정이론(The Theory of Public
Finance) 를 보면, 정부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예산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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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목표를 논하면서 가상적 나라의 재정부(Fiscal Department)
의 업무상의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배분지부(allocation branch),
분배지부(distribution branch), 안정지부(stabilization branch)
등 세 지부로 구분하였던 것에 불과함

단지 예산의 규모와 내역이 세 부서의 목적과 행동원칙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인데, 이후 머스그레
이브에 의한 정부의 3대 기능으로 확대 미화되었음
나. 스미스(A. Smith)의 견해
▶ 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질서 아래서
왕이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음

첫째, 다른 독립된 사회로부터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 사회
를 방위하는 임무
둘째,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 간의 억압, 불법을 막는 일
셋째,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
▶ 스미스의 왕의 의무 중 첫째와 둘째 의무조항은 명백하고도 직설
적이나 셋째 의무조항은 다소 논란이 많은 항목임

첫째와 둘째 의무조항처럼 외부에서건 내부의 동료시민으로부
터건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
은 지극히 당연함
셋째 의무조항은 자유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부활동을 지적한 것이었지만, 그 후 정부의 역할을 무한하게
확대시키는 구실로 작용해 왔음
오늘날 논의되는 복지기능이 셋째 의무에 포함되는지는 사실 분
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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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가 “정부의 비대에 따른 낭비에 의해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음을 걱정했던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한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다. 뷰캐넌(James Buchanan)의 견해
▶ 뷰캐넌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잘
짜주는 것임
이를 정부의 보호적 기능이라고 부름

둘째, 시장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되더라도 완벽하
게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
이를 정부의 생산적 기능이라고 부름
▶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스미스의 사회를 방위하는 임무와 법질서
의 확립 임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
해 주는 것임

정부는 시민들 서로 간에 또는 외부 침입자에 의하여 범법활동
이 저질러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합법적인 힘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음
개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뤄 서로 교분(交分)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체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 보호적 기능의 중심임
▶ 정부의 생산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능으로 대표적
인 시장실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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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장의 기능장애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독점의 시장
지배력과 가격경직성에서 오는 불황이나 실업
둘째,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비용체감 산업, 불확실성 등
셋째,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
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 뷰캐넌의 논의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기능은 시장의 외재적 결함
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공정 개선기능에서 찾아짐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불평등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만, 소위 퍼주기식 복지는 정부의 역할이 아님은 분명함
▶ 스미스를 따르든, 뷰캐넌을 따르든 국민의 세 부담 증대를 통하여
복지사회건설을 도모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

복지정책의 추구이전에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보람을 찾고, 장래에 대하여 밝
은 희망을 가지며,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고, 만족하며 보람을 갖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임

2. 복지국가
▶ 협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개인
이나 가계에 대해 교육, 의료, 소득보조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활동들은 규범적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음
의료 및 교육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외부성 논리가 사용되고
있고, 실업보험과 주택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안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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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복지국가의 중요한 존립근거는 소득분배의 공평과 소
득재분배 그리고 공적보험의 제공과 생애기간 내에서의 재분
배임
▶ 다음 문제로 현대 복지국가는 본연의 목적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면에서 그 성과가 낮아지고 있음

첫째, 복지혜택이 중산층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중산층 복지
(middle class welfare)’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둘째,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복지혜택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자신이 낸 조세로 충당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주로 중산층들에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산층 복지현상은 한편으로는 납세자들
로 하여금 과도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층
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 복지국가의 유형은 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음

첫 번째 유형은 로빈후드(Robin Hood)식 복지국가로 부유층
으로부터 빈곤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임
두 번째 유형은 돼지저금통(Piggy Bank)식 복지국가로 예상치
못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거나 사람들
스스로 일생에 걸쳐서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임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로빈후드식 복지와 돼지저금통식 복지
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호주는 로빈후드식 복지(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재분배)가 62%,
영국은 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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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복지국가는 ‘넓은 재원(세금)’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소
수인 빈곤층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복지수혜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낮은 재원-넓은 복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프리드먼은 ‘낮은 재원-넓은 복지’ 현상을 “자신의 한 쪽 주머니
에서 꺼낸 돈을 다른 쪽 주머니로 집어넣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묘사한 바 있음
여기서 전자의 주머니는 조세부담을 의미하고, 후자의 주머니는
복지혜택을 의미함
▶ 프리드먼(M. Friedman)은 ‘돈의 쓰임새’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로 분류하고 있음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조합 I)
이 경우는 자신의 돈을 ‘절약하려는’ 강한 유인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려는’ 유인도 가지게 됨

자신의 돈으로 타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조합 II)
이 경우는 자신의 돈을 ‘절약하려는’ 강한 유인은 있지만, 상대방
의 선호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려는’ 유인은
가지지 못하게 됨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조합 III)
이 경우는 타인의 돈을 ‘절약하려는’ 유인을 가지지 못하지만,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치 있게 지출
하려는’ 유인은 가지게 됨

타인의 돈으로 타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조합 IV)
이 경우는 타인의 돈을 ‘절약하려는’ 유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선호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려는’ 유
인도 가지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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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정책들은 조합 III이나 조합 IV에 속함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현금보조는 조합 III에 해당하고, 저소
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은 조합 IV에 해당함
특히, 조합 III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관료
들도 그 수혜자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
(세금)으로 지출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함

그러나 국회의원, 관료 심지어 유권자들도 타인의 돈으로 복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조합 IV)
따라서 타인의 돈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절약할 유인이 거의 없고, 그 결과 복지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
게 됨

Ⅲ. 복지정책 논쟁과 이념대립
1. 복지 논쟁
▶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앞날은 그 구성원의 의식, 구성원 상호
간의 경기규칙 그리고 제도 등 세 가지에 달려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좋은 결과
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
으로 점차 작동하고 있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식은 실종되었고, 결과의 평등
이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인류를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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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 많은 체제로 각인
되고 있음
▶ 역사는 반복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조직과 나라의
구성원들은 삶이 비참해지고 때론 조직이나 나라 자체가 멸망함

무상복지 사회를 지구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옛 소련이 70여
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20여 년이 지났음
세금이 없는 지상천국의 나라, 무상복지의 나라인 북한의 인민
은 독재와 기아에 신음하고 있음
개인이든 나라든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명멸
(明滅)함

2. 정책대립과 이념대립
▶ 복지정책 관련 논쟁의 핵심은 복지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문제는 복지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구성원 간에 전개
되는 논란으로 이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복지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이념논
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
▶ 진보(좌파)진영과 보수(우파)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은 그 정도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
로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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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논쟁이 매우 뜨거운 것 같으나, 정치적
개인적 동기에서 수사적으로 이념을 이용하는 수준에 불과함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 없이 편 가르기나 상대방을 비난하
고 제압하는 수단으로 논쟁이 공허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임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은 가치판단 즉, 이념의 차이에
기인함
정부규모에 관한 논쟁, 복지규모에 관한 논쟁, 선택적 및 보편
적 복지 선택에 관한 논쟁 등은 이념의 대립임
특이한 점은 좌파들이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복지논쟁에
서 이념적인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임
▶ 최근 무상복지의 정치쟁점화는 복지제도 자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좌파정권의 집권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자유주의 성향과 반시장경제 정서라는 ‘좌파
적 가치의 덫’과 우리 사회의 좌파적 바이러스 감염 때문임

국가를 법 위에 두는 우(愚)를 범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보 좌파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국리민복만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각인시키고 있음
반면,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보수 우파논객들을 피도 눈물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비판하여 왔음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우파 논객들은 “인간은 아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빈약하다”는 지적 도덕
적 겸손을 덕목으로 삼는 데 비하여 진보 좌파들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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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낼 만큼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지적 자만과 지적 허세에 빠져 있음
▶ 이념은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국가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
므로 이념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우리에게는 체계적으로 진화해 온 좌파 우파의 역사적
경험이 없음
따라서 서구에서 전개된 이념들을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이념의 신봉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념
을 분명히 하면서 이념과 정책 간에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Ⅳ. 조세 복지 중첩문제
1. 조세 복지 중첩의 유형
가. 동시적 조세 복지 중첩
▶ 납세자로부터 조세로 징수한 돈을 동시에 그 납세자에게 복지혜
택으로 지출하는 것을 ‘동시적 중첩(churning)’이라고 부름

이러한 동시적 중첩은 주로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여러 유형의
유권자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발생함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재원은 조세수입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납세자들이 특정 유권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는 결과가 초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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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 조세 복지 중첩
▶ 평생중첩이란 ‘납세자들이 어느 한때에 조세를 지불하고, 생애주
기의 다른 한때에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말함

콕스(James Cox)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실업급여
나 질병수단의 수혜자들 중 75% 정도가 단기적으로 동시적
중첩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아딩(A. Harding, 1993)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최하위
10% 소득계층은 정부의 현금이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
해 평생소득의 1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평생소득의 21%를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생중첩은 교육, 의료 등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호주의 경우
총 복지지출의 절반 정도가 중첩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특히
의료비 지출의 경우 75% 정도가 중첩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주기에서 보면, 납세자들은 부유한 시기에 조세 복지 중첩
에 보다 많은 돈을 내고, 빈곤한 시기에 그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납세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동시에 빌려 주는’ 역
할을 수행함

다. 현금중첩 대 서비스중첩
▶ 조세 복지 중첩은 현금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형태로 발생
할 수도 있음

현금형태의 중첩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현금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함
서비스형태의 중첩은 중산층과 고소득층들의 경우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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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의료 또는 교육 서비스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함
서비스형태의 중첩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조사를 받지 않는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들도 지급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현금형태의 중첩보다는 서비스형태의 중첩이 규모
면에서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버들마이어(H. Buddelmeyer 외)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소득
세의 약 13%는 현금형태로 이전되고, 약 42%는 서비스형태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조세 복지 중첩의 문제점
가. 경제적 비용
▶ 조세 복지 중첩이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에는 행정비용 및 협력비용
이 수반되고, 고(高)세율로 인해 경제적으로 효율성에 관한 비용이
수반됨

나. 비경제적 비용
▶ 조세 복지 중첩이 초래하는 비경제적 비용으로는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 투명성에 관한 비용 등이 있음

3.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
가. OECD 국가에서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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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1998)와 화이트포드(Whiteford, 2009)는 중첩을 ‘10분
위 분위별 각 소득계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소득세+고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와 이들 계층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이
전 간의 차이’로 정의하였음

각 소득계층은 ‘순 이전지급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순 납세자’
가 될 수도 있음
이전지급액이 조세납부액보다 크면 중첩은 조세납부액이 되고,
조세납부액이 이전지급액보다 크면 중첩은 이전지급액이 됨
이를 위해 먼저 각 소득계층을 ‘순 납세자’ 또는 ‘순 이전지출
수혜자’로 구분하였음

다음으로, 각 소득계층이 순 이전지출 수혜자인 경우 가처분소
득 대비 직접세 납부 비중을 계산하였고, 반면에 각 소득계층
이 순 납세자인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계산하
였음
마지막으로 모든 소득계층들에 대한 이러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하면 최종적으로 각국의 중첩규모가 계산됨
▶ OECD(1998)가 추정한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를 보면, 중첩의
규모는 국가들 간에 서로 상이하고, 중첩의 규모와 정부규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IV-1 참조)

최종 소득 대비 중첩의 비율을 보면, 호주와 미국은 각각 6.5%
와 9.0%로 낮은 편이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28.0%와
34.2%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첩의 비율은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첩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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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포드(2009)는 2000년과 2005년 두 기간에 대한 OECD
25여 개 국가에 대한 조세 이전지출의 동시적 중첩규모를 추정
한 결과 다음과 같음(표 IV-2참조)

2005년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10% 미만으
로 평균(14.6%)보다 낮은 편임
반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20%
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직접세 대비 중첩 규모의 경우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에서 80%를 상회하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25%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
수준은 3.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직접세 대비
중첩 수준은 36.4%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라의 이전지출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데에서 기인함

나. 뉴질랜드와 호주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 콕스(Cox)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현금이전의 42.8%가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돌아가고, 최하위 소득계층과 제2분위 소득계층이
받는 현금이전을 합하면 전체 7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복지제도에 있어 상당한 크기의 중첩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표 IV-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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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하아딩(Harding)에 따르면, 호주는 제2분위 및 제3분위
소득계층에게 중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왜냐하면 제2분위 및 제3분위 소득계층들은 상당한 금액을
조세로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복지
혜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임
다. 우리나라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실증 분석
▶ 한국조세연구원이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복지혜
택과 근로소득세 납부액을 추정함(표 IV-6 참조)

농업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제3분위 계층이 총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제4분위와 제5분위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를 차지함
우리나라의 중첩규모를 추정한 결과(표 IV-7 참조), 제1분위
소득계층은 자신들이 납부한 조세에 비해 3배 이상 복지혜택을
받는 등 제1분위와 제2분위 계층은 조세납부액보다 복지수혜
액이 더 많은 순 복지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제4분위와 제5분위 계층은 복지수혜액보다 조세납부액이
훨씬 많은 순 납세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추정결과 우리나라의 중첩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제1분위와 제2
분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복지선진국들의 경우 중산층에서 중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첩현상이 중산층(제3분위)까
지 미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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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 복지 중첩의 감소방안
▶ 조세 복지 중첩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들
이 거론되고 있음

첫째,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복지혜
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득을 번 후에 소득세를 부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자들에 대한 개인저축계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현재 중첩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중첩
으로부터 탈퇴하는 조건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 복지 중첩을 제거하는 방안은 다음
과 같은 방식의 조세 복지 맞교환(tax-welfare swap)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첫째,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하는 방식(opt-out approach)
으로 복지혜택의 수혜자들이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
퇴하는 것
둘째,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납세자들의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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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및 세제개혁
1.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가. 복지정책 논의의 오류
▶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나타난 복지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오류가 관찰됨

첫째, 구체적인 복지시책의 도입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지되지 못하는 점
둘째,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향유를 누가 하는
지를 식별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셋째, 복지의 시혜가 집단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논의되어
야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는 점
▶ 국민 세 부담 증대를 통해 복지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이전에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경기규칙의 확립을 통한 사회의 기본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는 복지제도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함
나. 각국의 국가파산과 경제위기 경험
▶ 모든 시대를 통틀어 자신의 나라가 파산할 것이라 예측한 사람들
은 거의 없었음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국가가 적어도 한 번씩은
파산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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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아탈리의 조사에 따르면, 18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외
부채 파산이 250건, 대내부채 파산이 68건 있었음
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문민정부까지
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해가 많았으며, 적자를 기록한 경우
에도 그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

그동안 지도자와 예산당국자가 균형예산 원칙을 강조하였고,
이를 지키려 엄청 노력하였고, 예산편성 시 세입규모를 항시
낮게 잡아 결과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거나 적자규모
가 당초보다 적게 나타나도록 하였음
따라서 재정적자의 발생과 국가채무 누증을 방지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와 경제의 활력이 중요함
라. 정부 4개 주머니의 통합적 관리
▶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는 앞주머니, 기금이라는 뒷주머
니, 조세지출이라는 옆주머니, 그리고 정치적 정책공약과 공공기
관 예산, BTL 등 미래의 예산인 안주머니를 차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운영의 총체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이들 4개
주머니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지 못함
마. 성과평가관 제도와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성과평가관(Chief Performance
Officier)을 신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방대하게 이루
어지는 지출에 대해 낭비가 없는지, 우선 순위 책정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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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부정부패의 여지는 없는지를 감찰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적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 경기부양
과 관련된 각종 지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성과평가관 제도
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성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관리관 책임하에 사
후평가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가.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세제개혁의 필요성
▶ 현행 우리 세제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이 크게 상실
되어 경제전체의 균형적 발전 저해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둘째, 각종 지원제도 및 차등과세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사업
형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조세부담의 형
평이 크게 왜곡되어 있음
셋째,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소비세 비중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의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넷째, 개별적 타당성에 입각한 각종 조치로 인해 조세제도가
너무나 많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아 결과적으로 각
기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다섯째, 높은 명목세율과 낮은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심화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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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남발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하여 세법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징세자 중심으로 제도변경을 해온 결과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징세와 관련하여 징세기관
및 납세자가 직접 간접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는 점임
▶ 이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오히려 낮은 편임
▶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낮은 세 부담과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는 흥하나, 높은 세 부담과 방대한 국가예산으로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나라는 언제나 난관에 봉착
한다는 것임

현실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이 사업 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최소 3년간 세출예산을 동결하면서 세출
의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동시에
헝클어 질 대로 헝클어져 있는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요청됨
나.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근본
적인 이유는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임

세수를 걱정하면, 현행 잘못된 세제를 반듯하게 할 방안이 있더
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으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세제개혁을 위한 세원 확보 방법은 첫째, 세출을 동결하면 매년
최소 10조 원 규모의 감세가 가능하며, 둘째 외부불경제를 유
발하는 술 담배 휘발유에 대해 현 수준보다 50%를 더 징수하
면 매년 10조 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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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대안을 잘 조합하면 20조 원의 세원은 쉽게 확보되
며, 이러한 세원이 전제되면 참으로 반듯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세제를 설계해 낼 수 있음
다.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무려 25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함

세목 수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짐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 감면
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특별회계와 연계되어 낭비를 조장하는 목적세도 문제인데, 국세
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세 가지가, 지방
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로 두 가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하고 특정부문의
세출에 직결되는 목적세의 외형을 갖추기는 했지만, 목적세
존립의 기본 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못하며,
부담과 편익의 균형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
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단지 예산과정에서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을 줄이
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을 이용하
여 조세저항을 줄이는 장치라는 의미로서만 목적세가 기능하
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 고유의 존재 의미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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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범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조세체계가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음

조세에 포함되어야 할 것(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특
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중 일부)이 빠져 있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25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하면 세제가 간결해지고 행정
이 단순해질 것임
라.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
▶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소득세가 선진국들과
는 달리 중심 세제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점임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2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3%에 불과하
며, GDP에서 개인소득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9.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수준인 3.1%로
매우 낮음
또한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소득세로서는 세
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득세제와 세정에 큰 문제
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으로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평율세제(flat rate tax)와 이원소득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원평율소득세제(dual income flat rate tax)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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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과세, 소득재분배 등 좋은 명목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
제는 실제로 미진한 과표양성화, 높은 면세점, 좁은 과세기반
등의 이유로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소득계층 간 그리고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고 있음
마. 부동산세제의 합리화
▶ 부동산 과세는 세 부담에 있어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간의 불균형,
자산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조세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세제만큼 강력한 정책수단도 없음
▶ 거래과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비중이 보유과세(재산세, 종
합부동산세 등)의 비중보다 매우 높음

기본적으로 거래과세의 조세부담이 낮아야 부동산의 활발한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됨
반면, 보유과세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부동산의 가
격상승을 억제하고, 소유의 분산이 촉진되어 부동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보유과세는 강화되고, 거래과세는 대폭 인하될 필요가
있음
바. 소비과세의 합리화
▶ 통상 일반소비세(부가가세 등)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지만, 개별소비세(주세, 담배소비세 등)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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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함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또한 외부불경제(술, 담배, 휘발유 등)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세율의 인상은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지방세제 개편
▶ 현행 지방세는 정액세율(종량세) 방식으로 된 세목이 많아 지방세
세수의 신장을 떨어뜨리고 조세의 정책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액세율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
세 등을 정률세(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가. 지하경제의 현황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추정규모는 다르지만,
대체로 GDP의 1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최초로 추정한 최 광(1987)은 GNP
의 10~25%, LG경제연구원(2000)은 한때 GDP의 30%에 육박
하였던 지하경제 규모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GDP의 18.6%,
윤여필(2005)은 GDP의 21%로 추산한 바 있음
한국조세연구원(2010)은 화폐수량방정식으로 추정하면, 1990
년에는 GDP의 25% 내외, 2000년 20% 내외, 2008년 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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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YMIMIC 모형으로 추정하면, 1990년에는 GDP의
28.7%, 2000년에는 23.7%, 2008년에는 17.1%로 추정하였음
나. 지하경제에 대한 대책
▶ 지하경제는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행정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 금융, 경제운용, 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
서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지하경제의 근절책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서 마련되어야 함
▶ 지하경제의 척결은 사회의 도덕성을 재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도덕성의 회복과 의식구조의 개선은 깨끗한 정치와 합리적
경제운용이 전제되고, 오랜 동안의 그리고 꾸준한 교육에 의해
서만 달성될 수 있음
▶ 지하경제의 축소와 관련하여 제도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기규칙의 확립임

만약, 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무질
서와 지하경제만이 성행할 것임
법을 존중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경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임
▶ 또한 지하경제의 축소는 세제 및 금융정책에서도 구체적인 대책
이 마련되어야 함

지하경제 거래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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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금융기관의 지하경제 방조활동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
련되어야 함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과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하경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
는 것도 필요함

다.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정 및 세제개혁
▶ 조세는 흔히 세법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조세제도와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세무행정이 과세당국의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
며,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세무공무원의
수가 적정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가 과중함
둘째, 납세자의 성실신고 담보수단인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고, 전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정보관리체계가 제대
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셋째, 세법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 혼란에 빠져 있고, 세무부조리 또는 세무비리의
발생으로 일반국민의 징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
▶ 세 부담 증대방안으로 (1)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2)
새로운 세목의 신설, 그리고 (3)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를 검
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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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첫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동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축소, 자산소득 과세의 정상화 등을 통한 소득세 강화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및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셋째, 부가가치세 세율 및 조세감면의 축소
넷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등

Ⅵ. 정책적 과제와 성찰
1. 발상의 전환 필요 : 시장친화적 복지
▶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나기 십상임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
로 인식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개인,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함
▶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배정책
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

선진국이 되기 전에 큰 정부를 바탕으로 재분배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이 최우선으로 설정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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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우리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선진국처럼 정부
규모를 키워 각종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무척 매력적이고 대중영합적임에
는 틀림이 없으나, 큰 정부로 야기되는 국가자원의 엄청난 낭비
가능성과 낭비가 초래하는 피해를 망각하고 있음
▶ 복지정책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의 증대를 수반하는데,
일반국민과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이에 대
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무상복지, 반값복지가 유행 아닌 유행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부라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 복지적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
정부의 부담은 외형적 표현이야 어떻든, 그 구성원인 국민의 주머
니에서 나오는 세금임
▶ 정책은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농민,
중소기업, 여성, 대학생, 근로자처럼 집단을 배려대상으로 잡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함이 나타나게 됨

첫째, 농민, 여성, 근로자, 중산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 남는
사람이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우스꽝스
런 결론이 도출됨
둘째, 농민, 여성, 근로자, 중소기업인 중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 수준의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으므로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수혜대상이 되어 세금이 낭비됨
저소득계층 학생은 무상이나 반값이 필요하지만, 재벌회장의 손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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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
▶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첫째, 차입하는 방법, 둘째,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 셋째, 기존 세출에서 다른 용도의
지출을 줄이거나 전용하는 방법이 있음

첫째, 차입하는 방법은 (1)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임
둘째,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2)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3) 새로운 세목의 신설, (4)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
소, (5) 수익자부담의 확대 등임
셋째,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에는 (6) 세출구조의 조정, (7) 공공자
금의 활용, (8)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 (9) 예산제도 밖에서 운용
되는 자금의 제도 내로의 흡수, (10)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
절약, (11) 재정투융자와 관련된 자금의 자체조달을 통한 재정의
존 감축, (12)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 (13) 세출예산
의 동결 등임
▶ 13가지 재원조달 대안 중에서 가장 손쉬운 첫째 방안인 국공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대안은 (2)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4) 조세지출의 감소, (5) 수익자부
담의 확대, (12) 민영화, (13) 세출예산의 동결로 대표되는 세출
조정임

나머지 대안들은 일시적 또는 제한적 성격으로 중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 중 (12) 민영화는
정부가 운영주체인 많은 사업과 서비스를 과감히 매각함으로써
세출을 절약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재원이 될 수
있는 대안임

40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 사실 세출조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13) 세출예산의 규모를
동결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 요구됨

최근 예산증가율을 보면, 한 해 예산을 동결하면, 적어도 10
조~1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되며, 한 번 확보되면 계속가게 됨
지난 1984년에도 예산이 동결된 적이 있으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는 물론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운영 전반에서 매우 획기적
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음
▶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원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세 부담 증대 못지않게 (5) 수익
자부담의 확대가 필요함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
을 확대할 여지가 매우 큼
▶ 현실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은 다음의 6가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첫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동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
의 세 부담 정상화, 자산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전
면적 개편 등을 통해 소득세를 강화함으로써 최소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를 원상회복
시키고 강화함으로써 약 2조 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수 있음
셋째,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현 수준보다 50%를 더 징수한다면, 매년 10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넷째,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2%로 올리면 10조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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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다섯째, 조세지출을 10%만 줄여도 약 5조 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함
여섯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약 5조 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함

3. 투자활성화 :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
▶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
를 해결하는 첩경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임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는 회복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확대는 저절로 가능해짐
최근 10여 년간의 정책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를
억제 저해하면서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앞세우는
데 있었음

4.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당면한 재정의 문제점
은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예산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임

따라서 각국은 재정규모와 재정적자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규율(rule)의 도입을 시도하였음
재정규율은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재정정책
의 지속가능성의 실현,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의 신뢰
성 제고로 요약됨
지금까지 채택되거나 논의된 재정규율은 세출규율, 재정
적자규율, 국가채무 및 준비금 규율, 차입규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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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당적 국정운영
가. 초당적 국가전략협의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 민의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인기에 영합한 정치권의 중구난방식
정책제안은 혼란만 야기하므로 국가전략과 정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축으로 공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나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임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집단이기에 일차적으로
선거와 지역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정책을 두고는 많은 경우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초당적 상설기구로 각 정당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포함된 국회 내에 국가전략협의회[가
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이 협의회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과
바람직한 사회의 밑그림을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초당적 장기재정복지위원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과 비교하여
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사실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함

첫째,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
게 높다는 점
둘째, 현재의 복지제도와 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
가채무 수준이 크게 확대될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각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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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남북통일
과 관련하여 국민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
▶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은 ‘정책의 장’에서 논의될 때는 심각성이
부각되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정책의 장’에 오면 당리당략,
무책임, 인기영합주의로 점철되어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개악
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무상 무료 복지로 인해 야기될
‘한국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가칭 ‘장기재정복지위원
회’를 초당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함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로 하고,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여 국민과 국회에 제시하
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함

6. 정치지도력과 정치개혁
▶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큰데, 정치권
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임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이루어 내거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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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짜 무상복지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다. 인류역
사에서 복지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34년 영국의 구빈법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고작 180년 정도이
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무상복지 바람은 새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다. 사실 복지선
진국에서도 복지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문
제가 있다면, 아니 논쟁의 핵심은 복지의 내용과 방향이다.
우리나라에 2012년 4월 총선에서 불기 시작하여 12월 대선까
지 꽤나 장시간 불었던 바람은 경제민주화 바람이다. 경제민주
화란 바람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것이라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
다. 경제민주화는 단어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이고, 이것은 곧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즉, 경제민주화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
가의 번영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기보다는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표를 끌어 모아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 일부 좌파 진보
세력의 기만적 술수가 대한민국의 척박한 지적 토양에 뿌리내
린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조
직과 나라의 구성원들은 그 삶이 비참해지고 때로는 조직이나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된다. 무상복지 사회를 지구상에 구현하고
자 했던 나라, 옛 소련이 70여 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금이 없는 지상천국의 나라, 무상복
지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독재와 기아
에 신음하고 있다. 역사상 경제민주화를 가장 완벽히 이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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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이다. 재벌도 없고, 노동
자가 나라운영의 중심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고, 동반성장위
원회도 필요 없고, 세금은 아예 없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
한도 필요 없는 등 이 나라 진보 좌파세력들이 내세우는 경제민
주화가 실현될 뻔했던 곳이 이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아닌가? 그
러한 경제민주화를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개인이든 나라든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명
멸(明滅)한다. 복지정책에 관련된 논쟁이든 경제민주화에 관련
된 논쟁이든 논쟁의 핵심은 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구성원 간에 전개되는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복지논쟁, 경제민주화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이념논쟁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논쟁의 근원이 이념논쟁이기에 정책논쟁
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논쟁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이념은 개인차원에서나 정당차원에서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고 각기의 존재이유와 결부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
치의 장’과 ‘정책의 장’의 연결고리가 이념이라는 사실이 인지되
고 있지 못하다. 국가의 주요정책들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내용
을 두고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 간의 극명한 대립은 각자가 착
용하고 있는 이념이란 안경의 색깔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
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에서의 이념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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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이념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을 논의하
다 보니 정책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겉돌기만 한다.
본고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해 근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머스그레이브와 스미스 그리고 뷰캐넌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복지국가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
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 강하게 불고 있는 복지바람에 대해 보
수와 진보 간의 복지정책의 이념논쟁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
서는 조세 복지 중첩의 개념과 규모 그리고 문제점과 감소방안
을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복지재원의 확보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재정운용,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지하경제 등을
살펴본 후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Ⅵ장
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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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역할

복지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존재이유와 역
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도 다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
의 초 중 고 대학 교과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정부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해 올바르게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시장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시적 거시적 시장
실패를 정부개입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서
술되어 있다. 물론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서술은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선각자들에 의해 많이 있어 왔다.
다음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 명의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자.1)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 광 이성규, “우리나라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 모색”, 경제학연구 , 제58집 제3호 2010 참조. 이 논문은 정부의 일
반적 역할을 다루고 있지, 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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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머스그레이브의 견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외 경제학 공공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견해는 머스그레이브

(Richard A. Musgrave)의 견해이다. 1959년에 출간된 그의 명저
재정이론 (The Theory of Public Finance)에서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등
셋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틀린 주장은 아니
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머스그레이브식 서술은 학생들
과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모든 정부의 정책이 자
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
지, 이들 세 기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머스그레이브의 잘 알려진 정부의 3대 기능을 원전(原典)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예산정책의 3대
목표(three objectives of budget policy)를 논하면서 가상적 나라
의 재정부(Fiscal Department)의 업무상의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
서 배분지부(allocation branch), 분배지부(distribution branch),
안정지부(stabilization branch) 등 세 지부(branch)로 구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단지 예산의 규모와 내역이 세 부서의 목적과 행
동원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인데, 이
후 머스그레이브에 의한 정부의 3대 기능으로 확대 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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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미스의 견해
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자연적 자유

(natural liberty) 질서 아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뿐이다.
즉, 왕이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첫째로 다른 독립된 사회로
부터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임무이고, 둘째
는 가능한 한 사회구성원 간의 억압, 불법을 막는 일로서 법질
서의 확립이며, 셋째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
는 일”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조항은 명백하고도 직설적이다. 외부
에서건 내부의 동료시민으로부터건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그러한
보호가 없다면 진실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목
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놓으라는 무장 강도 앞에서 자발적인 교
환이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스미스가 지적한 정부의 세 번째 의무는 다소 논란이 많은
항목이다. 스미스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설파한 이 대목은 그
후에 수많은 정부의 활동을 정당화시켜주는 데 일조를 해왔다.
본래의 의도는 자유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
부활동을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이 세 번째 기능이 정
부의 역할을 무한하게 확대시키는 구실로 작용해왔다. 오늘날
논의되는 복지기능이 스미스의 세 번째 의무에 포함되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스미스가 “정부의 비대에 따른 낭비에 의
해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음을 걱정했던 사실에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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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복지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에 한
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 뷰캐넌의 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James M. Buchanan)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경
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잘 짜주는 것
이고, 둘째는 시장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되더라도 완
벽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뷰캐
넌은 첫 번째 기능을 정부의 보호적 기능(protective function),
두 번째 기능을 생산적 기능(productive function)이라 불렀다.2)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스미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조항
을 포괄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
으로서 이에는 법과 질서의 유지가 포함된다. 정부는 시민들 서
로 간에 또는 외부 침입자에 의하여 범법활동이 저질러져 피해
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합법적인 힘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
다. 개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교분(交分)할 수 있
도록 각종 법령체계를 확립해 주는 것이 정부의 보호적 기능의
2) 뷰캐넌의 보호적 기능과 생산적 기능을 하이에크는 각기 강제 기능과 서비
스 기능이라 불렀다. 민경국,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좌
파의 치명적 자만 뛰어넘기 , FKI미디어,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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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다.
정부의 두 번째 기능인 생산적 기능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능이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
타난다.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는 첫째, 시
장의 기능장애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독점의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직성에서 오는 불황이나 실업이며 둘째,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비용체감 산업, 불확실성
등이 있으며 셋째,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외재적 결함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이다.
뷰캐넌의 논의에 따를 경우 정부의 복지기능은 시장의 외재
적 결함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공정 개선기능에서 찾아진다. 사
회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불평등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지
만, 소위 퍼주기식 복지는 정부의 역할이 아님은 분명하다.
스미스를 따르든 뷰캐넌을 따르든 국민의 세 부담 증대를 통
하여 복지사회건설을 도모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추구이전에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의 확립
을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보람을 찾고, 장래에
대하여 밝은 희망을 가지며,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얻는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며 만족하고 보람을 갖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건실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승리하는 자는 성실 근면 절약 신
용 등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
가? 떡과 떡고물을 주고받는 권력과의 결탁, 부동산투기의 만연,
불량품과 부정식품의 범람, 탈세, 불공정거래의 횡행,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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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영달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 등등 사회의
기본질서가 파괴되고 경기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간인과 군인이 북한의 피격을 받아 죽고, 군인과 경찰이 시
위대에 의해 폭행당하고, 고속도로와 광장이 불법시위대에 의해
점령당하는 나라에서 복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멸시하며, 가진 자들의 경우도 떳
떳하지 못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경기규칙의 확립을 통한 사
회의 기본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는 복지제도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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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효율성과 공평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된다. 효율성의 경우
정부는 외부성이나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참가자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반면에 공평성의 경우 국가는 빈곤과 소득분배의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나 국가의 시장개
입은 효율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용들을 초래한다. 조세납
부나 복지제공은 개인들의 행위나 유인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제도 본연의
목적이 변질되기도 한다.3)
협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개
인이나 가계에 대해 교육, 의료, 소득보조 등과 같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이러한 활동들은 규
범적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의료 및 교육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외부성 논리가 사용되고 있고, 실업보험과
주택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안정화 논의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근거는 다음 두 가지에 바
탕을 두고 있다. 첫째, 복지국가는 소득분배의 공평과 소득재분
3) 전자의 경우를 경제적 왜곡(distortion)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본말전도
효과(perverse effect) 또는 제도실패(institutional failur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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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이유로 정당화된다. 즉, 복지국가는 자원의 균등한 분배

(또는 불평등 감소)를 달성하고 소득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둘째, 복지국가는 국가에 의한 공적
보험의 제공과 사람들의 생애기간 내에서의 재분배를 이유로
정당화된다. 사회보험의 제공은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고, 또 의료와 교육, 생애 소득재분배 등도 오래전부터
복지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는 다음 두 가지 문제로 복지국가 본연의
목적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면에서 그 성과가 낮아지고 있다. 첫
째, 복지혜택이 중산층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중산층 복지(middle

class welfar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사람들은 자기가 받
는 복지혜택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자신이 낸 조세로 충당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주로 중산층
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 복지현상은 한편으로는 납세자
들로 하여금 과도한 조세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
곤층들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산층
복지를 축소시킴으로써 국가개입에 따른 여러 왜곡요인들을 감
소시킬 수 있다. Ⅳ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기조세-자기복지’
즉, 조세 복지 중첩은 효율성 측면에서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 자기조세-자기복지는 조세와 편
익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유형은 재분배 정책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4)
4) N. Barr,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and The Role of th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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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이 서
로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국가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살
펴보기로 하자.
복지국가의 첫 번째 유형은 로빈후드(Robin Hood)식이다. 로
빈후드식 복지국가란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유층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빈곤층
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개인 간 소득재분배(interpersonal redistribution)’라고
부른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가 빈곤층인 경우 로빈후
드식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
다. 왜냐하면, 이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지출이
집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가계의 소득조사(means test)를 통한 복지지급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많은 OECD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돼지
저금통(Piggy Bank)식 복지국가’이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목표가
예상치 못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거나, 사
람들 스스로가 일생 동안에 걸쳐서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경
우를 말한다. 전자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실업이나 신체장애
또는 질병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이들에게 보험이나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사람들이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
하는 유아 및 청년시절이나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소득활동이 가
장 왕성한 장년시절(‘돼지저금통’)에 저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
히, 후자와 같은 소득재분배를 ‘개인 내 소득재분배(intrapersonal

redistribution)’ 또는 ‘생애 소득재분배(life-cycle redistribution)’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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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예를 들면, 많은 국가들은 실업, 장애, 질병 등을 대비하
여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제도(income maintenance)를 제공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5) 베버리지형(Beveridge type) 복지국
가는 로빈후드형 복지국가에 속하고, 비스마르크형(Bismarck

type) 복지국가는 돼지저금통식 복지국가에 속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로빈후드식과 돼지저금통식 복지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는 각 개인들이 전 생
애기간에 걸쳐서 받는 복지혜택의 38%만이 자신의 조세지불에
의해 충당(돼지저금통식 복지)되고, 나머지 62%는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재분배(로빈후드식 복지)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복지혜택의 38%만이 로빈후드식으로 재원이 마련
되고 있다.6)
복지국가의 초기에는 ‘넓은 재원’(세금)을 바탕으로 소수의 빈
곤층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복지
수혜자들의 수가 적고, 복지재원을 충당할 납세자들의 수는 많
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개의 납세자들에게 적은 금액
을 부담지우고도 소수의 빈곤층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복지혜택의 범위(빈곤층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들까지)가 확대되어 ‘낮은 재원-넓은 복지’
5) 즉, 개인들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조세나 사회보험을 통해 돼
지저금통에 ‘저축’할 수 있다.
6) Whiteford(2007), p. 4; Luke Buckmaster, “Money for Nothing?: Australia
in the Global Middle Class Welfare Debate”, Parliament of Australia,
Research Paper, No. 31, 200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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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많은
나라들은 ‘자신이 낸 돈(세금)으로 자신이 복지혜택을 받는 상
황’이 되고 있다. 프리드먼(Friedman, 1990) 부부는 이러한 상황
을 “자신의 한 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다른 쪽 주머니로 집어
넣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묘사한 바 있다. 여기서 전
자의 주머니는 조세부담을 의미하고, 후자의 주머니는 복지혜택
을 의미한다.
프리드먼은 ‘돈의 쓰임새’를 다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프리드먼은 먼저, 누구의 돈을 지출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하였다.7) 즉, 돈을 지출할 때 ‘자신의 돈’(내 돈)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돈’(남의 돈)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그 재원을 누구를 위해 지출할
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신의 편익을 위해 그 재원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두 가지씩을 조합하면 돈의 쓰임새와 관련
하여 <표 Ⅱ-1>과 같은 4가지 조합을 도출할 수 있다.

7)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Free to Choose, Harcourt, 1990,
pp. 115~119.

64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표 II-1> 프리드먼의 지출 분류
누구를 위해 돈을 쓰는가?

누구의 돈을
쓰는가?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나의 돈

Ⅰ

Ⅱ

남의 돈

Ⅲ

Ⅳ

자료: M. Friedman and R. Friedman, Free to Choose, 1990, p. 116.
<그림 II-1> 프리드먼의 지출 분류

<표 Ⅱ-1>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 2가지이다. 먼저,
‘자신의 돈’을 지출하는 경우 ‘최대한 절약할 유인’을 가지게 되
지만, ‘타인의 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는 재원을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려는(value for money; VFM)
유인’을 가지게 되지만 ‘타인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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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표 Ⅱ-1>의 4가지 조합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조합Ⅰ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즉,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위해 지출하는 경
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자신의 돈을 ‘절약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려는(VFM)’ 유인도 가지게 된다.8)
둘째, 조합 Ⅱ는 ‘자신의 돈으로 남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자신의 돈으로 친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거나 부모님의 생일선물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
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절약
하려는 유인을 가지지만, 자신의 편익을 위해 돈을 지출하지 않
기 때문에 또는 상대방의 선호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가장 가
치 있게 쓰려는’ 유인은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을 위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가치 있게 지출하
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타인이 자신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은 타인에게 선물 대신에 현금이나 상품
권을 주는 것이 훨씬 높은 효용을 가져다줄 것이다.
셋째, 조합 Ⅲ은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회사 법인카드나 접대비(남의 돈)
로 자신의 점심값을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자신
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회사의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점심값
8) VFM(value for money)는 ‘돈을 지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가치’ 또는
‘돈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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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절약할 유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치 있
게 쓰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합Ⅳ는 ‘타인의 돈으로 타인의 편익을 위해 지
출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회사 법인카드나 접대비

(남의 돈)를 가지고 회사고객(남)의 점심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타인의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점심값을 최대한 아
끼려는 유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타인의 진정한 선호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정책들은 조합 Ⅲ이나 조합 Ⅳ에 속
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현금보조의 경우는 조
합 Ⅲ에 해당된다. 즉,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는 경우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경우는 조합 Ⅳ에 속한다. 특
히, 조합 Ⅲ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관료
들’도 그 수혜자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관련 지출의 이러한 특징은 복지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들
은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세금)을 가지고 지출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들은 타인의
돈으로 복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복지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관료들도 자신의 돈이 아닌 타
인의 돈을 가지고 지출관련 결정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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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권자들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 복지지
출에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돈을 가지고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지출하기 때문에 절약할 유인이 거의 없
다. 그 결과 복지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지출 관련 관료들은 ‘타인의 돈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지
출하는 대리인에 해당된다.9)(조합 Ⅳ) 따라서 이들은 복지지출

(타인의 돈)을 낭비하거나 가치 있게 지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
이다.
복지지출의 폐해는 타인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지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복지제도를 관리하는 관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복지지출비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로 넣으려는 강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정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복지지출의 또 다른 폐해는 복지제도 본
연의 목적인 빈곤층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
산층이나 고소득층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사
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들은 자활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
에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산층이나 고소득층들은 선거에서의 영향력이나 로비를 통해 복
지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프리드먼의 이러한 지출의 분류는 중첩(churning)10)의
9) 지출재원을 부담하는 주인들은 ‘자신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려는 이기심
(self interest)을 가지지만, ‘남의 돈으로 남을 위해’ 쓰는 대리인들(관료들)
은 그러한 이기심을 가질 유인이 없다.
10) 한 기업 내에서 대규모의 해고와 채용이 동시에 진행될 때 ‘중첩 혹은 처
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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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프리드먼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모
두’ 자신의 편익을 위해 쓰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의 자기 돈의 일부는 나를 위해 쓰이고, 나머지 일부는
남을 위해 쓰이기 때문이다. 즉, 조합 Ⅱ와 조합 Ⅲ 사이에 ‘중복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의 복지 지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민들은 공공재와 공
공서비스(국방과 치안) 공급을 위해 조세를 부담하거나, 저소득
층이나 빈곤층들에게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재원
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타인의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복지비용을 자신이 충당하기 위
해 조세를 부담하는’ 다소 기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기복지비 자기조달’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기복지비의 자기조달 현상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제1분위 소득계층(최하위 소득
계층)의 자신이 낸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 복지혜택의 규모는

3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최하위 계층이 받는 복지혜택의 34%
정도를 자신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분위
소득계층과 제3분위 소득계층은 각각 복지수혜액의 29%와 38%
를 자신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제4분위 소득계층과 제5
분위 소득계층은 각각 복지수령액의 49%와 69%를 자신의 세금
으로 조달하고 있다. 제6분위 소득계층은 복지수령액의 99%를
자신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제6분위 소득계층은 정부
로부터 받는 복지수혜의 거의 전부를 자신이 낸 세금으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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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받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제7분위 소득계층에서부터 제10분
위 소득계층의 경우는 조세지불액이 복지수혜액을 초과하고 있
다. 특히, 제10분위 소득계층(최상위 소득계층)은 자신의 복지
수혜액의 4배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11)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돈으로 복지혜택(현금
이나 현물서비스)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가?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자기복지비 자기조달 현상은 무엇보
다도 국민들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를 없애려면 국민들이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
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표 Ⅱ-1>
의 조합Ⅰ에 해당된다. 즉,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 및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11) 자세한 설명은 제Ⅳ장 ‘조세 복지 중첩문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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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논쟁

역사적으로 구빈(救貧)의 책임은 원래 정부가 아닌 교회나 마을
공동체였다. 정부가 최초로 책임지게 된 시발점은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Poor Law)이었고, 1834년에 새로운 구
빈법이 제정되었다.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ck)는 산
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나 소득 불안정과 같은 근로
자들의 불안요인을 막스(Marx)주의자들이 체제 변혁의 기회로 활
용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고안하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복지국가는 베버리지보고서

(1942년)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탄생된다.
복지정책이든 다른 정책이든 역사는 당대의 정치지도자, 정책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쓰이기 마련이다. 어
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 그리고 정책이 성공할
지 실패할지를 사전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마
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고 이
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앞서 간 나라들의 수많은 역사상의 경험은 특정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에 대해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지침
이 된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의 추구에 있고 인류사회의 공동목
표가 이상향의 건설에 있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복지국가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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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관련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복지정책 관련 논
쟁을 지켜보면 그 내용과 수준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정책을 둘러싼 세상과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은 참으로 복잡다기
하다. 지도자,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엄청나게 복잡한 세상을
너무나 부분적 단선적 감성적 사고로 재단하려고 한다. 이래서
는 대가만 치를 뿐이고 손에 쥐는 것은 없다.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는
정책은 어긋난 방향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발상도 아니고 근본적
처방은 더더욱 아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병의 원인을
찾아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더라도 근원적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바른 길이다. 최근의 복지논쟁을 살펴보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잠시 즐겁게 하거나 고통을 잠시 완화해
주려는 것이다. 병은 그렇게 한다고 결코 낫지는 않을 것이다.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복지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복지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부터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시책은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
지만 올바른 판단을 못하면 완전히 방향 착오에 빠져 뜨거운 열정으
로 열심히 노력할수록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앞날은 그 구성원의 의식, 구성원 상

12)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개념은 1941년 캔터버리 대주교 William Temple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warfare state(전쟁국가)’로 규정하고, 영국은 ‘welfare
state(복지국가)’라고 비유한 말장난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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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간의 경기규칙, 그리고 제도 등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좋은 결과를 가
져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점
차 작동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식은 실종되
었고, 결과의 평등이 정의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인
류를 빈곤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 많은 체제로 각인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제기되지 않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
교육의 무상복지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들에 의해 제
기되고, 이에 일부 지식인들이 부화뇌동(附和雷同)하고 있다. 일
반 국민들은 현재로선 침묵하고 있다. 2012년 4월의 총선과 12
월의 대선에서 투표소의 휘장 안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
상복지를 공약한 정치가와 정당에게 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 왜
냐하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집권을 위해
속임수를 내놓는 정치지도자와 이에 열광하는 대중이 많은 나
라 중 한 나라라도 잘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조
직과 나라는 구성원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때론 조직이나 나라
자체가 멸망한다. 무상복지 사회를 지구상에 구현하고자 했던
나라 옛 소련이 70여 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20여 년이
지났다. 세금이 없는 지상천국의 나라, 무상복지의 나라 북한의
인민들은 독재와 기아에 신음하고 있다. 개인이든 나라든 언제
나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명멸(明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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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립과 이념대립

복지정책 관련 논쟁의 핵심은 복지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최근 제기된 선별적 복지냐 보
편적 복지냐13)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문제는 복지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구성원 간에 전개되는 논란으로
이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
다. 따라서 복지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이념
논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무상복지 논쟁의 근원이 이념논
쟁이기에 복지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념논쟁에서 이
겨야 한다.
진보(좌파) 진영과 보수(우파)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진보
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은 그 정도에 있어서 전례
13) 사실 선별적(selective) 복지와 보편적(universal) 복지의 구분과 내용에 대
해서도 전문가 사이에도 혼란과 혼동이 있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
를 소득 자산 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결정하고 최저한의 인간적 문화
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보편적 복지는 소득 자
산 조사(means test)를 통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특정 급여를 똑
같이 제공하는 경우이다. 같은 복지 급여라도 나라에 따라 선별적 복지가
되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선별적 복지이나 영국의 국민의료
서비스(National Heaith Service)는 보편적 복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우
리나라에서처럼 소득 자산 조사(means test)를 거쳐 소득의 크기에 따라
보험액과 연금액이 달라지면 선별적 복지이나 소득 자산 조사(means test)
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동일액의 보험료 부과와 동일액의 연금을 지
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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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외형상으로는 논쟁이 매우 뜨거운 것
같으나 정치적 개인적 동기에서 수사적(修辭的)으로 이념을 이
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도대체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
인지?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
찰이 없이 편 가르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제압하는 수단으로
논쟁이 공허하게 진행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14)
이념은 개인차원에서나 정당차원에서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고, 각기의 존재 이유와 결부된다. ‘정치의 장’과 ‘정책의 장’의
연결고리가 이념이라는 사실이 인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
가의 중요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진보 좌파
와 보수 우파 간의 극명한 대립은 각자가 착용하고 있는 이념
이라는 안경의 색깔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에서의 이념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념자
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겉돌기만 한다.
사실, 국가정책 특히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은 가치
판단(value judgement) 즉, 이념의 차이에 기인한다. 주어진 어
떤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두 사람의 전문가가 완전히 다른 해
답을 제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많은 경우 이들의 견해 차
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정책의 원칙과 이론에 대해서 합일점을

14) 이념과 관련한 오류와 혼란과 이념과 국가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
광,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제도와 경제 , 제5권 제
2호,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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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
으로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이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정부규모가 너무
비대한가 아닌가에 관한 논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느냐 축소해
야 하느냐 하는 논쟁, 복지를 선택적으로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쟁 등은 어떤 결정적인 경제이론이나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비대한 정부는 곧, 개인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국가가 소득재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주의 사상 간의 이념
대립이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좌파들이 복지의 확대를 주장
하면서도 “복지논쟁에서 이념에 대한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는 점이다.15)
사실 최근 무상복지의 정치쟁점화는 복지제도 자체에 관한
논쟁이기보다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좌파정권의 집
권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자유주의 성향과 반시장경제 정
서라는 ‘좌파적 가치의 덫’16)과 우리 사회의 좌파적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다. 국가를 법 위에 두는 우(愚)를 범하면서 우리나
라의 진보 좌파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국리민복만을

15) 스웨덴 복지국가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아킴 팔메 웁살라 대학 교수
는 최근의 국내의 한 강연에서 우파에게 ‘교조화된 신자유주의를 포기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 자신들은 사민주의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복
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16) 민경국,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좌파적 덫에 걸린 한국경제”, 월간발
전리뷰 , 2004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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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한편, 복지의 확대를 반대하
는 보수 우파 논객들을 피도 눈물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
라 비판하여 왔다. 사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우파 논객
들은 “인간은 아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빈약하다”는 지적 도덕적 겸손을 덕목으로 삼는 데 비하여 진
보 좌파들은 인간이 이상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낼 만큼 전
지전능하다고 믿는 지적 자만과 지적 허세에 빠져 있다.17)
최근 수년간의 보수와 진보 이념논쟁에 이어 앞으로의 정책
논의에서 우파 보수와 좌파 진보 간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우파와 좌파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인류역
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들의 복합적 산물이다. 이념은 개인의 삶
을 위해서도 국가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념
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우
리에게는 체계적으로 진화해 온 좌파 우파의 역사적 경험이 없
다. 따라서 서구에서 전개된 이념들을 좀 더 진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이념의 신봉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은 자신
들의 이념을 분명히 하면서 이념과 정책 간에 정합성을 유지해
야 한다.
이념과 정책은 같은 맥락이다. 이념을 떠나 정책이 홀로 고고
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각
기의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는 해답이 나
오지 않는다. 비록 불완전하나 역사에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
17) 민경국,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좌파의 치명적 자만 뛰
어넘기 , FKI미디어, 2007, pp.1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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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는 좌파(진보)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
주의 모두 실패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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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복지 중첩의 유형

조세 복지의 중첩(tax-welfare churning)은 시기적으로 동시에
또는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현금 또는 서비스의 형태
로 일어나기도 한다.

가. 동시적 조세 복지 중첩
정부가 어떤 납세자로부터 조세로 징수한 돈을 동시에 그 납
세자에게 복지혜택으로 지출하는 것을 ‘동시적 중첩(churning)’
이라 부른다. 환언하면, ‘납세자들이 조세를 납부하고 동시에 그
돈으로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적 중첩
은 주로 정치인들이 지역구의 여러 유형의 유권자들로부터 정
치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서 발
생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재원은 일반 조세수입
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특정 유권자 계층들에게 돌
아가는 복지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다.18)
보통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의료, 교육,
육아, 양로 관련 각종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공약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계에 대해 육아
18) A. de Jasay, The State, Oxford : Basil Blackwel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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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지출증대를 약속한다. 취학아동이 있는 가계에 대
해 아동수당의 지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다. 대학생들에게는 대
학등록금의 인하를 약속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에 대
한 세금인하를 약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결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이들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19) 이처럼 국민들은 한편으
로는 복지혜택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
게 된다.

나. 평생 조세 복지 중첩
‘평생중첩’이란 ‘납세자들이 어느 한때에 조세를 지불하고 생애
주기의 다른 한때에 복지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많은 납세자
들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정부의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 수
혜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납세자들은 한때에 현금이전
을 받고, 다른 한때에 그 혜택의 대가로 세금을 지불하게 된다.
조세 복지 중첩의 완전한 규모를 추정하려면 납세자들이 평생
동안에 지불하는 세금액과 평생 동안 받는 복지수혜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추산은 거의 불가능하다.20) 콕
19) 예를 들면, 육아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을 얻는 젊은 부모들은 중소기업을 지
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또한 가계의 조세혜택
(family tax benefit)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가계들은 대학등록금 지
원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조세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20) 이러한 추산이 가능하려면 ‘평생소득 시뮬레이션(lifetime incom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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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Cox, 2001)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실업급여나 질
병수당의 수혜자들 중 4분의 3 정도가 단기적으로 동시적 중첩
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1) 반면에 의료나 교육서비스
의 경우에는 중첩이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하아딩(Harding, 1993)은 호주의 평생중첩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경우 정부의 현금이전에 대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의 평생소득의 12%를 세금으로 납부
하고, 반면에 평생소득의 21%를 복지혜택으로 되돌려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평생중첩은 교육, 의료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총 복지지출의 절반 정도가 중첩
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고, 의료지출의 경우 4분의 3 정도가
중첩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생애주기에서 보면, 납세자들은 부유한 시기에 조세 복지 중
첩에 더 많은 돈을 내고 빈곤한 시기에 그 돈을 가져가기 때문
에 정부는 사실상 ‘납세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동시에 빌려주
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복지국가는
평생중첩을 통해 ‘국가돼지저금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필요하다.
21) James Cox, Middle Class Welfare, 2001.
22) Ann Harding, “Lifetime versus Annual Tax-Transfer Incidence: How
Much Less Progressive?”, The Economic Record, Vol. 69, June 1993.
23) A. Harding, R. Percival, D. Schofield & A. Walker, “The Lifetime
Distributional Impact of Government Health Outlays”, Discussion Paper,
No. 47,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Februar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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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중첩 대 서비스중첩
정부의 복지혜택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가 납
세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도록 현금으로 줄 수
도 있고, 납세자들이 공짜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특정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조세 복지 중첩은 현금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형태
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금형태로 이루어지는 중첩은 납세자들
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현금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
을 의미하고, 서비스형태의 중첩은 중산층과 고소득층들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의료 또는 교육 서비
스의 형태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금형태의 반환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부양자식을
거느린 중산층 가계들은 세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정부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현금지급은 대개 가계의 소득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복지혜택도 감소하게 된다. 현금지급이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들에게만 돌아간다면 이때에는 중첩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과 고소득층들의 경우도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현금반환에
의한 중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4)
24) P. Whiteford, “The Welfare Expenditure Debate: ‘Economic Myths of
the Left and Right’ Revisited”, Economic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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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형태의 반환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동시에 정부
의 보조금이 지급된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 서비스 반환
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혜택과 교육혜택을 들 수 있다. 현금혜
택과 달리 서비스 형태의 반환은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득조사
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중산층들이나
고소득층들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및 교육서비스 혜택을 소위 ‘중산층 복지(middle-class welfare)’
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현금형태의 중첩보다는 서비스형태의 중첩이 규
모 면에서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
우 소득세의 약 13% 정도는 현금형태로 이전되고, 약 42% 정도
는 서비스 형태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25) H. Buddelmeyer, N. Herault & G. Kalb, Churn within the Australian

Tax and Transfer System of 2003/04 to 2008/09: An Analysis Using the
Melbourne Institute Tax and Transfer Simulator, Sept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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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복지 중첩의 문제점

조세 복지 중첩 현상의 중요성과 심각성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
장에 따르면 ‘조세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다시 동일인에게 복지
혜택이나 복지서비스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왜 나쁘냐?’는
것이다. 즉, 이들은 ‘조세 당국과 복지부서가 이들 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는 듯하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돈 흐름의 순

(net) 분배적 결과이지 그 과정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조세 복
지 중첩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근로를 통해 번 돈’ 1만
원과 ‘정부로부터 받은’ 1만 원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점이다. 전자의 돈은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후자의
돈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공짜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것이다. 정
부가 납세자들로부터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납세자들로 하여금
가처분소득을 줄어들게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도록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세 복지
중첩은 납세자들의 독립심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세 복지 중첩은 납세자들을 항구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게 함
으로써 ‘발육부진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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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학자들이 조세 복지 중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조세 복지 중첩은 본질적으로 사회학
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돈의 순
흐름(net flow)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납세자들에게 그러한 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근로
를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세금으로 낸 돈을 다시 되
돌려 받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조세 복지 중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조세 복지 중첩은 아무런 해

(害)를 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금을 낸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 복지 중첩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및 비(非)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가. 경제적 비용
조세 복지 중첩이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
생하고 또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복지수혜와 관련한 시민
들의 협력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세 복지 중첩은 납
세자들의 경제행위들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제 내에서 효율성에

26) T. Dalrymple, “The Roads to Serfdom”, City Journal, Spr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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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접적 경제적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세 복지 중첩이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들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비용 및 협력비용이 수반된다. 조세 및 복지정책들
은 관료들에 의해 행정적으로 입안 관리 집행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수반되고, 또 납세자들과 복지수혜자들은 이를 따르는
데 협력비용 또는 순응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조세 복지
중첩의 제거를 통해 이러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
니라 조세 복지 중첩의 제거를 통해 사람들은 조세제도나 복지
제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납세자들을 조세제도로부터 제외시키고, 다른 납세자들을
복지제도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정부가 상대해야 할 납세자들
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또 납세자들도 관료의 지배나 통제를
덜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고(高)세율로 인해 경제적으로 효율성에 관한 비용이 수반되
게 된다. 중산층을 위한 조세 복지 중첩은 조세부담, 특히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세의 추가적 증가는 경제적 효율
성 비용(또는 자중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조세 복지 중첩이 초래
하는 효율성에 관한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세와 복지(이전지급)를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 수혜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서
받는 복지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복지혜택도 줄어든

제Ⅳ장 조세 복지 중첩문제

91

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유효한계세율이 증가하게 된다.27) 높은 유효한
계세율은 근로 저축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
유효한계세율의 변화 없이 조세 복지 중첩만 감소시킨다면,
경제적 효율성은 증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 복지 중첩
의 감소 없이 유효한계세율을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효율성
이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조세
복지 중첩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은 잘못된 생각이다. 조세 복지 중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비용이 비록 낮다고는 하나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성 비용이 낮다고 해서 조세 복지 중첩을 정당화시키
지는 못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세 복지 중첩으로부터 사회적
으로 유익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비용은 생각
보다 ‘클’ 것이다.

27) 예를 들면, 1년에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5%의 한계세율로 소득세를 지불하
는 경우 이 사람은 60%의 복지혜택을 잃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유효
한계세율은 85%가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버는
경우 이 사람은 8만 5,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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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非)경제적 비용
조세 복지 중첩이 수반하는 비용들 중에서 사회적 심리적 비
용은 실제로 경제적 비용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
회적 심리적 비용은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세 복지 중첩이 초래하는 비경제적 비용으로는 사회적 비용,
정치적 비용, 투명성 비용 등이 있다.
첫째, 정부에 대한 의존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 조세 복지 중첩은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과 서비스를 수혜
받을 목적으로 정부에 더 많이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 결
과 납세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
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부심의 상실을 통해 수혜자
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학습된 무능력(learned helplessness)
을 통해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자본을 훼손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선, 납세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에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
적으로 꾸려 나갈 때 자부심이 생긴다. 그러나 조세 복지 중첩
은 납세자들의 이러한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감소시켜 정신적으
로 의존의식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책임의식의 약화
는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공공정책이론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려면 그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적게 하도록
하려면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조세 복지 중첩은 ‘사람
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좋은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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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조세 복지 중첩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학습된
무능력’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무능력 상태가 학습된 경우
사람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세 복지
중첩은 사람들의 시간선호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미
래의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은 사람들의 시
간선호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미래보다 현재의 만
족을 더 선호하게 된다. 과도한 시간선호의 증대는 마약복용이
나 범죄와 같은 반(反)사회적 행위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 복지 중첩은 복지제도 본연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유대감을 깨뜨리고 사회적 소외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자본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28) 이와 같이 조세 복지
중첩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된다.
둘째, 정치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규모가 더 커질수록 자원
의 낭비는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큰 정부는 낭비적인 지대
추구활동(rent-seeking)을 초래하고, 이익집단들에 의한 혜택의
포획을 조장하고, 시민사회를 더욱 정치예속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의 복지제도가 초래하는 가장 일반적
인 정치적 비용은 지대추구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지대추구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을 생산부문으로부터 로비활동으
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복지제도의 혜택이 이익
집단들에게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28) 복지제도의 본질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94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특수이익집단들이 복지혜택의 대부분을 포획해간다. 셋째, 조
세 복지 중첩이 초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비용은 사회 내에서
공동체 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여러 집단들
은 자신들의 자원을 정치적 행위 목적으로 이전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소위 ‘시민사회의 정치예속화’라고 부
른다. 시민사회가 정치예속화되는 경우 공동체 집단들은 공동체
보다는 정치 또는 정치인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집중시키게 된
다.29)
셋째, 조세 복지 중첩은 투명성을 저하시킨다. 조세 복지 중
첩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누가 순 납세자(net taxpayers)이고
누가 순 복지수혜자(net welfare recipients)인지를 구분할 수 없
다’는 점이다.30) 이것을 소위 ‘착각효과(illusion effect)’라고 부른
다. 일부에서는 투명성의 결여나 약화를 종종 조세 복지 중첩의
장점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조세삭감과 복지지출의
증대를 옹호하는 사람들(또는 정치인들)은 조세 복지 정책의 투
명성 결여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들을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 복지
정책의 투명성 결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유효한계세율에도

29) 사회학자인 푸레디(Frank Furedi)에 따르면 “현대의 시민사회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업(doing with people)’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사업(doing
for people)’에 종사하는 전문 집단들을 양산하고 있다.” (F. Furedi, Politics
of Fear : Beyond Left and Right, 2005.) 이러한 집단들의 대표적인 예로
로비집단들과 언론지향적인 단체들을 들 수 있다.
30) 여기서 순 납세자란 자신이 받는 복지혜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
을 의미하고, 순 복지수혜자란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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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착각효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복지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일 것이다. 그러나 투명성 결여에 의한 착각효과로부터
본말이 전도된 정책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 투명성 결여로
유효한계세율이 높아지거나 심지어 부유한 계층들에게까지 복
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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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

최근 상당수의 나라를 대상으로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추정
을 위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OECD 국가에서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는 몇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중첩의 규모는 각 납세자들을 10분위로 나눈 각 소득계층에 속
해 있는 평균적 개인에 대해 정부에 납부하는 조세와 정부로부
터 받는 이전지급 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측정가능하다. 즉,

(i) 소득계층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이 정부에게 납부해야 할 조
세납부액이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지급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조
세 ＜ 이전지급) 이전지급액에서 조세납부액을 빼고, 이전지급액
이 조세납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조세 ＞ 이전지급) 조세납부액
에서 이전지급액을 뺌으로써 중첩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OECD(1998)와 화이트포드(Whiteford, 2009)는 다음 방식을
이용하여 중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중첩을 “10분위 분
위별 각 소득계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소득세 + 고용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와 이들 계층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이
전’ 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첩은 각 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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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는 이전지급액과 동 소득계층이 지불하는 직접세액을 비
교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각 소득계층은 ‘순 이전지급 수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순 납세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전지급액
이 조세납부액보다 크면 중첩은 조세납부액이 되고, 조세납부액
이 이전지급액보다 크면 중첩은 이전지급액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소득계층을 ‘순 납세자’ 또는 ‘순 이전지출 수혜자’로 구
분하였다. 다음으로, 각 소득계층이 순 이전지출 수혜자인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직접세 납부 비중을 계산하였고, 반면에 각 소
득계층이 순 납세자인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이전지출 비중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득계층들에 대한 이러한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하면 최종적으로 각국의 중첩의 규모가 계산된
다.31)
먼저, OECD(1998)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OECD 주요 회원
국의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를 최초로 추정하였다.32) OECD(1998)
가 계산한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를 보면 다음 <표 IV-1>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중첩의 규모가 국가들 간에 서로 상이하고, 중첩의
규모와 정부규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 Whiteford(2009)는 OECD와 달리 각 소득계층이 총 가처분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가중치(weight)로 곱하였다.
32) OECD(1998)는 주요국의 직접세와 이전지출 간의 ‘동시적(churning)’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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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OECD 주요국의 조세 복지 중첩 수준: 1998년
(

단위: %)

국가
(연도1))

최종소득 대비
)
중첩비율2
(A)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B)

중첩이 없는 경우의
GDP 대비 정부지출
(C=B-A)

미국(1995)

9.0

32.9

23.9

일본(1994)

11.6

34.4

22.8

독일(1994)

15.7

48.9

33.2

이탈리아(1993)

22.7

57.4

34.7

캐나다(1994)

11.7

47.5

35.8

호주(1993/1994)

6.5

36.8

30.3

벨기에(1995)

23.7

53.8

30.1

덴마크(1994)

28.0

59.3

31.3

핀란드(1995)

15.5

57.9

42.4

네덜란드(1994)

21.1

52.8

31.7

스웨덴(1994)

34.2

68.3

34.1

평균

18.2

50.0

31.8

주: 1) ( )안의 연도는 추정에 사용된 연도를 의미함.
2) 최종소득이란 가계가 정부에 조세를 지불하거나 정부로부터 이전지
급을 받기 이전의 소득을 의미함.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8, p. 163.

Tanzi and Schuknecht, Public Spending in the 20th Century , 2000,
p.141.

최종 소득 대비 중첩의 비율을 보면 호주와 미국은 각각 6.5%
와 9.0%로 낮은 편이고,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28.0%와 34.2%
로 높은 편임을 볼 수 있다. 즉, 중첩이 가계의 최종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호주의 경우 6.5%이고, 스웨덴의 경우 34.2%임을
말한다. 또한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첩의 비율은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도 알 수 있
다. 중첩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지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중첩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
출 및 조세 삭감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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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 가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동일한 금액만
큼의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해당 가계의 소득은 불변이지만 조세
및 지출 측면 모두에서의 비효율성이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
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면 조세와 지출 모두를 삭감해야 한다. <표

IV-1>의 마지막 란은 중첩이 ‘없는’ 경우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을 보여 주고 있다. 즉, 11개 OECD 국가에서 중첩 제거 이전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평균 50%이었으나, 중첩이 제거된 이후의
정부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3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중첩
을 포함한 경우의 총 정부지출이 평균적으로 GDP의 50% 수준과
비교한다면 이는 정부규모가 크게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첩은 정부의 총지출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첩의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정부규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첩의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지출과 중첩의 규모는 양(+)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중첩의 규
모가 총 소득 대비 34.2%로 가장 높으며 또한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도 68.3%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호주와
미국의 경우 중첩의 비중이 가장 낮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도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첩은 정부규모 비대
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첩의 규모 축소는 ‘작
은 정부’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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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중첩 수준과 정부지출 간의 상관관계

화이트포드(2009)는 OECD(1998)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2000
년과 2005년에 걸쳐 OECD 25여 개 국가에 대한 조세 이전지출
의 동시적 중첩 규모를 추정하였다. 화이트포드가 추정한 OECD
회원국의 동시적 중첩 규모의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첫
째, 2005년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 10% 미만으로 평
균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폴란
드, 스웨덴 등에서는 2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2005년 직접세 대비 중첩 규모의 경우 오스트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에서 80%를 상회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
드, 미국 등에서 25%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호주, 뉴질랜
드,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등에서는 두 기간 모두에 걸쳐서 평
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스웨
덴, 스위스 등은 두 기간 모두 중첩 수준이 높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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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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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2005년

국가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직접세
대비 비중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

직접세
대비 비중

호주

5.6

22.7

5.5

23.3

오스트리아

-

-

27.5

80.5

벨기에

18.0

48.1

19.8

51.9

캐나다

13.0

44.4

9.2

35.6

체코

10.3

52.7

11.8

54.8

덴마크

18.0

70.7

23.7

49.2

핀란드

11.1

34.0

10.3

34.2

프랑스

9.2

100.0

24.6

94.9

독일

20.4

53.3

20.0

56.3

아이슬란드

-

-

19.2

36.1

아일랜드

7.5

43.8

7.7

39.5

이탈리아

21.1

73.0

20.0

66.0

일본

9.9

51.0

13.8

70.0

한국

-

-

3.0

36.4

룩셈부르크

-

-

19.4

81.4

네덜란드

13.4

39.0

10.2

41.4

뉴질랜드

7.5

27.1

6.8

23.5

노르웨이

14.2

41.5

15.3

45.9

폴란드

-

-

24.7

89.1

포르투갈

13.5

78.0

19.9

68.6

슬로바키아

-

-

14.7

73.6

스웨덴

23.6

51.0

24.0

55.6

스위스

20.2

59.5

15.6

43.3

영국

12.0

56.0

7.1

29.3

미국

12.7

39.7

6.4

25.1

평균

13.7

51.9

14.6

52.2

주: 여기서의 churning은 동시적 churning을 의미함.
자료: Whitefor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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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포드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
재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 수준은 3.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
장 낮고, 직접세 대비 중첩 수준은 36.4%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전지출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
<그림 IV-2> 주요국의 중첩 수준

그러나 이러한 중첩의 규모를 해석할 때 다음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중첩의 비율을 <표 IV-2>에서와 같이 가
처분소득으로 나타낼 때와 직접세33)로 나타낼 때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첩의 규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
를 가처분소득으로 하든, 조세로 하든 그것은 선택의 자유이나
분모의 선택은 중첩이 초래하는 효율성 문제와 상관이 있다. 가
처분소득을 분모로 하는 경우 중첩은 광의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데 더 적절하다. 그러나 중첩이 초래하

33) churning의 비율은 또한 이전지출로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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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세의 비효율성(tax inefficiency)을 보려면 조세를 분모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첩의 비율이 직접세로 표시할 때와
이전지출로 표시할 때 서로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중첩의 수준
이 높을수록 조세 및 지출수준도 높기 때문이다. <표 IV-2>에서
보면 호주의 경우 2000년과 2005년 모두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
비율은 5% 수준으로 매우 낮고 또한 직접세 대비 중첩 비율도
두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반
면에 프랑스의 경우 2005년 가처분소득 대비 중첩 비율은

24.6%로 매우 높고 또한 직접세 대비 중첩 비율도 94.9%로 가
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가처분소득 대
비 중첩 비율은 3%로 가장 낮으나 직접세 대비 중첩 비율은

36%로 다소 높은 편이다.
둘째, 중첩이 초래하는 문제는 실제로 <표 IV-2>에서보다 더
클 수 있다. 만약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계산에 포함하거나 간
접세를 계산에 넣는다면 실제의 중첩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
다. 간접세와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중첩 계산 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중첩 규모가 큰 이유는 저소득계층들이 상대적으로 간접
세를 더 많이 부담하고, 고소득계층들이 상대적으로 교육 및 의
료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OECD와 화이트포드의 추정방식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특정 소득계층이 ‘순 이전지출 수혜자’인 경우
이론적으로 “먼저 직접세 납부를 감소시키고, 다음으로 이와 연
계하여 이전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
금감면액만큼 이전지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후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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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34) 둘째, 특정 소득계층이 ‘순 납세자’인
경우 이론적으로 “먼저 이 계층이 받는 이전지출을 감소시키고,
다음으로 이와 연계하여 동 계층에 대한 직접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동 가계의 소득(후생)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소득재분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조세와 이전지출액이 중첩의 크기(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적은’ 조세와 이전지출로 동일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첩의 감소에 의해 조세
와 이전지출제도가 더 효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첩
의 감소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OECD와 화이드포드 추정은 계산방식에 있어서 차이
가 존재한다. OECD의 추정은 측정오차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
면 조세 수준이나 이전지출 수준의 단순평균을 사용하여 중첩
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이트포드는 각 소득계층들의
사적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즉, 화이드포드는 각 소득계층의 조세 또는 이전지출 평균에 가
중치를 곱하여 중첩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중첩의 규모는 조세 이전지출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과연 유용한 개념인가? 그러나 이러한 규
모추정 계산방식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가져다줄 수 있다.
첫째, <표 IV-2>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경우 2000년의 가처분소
득 대비 중첩 비율은 9.2%로 낮은 편이었으나 직접세 대비 중

34) 이러한 변화를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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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비율은 100%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프랑스 정부가 중첩을 완전히 제거하
려면 직접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를 완전히 폐지해야만 함
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근본
이유는 프랑스가 간접세 중심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
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평균 가계들
은 직접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이전지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35)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 중첩 수준은 실질적으로 <표

IV-2>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이전지출(현금혜택)에 바탕을
둔 중첩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만 한다. 또한 OECD
국가들은 국가들마다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고,
비현금(non-cash) 서비스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요
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직접세와 현금혜택’만을 기준으로
측정한 중첩의 규모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둘째, <표 IV-2>의 결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중
첩의 규모가 ‘평균개념’을 바탕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분위별 소득계층들이 지불하는 평균 조세와 평균 이전지출
을 비교함으로써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어떤 소득계층
에 속하는 절반의 가계들은 모든 조세를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
은 모든 이전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일어
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표 IV-2>의 비율은 추정치의 상한
35) 반면에 미국 가계들의 경우 이전지출로 받는 금액보다 직접세를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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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될 것이다. 셋째, 중첩의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이전지출제도는

‘소득단위(income units)’36)를 기초로 해서 소득조사(income tests)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 한 가계 내에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경우 중첩 수준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퇴직한
가장이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실직한 성인이 부모님 집에
서 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들이 사는 가계가 비
록 순 납세자 가계일지라도 이들은 이전지출 수혜자로 간주된
다. 순전히 규모측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수혜자들이 ‘별개의
가계로 분리된다면’ 중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첩의
규모 감소를 목적으로 가계를 분리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효
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국가 간에 중첩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효율성이 아니라 가계의 유형 차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
면, 일본의 경우 많은 퇴직자들이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
다. 또 남부 유럽의 경우 많은 가계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 성
인 자녀들과 여전히 함께 살고 있음이 목격된다.

나. 뉴질랜드와 호주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는 소득계층별로 측정할 수도 있고, 가
계유형별로도 측정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 조세납부 비율 및 복

36) 여기서 소득단위란 ‘핵가족(nuclear family)’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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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혜 비율을 중심으로 진행된 뉴질랜드와 호주의 조세 복지
중첩 추정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뉴질랜드의 복지제도는 외관상 부유한 가계로부터 가난
한 가계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 <표

IV-3>은 뉴질랜드에 있어서 1997~1998년 기간 동안 5분위 소득
계층의 총 조세납부 비율과 총 편익수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현금이전의 42.8%가 최하위 소득계층으로 돌아가
고 있다. 또한 최하위 소득계층과 제2분위 소득계층이 받는 현
금이전을 합하면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복지제도에 있어서 또한 상당한 크기의 중
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금혜택과 의료서비스에 있어
서 상당한 크기의 중첩이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계층
은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조세로 지불하고 있으
며, 또 고소득계층도 조세부담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복지
지출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37)

37) James Cox, Middle Class Welfare, Wellingt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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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소득계층별 조세납부 비율과 복지수혜 비율
: 뉴질랜드의 경우 (1997~1998년)
(

단위: %)

최하위
계층

제2분위
계층

제3분위
계층

제4분위
계층

최상위
계층

원래소득

0.1

5.8

15.8

26.3

52.1

총 조세납부

6.0

9.2

15.5

23.0

46.3

직접세

4.5

6.9

13.6

23.1

52.0

간접세

9.1

13.7

19.2

22.8

35.2

총 편익수혜

31.7

28.5

16.6

12.1

11.1

현금이전

42.8

34.6

12.7

5.7

4.1

의료서비스

24.7

22.2

19.7

17.4

16.1

교육

11.5

20.1

23.1

22.0

23.3

최종소득

9.3

12.8

16.3

22.4

39.1

주: 이 표는 ‘동시적 중첩’의 규모를 나타낸다.
자료: James Cox, Middle Class Welfare, Wellington, 2001.

다음으로, 호주의 경우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분
위 및 제3분위 소득계층, 즉 ‘중산층들’에게 중첩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2분위 및 제3분위 소득계층들은
상당한 금액을 조세로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당
한 금액을 복지혜택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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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소득계층별 조세납부와 복지수혜
: 호주의 경우(2001~2002년)
(

단위: 호주 달러)

최하위 계층

제2분위
계층

제3분위
계층

제4분위
계층

최상위
계층

원래소득

1,486

15,682

40,439

65,709

108,959

총조세납부(A)

3,185

6,199

13,038

20,717

38,515

직접세

132

2,013

7,226

13,732

28,751

간접세

3,053

4,186

5,812

6,985

9,764

총복지수혜(B)

22,170

25,679

18,001

12,175

7,264

현금혜택

12,199

13,354

6,506

2,602

578

의료

6,172

6,648

5,688

4,815

3,997

교육

3,063

5,481

5,721

4,734

2,677

기타

736

196

86

24

12

최종소득

20,471

35,162

45,403

57,167

77,708

순 편익 또는
순 비용: B-A

18,985

19,480

4,963

-8,542

-31,251

자료: Saunders(2007)와 Harding(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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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니라의 조세 복지 중첩 규모 실증 분석
한국조세연구원이 7,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재정패널조사(Fiscal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 조세 복지 중첩의 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
를 위해 소득계층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5개 계층
으로 나눈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복지혜택과 근로
소득세 납부액을 측정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가구들이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
들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현금보조(경로연금, 노인교통
비,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타 보조금)가 포함되어 있다. <표

IV-5>는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각 가구당 복지수혜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5>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이전지급 현황: 가구별 평균
(
가구 수
(명)

단위: 명, 만 원)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받은 현금보조
(만 원)
(만 원)

총 이전지급
(만 원)

제 1 분위

1,022

30.58

3.20

33.78

제 2 분위

1,037

36.17

4.60

40.77

제 3 분위

1,716

43.24

5.99

49.23

제 4 분위

782

24.00

3.94

27.94

제 5 분위

457

-

5.65

5.65

전체

5,014

133.99

23.38

157.37

주: 제1분위는 100만 원 미만, 제2분위는 100~199만 원, 제3분위는 200~399만 원,
제4분위는 400~599만 원, 그리고 제5분위는 600만 원 이상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재정패널조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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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총 복지혜택은 제3분위 계층이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농업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이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2분위와 제3분위 계층이 총 이전지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소득계층별 각 가구에 소속된 가구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다음 <표 IV-6>과 같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제4분위와 제5분위 계층)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6>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세: 가구원별 평균
(

단위: 명, 만 원, %)

가구원 수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납부액

근로소득 대비
근로 소득세납부비중

제 1 분위

1,319

648.28

9.94

1.53

제 2 분위

1,355

1,401.06

18.58

1.33

제 3 분위

2,408

2,438.34

54.50

2.23

제 4 분위

1,237

3,592.31

135.20

3.76

제 5 분위

752

5,618.07

298.22

5.31

전체

7,071

13,698.06

516.44

3.7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

년 재정패널조사 , 2009.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각 가구당 가구원이 지불하
는 근로소득세 납부액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총 이전지급액을
기초로 해서 중첩의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 <표 IV-7>과 같다.
제1분위와 제2분위 계층은 조세납부액에 비해 복지수혜액이 더
많아 순 복지수혜자이고, 제4분위와 제5분위 계층은 복지수혜액
보다 조세납부액이 훨씬 더 커서 순 납세자임을 알 수 있다. 제

3분위 계층의 경우 조세납부액이 복지수혜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자신들이 납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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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비해 3배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첩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제1분위
와 제2분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선진국들의
경우 중산층들에서 중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
라는 중첩현상이 아직까지 중산층(제3분위)까지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7>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중첩 규모: 가구원 기준
(

단위: 명, 만 원)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가구원 근로소득세 받은 국민
중첩 규모
받은 보조 받은 이전지급
수
납부액 (A) 기초생활보장
[(B+C)-A]
(C)
총액 (B+C)
급여 (B)
제 1 분위

1,319

9.94

30.79

1.05

31.84

+21.90

제 2 분위

1,355

18.58

35.39

0.95

36.34

+17.76

제 3 분위

2,408

54.50

32.36

1.65

34.01

-20.49

제 4 분위

1,237

135.20

23.00

2.72

25.72

-109.48

제 5 분위

752

298.22

-

4.07

4.07

-294.15

전체

7,071

516.44

121.54

10.44

131.98

-384.46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8년 재정패널조사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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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 복지 중첩의 감소방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중산층의 복지에 엄청난 재정자금을 투여하고 있다. 중산층이
누리는 복지의 상당부분은 소득세에 의해 그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소득세와 중산층 복지 간에 존재하는 중첩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중첩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소득세 인하와 중산층 복지감소를 맞교환(swap)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복지혜택
의 감소 대가로 소득세 인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변
경으로 저소득층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
면 저소득층들은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납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분배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
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적 복지수준을 유지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 자신의 건강, 퇴직, 소득보험 등과 관련하여 재원
마련의 책임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세 복지 중첩을 줄이는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 ‘일반적인’ 방
법이 거론되고 있다.38)

38) 조세 복지 중첩을 제거하는 ‘급진적인’ 방법은 현금복지 수혜자들을 조세
체계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면세점의 인상을 통해 달
성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현금복지를 더 이상 수령 받지 못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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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세 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다. 자신들의 기본 최저
생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소득세
를 납부하기보다는 복지혜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소득
을 번 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탄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
자들에 대한 개인저축계정(personal savings account)을 개설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이 실업이나 질병, 사
고 등으로 인해 고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에 계정을 마련하여 개인저축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현재 중첩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중첩으로부터 ‘탈퇴하는(opt out)’ 조건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즉, 자신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복지혜택을 받
는 사람들에게 중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부여하고, 탈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 복지 중첩의 제거는 ‘조세 복지
맞교환(tax-welfare swap)’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복지혜
택의 감소 대가로 조세 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
복지 맞교환은 다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으로 면세점을 인상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면세점을 인상함으로써 조세
복지 중첩에 드는 여러 비용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근로유인을 증대시
킬 수 있다. 반면에 중첩을 제거하는 좀 더 ‘온건한’ 방법은 현금복지 수
혜자들을 조세체계로부터 완전히 제외시킨 후 이들이 받는 현금복지에 대
해 소득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그 혜택을 삭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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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하는 방식(opt-out approach)’
이 있다. 조세 복지제도로부터의 탈퇴방식이란 ‘복지혜택의 수혜
자들이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정부는 현재의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사제도(parallel system)’를 고안한다.
유사제도 내에서 납세자들은 그들 자신의 복지에 대해 그들 스
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면, 실업보험, 건강보험, 교육비
등과 관련한 복지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
로 정부는 그 대가로 이들에게 조세(주로 소득세) 감면을 제공한
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현재의 조세 복지제도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재분배나
공공재 공급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
다. 즉,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로부터 탈퇴여부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탈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의 조
세 복지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만약 납세자들이 복지
혜택의 순 수혜자라면 그들은 그대로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에
남아 있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조세 복지제도에서 탈퇴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감소된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39)
둘째, 복지혜택 수혜자들의 ‘소득을 조사하는(means test) 방

39) 이러한 방식은 선더스(P. Saunders)에 의해 제안되어 호주에서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다. (Peter Saunders, The Government Giveth and The Government
Taketh Away, The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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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있다. 정부는 복지 수혜자들의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이 증
가하는 납세자들의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대신 정부는 소득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이 감소하는 것만큼
조세감면으로 보상해준다. 납세자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
하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복지수혜를 줄이는 대가로 조세감면을 제공받으며
또 조세감면액만큼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자신들의 복지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40) 이들 두 방식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소득
세 감면을 대가로 중산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감소시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도 다음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탈퇴방식과 달리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은 궁극적으로

‘모든’ 고소득층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없애려는 데 있다. 탈퇴방
식의 경우 조세복지제도에 남아 있기를 선택하는 ‘일부’ 고소득
층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지만 가
계의 소득조사방식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고소득층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중산층 및 고소득층들
에 대한 중첩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은 복지 순 수혜자들에 대한 중첩
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느 정도의 조세를 납부
해야 한다. 우선 탈퇴방식하에서는 조세복지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복지 순 수혜자들은 조세를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모든 복
40) J. Humphreys, Ending the Churn: A Tax/Welfare Swap, Policy Monographs,
The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2009.

제Ⅳ장 조세 복지 중첩문제

117

지혜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반면에 가계의 소득조사방식하
에서 복지 순 수혜자들은 어떠한 조세도 납부하지 않고 약간의
복지혜택만 되돌려 받는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은 중첩
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탈퇴방식이 정치적으로 더 선호될지 모르지만 ‘조세 복지제도
로부터의 탈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며 또 하나의 정책대
안으로 검증을 받지 못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가계의 소
득조사방식은 이해하기 쉽고 대중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
고 있다. 그러나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은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
고 유효 한계세율이 높고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질 수 있
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계의 소득조사방식은 유인
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계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
고, 복지제도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등
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41)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여 소득
을 더 많이 벌게 되면 소득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
라 복지수혜도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한계적으로 유효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제도로부터의 탈퇴는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한다.
우선, 부유한 계층들이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함으로써 빈곤계층
을 사각지대에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제도로부터 탈퇴하지
못하는 빈곤층들은 조락(凋落)하는 복지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빈곤층들에 의한 ‘역
41) Luke Buckmaster, Money for Nothing? : Australia in the Global Middle
Class Welfare Deba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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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를 초래한다. 그러나 부
유한 계층들도 정부가 제공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
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복지제도로부터 완전히
탈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역선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을 것이다. 부유층들은 정부의 의료 및 연금제도로부터 탈퇴하
지만 빈곤층들의 의료 및 연금제공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조세
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에 남아 있는 빈곤
층들의 상태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복지제도로부터의 탈퇴목
적은 조세 복지 중첩을 제거하는 데 있으며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탈퇴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복지제도에 남아 있는 빈곤층들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
다. 복지제도로부터의 탈퇴는 ‘파레토 개선’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 즉, 빈곤층들의 상태를 나쁘게 하지 않고 부유층들의 상
태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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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가. 복지정책 논의의 오류
삶의 목표가 행복추구에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는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복지
정책도 문제의 맥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 4
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나타난 후보자들 간의 복지정책 논쟁
을 지켜보면 지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모두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너무나 부분적 단선적 감성적 사고로 재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필자들이 보기에는 최근 복지정책 논쟁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오류가 관찰된다. 첫째는 구체적인 복지시책의 도입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지되지 못하는 점이고,
둘째는 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른 비용과 혜택의 향유를 누가 하
는지를 식별하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셋
째는 복지의 시혜가 집단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논의되어
야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는 점이다.
국민의 세 부담 증대를 통해 복지사회 건설을 도모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는 복지정책의 추구 이전에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보람을 찾고
장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가지며 자신이 열심히 일해 얻는 경제적
과실을 향유하며 만족하고 보람을 갖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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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군인이 북한의 피격을 받아 죽고, 군인과 경찰이 시
위대에 의해 폭행당하고, 고속도로와 광장이 불법 시위대에 의
해 점령당하는 나라에서 복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없는 사람
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기는커녕 환멸하며 가진 자들의 경우도
떳떳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 경기규칙의 확립을 통한
사회의 기본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는 복지제도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V-1> 복지재정 지출규모: 2005~2012
(

총지출(A)
복지지출(B)
비중(B/A)
분야별 :
사회복지
보건
회계별 :
예산
기금
부문별 :
기초생보
취약계층 등
보육가족 여성
공적연금
노동
보훈
주택
건강보험 지원

단위: 조 원, %)

연평균
증가율
209.6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6.5
49.6 56.0 61.4 68.8 80.4 81.2 86.4 92.6
9.3
(23.7) (25.0) (25.7) (26.2) (26.6) (27.7) (28.0) (28.5)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4.5
5.0

50.5
5.5

56.1
5.3

62.9
5.9

73.4
7.0

73.9
7.3

78.9
7.5

84.8
7.8

9.6
6.6

14.7
34.9

14.5
41.5

16.8
44.6

20.2
47.5

-

25.2
56.0

26.5
59.9

28.5
64.1

9.9
9.1

4.6
1.1
0.7
16.0
7.8
2.5
11.7
4.0

5.3
1.4
0.9
17.2
9.3
2.6
13.5
4.3

6.6
1.9
1.2
19.0
10.4
3.0
14.0
4.1

7.2
3.5
1.7
21.4
10.5
3.1
15.4
4.6

8.0
6.3
2.0
23.8
14.7
3.4
15.3
5.2

7.3
5.7
2.4
26.0
12.3
3.6
16.7
5.4

7.5
5.8
2.9
28.1
12.6
3.9
18.0
5.7

7.9
6.0
3.4
31.2
13.1
4.1
19.0
6.0

8.0
26.4
25.8
10.0
7.6
7.1
7.2
5.9

주: 1. 2005~2008년간은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2007년은 추경 없음).
2. 합계 및 연평균 증가율 산출 시 2009년은 추경 기준, 2008년 2009년 회계
별 통계는 본예산 기준.
3. 2008년 회계별 통계(예산/기금)는 본예산 기준(복지재정 67.6조 원).
4. ‘취약계층지원 등’은 3개 부문(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일반) 합산.
자료: 각 년도 나라살림 및 dBrain(기획재정부) 을 토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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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의 증대를 수반하는데
일반 국민과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이에 대
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무상복지, 반값 등록금이
유행 아닌 유행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복지적 시혜
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부담
은 외형적 표현이야 어떻든 그 구성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
오는 세금 부담이다.
특정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누군가는 세 부담을 더하고 누군
가는 혜택을 받기에 복지제도의 단순한 도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복지혜택의 배분과 복지비용의 분담을 어느 소득
계층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논의에서 어느 정당이
나 전문가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경우가 없다.
또한 집단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흔히
국가의 정책이 농민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산층
을 육성해야 하며, 여성 대학생 근로자를 지원 보호해야 한다고
들 한다. 정부정책에서의 배려대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잡
을 경우 두 가지 결함이 나타난다. 첫째로 농민, 여성, 중산층,
근로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우
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상당히 우스꽝스러
운 결론이 도출된다. 둘째로 농민, 근로자, 중소기업인 중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 수준의 소득을 얻는 사
람들도 많이 있기에 집단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면, 전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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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수혜 대상이 되기에 세금이
낭비된다. 급식이든 등록금이든 저소득층 학생에게나 무상이나
반값이 필요한 것이지 재벌 회장의 손자인 학생에게는 필요하
지 않다.

나. 각국의 국가파산과 경제위기 경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자신의 나라가 파산할 것이라 예측한 사
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국가가
적어도 한 번씩은 파산한 경험이 있었다. 자크 아탈리의 조사42)
에 따르면 18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외부채 파산이 250건,
대내부채 파산이 68건 있었다. 16세기부터 18세기 말 사이에 프
랑스는 8번, 스페인은 6번 파산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26
번, 아프리카에서는 63번이나 국가파산이 발생하였다.
스페인은 1500년부터 1900년까지 국가부채 때문에 13번을 파
산해 ‘가장 많이 파산한 나라’ 세계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7년 전쟁이 끝나고 1763년 영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140%에
달했다. 1787년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80%에 달했고, 영
국의 부채는 1815년에 GDP의 275%에 달했으며 이자만 GDP의

10%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스는 1893년부터 53년 동안, 그 외
에 세계적으로 1945년 이래로 평균 3년간, 1800년에서 1945년
42) 자크 아탈리 지음, 양진성 옮김, 더 나은 미래 , 청림출판, 2011. 논문의
제I장 “역사상의 재정위기와 국가 파산”은 인용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
면서 편집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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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평균 6년 동안 대출이 중단되었다. 1918년에 러시아가
파산한 이후 러시아 유가증권의 가치는 처음에 절반이 떨어졌
다가 나중에는 처음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은 1820년에

GDP의 250%에 달했던 부채가 1910년에는 25%까지 줄어들었
다. 미국은 1835년과 1836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
로 부채가 단 1달러도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1919년 1월,
프랑스와 영국의 공공부채는 각각 GDP의 150%에 달했다. 2007
년 말에 민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를 통틀어 미국의 총 부채
는 GDP의 350%로, 1929년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었다.
어떤 금융수치도 위기 발발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1970년 이후 신흥국이 파산한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은 GDP 대
비 부채비율이 60% 이상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60% 이하였다.
어떤 국가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 심지어는 290%가 되
어도 파산하지 않고 버텨내기도 했다. 위기발발을 예측할 수 있
는 적절한 비율이란 없다. 케인스 이전에 공공적자를 이용해 경
제성장을 지원한 최초의 지도자는 무솔리니였고, 두 번째는 스
탈린, 세 번째는 히틀러였으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네
번째에 불과하였다. 부채는 심지어 정치를 통해 현실에서 꿈을
실현하려는 공공의 힘이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부채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일반
적으로 다른 국가와 달리 자국만은 얼마든지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채권자와 채무국은 잘못 관리한 부채가 양
측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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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은 항상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빚을 진 국가의 지도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었으나,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금리도 올
라가지 않을 것이라 여기게 된다. 또 자신이 언제나 적당한 해
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국가의 파산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일
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긴 기간에 걸쳐 살펴보
면 문민정부까지는 경제개발과 사회정책의 적극적 추진에도 불구하
고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해가 많으며 적자를 기록한 경우에도
그 적자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보위기,
석유위기 등 각종 국내외의 열악한 여건에서도 어떻게 재정이 흑자
를 기록하고 국가채무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였다. 첫째는 지도자와 예산 당국자가
사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균형예산 원칙(balanced budget principle)
을 크게 강조하고 이를 지키려 엄청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지도
자와 예산당국이 세출의 적극적 확대를 도모하지 않았으며,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예산편성의 기술적 측면에서 유래된다. 즉,
기본적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시 세입규모를 항
시 낮게 잡아 결과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시현하거나 적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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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당초보다 적게 나타나게 되었다. 적자는 세입보다 세출이
클 때 발생하는데 세출은 예산안 통과 시 확정되는 데 반해, 세
입은 경기 즉,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경제성장률
즉, 실제 명목성장률이 언제나 당초 예산상의 성장률을 크게 상
회했기에 세수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됨에 따라 균형으로 편
성된 예산은 결산 시 흑자로 기록되거나 당초 적자 예산을 편성
했더라도 적자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세수증대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흑자의 시현을
가져왔다.
이상의 두 요인을 살펴보면 재정적자의 발생과 국가채무 누증
을 방지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의지와 경제의 활력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의 발생과 국가채무 누증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경제성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관찰되는 바이다.
세계 각국에서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
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에서
국가채무가 계속 팽창한 것은 일본경제의 부진 때문이고, 클린
턴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재정흑자로 반전된 주
된 배경은 신경제 등에 힘입어 미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했
기 때문이다. EU 여러 나라에서의 재정위기도 경제가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수가 부진해지기 때문
에 그리고 경기대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적자
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재정적자의 증가율보다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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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적되지 않게 되고, 다음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전혀 지우
지 않게 된다. 만약 높은 경제성장이 확실하다면 일시적인 재
정적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높은 성
장이 충분한 세수를 가져와서 일시적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정부 4개 주머니의 통합적 관리
정부는 4개의 주머니를 차고 국가를 운영한다. 앞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그리고 안주머니가 그것이다. 앞주머니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이고, 뒷주머니는 기금이고, 옆주머니는 조세지출이며, 안주머
니는 정치적 정책공약, 공공기관 예산과 BTL 등 미래의 예산이다.

2011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09.9조 원, 18개 특별회계
예산은 54.2조 원, 65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369.3조 원, 국세
조세지출 30.6조 원, 지방세 조세지출 14.0조 원(2010년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합친 공공기관 예산은 463.2조 원, BTL
한도액 39.5조 원이다.43)
옛날에 비해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에 대해 국회의 보
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조세지출에 대한 수치가 공식적으
로 공표되고 공공기관의 예산과 운영에 대해 기관별로는 평가
가 이뤄지는 등 많이 개선되었으나, 국가 운영의 총체적 관점에
서 보면 아직도 이들 4개 주머니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되
43)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 규모는 예산 216.3조 원 기금 92.8조 원 하
여 도합 309.1조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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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못하다. 농업, 복지, 산업 등 국가의 주요 부문별로 4개
주머니에서 각기 얼마만큼 지원되고, 그 상대적 규모가 우선순
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아직 누구도 검토해 본 바가 없다. 디
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최종 지향점은 4개 주머니의 정보를 체
계화시켜내는 것이다.

마. 성과평가관 제도와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지난 MB정부까지 경기가 좋지 못하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조기집행을 독려하곤 하였다. 이것은 참으
로 잘못된 발상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돈 가치가 높은 곳
에 낭비 없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어 집행되는지를
감찰하는 곳이지, 재정지출의 시간적 완급을 감찰하는 기관이 아
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성과평가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을 신설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지출에 대해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 책정
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부정부패의 여지가 없는지를 감찰하
는 것이 성과평가관의 책무라고 한다. 통상적 지출에 대해 감사
는 감사원이 담당하고, 우리나라도 경기부양과 관련된 각종 지출
에 대해 한시적으로 성과평가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실 우호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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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정치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헤쳐 나갔다.
뉴딜의 대규모 구제사업들이 사상 유례없는 부패의 기회를 제공했음
에도 부패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스벨트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청렴한 정부
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 뉴딜 프로그램 초기부터 감
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진흥청(WPA)에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설치되었다. 1940년 의회가 WPA를 조사
한 결과 이 감찰기구가 적발하지 못했던 중대한 위반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루스벨트는 정치권이 경기부
양책에서 정치자금을 얻어내는 길을 차단했다. 루스벨트가 일반
국민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것이 경제회복을 위해 감내
할 고통을 뚫고 나가는 데 기여했다.
사실 정부는 정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시작을 요란스
러울 정도로 광고한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당초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위기 상황을 맞
아 예산이 크게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산 집행에
는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정보가 없고
자신의 일에 바빠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른다. 예산과 관련한 부
정, 비리, 낭비, 비효율을 감시하기 위해 큰 보상을 지급하는 내
부 고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사원
이 있고 각 부처별로 자체 평가위원회가 있긴 하나 정부성과관
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관리관 책임하에 사후평가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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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율곡의 의진시폐소(擬陳時弊疏)44)
오랜 옛날의 우리 선비들의 활동에 비해서도 오늘날 우리 지
식인들의 모습과 처신은 심히 부끄럽다. “애처로운 백성들은 사
방으로 흩어져서 나무껍질을 벗겨 먹고 풀을 뜯어 먹어 산은 헐
벗고 들판도 발갛게 되었으며, 강한 자들은 들고 일어나 도적이
되고 약한 자들은 죽어 골짜기를 메우는” 선조 4년(1570년) 조
선 반도를 휩쓸고 있는 위기의 타개책으로 당시 35세의 율곡(栗
谷) 이이(李珥)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 ‘의진시폐소’는 다음과 같
은 6가지의 방안을 담고 있다.

1. 왕의 식사, 의복을 포함한 모든 궁전 운영 경비의 3분의 1 감축
및 전국에서 왕에게 진상토록 되어 있는 모든 공물의 3분의 1
감축.

2. 왕실의 제사 간소화를 통한 제사 소요 비용 절감.
3. 중앙의 관청 통폐합 및 지방 고을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공무원 인력 감축.

4. 예산낭비 요소 근절을 통한 경비 절감.
5. 지방관직을 중시하는 인사 관행을 수립함으로써 지방 수령
들로 하여금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게 할 것.

6. 각종 사화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들을 바로잡아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대중들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줄 것.

44) 황성돈, “위기 시대의 행정학자와 행정공무원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9
에서 인용.

132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율곡의 상소문 내용과 율곡의 자세를 살펴보면 오늘날 대한
민국의 지성이 무엇을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명
약관화(明若觀火)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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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복지재원의 조달은 필요불가결한 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 조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증세가 필요한 경
우에도 무조건적인 증세보다는 우리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세제의 근
원적 문제점과 개편 및 개혁 방안을 검토해 본다.

가.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세제개혁의 필요성
현행 우리 세제의 문제점을 요약정리하면, 첫째, 자원의 효율
적 배분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이 크게 상실되어 경제 전체의
균형적 발전 저해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둘째, 각종
의 지원제도 및 차등과세로 인하여 소득계층 간, 사업 형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지역 간 조세부담의 형평이 크게
왜곡되어 있으며 셋째,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높은 소비세 비중
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고소득층의 부담보다 상대
적으로 높으며 넷째, 개별적 타당성에 입각한 각종 조치로 인해
조세제도가 너무나 많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아 결과
적으로 각기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
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다섯째, 높은 명목세율과 낮은 실
효세율 간의 괴리가 심화되어 있으며 여섯째, 남발된 각종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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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제도로 인하여 세법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징세자 중심
으로 제도변경을 하여온 결과 국민의 불편과 불만이 아직도 남
아 있으며 징세와 관련하여 징세기관 및 납세자가 직접 간접으
로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조세제도 및 조세행
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조세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중립성과 부담에 있어서의 형평성
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세제에 대한 논의는 종종 갑론을박식으로 의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책뿐만 아니고 무릇 많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중립성)과 공평성은 상충하지만 현행 우
리 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효율성(중립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일석이조(㊀石二鳥)
의 방법은 다름 아닌 수평적 공평의 확보이다.
지금까지는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가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수평적 공평의 확보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수평적 공평
의 확보가 수직적 공평달성의 전체조건이면 지금까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불평이 세금부담의 과중보다 많은 경우 세금부담
의 불공평에서 연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와 세정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한 경제체
제의 기본 틀이다. 정보화 세계화 노령화의 와중(渦中)에서 그
리고 기술, 자본, 인력이 시공(時空)을 초월해 움직이는 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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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효
율적인 세제와 세정의 구축이 요청된다. 현행 누더기 세제는 우
리 몸에 맞지 않은지가 오래되었다. 자본, 고급 두뇌, 고급기술
의 확보가 오늘날 국제경쟁의 관건인 상황에서 공평성의 명분
이나 국내 정치에 사로잡혀 현재와 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한다
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만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낮은 세 부담과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는 흥하나, 높은 세 부담과 방대한 국
가예산으로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나라는 언제
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현실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이 사업 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최소 3
년간 세출예산을 동결하면서 세출의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동시에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
는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요청된다.

나.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
세제개혁 논의는 참으로 많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추진되지
못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똑똑한 세제 관련 공무원
들이 세제개혁을 왜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는 세수 결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수를 걱정하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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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잘못된 세제를 반듯하게 할 방안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
길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0조 내지 20조 원의 세
수를 손에 쥐고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매년 10조 원 규모의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
째, 세출을 동결하면 매년 최소 10조 원 규모의 감세가 가능하
며 둘째,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술 담배 휘발유에 대해 현 수
준보다 50%를 더 징수하면 매년 10조 원의 추가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대안을 잘 조합하면 20조 원의 세원은 쉽
게 확보된다. 이러한 세원이 전제되면 참으로 반듯하고 효율적
인 새로운 세제를 설계해 낼 수 있다.

다. 조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14개 세목(稅目)의 국세와 11개 세목의
지방세로 도합 무려 25개의 세목으로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
다. 세목 수가 많으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납세와 징세의 비용이 높아진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
며 심지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회계와 연계되어 낭비를 조장하는 목적세도 문제이다.
국세의 경우 목적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
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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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설세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와 지방
세를 막론하고 특정부문의 세출에 직결되는 목적세의 외형을
갖추기는 했지만, 목적세 존립의 기본 논거인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는 못하며, 부담과 편익의 균형을 통하여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지 예산과정에서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거둔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조세저항을 줄이는 장치라는 의미로서만 목적세가 기능하고 있
기 때문에 목적세 고유의 존재 의미와는 상당히 괴리되어 운영
되고 있다.
조세의 범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조세체계가 불완전한 모
습을 하고 있다. 조세에 포함되어야 할 것(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수료,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사
용료, 수수료 중 일부)이 빠져 있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25개의 세목을 10개
내외로 축소하면 세제가 간결해지고 행정이 단순해질 것이다.

라. 소득세제의 근본적 개혁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소득세가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심 세제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다. 전체 세
수에서 개인소득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2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3%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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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에서 개인소득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9.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수준인 3.1%로 매우 낮
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소득세로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득세제와 세정에 큰 문
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의 핵심은 소득세제 개혁이다. 소득세제
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평율세제(flat rate tax)와 이원소득
과세(dual income tax)를 합친 이원평율소득세제(dual income

flat rate tax)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능과세, 소득재분
배 등 좋은 명목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세제는 실제로 미진한
과표양성화, 높은 면세점, 좁은 과세기반 등의 이유로 기능이 매
우 미약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소득계층
간 그리고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고 있다.
근래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세계적 추
세는 단순성의 지향이다. 이는 기존 소득세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소득세제는 보다 공평한 세 부담을 추구한
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만들었었다.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높이는 등 고소득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견 대단히 정의롭고
공평한 것 같은 이러한 과세체계는 사실 별다른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세제 자체를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고율과세로 인해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기업의 투자의욕
등이 많이 약화되었고, 이는 경제발전이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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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많은 나라
들에서는 과세체계도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단 하나의 세율만을 적용
하는 평률소득세제(flat rate income tax)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제의 단순화는 그 자체만으로 보자면 일견
허술하고 별다른 이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이론적 현실적으로도
그 우수성이 발견된다. 실제로 세금을 걷고 쓰는 과정에는 우리
가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낭비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세제가 복
잡하면 이를 따르기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걷는 사람이나
모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손해
이다. 다른 생산적인 일, 더 중요한 일에 투입해야 할 시간을 낭
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고가 싫다면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지만, 이 역시 비용이 든다.
실제로 수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세금관련 일을 세무전문회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세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
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단순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
제인 것이다. 또한 단순한 세금제도는 조세상의 부정행위도 대
폭 줄여줄 수 있다. 탈세가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숨을 곳이 많
기 때문이다. 세금제도를 충분히 단순화해버리면 숨을 곳이 없
어지게 되고, 탈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같은 양의 세
수를 걷기 위해 더 적은 비용을 써도 되는 것이다. 세제의 단순
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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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율소득세제는 1980년대 초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 러시
아 등 체제전환국을 중심으로 1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성공적으
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바, 모든 소득에 대해 발생원천에서 단
일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원소득과세(dual income tax)는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세계화에
대비하여 자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평율소득세제와 이원소득과세를 합친 이원평율소득세제의 도
입은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폐지로 이어지며 이는 세제를 엄청
단순화시키고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자본과 기술 그리고
고급두뇌의 유출방지 유입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마. 부동산세제의 합리화
부동산 과세는 다음의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과 관련한 거래과세와 부동산의 보유
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보유과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둘째, 부동산의 보유에서 자산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세 부담
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
제를 조세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제만큼 강력한 정책수단도 없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보유과세에 비해 양
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과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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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에 조세부담이 낮아야 부동산의 활발한
유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부동산의 보유에 상대적으로 높
은 세금이 부과될 때 부동산의 가격상승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의 분산이 촉진되며 부동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형태의 보유에 대한 과세
가 강화되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에 대한 과세는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과
세가 강화된 것은 참으로 잘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이전에 대한 과세가 대폭 인하되지 않은
것인데 보유과세 강화에 의한 세수증대분만큼 이전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는 담세능력과 정부서비스 혜
택 등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이론적으로 존립의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금이다. 즉, 거래빈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서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또한 거래세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에 세수입이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지방세 세수입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그리고 등록업무는 중앙정부가 주로 제공하
는 서비스임에도 등록면허세를 지방세로 징수하는 것도 문제이
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세율 중 개인-개인 간 거래와 법인법인 간, 법인-개인 간 거래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등록면허세를 폐지하되 특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42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바. 소비과세의 합리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과세 역시 합리화되어야 한다.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넓은 세원에 단일세율로 과세하기에 자
원배분 왜곡이 적다. 연간 55.7조 원(2012년)의 최대 세수원인
부가가치세는 세율 1% 인상으로 5조 5,000억 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기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국가들의 세율이 대부분

15% 이상이므로 필요시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해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는 통상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해 초과
부담(excess burden)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러나 술, 담배, 휘발
유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므로 세금의 부과로 오히려 효
율성이 증대되어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을 가져온다.
따라서 술, 담배, 휘발유에 대해서는 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술과 담배로부터 각기 약 2조 5,000억 원 그
리고 휘발유로부터 약 14조 원의 세금이 징수되고 있으므로 현
재 수준보다 50%를 더 징수하면 매년 10조 원의 세수가 추가적
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세의 부담이 역진적이기 때문에 소비세의 강화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또한 소비세의 면세를 통하여 세 부담
역진성 완화가 주장되기도 한다. 첫 번째는 틀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생애소득을 기준으
로 하면 소비세 부담은 역진적이지 않고 비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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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세제 개편
현행 지방세는 정액세율(종량세)방식으로 된 세목이 많아 지
방세수의 신장성을 떨어뜨리고 조세의 정책적 효과를 감소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액세율구조는 물가상승 등 경제여
건 변화에 따라 세법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
시키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발시킨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과대상 모두에 정액세 방식으
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세 등의 경우 일부 과세대상
에만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세목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정률세(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국민납부지원청 의 설립
국세, 지방세는 물론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국민납부지원청 의 설립을 제
안한다. 참여정부는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공단
을 설립하여 담당하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 밑에 공
단이 있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인원의 감축도 업무의 효율화
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발상이었다.
국세, 지방세가 완전히 분리된 기관에 의해 징수되는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첫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 전
문성의 부족이고 둘째, 국세, 지방세 모두 기본적으로 소득, 소
비, 재산 등 같은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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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각기 징수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징수기관이
같은 과세대상을 놓고 각기 별도의 대장을 작성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2개 조세와 4개 보험을 두고 징수인원, 징수조직, 납부자수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봐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중복이 된다. 관
련 비용 또한 엄청나다. 세금징수인력 3만 4,000여 명, 보험징수
인력 1만 8,600여 명, 도합 5만 2,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청이 주축이 되는 국민납부지원청 으로 통합할 경우
관련기관의 현재 인원을 50% 이하 수준인 2만 5,000여 명으로
도 현재의 적용 부과 징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인력절감 효과도 효과지만 징수행정이 전문가 집단에 의
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납부자와의 마찰도 축소되고
정책의도도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혹자는 징수를 일원화할 경우 지방재정 자주권이 훼손되고, 4
대 보험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그르쳐질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
다. 지방세와 관련된 정책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하고, 4대 보험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현재와
같이 수립하도록 하되 세금 및 보험료의 적용 부과 징수행정
자체만 일원화하기에 관련 정책의 수립 집행을 두고는 전혀 우
려할 필요가 없다. 통합이라는 발상에 덧붙여 새로운 기관 명칭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납부지원청 이란 명칭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당연히 조세청 이나 국민부담징수
청 이 될 것이다. 국민부담징수청 이라 하면 징수자의 입장에
서 문제를 보는 데 비해 국민납부지원청 이라 하면 납부자의

제Ⅴ장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및 세제개혁

145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세금징수를 관장하는 조직의 명칭이 미국의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이고, 영국의 경우 Inland Revenue Service이다.
이 명칭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Service이다. 관청 이름을 Service
로 표현하는 것은 징세자 중심이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
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의 영문표기가 이전에

National Tax Administration이었던 것이 최근에 National Tax
Service로 외형상 바뀌긴 하였다.
영문표기를 바꾸도록 20년 가까이 주장한 필자들로서는 새로
운 영문 표기로의 변경을 환영하나 차제에 국세청이라는 국문
명칭도 국세납부지원청 이라고 바꾸는 것이 영문표기의 올바
른 번역으로 그리고 세정의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했다는 표상
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국세청이란 명칭이 국세납부지원청 으
로 바뀔 때 납세자 위에 군림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조세행
정의 목적이 아니고 납세자로 하여금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
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세행정 본래의 역할이라는 기본철학
이 구현될 수 있다.
조세든 보험이든 국민들로 하여금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소정의 세금과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징수행정의 목적이기에 통합기관을 국민납부지원청
으로 명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납부
지원청 의 설립으로 보다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 보다 적은 비
용으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세 및 보험료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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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관련정책의 추진이 반석 위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

자. 정치지도력과 세제개혁
최근의 중요한 조세정책을 보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논리
가 조세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장하고 있
는 세제발전심의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의 세제개혁위원회
를 만들어 보다 장기적인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강력
히 보장하여 세제개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세제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후
세제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
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레이건 대
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과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부
시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은 후보로서 세제개혁을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6개월 내에 야당을 설득시켜 세제개
혁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2013년 2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정기국회 이전에 여야를 설득시켜 자신의 세제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역사를 관조해 보면 세계사는 지도자의 판단과 행동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
이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과거의 기준으로 전쟁에 해당된다. 어
려움에 봉착할수록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편법을 따르거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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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도(正道)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
대,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세 인하, 초과 징수된 세금의 내수 진작
용 추경편성 등과 같은 대증요법보다는 재정의 규모를 대폭 감축
하고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혁명적 세제개혁
이 추진될 때에만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를 쉽게
죽일 수는 있다. 낮은 세 부담은 경제를 살리는 필요조건이며
높은 세 부담과 잘못된 세제는 경제를 망치는 필요조건 충분조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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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가. 지하경제의 현황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는 지
하경제를 6% 포인트만 양성화해도(즉, 지하경제를 30% 양성화
해도) 매년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
에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1조 4,000억 원이 추가로 확보 가
능하다고 보았다. 이 둘로 즉,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연간 3조 원씩, 5년간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는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하여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재정당국자들을 괴롭혀온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지하경제는 오랜 관습과 각자의 이해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다. <표 V-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지하경제는 불법적 활동과 합법적 활동으로 그리고
크게 화폐거래와 비(非)화폐거래로 구성되며, 합법적 행위는 다
시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경제는 일부 몰지각한 또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만 연관되고
스스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양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직간접으로 지하경제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지하경제의 번창에도 우리의 정책대응은 늘 적절하지 못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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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약하였다. 지하경제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언급은
언제나 그리고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지하
경제의 제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하고 각 양상별로 그 내용
과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선 초보적이나마 종합
적으로 정리한 바가 없다. 1987년 국내 최초로 종합적 연구결과
인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최 광) 에서 지하경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제안한 바 있으나, 학자들에 의한 연
구만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지금까지 정책당국이 심각
하게 문제를 짚어 본 적이 없다.
<표 V-2> 지하경제활동의 형태별 구분
화폐적 거래

불법적
활동

장물의 거래
마약 생산 및 거래
매춘
밀수
사기 등

탈세

합법적
활동

비화폐적 거래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합법적인 재화
용역과 관련된
업무 중 미신고
업무로부터 발생한
임금, 급여 및 자산

마약, 장물, 밀수품 등의
현물거래
직접 사용하기 위한 약물의
생산 또는 약용 식품의 재배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도

조세회피
종업원에
대한 할인
및 부가혜택

탈세
합법적인 재화 및
용역의 현물 거래

조세회피
자가 생산
이웃 간의
도움

자료: F. Schneider(2004),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Siz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논문에 근거,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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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3>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
(

단위: GDP 대비, %)

분석 연도

1985

2006

1995

2004

2003

2007

2010

지하경제
비율

10~25

22.0

14~19

18.6

21

27.6

24.7

연구자

최광

현대경제

노기성

LG경제

윤여필

슈나이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연구자에 따라 추정규모가 다르
지만, <표 V-2>와 <표 V-3>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체로 GDP(GNP)
의 1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
모를 최초로 추정한 최 광(1987)은 화폐수요추정방법을 사용하
여 지하경제규모가 GNP의 10~25%에 달한다고 추정하였고, LG
경제연구원(2000)은 한때 GDP의 30%에 육박하였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GDP의 18.6%로, 노기성

(2001)은 화폐수요추정방법이 아닌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방
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NP의 14~19%로,
윤여필(2005)은 GDP의 21%로 추정한 바 있다.

2010년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4>에 요약되어 있다. 앞에
서 본 것처럼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
다. 화폐수량 방정식에 따를 경우 1990년에 25% 내외, 2000년에

20% 내외였던 규모가 2008년에 GDP의 8.6~18.9%로 하락한 것
으로 그리고 DYMIMIC(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model) 모형에 따를 경우 1990년에 28.7%, 2000년에 23.7%
였던 규모가 2008년에 17.1%로 추정되었다. 지하경제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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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지출-소비 갭(gap)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소
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루율을 추정한 것이 새로운 기여인데 사
업소득세 탈루율이 17~23%, 소득세 수입 탈루율이 29.9% 그리고
부가가치세 탈루율이 5.6%(2005)로 나타났다.
<표 V-4> 한국조세연구원의 지하경제 추정 결과 요약
추정 방법

사용자료

추정 결과(2008년)

변화추이 등

지출-소비
분석

가계조사자료,
국세통계자료

사업소득세 탈루율 : 17~23%
탈루 규모 : GDP의 2.3~3.1%
(22조~29조 원)

산업연관 분석

산업연관표,
국세통계자료

소득세 수입 탈루율 : 29.9%
부가가치세 탈루율1) : 5.6%

1990년 54.4%
2000년 15.5%

화폐수량
방정식

한국은행
자료

지하경제 규모 :
GDP의 8.6~18.9%

1990년 25% 내외
2000년 20% 내외

DYMIMIC 모형

다양한 자료

지하경제 규모 :
GDP의 17.1%

1990년 28.7%
2000년 23.7%

주: 1) 2005년도 기준임
자료: 안종석 외 6인, 지하경제 규모 측정과 정책 시사점 , 한국조세연구원,
2010.12.

나. 지하경제에 대한 대책
일부 사람들은 지하경제의 존재가 중소기업의 활동에 필요불
가결하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지하경제가 나름대로 경제에
활력을 유지하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사고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지하경제는 분명히 병든 경제이다. 지하경제의 발본색
원은 불가능하지만 현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관될 수 없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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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마련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무행정 당국이 세정의 기본방향으로 지하경제의 발본색원
을 외치나 지하경제가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행정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경제
가 발붙이기 어렵도록 세제, 금융, 경제운용, 사회질서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적 접근도 필요하다. 지하경제 근절책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사회적 윤리 그리고
도덕적 기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지하경제의 흐름을 보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어느 정
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하경제의 척결은 사회의
도덕성을 재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도덕성의 회복과 의식
구조의 개선은 깨끗한 정치와 합리적 경제운용이 전제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그리고 꾸준한 교육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하경제의 축소와 관련하여 제도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
한 경기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터전으
로서의 경제질서가 확립되고, 법이 존중되며, 그 시행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며, 무질서와 지하경제만이 성행할 것이다. 법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존경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경기규칙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정부기
구에 대한 개편 및 축소가 요구된다.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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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행정개혁을 통하여 인
허가와 민간에의 간섭과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행정에서 벗어나
야 한다. 행정개혁에 이어 개인 및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혁파되어야 한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람에
의한 규제보다는 제도 및 법령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포
괄적 명령권한 등 재량권 행사의 폭이 축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사항 외에 세제 및 금융정책에서 지하경제
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질서의
왜곡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하경제를 생성시켰으므로 이를 시
정해야 한다. 지하경제 거래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적 금융기관이 지하경제의 성장을 방조하는 측면
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지하경제 방조활동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것과 세무행정이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이 지하경제의 축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때 지하경제는 명분을 잃으며, 깨끗한 그
리고 엄격한 세정이 이루어질 때 지하경제는 지상으로 들어 올
려질 수 있다. 세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무능하고, 탈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능한 것으로 평가 인식된다면 지하경제는 막을
길이 없다.
끝으로 지하경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지하경제에 대한 연
구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 전담반이 국세청에 오랫동
안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까지는 특정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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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여론화되었을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조사반이 투입되는
식이었다. 지하경제는 세제만의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처
가 유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세정 및 세제개혁
세 부담 증대방안으로 (1)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2)
새로운 세목의 신설, 그리고 (3)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동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축소, 자산소득 과세의 정상화
등을 통한 소득세 강화,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셋째,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넷째, 부가가
치세 세율 인상, 다섯째, 조세감면 축소, 여섯째, 지하경제 양성
화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제는 역사적 산물로 볼 때 선진국들의 세제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느 나라도 완벽한 세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세제도 대
체로 외형적으로는 선진 세제이다. 우리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은 개인소득세가 종합소득세로 정착되고 있음에도 그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
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26%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13%에 불과하며 GDP에서 개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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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수가 점하는 비중의 경우 OECD 평균이 9.4%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수준인 3.1%로 매우 낮다. 또한 근로소
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소득세로서는 한 푼도 내지 않
는다는 사실은 소득세제와 세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낮은 소득세 기능과 더불어 제기되는 소득세의 또 다른 문제
점은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점이다.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에서 근로소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의 세 부담이 낮다. 소득세가 중심 세
제로 기능하지 못하고 소득 유형별로 세 부담이 차이가 크게 나
는 것은 세무행정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업소득의 탈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자산소득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
비 미흡하기 때문이다.

(1) 세무행정의 중요성과 정책과제
조세는 흔히 세법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조세제도와 이를 집
행하는 세무행정으로 구분된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와 조세정책
을 개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조세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과
와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 왔는데 이
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세무행정이다. 왜냐하면, 입법과
정을 통하여 결정된 세제는 궁극적으로 행정과정인 세무행정의
단계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문제점은 첫째, 조세행정이 납세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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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보다는 과세당국의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며, 둘째,
경제규모와 납세인원이 급속하게 증대하는 데 비해 세무공무원
수가 적정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해 업무가 과중하며, 셋째, 납세
자의 성실신고 담보수단인 세무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납세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넷째,
상당한 예산의 투입으로 전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정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다섯째, 세법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모두 혼란에
빠져 있으며, 여섯째, 잦은 세무부조리 또는 세무비리의 발생으
로 일반국민의 징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점 등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가히 절
대적이다. 이들 나라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확
보된 주된 요인은 세무행정의 과학화이다. 세무행정의 과학화는
전산망의 확충, DB의 구축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 징세자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거해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설득시키는 것과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장이 모든 납세행위의 근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열심히 기장해 보았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
생하여서는 곤란하고, 불성실 기장자가 득을 보는 사태가 생겨
서는 더더욱 곤란하다. 혹자는 우리 국민이 기장을 싫어하기 때
문에 기장에 의한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며, 문맹
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납세자들이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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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방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
도 정부는 신고율 표준율에 의한 징세를 포기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를 세무행정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세무행정의 주된 목표는 세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소정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째
이고, 둘째는 납세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이에 대해 적절히 제재
를 가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세금납부과정을 세무행정이 적극적
으로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납세의 범칙 범법행위에 대해서 엄
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우리의 조세행정이 납세자에게 원
칙을 내세워 접근하지 못한 탓에 납세자가 징세자를 깔보고 비
웃는 현실이 초래되었다.

(2) 금융소득 과세강화와 간이과세제도 폐지

1) 금융소득 과세체계 정비와 강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우여곡절 끝에 1996년 금융소득종합
과세가 실시되었다. 매우 불완전한 형태인 현재의 금융소득종합
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등
과세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방향조차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매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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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 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일반주주의 경우 차익에 대한 세
금은 없고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 코스피 시장
은 0.15%의 증권거래세에 0.15%의 농특세를 포함해서 0.3%의
세금을 그리고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하고 있
다. 이제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체계를
다시 총체적으로 정비할 시점이다.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체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만 하여
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음 사례이다. 한국조
세연구원 홍범교 김진수 박사가 2010년 발표한 자본이득과세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2009년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한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4%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코스피에서 13조 4,000억 원, 코스닥에서 5조 6,000
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2년
증권거래세로 거둔 세수입은 3조 7,0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주식시장의 불황의 여파로 6,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부
가가치세 징수문제는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초기의 과
세특례제도 아래서는 외형(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자의
경우 매입 매출의 기장 없이 외형의 2%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

제Ⅴ장 복지재원과 재정운용 및 세제개혁

159

면 되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인의 납세편의를 도모
한다는 명분하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초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자
에게 매입자료 없이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를 결정하도록 과세특례를 대폭 확
대한 것이다. 현재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가 간이과세자인데 우리나라 세무행정과 세제에서 문제의 큰 근
원이다.
과세특례제도든 간이과세제도든 그 목적은 정교한 부가가치세
제에 대해 적용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절차상의 번잡
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 납세절차를 간
소화하여 주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물론 일부 정책당국자도 과
세특례제도가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로 잘못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납세 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속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 월 400만 원 이
하인 사업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사업장 임대료, 사
업주 인건비, 종업원 인건비, 각종 공과금만 고려하여도 월 400
만 원 매출로서는 사업의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럼에
도 2011년 말 현재 개인사업자 480만 명 중 37%인 176만 명이
간이과세자이다. 175만 명의 사업자가 월 400만 원 이하의 소득
아닌 수입으로 어떻게 사업을 계속 꾸려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곧 간이과세자들이 외형을 속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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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은 물론 소득세도 탈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의 대사기능(cross-check)을 보다 유효하게 하고
납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매입기장의
무를 강화하여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세액계산을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입은 거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매출보다 기장이 용이해서 매입에 대한 기장을 의무화하는 것
은 큰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관
했을 때는 매입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간이과세자의 납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규모
기업자는 물론 중규모 대규모 사업자 모두 외형 및 소득 탈루는
심각한 지경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의 매출과표 양성화율은 2000년 45.6%에서 2005년 58.7%로 상
승하였으며 2008년에는 70.1%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평균적으
로 30%에 달하는 매출과표 탈루율은 아직도 높으며 이는 탈루
율이 50%가 넘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임을 의미한다.

(3) FIU 금융정보 접근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이 파악하는 실물거래는 연간 4,000조 원 규모이지만 국
내 금융시장의 결제규모는 6경 3,200억 원으로 하루 평균 255조
원이다. 현금거래가 차명거래와 결합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 탈
루, 재산은닉에 의한 상속증여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물과 돈이 함께 수반되는 실물거래에 비
해 자금대출, 주식투자 등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가 크게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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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우리의 과세 인프라 체계가 여전히 실물거래 중심에
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탈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현
황에 대해 가급적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주요
국가들에서처럼 우리나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설립되어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FIU
는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고 불법외화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2001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FIU에 두
자료가 보고되고 있는데 하나는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로 금융기관이 불법 재산과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주관
적으로 판단되는 원화 1,000만 원 이상, 외화 5,000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를 보고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로 금융기관이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고객들의 현황을 보고하는 자료
이다. FIU에 CTR가 3,000만 건 이상 누적되어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중 자
체적으로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STR자료만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 FIU에 보고된 혐의 거래 32만

9,463건 가운데 2.3%인 7,468건만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2009년
부터 3년간 이런 혐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4,318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조세범칙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세범칙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162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의 금융거래 접근이 확산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국세청이 FIU 정보망에 직접 접
근할 수 있고 독일, 스페인 등 17개국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보
를 수집할 수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고액 현금거래 금융자료가 과세정보
로 충분히 활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지하경제는 오늘날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정책논의의 대상으
로서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하경제 현
상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존재하여 왔는데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어떤 문제이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
악에서 출발한다. 지하경제에 관한 많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이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 연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공식적 기관
을 통해 지하경제에 대한 실상의 파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의 유관기관과 전문가 학자들이 참여
하여 지하경제의 실상 자체를 파악하려는 종합적 연구가 우선적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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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는 세율증가의 악순환, 불공평한 조세부담, 공식경제
의 비효율적 작동, 근로의욕의 상실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지하경제는 세원 규모의 축소, 조세수입 감소, 재정
적자 확대 등의 악영향을 끼치며, 궁극적으로 직간접으로 세율
의 증가를 가져와 지하경제 규모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
래한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를 시점이다. 지하경제에 따
른 탈세 수준은 세율,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 탈세적발 시의
벌금수준 등 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세 정책수단을 잘
조화한 정책을 폄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세제의 효율성
과 형평성이 더 증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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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상의 전환 필요 : 시장친화적 복지

삶의 목표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의 인기 영합적 논의가
아니라 국내외적 사회 여건의 변화 그리고 국민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국가 재편45)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을 포함한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국
가재정의 건전성 문제, 남북통일 문제 등에 직면한 우리는 복지
국가를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치권의 인기 영합적 공약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
도 강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이 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인식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민간 또는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곤충이 번데기에서 허물을 힘들게 벗는 모습이 안타까워 생
물학자가 허물을 벗겨주었다. 허물을 벗도록 도움을 받은 곤충
은 날지도 못하고 죽었으며, 스스로 허물을 벗은 곤충은 날갯짓
을 하며 잘 생존한다고 한다. 곤충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곤충이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어깨에 모여 있는 에너지가 날개 뼈대로
45) 복지국가 재편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는, 유호선,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담론 연구”, 사회보장연구 , 제27권 제2호,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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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어 에너지가 날개 끝까지 전달된다는 것이다. 허물을 벗
는 데 도움을 받은 곤충은 어깨에 축적된 에너지가 날개 끝까지
전달되지 못해 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곤충과 차
이가 없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
배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
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큰 정부를 바
탕으로 재분배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한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선진국들이
재정규모가 크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우리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정부규모를 키워 각종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
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무척 매력적이고 대중영합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큰 정부로
인해 야기되는 국가자원의 엄청난 낭비 가능성과 낭비가 초래
하는 피해를 망각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국민부담의 증대를 수반하게
되는데 일반국민과 정책당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자들까지도
이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무상복지, 반값 복
지가 유행 아닌 유행인데 어떻게 가능한가? 정부가 부담하는 재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부라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
여 복지적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
다. 정부의 부담은 외형적 표현이야 어떻든 그 구성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이다.
특정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누군가는 세 부담을 더하고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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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혜택을 받기에 복지제도의 단순한 도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복지혜택의 배분과 복지비용의 분담을 어느
소득계층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국
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논의에서 어느 정
당이나 전문가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경우가 없다.
집단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흔히 국
가의 정책이 농민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해야 하고, 여성 대학생 근로자를 지원 보호해야 한다고들
한다. 정부정책에서의 배려대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잡을
경우 두 가지 결함이 나타난다. 첫째로 농민, 여성, 중산층, 근로
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에 남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도출
된다. 둘째로 농민, 근로자, 중소기업인 중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 수준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에 집단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면 전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수혜 대상이 되기에 세금이 낭비된다. 급식이
든, 등록금이든, 저소득층 학생에게나 무상이나 반값이 필요한
것이지 재벌 회장의 손자인 학생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지구 온 세상에서 복지제도의 만물 백화점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복지 타령이다. 공적부조, 사회보험,
복지서비스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 도입된 복지관련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전문가나 국민이
나 모두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가 미흡하다고 한다. 복지관련 지
출의 비중이 현재 낮은 것은 제도의 도입이 일천(日淺)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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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비용을 관련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 제도상의 흠결
때문이지, 제도자체가 도입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사실 생색내기
와 여론에 밀려 중복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도입한
제도도 많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동시에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으며, 성인지예산제도와
근로장려세제는 지구상 도입한 나라가 몇 되지 않는 제도이다.
오늘날은 복지가 보편화되어 소득이 낮은 국가들도 복지제도
가 일반화되어 있다. 전 세계의 복지정책 역사를 관조해 보면
각 나라마다 개별 제도가 특이한 역사적 상황에서 때론 의도적
으로 때론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어 왔다. 근대
복지국가의 탄생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독일 제국 건설 초대
수상을 역임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이다.

20년(1871~1890)의 수상 재임기간 동안 건강보험(1883), 산재보
험(1884), 노령 및 상해보험(1889)을 도입한 것에 근거해, 오늘
날 모두가 비스마르크를 사회보장제도 창설의 설계자로 칭송하
고 있다. 그런데 주목을 요하는 사실은 비스마르크가 만년에 자
신의 치적을 꼼꼼히 기록한 상념과 회상 에서 사회보험, 사회
보장제도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
로 기이하며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
다. 놀랍게도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알고 있거나 오늘날 논의되
고 있는 내용의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국
가’를 건설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사회보장 관련 3대
법안이 당시 프러시아 제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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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저항에 대비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46)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
으며 작은 정부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킨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방대하고 민간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
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실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업 저 사업
벌이기보다는,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규모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시금석(試金石)을 놓는
길이다.47)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잠재력
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고 국민의 경제의
식이 이와 부합될 때 경제가 번영 번창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부를
창출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갖고 이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때
46) 박근갑, 복지국가 만들기-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 문학과지성사, 2009
참조.
47) 경영학자 드러커(Peter Drucker)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으로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의 혼동’을 지적한다. 그의 설명
에 따르지 않더라도 효과성이라고 함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을 의미하고,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을 뜻한다.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물론 최선의 경우는 가장 유
효한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유효하지 못한 일
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일사분란하게 해치우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이다. 드러커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국가경영에 대입하여 해석해 보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을 너무도 참으로 일사분란하게 해치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사업 중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을 감행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를 그동안의 값비싼 경험과 사
례를 통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적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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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번영하고, 소득과 부의 창출을 저해하는 정책과 제도가 팽배
할 때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민생과 평등을 내세울수록 시장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불평등
을 더욱 확대시키는 복수를 한다는 것이 증명된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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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

복지의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조달 방안
의 문제가 제기된다.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 여
야가 주장한 공약이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얼마이고 어떻게
조달한다고 하였는가?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어느 당도, 어느 후보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힌 바는 없다.
단편적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새누리
당은 총선에선 향후 5년간 총 75.3조 원(연평균 15조)의 추가재
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하였고, 대선에선 5년 동안 매년 27조 원
씩 총 135조 원을 마련해 경제민주화, 청년고용시장 안정, 한국
형 복지체계 구축, 맞춤형 보육 교육, 안전한 사회 등을 이룩하
겠다고 공약하였다. 필요한 재원은 세출절감 60%와 세입확대

40% 비율로 조달하겠다고 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보편
적 복지와 무상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4.7조 원(연
평균 32조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조세부담률(2011년 현재

19.5%)을 5년 후 21.5%까지 높여 조달하겠다고 공약하였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약 60조
원이 더 많은 총 192조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된다고 공약하였
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당이 총선과정에서 공식 발표한 추가
재정소요가 매우 과소평가되었다며 진짜 소요액은 각 당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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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 금액의 3배 이상이라고 분석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다. 첫째는 차입을 하는 방법, 둘째는 국민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셋째는 기존 세출에서 다른 용도의 지출을 줄이거나
전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차입방법은 물론 (1) 국공채의 발행이고, 두 번째 국
민부담 증대방안은 (2)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3) 새로
운 세목의 신설 (4) 조세지출(조세감면)의 축소 (5) 수익자 부담
의 확대 등이며, 세 번째 세출의 조정방안에는 (6) 세출구조의
조정 (7) 공공자금의 활용 (8) 정부보유 자산의 매각 (9) 예산제
도 밖에서 운영되는 자금의 제도 내로의 흡수 (10) 재정의 효율
적 운영과 재원절약 (11) 재정투융자와 관련된 자금의 자체조달
을 통한 재정의존 감축 (12) 민간부문과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

(13) 세출예산의 동결 등이 있다.
이상의 13가지 재원조달 대안 중 가장 손쉬운 방안인 국공채
발행을 제외하면 이론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대안은 (2) 기존 조세의 세원확대 및 강화 (4) 조세지출의
축소 (5) 수익자 부담의 확대 (12) 민영화, 그리고 (13) 세출예산
의 동결로 대표되는 세출조정이다. 나머지 대안들은 일시적 또
는 제한적 성격의 것이기에 중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세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 중 (12) 민영
화는 정부가 운영주체인 많은 사업과 서비스를 과감히 매각함
으로써 세출을 절약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이 일시적으로 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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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대안이다. 공기업 및 정부사업 민영화는 재원확보
차원을 넘는 정책과제이나 문민정부 이후 진행된 것이 없기에
차제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실 세출조정을 가장 확실히 하는 방법은 (13) 세출예산의 규
모를 동결하는 것이다. 예산의 동결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민부담 증대를 통해 추가 재원확보
를 논의하기 전에 현행 세출의 낭비와 비능률이 먼저 해소되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산동결이다. 최근의 예산
규모 증가율을 보면, 한해 예산을 동결하면 적어도 10조~1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되며 한 번 확보되면 계속 가게 된다. 우리 재
정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1984년도 예산이 전년도인 1983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적이 있다. 1984년 예산동결은 재정운용에 있
어서는 물론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운영 전반에서 매우 획기
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세 부담 증대 못지않게 (5) 수익자 부담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원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면
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할 여지가 매우 크다.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원상회복,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 부과,
조세감면 축소, 탈세 방지 등으로 도합 14.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새누리당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
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 감면
정비, 최저한세 세율 인상,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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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신설,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과세 인프라 개선
및 탈세 척결 등으로 추가세수를 확보한다는 공약이었다.
양당 모두 추가 세수확보 방안을 놓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들이라면 세수증대를 위해 여섯 가
지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첫째, 소득세 면세점 인상의 동결, 부
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의 세 부담 정상화, 자산소득 금융소
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 소득세를 강화함
으로써 최소 1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를 원상회복시키고 강화함
으로써 약 2조 원 세수증대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외부불경
제를 유발하는 술, 담배, 휘발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 수준
보다 50%를 더 징수하면 매년 10조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에서 12%로 올리면 10조 원
이 증수될 수 있다. 다섯째, 조세지출(조세감면)을 10%만 줄여
도 최소 3조 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수 있다. 여섯째, 지하경
제 양성화를 통해 약 5조 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할 수 있다. 여
섯 대안을 모두 택하면 40조 원 정도 재원이 마련되는 바, 이에
세출동결까지 고려하면 매년 50조~5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의 재원확보 방안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한다. 첫째는 복지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확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섯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
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복지지출 규모 문제는
고부담-고복지냐 저부담-저복지냐의 선택이고, 타율이냐 자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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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선택이다. 여섯 가지 세수증대 방안 중 효율성, 형평성 모
두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지
출의 감소이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조세저항이 큰 소득세 강화
와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선택이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조세저항
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별소비세의 증수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인
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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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활성화 : 최대 복지인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도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다 보
니 정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권장하고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
출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 즉, 큰 정부를 주
창한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나아지리
라 주장한다. 문제는 추가지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원래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투자 중 상당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
적으로 기업의 몫이지 정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복지를 명목
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에게 점심을 사줄 터이니 국민더
러 점심값을 내라는 것과 똑같다.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
책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
리가 창출되고, 복지확대는 저절로 가능해진다. 최근 10여 년간
의 정책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를 억제 저해하면
서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앞세우는 데 있었다.
투자의 활성화는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우리나라로 유인해야
가능하다.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
구화가 되면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위험과 불확실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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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면서 기업투자 애로요인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인도,
중국 등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그 배경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국기업과 기술의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투
자처를 찾지 못해 돌아다니고 있는 600조 원 규모의 유휴자금
을 기업투자로 유도해야 한다.48)

48) 스미스(A. Smith)는 불후의 명저 국부론 에서 “국가가 빈곤과 절망의 상태
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정부(stable government), 예측 가능한 법률들(predictable laws), 부당한 과
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absence of unfair taxation),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어떻게 235년 전에 국가 번영의 요체를 이렇게 간
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을까? 문제는 21세기인 오늘날 지
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스미스가 지적한 세 가지 조건을 동
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는 극히 일부 몇 나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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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이다. 재정규모의 확대와 재정적자
의 지속은 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sustainablity) 문제는 물론
경제전체의 활력 유지(viability) 문제까지 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재정규모와 재정적자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규율

(rule)’의 도입을 시도해왔다. 재정규율은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
용되는 원칙으로서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의 실현,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의 신뢰성 제고로 요약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총량적 재정규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단년도 수지균형’,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순환 고려 수지균형’
그리고 최근의 입법형태인 ‘강제적 총량적 재정규율’의 세 단계
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발전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대를
둔화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조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야기되면서 재정규모 확대와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총량적 재정규율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채택되거나 논의된 재정규율은 그 내용상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 바 세출규율, 재정적자규율, 국가채무 혹은 준
비금 규율, 차입규율 등이다. 이들 규율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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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재정규율들은 내부규정, 법안규정, 헌법규정 등 그
강제성에 있어서 나라별로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다. 세출규
율은 세출증가율을 GDP 경상성장률 이내로 한다든가, 특정 세
출항목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측면, 경기안정성 측면, 행정의 투명성 측면 모두에서 다른 규
율보다 우월하다. 재정적자규율은 적자예산의 편성을 금지하거
나 재정적자의 규모를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한정시키는 것
이다. 국가채무규율 혹은 준비금규율은 국가채무 규모의 상한선
을 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세계잉여금을 국가채
무 상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재정운용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운영에서 정책당국자에게 정책수단 선택의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바람직하다. 문제는 자율성이 부
여될 경우 정책당국자가 그 자율성을 악용하여 정책을 집행하
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그르치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실에서는 더욱 나쁜 상황
의 전개를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률과 제도에 의해 재정적
자의 편성을 금지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은
세출규칙으로서 ‘세출규모 증가의 명목GDP 성장률 이내’, 재정
적자 규율로 ‘GDP 대비 재정적자 일정 비율’, 국가채무 규율로

‘GDP 대비 국가채무 일정 비율’ 등이다. 세 가지 규율 모두가
GDP를 기준으로 하기에 GDP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가 재정규
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유인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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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적 재정규율은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의 조
항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과 같이 복지 포퓰
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헌법의 개정까지 기다릴 필
요 없이 국가재정법에 총량적 재정규율 관련 조항을 제정해 복
지지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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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당적 국정운영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매우 어려
운 상황에 처해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
고 ‘너 죽고 나 살기’식 이전투구(泥田鬪狗)에 골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도력 발휘
는 지도자 자신들의 결심의 문제이나 청사진과 비전의 제시는
여야 정치권에 의한 각종 협의체의 구성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능해진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는 힘을 가지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해
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한다면 무엇보
다도 국회에서 주요 국가정책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
도록 특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의 장기비전과 전략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마련 추진
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회에 옥상
옥(屋上屋)으로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국회에 설치해 봤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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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가 담합해 문제를 더 키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많은 위원회가 행정부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입법
부에는 거의 없었다. 정치인들 간의 담합문제는 외부전문가들의
위원회 참여로 해결될 수 있다.

가. 초당적 국가전략협의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국가전략과 정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축으로 공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여
서도 안 되며, 내용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에게 국가전략의 수립
을 맡겨서도 안 된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인기에 영합
한 정치권의 중구난방(衆口難防)식 정책제안은 혼란만 야기시키
게 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나 국회의원
이 법과 제도를 함부로 바꾸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잘
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집단이기
에 일차적으로 선거와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정책을
두고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이기보다는 아마추어에 불과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 국민
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실력이 부
족하고, 난국이 있을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한 데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위기 때는 물론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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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입안력과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이다
즉흥적 한시적인 대책기구가 아닌 ‘국가전략협의회[가칭]’를
초당적 상설기구로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정운영
에 경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포
괄하는 전략과 정책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전략협의회의 역할
또는 목적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과 바람직한
사회의 밑그림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구상 제시
하는 데 있다. 국가전략협의회는 각 정당의 추천을 받되,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최고전문가이면서 사회의 존경을 받는
분들, 그리고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나. 초당적 장기재정복지위원회[가칭]의 국회 내 설치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과 비교하
여도 높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前無後無)하게 높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복지제도와 재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가
채무 수준이 크게 확대될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각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남북통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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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국민 부담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정책의 장’에서 논의될 때는 심각성이
부각되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정치의 장’에 오면 당리당략,
무책임, 인기영합주의로 점철되어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개악
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최근의 무상

(無償) 무료(無料) 복지로 인해 야기될 ‘한국병’을 예방하기 위하
여 국회 내에 ‘장기재정복지위원회[가칭]’를 초당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적 지원을 받는다. 이 위원회는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여 국민과 국회
에 제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확립 정착시키면서 정
책의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치적 지
도력이 발휘되어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경제는 번창하게 된다.
정치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지도자는 당대의 시대
정신을 창출해야 한다. 정치지도자와 정치권은 힘을 가지고 있
다.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정책
을 제시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
가 안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는 테크노크라트
적인 발상과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관료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비전 있는 지도력의 발휘로 우
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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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책무이다. 정치의 참다운 멋은 개별 구성원에게는 인기가
없으나,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지도력의 발휘로 이루어내
는 데에 있다. 논란이 끝난, 방향이 확실하게 잡힌 정책은 머뭇
거리지 말고 실시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유능한 정치지도자
의 자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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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지도력과 정치개혁

리더십의 힘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위기 때는 더욱 그렇다.
리더 스스로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추종자(follower)들을
확신시킬 수 있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루스벨트 대통
령의 뉴딜정책이 미국경제를 구했느냐에 대한 토론은 아직 끝
나지 않았지만, 그의 공적 중 하나는 ‘벽난로 옆에서의 대화’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프랭클린 루스
벨트는 특출한 정치개혁가였다. 그가 정부를 훨씬 크게 만든 점
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훨씬 깨끗하게 만들었던 것은 두고두
고 귀감이 된다.
이에 반해 지난 이명박 정부는 경제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상황을 연상시키는 지하벙커를 택했고, 이로 인한 경제 리
더십에 대한 불안감은 원 달러 환율의 불안감 등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경제 전문가’라며 ‘경제 살리기’를 너무
내세운 것 같았다. 경제 현상에 대한 얘기는 담당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지도자는 그런 어려운 발표가 나올 때 두렵고 어려워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부시 행정부는 정치개혁의 반면교사였다. 하지만 부시 정권
의 관료들은 훌륭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골머
리를 앓을 이유가 없었다. 실패를 하면 바로 그것이 정부가 제
대로 하는 일은 없다는 ‘정부무용론’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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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클린턴은 선거 유세 중 부시 후보에게 “문제는 경
제야, 바보야” 라며 경제를 강조해 당선되었다. 지난 이명박 대
통령도 ‘경제 살리기’, ‘경제 대통령’의 구호로 당선되었다. 경제
가 어렵다 보니 대통령더러 경제에 올인하라는 주문이 팽배해
왔었다.
경제 우선주의는 굉장히 잘못된 주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
고 지도자들이 약속하는데 경제는 지도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아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낮은 세
금, 정부보조, 행정지도, 낮은 이자율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치기는 쉽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위정자들이 정치
권력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정치게임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휘
청거리는 중요한 이유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제하기 때문
이다. 위정자들의 정치게임에 싫증 난 민초들도 제발 정치를 제
대로 하여 국민들이 차분히 각자 편안하게 살도록 해 달라는 주
문을 해야 하는데, 민초들 역시 정치논리를 들이밀며 경제에 올
인하도록 요구하면 경제는 더욱 망가지게 되고, 잘사는 것은 요
원해진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
디로 국민이 잘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 시대정신을 창조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팽개친 채 자화자찬
을 일삼는 지도층의 비양심적 언행, 그리고 각 부문 간에 알력
을 조장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소행은 국민을 못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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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정치와 정당을 원
천에서부터 불신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의 제시 없이 정파 간 또는 한 정
파 내의 주요 지도자 간 이해 다툼이나 또는 자기 몫 챙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경제 수준에서 소화하기 어려
운 정책도 언필칭 국민을 의식하여 경제가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무책임하게 서로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
다. 그나마 어렵사리 추진된 몇 가지 개혁도 국민을 설득시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 정
치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이루어내거나 정치적 지도력
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제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
치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확
고한 신념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
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영국이 쇠퇴에서 벗어
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Thatcher) 총리의 뚜렷한 이념과 결단
때문이었고, 뉴질랜드가 과감한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념과 방향이 뚜렷하고 굳건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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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혁과 개방 이래 중국이 잘 나가는 것은 중국지도자의 지
도력 덕분이다. 사실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
제가 잘 나갔던 것은 경제에 관한 두 분의 신념, 결단, 지도력
때문이었다.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확립 정착시키면서 정
책의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치적 지
도력이 발휘되어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경제는 번창하게 된다.

192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참고문헌

고영선, 재정의 지속가능성-무엇이 위협하는가? ,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자료집, 2005.

_____,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 한국개발연
구원, 2008.
구갑우 외 13인 지음, 좌우파 사전: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두 개의
시선 , 위즈덤하우스, 2010.
김광수, 위기의 한국 경제 , Human & Books, 2008.
김상헌,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다니엘 하우스만 마이클 맥퍼슨 지음, 주동률 옮김, 경제분석 도덕철
학 공공정책 , 나남, 2010.
박형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월간재정포럼 , 제128호, 2007.
박형수 류덕현,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
원, 2009.
안종범, “우리나라 재정상황의 진단과 대책”, CFE Report , No. 3, 자유
기업원, 2006.
민경국,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좌파적 덫에 걸린 한국경제”, 월
간 발전리뷰 , 2004년 8월호.
민경국,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좌파의 치명적 자만
뛰어넘기 , FKI미디어, 2007
밀턴 프리드만 로즈 프리드만, 민병균 옮김, 선택할 자유 , 자유기업
원, 2004.

참고문헌

193

박근갑, 복지국가 만들기-독일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 문학과지성사,

2009.
박형수 류덕형,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조
세연구원, 2006.
양승태,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국가 정체성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
적 성찰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0.
유호선, “복지국가 재편에 관한 담론 연구”, 사회보장연구 , 제27권
제2호, 2011.
자크 아탈리 지음, 양영란 옮김, 위기 그리고 그 후 , 위즈덤하우스, 2009.
정원오, 복지 국가 , 책세상, 2010.
제임스 뷰캐넌 지음, 최 광 옮김, 공공선택 및 재정이론 , 한국경제신
문사, 1987.
제프 일리 지음, 유강은 옮김,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 뿌리와 이파리, 2008.
조지 레이코프 지음, 나익주 옮김, 자유전쟁: 자유 개념을 놓고 벌어지
는 진보와 보수의 대 격돌 , 프레시안 북, 2009.
최 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 율곡
출판사, 2009.
최 광,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제도와 경제 , 제5권
제2호, 2011.
최 광, “민주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 한국의 경험”, 한국경제의 분석 ,
제10권 제3호, 2004.
최 광, “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재정학연구 , 제2권 제1
호 2008.
최 광,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재정학연구 ,

194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제3권 제1호, 2009.
최 광, 국가 정체성과 나라경제 바로보기: 양극화의 거짓과 진실 , 봉명
출판사, 2006.
최 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근원적 고찰과 헌법적 실천 , 율곡
출판사, 2009.
최 광 이성규,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서술 현황과 대안 모색”, 경제학연구 , 제58집
제3호 2010.
최 광 이성규, “조세 복지 중첩과 중산층 복지”, 재정학연구 , 제4권
제1호 (통권 제68호) 2011.
최 광 이성규, “한국의 Fiscal churning 규모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제1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9월.
토니 주트 지음, 김일년 옮김,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자유시장과 복지
국가 사이에서 , 플래닛, 2011.
토마스 소웰 지음, 채계병 옮김, 비전의 충돌-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이카루스미디어, 2006.
폴 슈메이커 지음, 조효제 옮김,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 후마니
타스, 2010.
프랑수아-자비에 메랭 지음, 강봉화 심창학 옮김, 복지국가 , 한길사,

2000.
하이에크 지음, 민경국 편역,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 문예출판사,

1990.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Redistribution, the Welfare State and Lifetime Transitions, 2005.
Barr, N., The Welfare State as Piggy Bank: Information, Risk, Uncertainty

참고문헌

195

and the Role of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Buchanan, James M., “The Pure Theory of Government Finance: A
Suggested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7, December
1949.
_______, The Limits of Liber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_______, Liberty, Market and State,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Buddelmeyer, H., N. Herault and G. Kalb, Churn within the Australian

Tax and Transfer System of 2003/04 to 2008/09: An Analysis Using
the Melbourne Institute Tax and Transfer Simulator, September 2008.
Cox, James, Middle Class Welfare, Wellington, 2001.
_______, Middle Class Welfare, Wellington, 2001.
de Jasay, Anthony, The State, Oxford: Basil Blackwell, 1985.
Feldstein, Martin, “Rethinking the Role of Fiscal Policy”, NBER.
Working Paper No. 14684, January 2009.
Feldstein, M. and D. Altman,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ecember 1998.
Foelster, S., “Asset-based Social Insurance in Sweden”, in S. Regan
and W. Paxton, (ed.), Asset-based Welfare: International Experiences,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001.
Friedman, Milton and Rose,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0.
Gavazza, A. and A. Lizzeri, “Transparency and Economic Policy”,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6, 2009, pp. 1023-1048.
Harding, A., Neil Warren and Rachel Lloyd, Moving Beyond

Traditional Cash Measures of Economic Wellbeing, Discussion Paper,

196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No. 61,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November 2006.
Harding, A., Rachel Lloyd and Neil Warren, “Incom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The Impact of Selected Government Benefits and
Taxes in Australia in 2001-02”, Paper Prepared for the 28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August 22-28, 2004.
Harding, A., R. Percival, D. Schofield and A. Walker, “The Lifetime
Distributional Impact of Government Health Outlays”, Discussion

Paper, No. 47, National Centre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ling,
February 2000.
Harding, Ann, “Lifetime versus Annual Tax-Transfer Incidence: How
Much Less Progressive?”, The Economic Record, Vol. 69, June 1993.
Hills, J. and Karen Gardiner, The Future of Welfar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1997.
Lindbeck, Assar,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ect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8, 1985, pp. 309-328.
Musgrave, R., “Fiscal churning”, in Public Finance in a Democratic

Society, Vol III, 2000, pp. 374-389.
Musgrave, Richard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1959.
OECD, “Forces Shaping Tax Policy”,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98.
_______,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89, 1998.

참고문헌

197

Palda, F., “Fiscal churning and Political Efficiency”, KYKLOS, Vol. 50,
1997, pp. 189-206.
Rojas, M., Beyond the Welfare State, Stockholm: Timbro, 2001.
Saunders, Peter, “A Welfare State for Those Who Want One, Opts-outs
for Those Who Don’t”, Issue Analysis, No. 79,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January 2007.
_______,, “Reinventing New Zealand’s Welfare State”, Issue Analysis,
No. 85,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March 2007.
_______,, “Six Arguments in Favor of Self-Funding”, Issue Analysis,
No. 61,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July 2005.
_______,, “The $85 Billion Tax/Welfare Churn”, Issue Analysis, No.
57,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 April 2005.
_______,, The Government Giveth and The Government Taketh

Away, 2007.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s, 1776, Cannan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Tanzi, Vito and L. Schuknecht, Public Spending in the 20th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Whiteford, P., “The Welfare Expenditure Debate: ‘Economic Myths of
the Left and Right’ Revisited”, Economic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17, 2006.
Whiteford, P., “Transfer Issues and Directions for Reform: Australian
Transfer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for Australia’s

Future Tax and Transfer Policy Conference, Department of the

198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Treasury and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elbourne 18-19, June 2009.
Wyplosz, Charles, “Fiscal Rules: Theoretical Issues and Historical
Experiences”, NBER Working Paper No. 17884, March 2012.

Abstract

199

Abstract

A Fundamental Review of Welfare Polices in Korea

Kwang Choi, Young-Hwan Lee and Sung-Kyu Lee

Debates on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and financing of social
expenditures have been heated, as social expenditur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emographic changes resulting from age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re major factors for social expenditure growth, as
pension and health expenditures for the old are to grow faster now
on.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s, Korean society faces
transitional stage in terms of welfare states. After experiencing fast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 for welfare state and social
integration has been expanded. The social want and demand substantiate
electoral campaign pledges such as expansion of child care subsidy
into all income classes.
Also, the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tax-welfare churning and
provides a potential way to reduce it. In modern welfare state,
tax-welfare churning is perhaps one of the largest anomalies.
Tax-welfare churning is said to occur when the government extracts
taxes from people on one hand but then gives in it back to the same
person in the form of transfer or welfare payments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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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for removing tax-welfare churning is quite strong and thus
it should be an obvious candidate for reform to achieve smaller
government.
The paper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make better welfare
policies, including setting up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budgetary ‘bags’(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of Chief
Performance Officer, ex post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