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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 11월 7일 한국공공경제학회 제2차 학술대회에서 이 글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
평과 제안을 해 주신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 소장과 LG경제연구원의 김주형 박사께
감사드린다.

I. 경제위기와 경제구조조정
1999년도 정부예산(안)은 1998년의 실질성장률이 -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1998년의 경제성장에 관한 정부의 예측은 다른 민간연구기관이나 IMF의
견해보다는 다소 낙관적이지만 1998년이 한국전쟁(1950-53)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
장률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은 확실하다2). 1961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82에
불과하던 한국경제가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계기로 하여 30여
년간의 고속성장 가도를 달려온 후 마침내 8% 이상의 실업률을 내다보는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1997년말의 원화가치 폭락으로 시작된 한국경제의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에 기인하는 외부적인 요인과 한국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내부적인 요인의 복합적
산물이다. 1997년 7월 태국의 외환위기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국제금융시장
의 혼란은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을 뒤흔든 다음 다시 북동진하여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한국에 관한 한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거의 완전히 외생적이다. 따라서 한국
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낡고 병든 정치경제질서를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
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건전한 시장경제질서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원리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사고와 관행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임시방편에 불과
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실직자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머지 않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보장
이 없다.
1997년 말의 외환금융위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금융부문의 결함은 비효율성,
2) 한국경제는 한국전쟁 이후 1980년에 처음으로 음의 성장률(-3.9%)을 기록하였다. 그 주
요 원인은 1979년 10월의 대통령의 암살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냉해로 인한 농업부문의
부진(-19.4%)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1995), p. 752.
- 2 -

무책임성, 불공정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채권의 누적과 비효율적인 경
영은 종합금융사에서 대형 시중은행에 이르기까지 한국금융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이
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이러한 결함을 가지게 된 데에는 물론 금융부문에 내재하
는 원인이 있었다. 부실한 대출심사, 채권가치 보존을 위한 대출의 사후관리 부재,
지나치게 많은 인력의 고용, 너그러운 임금과 퇴직금 등 금융기관의 경영부실과 비
효율이 금융위기를 부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
적인 원인은 금융부문의 외부에서 강요된 경영환경에 있었다. 금융부문의 낙후성과
금융기관의 부실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관치금융 또는 정치금융의 논리적인 귀결
이었다.
한국의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외환)금융부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문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을 파탄으로 몰고 간
요인은 다른 부문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부실한 금융부문에 가해진 외부충격이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

과도하게 타인자

본 의존적인 재무구조, 상호지급보증으로 연환계에 걸린 재벌의 선단식경영 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뿌리는 관주도형 경제운영으
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이 전반적으로 책임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데서 찾을 수 있
다.
국민경제 전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대한 자의적
이고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허물어진 금융과 기업의 구조와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파탄지경에 빠진 금융과 기업부문의 회생을 위한 긴급수혈과 수술이 불가피하
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파행적인 간치 대신 보편적 시
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질서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바꾸
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를 맞아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의 초기단계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시장의 힘이 미약하여 정부가 시장의 결함을 보
완하고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실업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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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시장이 완전한 자원배분 장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시장실패가 있는 것처럼 정부실패도
있다. 따라서 시장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주로 시장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시장을 대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정책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정부의 역량 부족과 비효율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급류를 타고 있
는 데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듯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은 경제위기를 불러 온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정책의 함량미달 못지 않게 심

각한 문제는 정부의 재정운용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였다는 사실이다. 대규모 토목
사업이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음
이 밝혀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방위력 증강사업, 농어촌 사업 등에서도 대규모
의 부실과 비리가 저질러졌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상규명과 책임분배가 이루어
지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나온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한 12월의 소나기식 예산집행, 가스관 묻고 전화선 깔고
수도관 묻을 때마다 도로 파헤치기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예산낭비의 사례는 얼
마든지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한가지 위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제가 순항하던 때
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는 정부정책의 낮은 질적 수준과 사업수행 능력의 빈
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정부부문의 구조조정과 혁신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정책실패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
직과 인력관리, 조세정책과 예산제도, 사회보장제도,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미의 정부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중요한 구조조정의 내용,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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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과 손실의 분배, 실업대책, 장기적 재정운용의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경제구조조정의
핵심부문인 금융, 기업, 산업 등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다. 제
Ⅲ장에서는 정부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제를 분석하며, 제Ⅳ
장에서는 실업대책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제Ⅴ장에서는
금융구조조정에서의 공정한 손실분배와 경제구조조정의 재정부담을 살펴보고 구조
조정 속도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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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간부문의 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1997년 말에 한국경제를 강타한 외환-금융위기는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고 관치금
융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며 고비용-저효율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경영관행에 젖어있
던 금융부문의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근본적으로 대출심사
의 부실, 채권에 대한 시후관리의 부재, 관치금융 등에 따른 부실채권의 누적에 원
인이 있지만 불합리한 조직과 인력관리에 따른 고비용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금융
기관의 부실은 종합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시중은행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으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도가 한국에 밀려 왔을 때에는 금융부문
전체가 그야말로 녹아 내리는(meltdown)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표 Ⅰ-1>에 의하면 1998년 6월 말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고정)과 요주의
여신을 합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은행감독원이 6월말까지 사용한 종래 기준
으로 136조원,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국제기준으로는 무려 197.7조원이었다.
한편 지동현(1998)은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의 합계가 32조
원인데 비해 손실은 국제기준으로 58조원이나 되어 순자산가치는 -26조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설상가상으로 부실채권의 규모는 기업의 도산이 계속되고 기업구
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적어도 1998년말까지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기술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실채권의 발생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잠식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예금자의
지불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은 예금
자에게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기능을 마비시키고 금
융경색을 유발하여 다른 산업부문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사태는 조기에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금융체계의 안정과 금융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3) 1998년말까지 적용되는 수정된 은감원 기준에 의하면 은행권의 손실은 47조원, 순자산가
치는 -15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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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
히 정부는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을 위해 1997-99년에
걸쳐 총 64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그 이자를 전액 정부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하였
다4).
<표 Ⅰ-1> 부실채권 규모 (1998. 6월 말 기준)
A. 종전 기준1 )
은 행
비은행
합 계

(단위: 조원)
고정 이하
40.0
23.5
63.5

요주의 여신
60.9
11.6
72.5

B. 수정 기준2 )
은 행
비은행
합 계

(단위: 조원)
고정 이하
46.1
24.7
70.8

요주의 여신
67.0
12.8
79.8

C. 국제 기준3 )

주: 4)
2)
3)
4)

부실채권
100.9
35.1
136.0

부실채권
113.1
37.4
150.5
(단위: 조원)

고정 이하
요주의 여신
부실채권
은 행
85.7
67.0
152.7
비은행
32.2
12.8
45.0
합 계
117.9
79.8
197.7
요주의 : 3～6개월 연체, 고정 : 6개월 이상 연체 (1998. 6. 30까지 시행)
요주의 : 1개월 이상 연체, 고정 : 3개월 이상 연체(1998. 7. 1부터 시행)
99. 1. 1시행 예정, 은감원 기준 요주의여신의 75%가 국제 기준 상 부실여신으로 분
류된다고 추정.
은감원 기준 요주의여신의 75%가 부실여신으로 분류되므로 25%만이 요주의여신으로
남지만 현재의 정상여신 중의 일부가 요주의여신으로 분류될 것을 감안하여 요주의
여신 규모는 수정기준 은감원 금액과 같을 것으로 가정함.

여기서 제기되는 한가지 중요한 의문은 정부가 공급하는 64조원의 자금과 금융기
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민간 또는 해외자본만으로 금융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모든 부실채권이

4) 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1997년에 7조원이 발행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20.5조원
과 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채권은 증자지원을 위해 1998년에
17.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며 대지급을 위해서는 1998년에 9조원, 1999년에 5조원이 발행
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자부담은 1998년에 3.6조원, 1999년에 7.7866조원으로 계상되어 있
다. 기획예산위, 예산청(1998, 9a),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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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이 자기자본 총액(1997년 말 기준 25조원5) )
의 6곱이나 되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적
어도 1998년말까지는 경기부진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것이
고 은행권의 순자산가치가 국제기준으로 -26조원에 이른다면 급속한 경기회복을 가
능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 나타나거나 대규모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64
조원의 공공자금 투입만으로는 금융부문의 정상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금융구조조정은 결코 금융부문에 공공자금을 쏟아 붇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중인 응급수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의 금융기관이 비효
율, 무책임, 무사안일, 불투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으로 다
시 태어나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다. 이를 위
해서는 담보위주의 안일한 대출관행, 수신고 경쟁, 관치금융의존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영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대출심사, 대출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효율
적인 자산부채관리, 생산적인 조직인력관리, 창의적 투자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영기법을 습득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이 이러
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온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
론이지만 정부도 관치금융의 폐습을 청산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정부-금융
기관 관계를 정립해야할 것이다.

2. 기업의 자본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은 자본구조조정과 경영효율을 높이는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해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러나 재무구조의 개선은 스톡인 자기자본
과 타인자본의 구성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수 개별기업의 문제라면 모르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과도하게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은 기업부문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
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평균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출자, 실물자
5) 한국개발연구원(1998, 4),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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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매각과 취득, 채권과 주식의 매각과 취득 등을 종합적으로 포착하여 자금의
흐름이 서로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대체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앞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금
과 같이 취약한 모습을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

적어도 아직 도산 위기에 빠지지 않은 대부분 기업의 지배주주에게는 기존의 재무
구조가 적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직접 관리하지 않
고서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적정한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적정성
에 대한 기업주의 평가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본 평가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
다.
한국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고속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조세정책,
산업정책, 정경유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동원되어 왔다. 이들 요인들 중에는 설명
력이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도산할 때 지배주주가 손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
거나 부당하게 소액주주, 채권자, 임직원, 납세자 등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게 하
는 것이다.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지배주주가 기업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고전적
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일
단 빌린 돈은 투자의 위험도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으니 투자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의 도산을 허용
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실패와 채권의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을 제3자인 납세자
에게 떠넘겨 왔다. 인수합병을 억제하고 경영권을 과보호해온 것도 부채비율을 높
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재무구조개선은 기껏해야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성과밖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보다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1999년말까지 5대 재벌기업의 부
채비율 (부채/자기자본)을 200%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을 독려하고 있
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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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1997
년말의 한국기업의 평균수준에 해당되는 400%인 기업이 자산매각만으로 부채비율
을 200%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자산의 40%를 매각하여야 한다. 재벌기업은 물론 대
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기업이 허다한 현실을 감안
하면 자산매각과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무리하게
추구할 경우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하여 경제위기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매수자의 대부분이 외국 자본가들일 것이
므로 무리한 자산매각의 강요는 자산가치의 급락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둘째, 채무의 출자전환 이다. 이는 경영권만 안전하게 보장된다면 재무구조가 취
약한 대부분의 기업이 환영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부채비
율이 400%인 기업의 채무를 출자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부채의 16.7%(또는 총자산의 13.3%, 자기자본의 66.7%)를 출자 전환해야 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문제로는 채권자의 위험부담 증대도 있지만 이자수입이 배당으로
대체됨에 따른 채권자의 현금흐름 고갈은 더욱 심각하다. 호황기에도 한국의 상장
기업은 평균적으로 주식시가의 1% 남짓한 배당을 해 왔기 때문에 출자전환 이후
예상되는 배당금은 출자전 이자수입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
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예상되는 배당금이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소유권의 대규모 이동도 문제이다. 총 자기자본의 66.7%에 해당되는 부채가 출자전
환 될 경우 기존의 대주주는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6).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에도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증자를 통한 채무상환이다. 증자를 통한
채무상환은 신규출자자와 채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출자전환과
차이가 있지만 재무구조에 관한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필요한 증자의 규모는 출자전환의 경우와 같다. 즉 부채비율을 400%에서 200%
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증자규모는 총자산가액의 13.3%, 총부채의 16.7%, 총자기자
본의 66.7%이다. 여기서도 기업의 지배권이 새로운 주주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6) 1997년의 경우 30대 재벌의 대주주 지분은 평균 3.7%, 특수관계인(친인척)의 지분을 합
하면 8.5%이었다. 이학종 (1998),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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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다. 그러나 지배권의 이전에 대한 걱정을 하기에 앞서 검토해야 할 것은 누
가 출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신규출자를 생각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
는 대규모의 민간자본을 동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자산매각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증자도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의 어떤 투자자가 불
황에 빠져있는 한국에 한국인 지배주주보다 몇 곱절이나 많은 자기자본을 투입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은 위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절충한 형태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예시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비율로 조합을 하여도 1999년 말까지 5대 재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400% 이상에서 200%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반균형의
관점에서 누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매각자산을 취득
할 구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기업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자산매각이나 대규
모 증자를 추진할 때 자산가격이나 자본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생
각하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목표의 비현실성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 1997
년 말 이후 국내외의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자산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함에 따
라 기업의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유입
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정부의 기업재무구조 조정목표
는 현실성을 상실하고 만다.
기업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일 외에도 재벌기업의
이른바 선단식 경영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의
관행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동시에 위기에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 외에도 재벌기업 중 경영성
과가 부실한 기업이 금융경색이나

파산위기에 빠지게 되면 부실기업을 위해 지급

보증을 선 건실한 기업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이다. 또한 지급보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어려워지면 그 결과 부실은 더욱 심화되어 그룹 내
의 타기업으로 확산되는 부작용도 있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은 기업간의 상호 이익을 위
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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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이 충실하게 보호
되지

않고

있으며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은

제3자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s)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성
격을 지니고 있는 상호지급보증과 가공의 자기지분을 창출하는 상호출자를 통한 소
유 및 지배구조의 왜곡은 여러 가지 비효율과 불공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집단은 부가가치의 창출 외에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제
력집중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에서 내부거래 성격의 지급보증과 상호출자는 대주주의 기업지배
를 확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그 폐단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
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의한 기업의 평가를 어렵게 하여 기
업의 시장가치를 떨어뜨리고 외부자본의 조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소
액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하는 거래비용 때문에 대주주
에 비해 소극적인 소유주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데다 소유지배구조의 불
투명성은 소액주주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책임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7 ).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으로서는 최적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일정기간 내에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하향식 처방보다는 기업의 재무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체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
이 타인자본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 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손실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쉬웠다는데 큰 원인이 있다.

기업의 주주는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

호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대출심사, 채권의 가치보존을 위한 대출의 사후관리, 채권의 부실화 등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관치금융의 만연은 금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대기업 도산의 사회적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너그러운 부실기업 구제정책도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높은 타인자본의존에
따른 도산위험의 증대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
7) 기업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많은 기업이 이중
장부 혹은 다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탈세, 부
정한 자금의 조성,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추구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불
투명성은 단순히 기업경영의 비효율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폐단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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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업의 자본구조를 타인자본 의존적으
로 유도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할 것이다.
기업의 근본적인 자본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일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제3자 거래원칙을 확립하여 기업간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주
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
를 줄이기 위해 금융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의 과
보호를 지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폭넓게 허용하여 경영권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
쟁적인 과정을 통해 배분되도록 하고 일시적이고 편협한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자율
과 책임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기업을 구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산업구조조정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이른바 승자를 뽑는
일(picking winners)을 주저하지 않은 때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이
정부가 성공할 기업을 잘 골라서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다. 자기 돈을
걸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에 전념하는 투자자도 자신 있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
운 불확실하고도 동태적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단 1원의 자금도 투
입하지 않고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정책담당자나 정치인이 투자의 타당성을
알기 어려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중복투자나 과잉투자 등 산업의 효율성에 대
한 비판적인 평가가 있다고 하여 정부관리와 정치인에 의한 작위적인 산업구조조정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한 조정보다 더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탄생시킬 수 있
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승자 고르기 이면에는 세제․금융․행정상의 엄청난 특혜가 오
갔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정경유착은 기업과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적 게임을 정치화하여 더욱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비효율적 경제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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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치가 고착된 것도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기업과 산업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
게 개입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관주도적 경제운용은 경제개발 초기
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이 시장을 억압하거나 대체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보다는 지대추구에
매달리게 했다. 지난 20여년간의 승자 고르기가 실패작이었다면 앞으로의 승자 고
르기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5대 기업집단간의 사업교환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성 증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
으로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선단식 기업경영, 정경
유착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산업에서 중복․과잉투자가 이루어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여러 산
업부문의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재벌간의 자존심 경쟁에 의해 좌우되고 그
결과 불합리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투자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며 한국과
같이 수출중심의 대외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도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원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경우 그 경제적 비용과 편
익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다8).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사
업교환과 인수합병의 타당성에 대해 믿을 만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구조조정의 내용을 처
방하며 세제․금융․행정상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
대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서
둘러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교환과 인수합병이 인적자본의 재배치와 사업조직의
재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은 논리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비교우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지금보다 더 효
율적인 산업구조에 대해 정부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을 통하
8) 5대 재벌의 사업교환과 인수합병에 있어 정부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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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러나 이
러한 판단이나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구조조정의
성과는 구조조정과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판단은 더욱 어
려워진다. 아마도 정부가 성급하게 산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경기규칙을 확립하는 데 역점
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승자를 찾아내는 일(picking the
winners)과 패자를 찾아내는 일(picking the losers)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세와 금융에 관한 정책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교환이나 인
수합병에 대해 특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구조조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과 퇴출에 관한 제도를 다듬는데 역점을 두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은 자산의 거래와 이전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투기억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재산 및 소득관련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책도 특혜적인
지원이나 부채탕감 출자전환 등의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대거 동원하여 특정한 구
조조정에 지원을 집중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금융부문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
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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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정부개혁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이다. 중앙정
부 예산(안)에 의하면 1999년의 조세수입은 GNP의 1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는 세수입 외에 13.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여기
에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기금과 공기업을 포함하면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
부부문의 효율성이 낮다면 국민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개혁은 재
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은 물론이지만 창의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개혁은 정부조직의 정비와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출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개편이 이루
어진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과거 재정경제원의 예산실 기능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
산청으로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인력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잉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도 이미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소속부처를 떠나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 파견, 해외주재원 발령, 교육․연수 등의 각종 명목으로 특
별히 긴요한 일없이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인공위성’이 되어버린 공직자의 이야기
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과잉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9).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혁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35개나 되는 정부관리기금과 22개의 특별회계는 아직도 예산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9)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는 인력감축과 행정효율의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공무원 정원을 7천7백여
명 감축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인건비는 봉급삭감과 정원감축에 의해 각각 6,439억원과
2,123억원 줄어들며 호봉습급등의 요인으로 39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인
건비는 8,165억원 감액된다. 199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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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다.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공공기금과 큰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
타기금까지 포함하면 재정제도의 개선 여지는 더욱 넓어진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지방재정과 중앙정부재정의 연계를 유연하
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특정 재정지출을 위하여 목적세를 남발하는 것
은 지양해야 하며 복잡한 교부금과 양여금체계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시화호,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게다
가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아 재정과 국력의 낭비가 이만저만
이 아니다. 방위력 증강사업은 수많은 부실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42조원이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15조원의 농어촌 지
원사업은 부실한 운영으로 기대한 투자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많은 수의 농민
들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말았다. 정부의 역량부족은 대형 토목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1997년 말의 외환금융 위기에서 정부가 보여준 실력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
이었다.
정부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
부문의 폐쇄성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가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과시하기 위한 모양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사정책은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비정치적인 행정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이어서 행정은 직업관료에 의해 독점되고 정부는 창의적인 발
상으로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국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수준을 높이고 사업수행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관료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내의 인적자원으로 자급자족하려는 폐쇄성을
버리고 민간부문은 물론 외국의 전문인력도 적극 활용하는 개방적인 인력관리가 필
요하다.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생산하고 널리 공개하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개방적인 사고도 절실하다. 한국정부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
한 정보의 생산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그나마 생산된 소량의 정보는 대부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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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수의 관료들이 독점하고 일반에는 최소한의 내용만 공개하는 전통을 가지
고 있다10). 경제의 규모가 작고 구조도 단순하며 정책의 민주성이 중요하게 여겨지
지 않던 시대에는 소수 정책담당자의 머리 속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여 두고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널리 공개하여 정부 밖의 전문가
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정책의 질
과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는 평가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이 정책의 질적 수준과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
론이다.
공공부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정부부문 생산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촉진제도의 확립과
유인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한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은 공
공부문이 당해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제공자나 공급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는 곧 경쟁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전 사업부서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업분야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쟁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특히 생소한 경쟁에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및 외부자문회사의
설립과 공기업 사업부서의 확장은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들이다.
정부부문에 외부 전문인력의 충원을 대폭 확대하여 자연 발생적인 경쟁이 발생하
고 정부부문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극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보장과 권익의 보장 등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여 정부부문 종사자의 신
분적 배타성과 진입장벽을 없애고, 정책의 기획․수립․추진 등의 분야에서 정부부
문 내외의 전문가들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인
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부부문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
여야 한다.
정부부문에서의 조직간․인력간 경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운영방식․보수

10)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현진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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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인사고과 등에서 각종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예산의 경우 조직과 사
업의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경상경비의 자율적인 운영과 예산비목
간의 탄력적인 전용범위를 확대해 주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높
여야 할 것이다. 보수와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연봉제의 도입, 성과급의 확대 등을
통하여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은 나름대로 국력신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문제
는 앞으로에 있다. 지금까지의 사고와 제도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적응
하지 못하며 앞서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경쟁촉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유
인체계의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문 혁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공기업 구조조정

공기업의 퇴직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기업
의 고비용 문제는 퇴직금에 그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임금과 과잉인력에도 있다.
어쩌면 공기업의 과도한 인건비지출은 공공부문의 공통적인 특징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공기업은 그 예산과 경영성과가 정부예산에 직접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 정부조직에 비해 국민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데에다 상업
성 외에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대부분 공공성을 지닌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규
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정치적 요인이 없는 한 과다한 인건비 문제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부진하여도 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이 매우 낮아 방만한 경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 내지 독과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시장원리를 철저하게 적
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경우 산업용 전력은 가정의 소비용 전
력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부실과 정부정책에 의한 가격구조
의 왜곡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생산
농가의 소득지지를 위해 국산잎담배를 국제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여도 부실한 경영성과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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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영화할 기업과 공
기업으로 계속 운영할 기업을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영화와 경영개선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11).
최근 매각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에서 다시 전개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논
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수입의 격
감과 폭발하는 재정지출 요구에 직면한 정부의 재원부족을 해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매수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과도한 외채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
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에는 공기업 매각이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공기업의 시장가치는 기계설비, 건물, 토지 등의 유형자산 외에 조
직의 효율성에도 크게 좌우된다.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지식이 부가가치 생
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효율성은 기업의 가
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과도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전후한 구조조정에서는 대규모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며 고용조정에
따른 비용에 비례하여 공기업의 시장가치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02년까지 24개의 정부투자․출자기관을 13개로 줄이고 75개의 자회사를
8개로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담배
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6대 핵심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은 민영화
대신 경영혁신을 추구한 종전의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중 외국기업 또는 국내의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상업성이 강한 기업은 민
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적인 공기업에 대해서도 민영화와 적절한
규제를 조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담
당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비용을 재정이 부담
하거나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분리해 낸 다음 기업을 민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하여 공기업 형태로 운영될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과감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국내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세계경제도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
11) 김영삼 정부는 민영화 대신 경영혁신을 내세웠으나 결국은 경영혁신도 민영화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경영혁신 방안이 공기업의 민영화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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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기업은
민영화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는다. 그러나 5대 재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대
기업 할 것 없이 취약한 재무구조와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기
업이 강력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걸친 공기업의 대량 매각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은 구매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국유재산을 바겐세일하게 될 위

험이 있다. 공기업 매각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달했던 1998년 초에 비해 지금은 외
환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으며 국제금리도 인하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
쳐 공기업 또는 공기업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기보다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흡
수능력을 감안하여 민영화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조정하고 민영화의 시기가 늦어지
는 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제고를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부터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과잉인력의 조정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1998-2000년간 19개 모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경영혁신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19개 공기업의 정원을 143,063명에서 114,250명으로 28,813명(20.1%)
줄어들게 되어 있다.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공기업부문에

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면 사회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
장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연하여 실업을 줄이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과잉고용을 방치하고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관한 한 민간기업과 공기업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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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정책과 실업대책
1. 실업대책과 경쟁력

경제구조조정은 효율성 제고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과 기업의 응급수혈
과 수술, 공공부문개혁, 그리고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경제질서
의 창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위기의
근원이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정책 논의에
서 분배와 형평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제구조조정의 경우도 예
외는 아니다. 더구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인력의 적정화와 재배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으로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혀주며 일시적
인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고 사회불안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에 긴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도
움이 된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서는 국민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 기업, 가계의 경영효율을 높이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의 국제경쟁
력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대공황을 맞아 뉴딜정책을 추진하던 1930년대에는 수요
가 부족하여 생산이 감소되고 실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댐이나 교량의 건설 등
공공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을 늘려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대량실업은 외견상 내수와 수출을 포함하는 총수요
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근본원인은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 상실에
있다.12) 경쟁국에 비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내어놓지 못한
데에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업대책은 내국인의 유효수
요 증대를 도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보다는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가격
과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실업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고
용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12) 물론 이는 정부의 재벌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등의 실패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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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과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개방적인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국내시장과 국제
시장의 구분은 사라지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기업은 국내
시장도 지킬 수 없다. <표 Ⅰ-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은 대외거래에 대한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서는 고용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극적인 생계보호나 형식
적인 교육훈련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
의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Ⅰ-2> 수출입/GNP 비율
(단위: %)
1993
1995
1997

한국
50.2
57.5
64.2

일본
14.0
15.0
16.41 )

미국
16.3
18.6
19.7

캐나다
53.2
65.1
69.4

영국
40.5
45.0
45.4

프랑스
33.2
36.8
40.1

독일
38.0
41.1
42.11 )

대만
75.0
81.2
79.51 )

주 : 1) 1996년 값
자료 : 한국은행(1998. 9), 부록 pp. 6-9.

물론 실업자와 저소득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책무
이다. 지금은 정부가 실업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노력을 거의 할 수 없
던 1960년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이전에 이미 경
제정책의 중심이 성장에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
기 때문에 복지와 재분배에 관한 국민의 욕구수준도 높아졌다. 따라서 실직자와 저
소득자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사회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누구도 그 아
래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경제성장
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어업부문이 흡수할 수 있는 잉여인력의 비중이 현
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업자 보호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13). 그러
나 실업자의 불만해소와 생계보장에 초점을 맞춘 실업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적다. 실업대책이 이러한 임시방편에만 치우치면 신속

13) 1963년 농립수산업과 광공업의 GNP 비중은 각각 43.1%와 16.2%이었다. 한편 같은 부
문의 1997년 GDP 비중은 각각 6.7%와 33.0%이었다. 경제기획원 (1980), p. 9; 한국은
행(1998, 9),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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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회복이 어려워지고 실업자의 고통이 장기화하며 재정부담도 무거워질 위험
이 높다.

2. 급증하는 실업과 정부의 대응

<표 Ⅰ-3>에 의하면 1998년 8월의 실업률은 7.4%로 총실업자의 수는 158만 명에
달하였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기 직전인 1997년 10월과 비교하면 실업률은 불과
10개월만에 무려 5.3%나 늘어났으며 실업자는 112.7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14). 설상
가상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999년 초에 실업률은
8.8%, 실업자 수는 18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5). 이렇게 되면 1998년
연말 전후의 고용여건은 1960년대 초보다도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 틀림없다1 6).
예상하지 않은 경제위기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와 저소득계층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면서 경제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대책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실업대책에 대규
모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재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재정수입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실업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농어촌, 국
방부문의 재정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것이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한 것은 실업대책비용의 조달과 고용창출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의 변
화도 고려해야 한다. 1997년 10월과 1998년 8월을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는 각각 35.1만 명 과 147.7만 명 줄어들었으며 실업자는 112.7만 명 늘어났다. 경제위기
가 없었을 경우 1997.10-1998.8 사이의 10달 동안 경제활동인구가 42만 5천명 증가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1998년 8월의 가상 경제활동인구는 2,221만 8천명, 실망실업자는 77
만 6천명,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의 합은 235만 4천명으로 가상 경제활동인구의 10.6%에
해당한다. 위에서 경제위기가 없었을 경우의 10달 동안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는
1990-1997년의 연평균증가율 44만5천명에서 1997년의 9-10월 증가분 2만 명을 뺀 값이
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98. 10), p. 19.
15) 노동연구원, 「최근 고용동향과 향후전망」, 1998. 10. 18.
16) 1963년 1960년대에 한국의 실업률은1963년의 8.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1968년에는 5%
까지 낮아졌다(1962년 이전의 실업률통계는 찾을 수 없었음). 경제개발의 성공에 따라
1970년대에 실업률은 평균 4.0%까지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3.8%, 1990-1996년
에는 평2.3%에 불과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1995), p. 761; 한국은행 (1998,9),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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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경제활동인구와 실업
(단위: 천명, %)
경제활동인구
1996.
21,188
1997. 8
21,773
1997. 10
21,793
1997. 12
21,340
1998. 2
20,760
1998. 4
21,561
1998. 6
21,712
1998. 7
21,650
1998. 8
21,442
자료: 한국은행 (1998. 9.), pp. 132-133.
한국개발연구원 (1998.10), p. 19.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20,764
21,308
21,341
20,682
19,526
20,127
20,183
19,999
19,864

425
465
451
658
1,235
1,434
1,529
1,651
1,578

2.0
2.1
2.1
3.1
5.9
6.7
7.0
7.6
7.4

<표 Ⅰ-4>에 의하면 정부는 19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직업훈련,
생활보호, 생계비보조, 실업급여, 고용안정, 실업자대부 등의 사업을 위해 8조 2,295
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1998년도의 5조 6,634억원보다 45.3%늘어난 것인데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1997년 11월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실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823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
사업 49만 명, 직업훈련 32만 명, 한시적 생활보호 57만 명, 생계비보조 13만 명, 기
존생활보호 116만 명 등 수혜인원도 엄청나다. 실업대책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간
접자본투자의 확대 등을 감안하면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지출과 수혜인원은 더욱 늘
어난다17).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계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재기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은 절실한 과제이며 실업대책이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우선적인 정책
과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업대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도
와주고 경제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국민부담에 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실업대책사업에 쏟아 붇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실업자들의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재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생산적인

지원이다.
17) 1999년도 사회간접자본투자는 12조 705억원으로 1998년 예산보다 5.0%증가하였다. 그러
나 경제위기 이전에 확정된 1998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20.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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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실업대책 예산
(단위: 억원)
1998예산
정부예산

36,405
(30,154)
10,044
(7,934)
400
(250)
3,056
(2,933)

공공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직업훈련

1999예산(안)

증 감

48,680
(37,077)
20,000
(15,000)
1,000
(500)
2,494
(2,388)

12,275
(6,923)
9,956
(7,066)
600
(250)
△562
(△550)

신규실업자대책

360

360

한시적 생활보호

2,122
(1,611)
1,472
(1,421)

4,972
(3,766)
3,682
(2,420)

생계비 보조 지원

’98 한시대책

5,160

예비비
기존 생활보호

비예산
고용보험기금

실업자 대부 등
합

계

13,791
(10,435)

-

주 요 내 용

․( )는 국고
․참가인원 45만명
․참가인원 4만명
․고용보험기금 포함 훈련인원
32만명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일반회계
지원 감축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4만명, 12 70억원)
․한시적 보호 57만명

2,850
(2,105)
2,210 ․13만명, 월15만원, 12월
(999) ․중고생학비보조 1,000억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342억원
△4,515 ․98추경에 한시적으로 반영된
일용직실업자 월동대책 및
임금채권기금 지원 등은 제외
1,000
736
․기존 생활보호 116만명
(568)

645

1,000
14,527
(11,003)

20,229
15,579

33,615
25,630

13,386
10,051

4,650

7,985

3,335

․실업급여 15,012억원
․직업훈련 5,703억원
․고용안정 4,916억원
․고용안정채권 판매자금 이월분

56,634

82,295

25,661

45.3% 증가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1998. 9. a) p. 27.

3. 실업대책의 보완과 고용확대정책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 우선 순위가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업
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독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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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지 말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상충은 민간기업 뿐만 아
니라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지연시키고 있다.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해
고를 무리하게 억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사회안전
망 구축, 실업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조화하는 적극적인 정책기
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기업에게 잉여
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구조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확
실한 길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투입하여 이를 기초로 생산
된 제품을 수출하여 외채를 갚으면서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실
업자구제를 위한 공공사업과 취로사업은 대부분 부실기업도 외면할 생산성이 낮은
투자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
하여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추진되는 정부정책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낮은 사업에 귀중한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대상사업이 제
대로 선정되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사업을 두고 예산의 배정이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느냐는 것이고, 셋째는 참가자들의 선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이고,
넷째는 정부의 기존의 사업과 균형이 취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적으로 낭비 없는 선택이고 실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일단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하나의 괜찮은 실업대책
방안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지원위주인데다 사업 자
체의 내용도 치밀하게 짜여지지 않고 단편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엄청난 낭비와 비효
율이 야기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사업을 추진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각 사업의 내용, 사업의 효과,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배정이 일률적이고 운영이 경직적이어서 본래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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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토로개설, 공원 풀 뽑기, 가로정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다른 여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재비, 설계비, 장비비 등 사업비의 내용이 각기 다
른데 예산이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되었기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하거나 예산
집행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단순노무직, 단순작업에 배정되어 참가자들 자신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일의 생산성도 매우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실업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업대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방만하게 운
영되어서는 안 된다. 실업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업자의 생활보호나 생
계지원이 공평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998-99년에 걸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 공공근로사업은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의 취로사업보다 임금이 높아 불공평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직업훈련도 실용성이 적고 형식에 치우치며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
지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도적 한계와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고용
보험과 공적부조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이러한 혼란과 낭비를 줄이고 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대책과 사
회안전망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
이는 교육과 훈련, 고용창출, 일자리와 실업자를 연결하는 정보망의 확충 등을 포함
한다. 교육훈련비는 수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
고 정보망의 확충비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담하는 것이 좋다. 사회간
접자본투자나 공공근로사업 등의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투자의 사회적 타당
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에 기초
한 사회보험급여인 실업급여 이외의 사회안전망은 실업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자보다 경
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공
한다면 형평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용보험이 일반재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더욱 충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실업자에게 단순히 교육훈련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교육
훈련비를 면제하거나 생계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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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적어도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이 수혜자의 재고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뚜
렷한 가치를 지닌다면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현행의 교육훈련은
무료인데에다 획일적으로 너그러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사회적 타당성을 검정하
기 어려우며, 실업자들은 교육훈련의 유용성보다는 수당의 매력에 이끌려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실효성 없는 교육훈련에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
오고 있는 것은 왜곡된 유인제도에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참여
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훈련비의 부담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
고 극빈자에게는 교육훈련수당보다는 생계유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비용효과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순부담이 크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실업자를 위해 사회적 순
가치가 음인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은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부담을 높이

게 된다. 실업대책이 국민경제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국민부담에 상응하는 성과
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정지출 없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경직적이
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이 투자기회를 놓치고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규제개혁은 구호에만 그치고 각종 규정을 핑계로 삼는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지
대추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대량실업의 고통을 줄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실직자의 과외교습을 불법으로 처벌하면서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어색하다. 또
한 기업이 최저임금에 묶여 실직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조세 외에
각종 준조세와 불법적․탈법적 부담을 짊어지고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는 환경에
서 창업과 고용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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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과 고용정책을 조화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
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이 시
작되어 1931년에 실업률이 16%로 올라가자 뉴딜 정책으로 실업보험, 실직자 보호
등 국영복지제도를 만들고, 대규모 댐 건설과 같은 공공토목사업, 취로사업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뉴딜정책만으로는 고용확대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1930년대 내내 실업률은 14%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미국의 실업률이 현저하게
하락하게 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인데 그것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수행을 위한 군수산업의 팽창과 모병에 따른 고용증대 때문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고용정책과 실업대책의 차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 비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소극적인 대신 근로자의 해고가
용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고 최저임금의 수준이 낮다. 또한 전반적으로 세
율이 낮고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며 노동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적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가 바로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원인이다. 근로자
의 보호장치가 미약한 경제가 더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
만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다. 실업대책으로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한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고통을 줄이
는 것은 물론 많은 경제적 이익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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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제구조조정의 경제적 부담과 속도
1. 금융구조조정과 경제적 손실의 분배

<표 Ⅰ-5>에 의하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1997-1999년에 걸쳐 64
조원의 공공자금을 금융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 중 32조 5천억 원은 성업공사
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되며 1997년
부터 1999년까지 3년에 걸쳐 투입된다. 나머지 31조 5천억 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예
금보험기금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증자지원 (17조 5천억원)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14조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성업공사
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국고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
하고 있다. 국채가 아니고 공채를 발행한 것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류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경제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표 Ⅰ-5> 금융구조조정의 자금소요(1997-1999)
(단위: 억원)
자금소요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이자부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국책은행출자

1997

1998

1999

합 계

70,000
-

205,000
175,000
90,000

50,000
50,000

325,000
175,000
140,000

500

18,000
18,000
11,500

37,2411)
40,6252)
4,000

주: 1) 1997년도 발행분 5,998억원, 1998년도 발행분 26,368억원, 1999년도 발행분 4,875억원
2) 1998년도 발행분 35,750억원, 1999년도 발행분 4,875억원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1998. 9. a, b)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구조조정
을 위해 정부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실제로 납세자들의 순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금융구조조정의 내용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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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 매우 성공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지급보다 적
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수한 부실채권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
거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은 이자
지급보다 더 많아 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국민부담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하는 64조원이 전액 순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증자는 금융기관의 지분과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금의 투입이 곧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실채권의 인수

에 투입되는 자금도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이 순재정부
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예금 대지급금의 일부
는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인수시에 부실채권의 평가가 금융기
관에 유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납세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증
자참여에서도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자원낭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부실에 따른 국민경제적 손실은 재
정손실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보다는 현저하게 크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으로 추진된 투자가 부실화되어 자원이 낭비되었다면 금융기관 외에 자기자본을 투
입한 투자자에게도 손실의 일부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더 넓게 보면 금융체계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손실은 금융기관 이해당사자들의 직접
적인 손실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금융부실에 따른 손
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은 부실여신과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이다.
금융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보면 제일 먼저 금융기관
의 주주가 주식가치 하락이나 감자를 통하여 부담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으로 부담을 져야 할 집단은 아마도 대출심사의 부실, 채권의 가치보존을 위한 사
후관리 미비, 대출 커미션의 유혹, 부당한 외압이나 정치적 유착 등의 이유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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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산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일 것이다.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대출에
관한 공식적 의사결정권을 지닌 임직원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임직원의 책임전가가 가
능한 것이지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책담당자와 감독자의 책임의 한계이다. 성실하게 업무
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잘못되거나 감독에 허점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금융부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책임에 맞게 공
정하게 분배하고 국민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관치경제를 근절하
기 위해서는 관련 공직자들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가려내고 부당하게 금융기관을
억압하여 부실여신을 강요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
다. 금융기관의 부실한 사후 감독의 틈을 이용하여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기
업에 손실을 입한 기업주나 대주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경영은 구두선에 그치고, 납세자들
은 혈세로 부도덕한 기업가들의 배를 불려주는 격이 되고 만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예금자보호의 한계와 납세자의 권익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가 무너져 예금지급 요구가 일시에 몰리게 되면 대부
분의 금융기관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할 예금은 대부
분 1997년 말을 전후하여 외환금융부문에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때 금융기관을 보호
하고 금융체계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예금자보호는 또한 부실 금융
기관을 정리할 때 예금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예금자의 경제활동과 금융기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 금융체계의 불안정에 따른 혼란의 경제적 손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금자의 보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융체계의 안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금자는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 부담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예금자도 자율과 책임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추어 정당한 몫의 투자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997년 말을
전후한 금융혼란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채권관리가 허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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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내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자들에게 투자수
익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곧 금융기관의 대량부도를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금융체계의 총체적 실패로 인하여 정부는 무제한적인 예금보장
을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급급하였고 그 와중에 납세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 안게 된 것이다1 8).
금융체계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납세자들의 몫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이나 납세자가 궁극적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금융체계의 유지․관리․감독을 소임으로 하던 공직자들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아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실대출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
는 것처럼 금융정책, 감독, 예금자보호 등 금융체계의 관리를 맡은 공직자들에 대해
서도 최소한 정책실패나 업무소홀 등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물어야 할 것이다.

2. 경제구조조정과 재정부담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기업구조조정 등은 막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그 이자는 일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의
생활보호, 고용보험금지급,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를 위한 대출 등 각종 실업대
책을 위해서는 일부 고용보험기금과 고용안정채권발행을 통하여 재원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 9).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
18) 처음에는 무제한적인 예금보호를 약속하였으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시장원리에 충실하
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의
금액과 금리에 한도가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1998년 7월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
령』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1998년 8월1일부터 예금원리금 보장범위가 축소
되고 보증보험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7월25일부터 발행되는 은행 및 증권회
사의 RP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준시점 이전에 가입한 예금, 보증보험계약,
발행된 RP는 2천년 말까지 예금보장 대상이 된다. 예금의 경우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19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하거나 입금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2천년 말 이
전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1)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
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2)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를 보장하되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1998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발
표대로 2천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원리금을 합하여
2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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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될 것인데 정부의 부담은 조세감면, 국책은행의 부채
탕감 또는 출자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표 Ⅰ-6> 국민경제와 정부예산
(단위: 조원)

GDP
재정규모1)
국채발행
통합재정수지

1997

1998(추경)

1999(예산안)

421
71.15(4.45)
0.1

429
80.76(5.18)
11.68
-21.3

446
85.79(5.22)
13.50
-22.1

주: 1) 일반회계+재정융자(순세입), ( )안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료: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1998. 9. a, b), 예산청(1998)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금융 및 기업
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큰 폭
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표 Ⅰ-6>에 의하면 정부는
1998년에 11조6,818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1999년에는 13조 5천억 원의 국채를 발
행할 예정이다. 1999년의 경우 국채발행은 통상적으로 재정규모라고 불리는 일반회
계와 재정융자 순세입의 합계액의 15.7%에 이른다. 같은 해에 통합재정수지는 1998
년보다 약간 많은 22조 1천억 원으로 GDP의 5.0%에 이를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건
전재정기조를 강조하며 세입내 세출 원칙에 비교적 충실해 온 정부가 1998년부터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산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
다. 낙관적인 전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가 2001년이나 되어야
재정적자 폭이 감소하고 재정균형의 회복은 200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20).

19) 1997년의 고용보험기금 누적조성규모는 1조 6,313억원에 불과하였으며 1998년 한해의
조성규모는 6,452억원이다 (예산기준). 예산청 (1998), p. 270.
20)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1998b),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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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조정 지연의 경제적 손실

경제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재정부담은 구조조정의 과정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실업대책과 금융구조개선에 관련된 비용이 재정적자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금융경색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실업
관련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규모가 줄어들고 성
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과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참여로 취득한 증권의 가치가 상
승하고 환금성이 개선되며 예금 대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도 용이해 질 것이다.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을 중심으로 보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정부는 조기에
적자재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의 시나리
오는 그 반대이다.
구조조정의 전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조정 속도의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등의 부담이 있지만
경제의 회생을 앞당겨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반대
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도산과 대량실업이 계속되고 국민소득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어느 전략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각 전
략의 득실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략적인 계산으로 구조조
정속도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다.
새로운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편의상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설정한 두 가지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이용하기로 한다. <표 Ⅰ-7>은 KDI
가 설정한 구조조정 속도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
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시나리오 사이의 성장률 차이이다21).
21) 1998년 10월 현재 1998년의 성장률을 -5% 이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KDI는
난 4월에 1998년의 성장률을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한 오류를 범하였다. KDI 예측의
뢰도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민간경제연구소나 IMF도 비슷한 오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KDI 예측만의 문제는 아니다. 만약 1998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망이 지난 4월에 비해 더 어두워진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성장률을 다시 전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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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신
범
전
두

KDI는 1998년 4월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1998년의 성장률은 -1%
가 될 것이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성장률은 -3%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
였다. 또 2000년 이후 두 시나리오의 예상 성장률 차이는 3%로 벌어지고 구조조정
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2-3%수준에 정체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
약하면 구조조정이 KDI의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지연되면 성장률이 2-3% 낮아지고
장기적으로도 성장률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Ⅰ-7> KDI의 두가지 구조조정 시나리오 하의 성장률
(단위: %)

신속한 구조조정
구조조정 지연

1998

1999

2000 이후

-1
-3 이하

3
-

5-6
2-3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98. 4.), pp.299-305.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성장률이 연 2.5%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국민소
득의 감소는 19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 11조원에 이른다. 국민소득감소는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속도의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소득
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편의상 경제성장을 무시하고 앞으로 매년 1999
년 불변가격으로 11조원의 소득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연 5%의 할인율을 사
용하여 그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총손실은 220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1년간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이다. 물론 성장률이나 할인율에 대한 가정을 바꾸면 현재
가치의 값이 달라지겠지만 신속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나리오 사이의 성장률 차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표 Ⅰ-7>에 기초한
계산에 의하면 신속한 구조조정의 이득이 낮게 평가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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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IMF 구제금융 이후의 재정운용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정부예산의 운영에 있어 ‘세입내 세출’ 원칙을 지킨다는 이
른바 건전재정운영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세입내 세출의 원칙은 예산에만 적용되
는 것이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4개기금 제외)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재정수지는 불균형이었다22 ).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97년 말의 국채잔액은 28.6조원으로 GNP의 6.7%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차입금 (0.8%), 국고채무부담행위 (0.8%), 정부차관 (3.7%)까지
합한 순국가채무 (정부보증채무 제외)도 GNP의 12.1%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힘입은 바 크지만 적어도 외견상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 단순한 구호
에만 그치지는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3).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
금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지구조가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있어 현 제도
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국민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24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한 뒤 20년이 되는2008년부터 본격적인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를 따르는 회계방식 때문에 당분간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보험금의 갹출에 따른 급여의무를 고려하면 현재가치로는 대규
모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77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1998
년에 7천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1995년 적자로 반전된 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 2010
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생각하지 않고 너그러운 급
여를 약속해온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세입내 세출의 건정재정기조는 안
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재정운영 여건은 1998년부터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22) 통합재정수지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1992년까지는 대부분 적자였으나
1993 이후 한동안 국민연금 덕분에 흑자를 보였다. 황성현 (1996), pp. 218-222.
23) 자료: 예산청 (1998), pp. 348-349.
24)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서는 급여를 대폭 줄이거나 기여를 높이거나 양자
를 조합하는 길밖에 없다. 참고로 현행 제도가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1년경에 최고값에 도달하였다가 2033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 국
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p 33.
- 38 -

실업자와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경상적인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
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예금자보호, 실업자보호, 중소
기업지원 등을 위한 국공채 발행, 출자전환, 부채탕감, 지급보증, 민간기업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재정부담은 1997년 말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제 한동안
적자재정의 운영은 불가피하다.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도 2006년
이나 되어야 균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국공채발행, 지급보증, 해외차입 등으로 재정기반이 급속하게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금융구조조정에서 취득한 부실채권과 금
융기관 소유지분의 처분, 세수입증대 등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행된 국공채의 상
당부분을 상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
거나 예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1997년까지의 정부부채가 경제규모에 비
해 매우 작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이 성공한 이후에는 경제가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성장이 정부채무의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의 동태적 예산제약을 분석하
면 알 수 있다. 즉, t 기의 정부채무를 B t , 이자율을 i t , 지급이자를 제외한 재정
지출을 G t, 조세수입을 T t , 국민소득을 Y t , 경제성장률을 g t 라고 하면
B t +1 -B t= i t B t +G t -T t

가 성립하고 정부채무/국민소득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조건은 ( B t +1 -B t )/B t ≤ g ,
즉
i t + ( G t -T t )/B t < g t

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이후 경제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정부채무에 대
한 이자지급 후의 재정적자( i t B t + G t-T t )가 양의 값을 가져도 경제규모에 비한
정부부채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2 5).

25) 반대로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성장률이 낮아지면 정부예산이 기초수지에서 흑자를 보여
도 ( G t -T t < 0 ) 경제규모보다 부채가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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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과도해 지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건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재정의 기초수지 흑자로 국공채를 상환
하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없다. 중단기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재
정이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좁게는 조세와 예산을 포괄하는 재정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을 통해 조세의 중립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경유착과 관치경제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부개혁을 통하여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정부, 금융, 기업 모두가 시장원리에
부합되고 투명하며 공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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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재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기강을 해이시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재정운영이 효율적
이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때
문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와 같이 공공부문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여건에서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문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속시킨다.
모든 경제행위의 본질은 선택이며 각 선택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른다. 정부의 경
제행위인 예산도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각 선택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환
경, 농촌, 교통, 복지, 문화 등 어느 것도 공짜로 제공될 수 없다. 이들 모두 더 갖
기를 원한다면 이들이 아닌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며 이들 중 어느 하
나를 더 가지려면 적어도 다른 하나를 덜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선택이 국가예산의
핵심적 내용임을 인식하면 예산편성은 결국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과정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개별부처는 소관사업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국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소관사업의 규모확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
울이는 경향이 있다.

우선순위 책정의 총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예산당국도 국익

의 최대화보다는 편의위주의 조정과 타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 예산은 정치가와 관료에 의해 수립․심의․집행된다. 예산의 규모가 확
대되는 것은 곧 정치가나 관료의 국민경제에의 개입 증대를 의미한다. 관료나 정치
가들은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외형적으로 훌륭한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현
실에서 명분은 명분으로 끝나고 명(名)과 실(實)이 상부하지 않음은 동서고금에서
관찰되는 바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많은 국민의 희생 속에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 이
유는 이러하다. 특정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은 정부의 특정 정책으로부터 얻는 이익
이 매우 크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서로 연합․합심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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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자들에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들은 후보자가 정부의 당해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로
서 어느 후보에게 표를 몰아 주고 선거자금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특정 이
익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들은 특정 이익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으
로부터 별 혜택을 얻지 못하는 동시에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그다지 큰 비용을 부
담을 하지도 않는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들은 특정 이익집단들이 원하는 정책을 옹
호․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예산은 계속 팽창되고 그 내역은 왜곡되기 일쑤이다.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일반 투자가와는 달리 관
료는 자신의 돈이 아닌 납세자의 돈을 관리하며 그 관리의 결과도 자신이 전적으로
향유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관료들의 경우 낭비적인 투자가 채택되더라도 그들의
보수나 운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리 낭비적 투자가 되더라도 많이만
하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칭찬을 받기도 한다. 시장에서 투자가의 운명
은 생산적 투자를 선택하느냐 또는 비생산적 낭비적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
게 달라지지만, 관료들의 경우 관료의 운명과 투자결정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
는 것이 보통이다.
관료들이 경제운용의 중심에 설 때 그 경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관료가 경제자원을 통제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그들의 이윤획득 대상
을 소비자에게 구하지 않고 관료에게서 구한다. 그 결과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기보다는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청탁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재화나 용
역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는 쇠퇴의 나락(奈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지 못하여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고, 국가예산은 보이는 손의 살림살이 계획서이다.국민 A의 É한 ·이나
국가사회의 기본 틀의 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정부의 역할
은 이러한 부문에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정부예산도 이러한 기본취지를 제대
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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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5년 이후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섰던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급속하게 경색되었다. 1998년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3%를 기록하
였고 1998년도 전체로는 마이너스 6%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1999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어려우리라는 경기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1997년 말 IMF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부터 고금리와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처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기업부도와 투자위축으로 산업기반과 성장잠재력이
무너지고 있으니 통화공급을 크게 늘려야 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어
느 정도의 통화공급 증가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IMF 프로그램도 적자재정과 통화증발을 통한 경기부
양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도 적
극적인 통화신용‧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부양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
니다.
일부에서는 아직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나친 통화팽창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의 강조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구조
조정 의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제는 금리가 IMF 이
전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니 더 이상의 저금리 정책은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
면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韓銀이 돈을 풀어봐야 금융권 내에서만 맴돌 뿐이라
는 주장도 있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주장이
우리 경제의 현실에 적합한지는 외환위기의 안정,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향
후 전망,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의 전망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거시경제환경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
리 경제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중․단기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자 한다. 본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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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거시경제환경과 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중요
현안인 디플레이션과 신용경색현상에 대해 분석해 본다. 제Ⅲ장에서는 거시경제정
책과 관련된 주요 논점 세 가지 - IMF 긴축 프로그램의 유용성 여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상충관계 여부, 신용경색과 통화정책의 효과 - 를 분석해 보고 제Ⅳ장
에서는 통화, 재정 및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46 -

Ⅱ. 거시경제 현황과 전망
1. 주요 거시경제지표

<표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경제의 각종 거시지표는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경기하강국면의 양상을 보여왔다. 1995년까지만 해도 전년대비(통관기준) 30%
이상 증가했던 수출이 부진해지기 시작한 것이 경기하강의 주된 요인이었다. 반도
체, 철강,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한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교역조
건이 크게 악화된 것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는데, 내수의 둔화는 [그림 Ⅱ-1]에
서 볼 수 있듯이 1996년도 경제성장에 재고 증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
이 반영해준다. 투자의 감소도 내수 둔화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설비투자의
경우 1996년 증가율이 1995년의 절반 정도인 8.2%를 기록하였다. 소비의 증가속도
또한 1995년 이후 1997년까지 7.2%에서 5.0%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1996년에는 경상수지 적
자폭이 GDP 대비 4.9%까지 커졌다.
이와 같은 국내경기의 악화는 기업부분의 매출과 채산성 악화로도 반영되는데
1996년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경기 둔화 추
세는 실업의 증가로도 반영이 되는데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은
1995년 과 1996년의 2.0%에서 1997년에는 2.6%로 증가하였다. 물론 위에서 지적된
모든 거시변수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 이후 1998년 전반기에 들어 급속
히 악화되었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서는 분야별로 외환위기 이후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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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주요 거시경제 변수(1995 -1998)
(단위: 증가율, %)
1995

1996

1998
전반기

1997

1998
1월분

3월분

6월분

9월분

국내 총생 산

8.9

7.1

5.5

-5.3

N.A

N.A

N.A

N.A

소비

7.2

6.9

3.5

-16.8

N.A

N.A

N.A

N.A

투자

11.7

7.1

-3.5

-61.7

N.A

N.A

N.A

N.A

수입*
(증 가율 )

135,119
(22.1)

150,339
(11.3)

144,616
(-3.8)

46,130

7,360.4

8,162.6

7530.0

N.A

수출*
(증 가율 )

125,058
(30.3)

129,715
(3.7)

136,614
(5.0)

67,213.9

9,466.9

11,893.9

10,931.4

N.A

경상 수지 *
적자 /흑 자

-8,507

-23,004

-8,618

21,802.2

3,069.2

3,630.4

3,240.8

N.A

국내총 생산 대비
경상 수지

-1.86

-4.75

-1.95

16.9

N.A

N.A

N.A

N.A

생 산자
물가 지수*

4.7

2.7

3.9

12

15.1

17.5

15.3

N.A

소 비자
물가 지수*

4.5

4.9

4.5

0.6

8.3

9.0

7.5

6.8

본원통화 *

16.3

-12.2

-12.5

-7.4

4.4

7.7

0.3

N.A

M2*

15.6

15.8

14.1

14.9

15.4

12.1

16.3

N.A

실업률

2.0

2.0

2.6

7.6

4.5

6.5

7.0

N.A

환율
(원/US$)

771.0

804.8

951.1

1331.8

1572.9

1378.8

1385.2

1373.6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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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GDP 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199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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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성장과 고용

1997년 2사분기와 3사분기중 경기침체로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경기는
외환위기 발행 이후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고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최악의 침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1사분기의 -3.9%에
이어 2사분기에도 -6.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상반기중 경제
성장률은 -5.3%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극도의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1998년 8월중 실업자의 수는 전년 동월대비 111만 3천명
(239.4%) 증가한 153만 8천명으로 추산되며 실업률도 전년 동월에 비해 5.3% 포인
트 증가하여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보
다 33만 1천명(1.5%)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월보다 1.9% 감소하여
실망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업의 문제는 실업률의 증가가 나타내
는 것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취업자의 수는 전년 동월대비 144만 4천명(-6.8%)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에서
는 9만 4천명(3.7%) 증가한 반면, 광공업에서 68만 5천명(-15.5%), 사회간접자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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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업에서 85만 3천명(-5.9%)으로 현격히 감소하였다.

⑵ 내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된 것은 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1사분기 -10.9%에서 2사분기 -12.2%
로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소비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득변동에 불구하고
소비를 어느 정도 균등한 수준에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민간소
비지출을 보면 국민소득의 감소율보다도 크게 감소하여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와 상반된 현상을 보여 준다. 이처럼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소득 이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 변화한 데에 원인이 있다.
우선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가계의 자산규모가 감소한 것이 소비를
위축시켰다. 금리상승과 신용경색에 따른 소비자금융의 축소도 소비 위축의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도의 소비위축은 경제활동주체들이 중장기적 소득의 증
가에 대해 항구적으로 부정적인 재평가(permanent negative shock)를 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봄에 따른 소비자심리의 위축도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전망의 불투명성, 기업부도와 정리해고에 다른 실업의 가
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미래 수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비하여 재산을 축
적하려는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증가하며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소
비는 위축이 되기 마련이다.
투자 역시 미래 경기전망이 어두운 데다가 고금리와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소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위축되었다. 2사분기 중 설비투자는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 투자(-51.2%)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운수장비투자
(-56.8%)가 모두 대폭 축소됨으로 인하여 감소율이 50%를 넘어섰다. 건설투자의
경우, 전력, 상하수도, 도시토목등에 대한 SOC투자(-13.8%)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2사분기 건물건설투자(-12.7%)가 1사분기
(-5.7%)에 비해 더욱 크게 위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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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수출입과 국제수지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힘입어 성장률 하락을 둔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던 수
출은 5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외환위기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수요감
소, 경쟁국들의 통화가치 동반하락과 수출단가하락,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 부족
등이 수출둔화의 원인이며 남미경제의 침체조짐과 미국 경제의 둔화 등이 계속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사분기 중 다각적인 수출입관련 금융지원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실질적 집행이 미진하여 금융부문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과 국제 원유
가 하락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하는 향후 수출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⑷ 물가

1998년 상반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환율 급등에 따라 1월에 137.6을 기록한 후 환
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2사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평균 128.1을 기록하였고 7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25.2로 하락
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2월의 118.2를 정점으로 하여 8월에는 117.7로 꾸준
히 하락하였다. 이처럼 물가가 비록 소폭이나마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환율안정에
따라 생산자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데다가 내수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생산물시장
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소비자 물가 하락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
다.

⑸ 통화와 금리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 1월 이후의 통화지표들은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에 따른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M2 증가율은 상승
하고 MCT 증가율은 하락하는 등의 상반되는 추세를 보였다. 예금보호대상에서 제
외되는 RP, CD,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자금이 예금보호대상인 정기예금 등 저축
성 예금으로 이동함에 따라, 총통화(M2) 증가율은 7월과 8월 중 각각 전년 동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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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9.75%와 21.1%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MCT의 증가율은 양도성정기
예금(CD) 발행이 감소하고 은행의 금전신탁이 투자신탁회사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8월중 전년 동월대비 6.6%의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는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투신사의 수신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총유동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Ⅱ-3]은 주요 금리의 추이를 보여 준다. 1997년 12월 21.29%로 급등을 시작
한 콜금리는 1998년 1월의 25.34%를 정점으로 하여 1998년 4월 21.31%, 1998년 6월
16.23%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 현재 7%대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12%대에서 등락을 지속하던 회사채 금리 역시 1997년 12월 24.31%로 급등
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98년 10월에는 9%대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
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림 Ⅱ-2] 주요 통화량 지표 추이 (1995. 1～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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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주요 금리 추이 (1996. 9～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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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환율과 국제수지

외환시장은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해외 외평채 가산
금리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한 내외금리차 역전, 수출실적의 부진, 달러보유심리의
확산 등 환율상승 요인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과 사상최고의 가용외환보유고
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1,3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수지의 경우, 7월중 경상수지가 수입감소에 힘입어 36.7억 달러 흑자를 보임
에 따라 1월～7월까지의 경상수지는 전년동기(111.2억 달러 적자)에 비해 365.9억
달러 개선된 254.7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상품수지는 수출감소(-9.6%)에도 불구
하고 수입이 더 큰 폭(-44.4%)으로 감소한 데 힘입어 39.5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의 흑자 폭이 축소된 데 기인하여 6월보다 적자폭이 확대(5
월 2.2억 달러, 6월 -0.2억 달러, 7월 -2.2억 달러)되었다. 소득수지는 대외이자지급
이 전월보다 감소하여 적자폭이 1.8억 달러로 축소되고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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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송금으로 1.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며 7월까지 21.3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또한 자본수지는 7월중 직접투자자금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발행 외화채권
의 만기 도래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9.5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정책금리의 계속된 하락과 일본의 은행부실문제 해소책의 의회 통과및
잇따른 경기부양 노력으로 일본경제가 호전될 전망을 보임에 따라 일본 엔화가 강
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엔 환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외국
인 투자심리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9월 이후 국내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금유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⑺ 경기전망2 6)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및 공공연구기관의 1998년도 및 1999년도 경기 전망
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998년도 실질 GDP 상승률의 전망치는 -6
내지 -7% 범위에 분포되고 있다. 1999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2%에서 2%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 1999년
중 실업률 예상치는 6%에서 10%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9년도 물가 상
승률의 예측치는 2%에서 5%의 사이가 대부분이다.

2. 디플레이션

[그림 Ⅱ-4]는 1995년 이후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
다.소비자 물가의 경우 총지수와 더불어 변화폭이 심한 식료품 가격 변화를 제외한
지수를 전반적인 가격수준의 지표로 볼 수 있다27 ). 식료품제외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는 2월의 정점 119.4에서 9월의 117.7까지 꾸준히 하락하였는데 하락폭은 약
1.5%이다. 특히 연초 환율 급등에 기인하여 2월에 18% 가량 상승한 생산자 물가지
26) 여기에 쓰인 수치는 KDI,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대우경제연구원, LG경제연
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전망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27) 미국의 경우 소비자 물가 총지수에서 food and energy 항목을 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
편적으로 전체 물가수준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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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가 이처
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대한 하락 압력이 상당이
크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림 Ⅱ-4] 주요 물가지수 추이 (1995. 1～1998. 9)
125

115

105

95
1995년
1월

1995년
5월

1995년
9월

1996년
1월

1996년
5월

소 비자 물 가

1996년
9월

1997년
1월

1997년
5월

소 비 자물 가 (식 료품 제 외 )

1997년
9월

1998년
1월

1998년
5월

1998년
9월

생 산 자물 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그림 Ⅱ-5]는 1990년대의 소비자물가(식료품제외) 상승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
다. 지수로만 보았을 때에 비해 근래의 물가 상승률 추이가 얼마나 평상시와 다른
가를 보여준다. 과거에 負의 물가상승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90년대의 추세 인
플레이션률을 약 5.7% (1990년 1사분기서부터 1996년 4사분기까지 평균) 정도로 잡
는다면 최근의 하락세는 추세 대비 약 8% 포인트 내외의 순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가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환율하
락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유가의 큰 폭 상승 등과 같은 비용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수요의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에 -5.3%를 기록한 실질 경제의 위축을 고려할 때 수요위축에 의한 소비자 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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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추세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림 Ⅱ-5] 분기별 물가상승률 (1990년 1분기～1998년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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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만약 물가의 하락이 순전히 수입가격의 대폭 하락 등으로 유발된다면 문제될 것
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여건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즉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문제
가 되는 것은 총수요의 빠르고 지속적인 위축이 그 원인이었을 때이다. 현재의 단
기 내수 경기전망지표들은 하나같이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나 투자 모
두 현격히 위축되고 있다. 원래 투자는 변동폭이 심한 거시변수지만, 소비는 원래
완만히 움직이는 변수이다. 소비가 상반기에 10%넘게 위축됐다는 사실은 매우 보기
드문 변화이며 이에 따라 기대되는 생산활동의 위축을 감안한다면 경기의 빠른 반
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위와 같은 총수요의 위축과 관련한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자산디플레이션 현상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그리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급속한 자산디플레이션현상이 발생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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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재무구조 건전화 시책에 맞물려 기업들의 보유자산 매각증가와 금융권의 보유
담보물 매각 등에 따라 일반적인 매각희망 자산의 물량이 급증한 반면 전반적인 소
득감축 및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수요는 감소하여 거래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
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국내기업 자산 처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인수는 몇 건에 그치고 있다.
주가의 경우 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내재가치 하락, 구조조정 지연에 실망
한 외국인 투자의 이탈이 주식가격 하락을 주도하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기
관 부실채권 담보물과 기업 부동산 매물 증가는 지가를 하락시켰고 소득 감소와 실
업자 증가 등에 따른 구매력 저하는 주택가격을 하락시켰다. 이와 같은 자산가격
하락은 일본과 같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심화시켜 금융경색 현상
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세부적으로 1997년 5월 이후 지가, 주택가, 주가 3개 부
문 중 주가의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가나 주택가의 경우는
주가보다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이 느려서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
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하락 규모는 66조원에 달하며 -54.6%의 종합주가지수 하
락률을 보이고 있다. 지가의 경우, 1992년부터 3년 동안 하락한 이후 보합세를 보이
다가 IMF 충격으로 1998년 2사분기에 9.49%의 하락을 보였다. IMF이후 실제 지가
는 20%, 일부 업무용 부동산은 최고 40%이상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28). IMF전후
실제 지가 하락률 20%를 적용할 경우 토지자산 감소액은 약 250조에 달하는데 이
는 1997년 GDP의 59%에 이르는 규모이다.
주택가격은 1991년 이후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가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1997년 11월 이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아파트)의 하락규
모는 IMF사태 이후 66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 나라 GDP의 16%에 해당하는 규
모이다. 1998년 상반기 중 큰 폭의 소비위축은 이러한 자산가격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1998년도 임금인상률(총액기준)은
10월 1일 현재 -2.8%로, 전년동기(4.4%)에 비해 7.2%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물가수
준의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가계의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8) 박재룡외 ꡔIMF 충격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과 대책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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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경색 현상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중요한 경제 현상으로 신용경색과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
난 가중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용경색에 따라 기업의 어음 부도율은 [그림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경색은 다음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자금이 금융권 내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정작 자금
을 수요로 하는 기업과 가계에는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민간부문에 공급
되는 자금도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만 집중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계차입자에 대한 신용할당과 가격할당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Ⅱ-7]은 최근 우리 나라의 MCT, 민간신용, 그리고 대출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평잔 기준)을 보여 주는데, 1998년에 들어 MCT 증가율의 둔화추세에 비해
민간신용이나 대출금 증가율의 둔화현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민간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경색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Ⅱ-8]은 민간신용 중에서도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98년 4월에 대출금/민간신용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
한 것은 정부의 대출 독려와 BIS 비율 산정 기준시점을 1997년 12월로 소급 적용
하기로 한 발표 때문이다.
[그림 Ⅱ-9]는 예금은행 국내자산 중에서 원화 대출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
의 추이를 보여 준다. 원화 대출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 크게 감소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8년 5월 이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국공채를 비롯한 유
가증권이 예금은행 국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예금은행들이 BIS 가중치가 높고 부도위험이 높은 대출비중을
줄이는 반면에 BIS 가중치가 낮고 부도위험이 낮은 국공채 보유비중을 높이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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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어음부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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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부 도 율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1998. 8.

[그림 Ⅱ-7] MCT․민간신용․대출금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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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199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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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민간신용대비 대출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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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1998.8

[그림 Ⅱ-9]

예금은행자산대비 원화대출금과 유가증권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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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1998. 8.

- 60 -

1997년
11월

1998년 1998년
1월
3월

유 가 증 권 /예 금 은 행 국 내 자 산

1998년
5월

일반적으로 신용경색의 원인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지적된다.
① 금융기관 부도 가능성으로 인해 예금이 인출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② 통화당국의 긴축적인 통화관리라는 공급요인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
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금리정책에 의해 통화당국이 고금리의 RP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신용의 비중을 더욱 위축시킨다.
③ 국제결제은행(BIS)의 적정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 금융기관 구
조조정의 기준이 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동일한 규모의 국내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BIS 가중치가 낮은 국공채를 선호하고 가중치가 높은 민간신용
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④ 기업 부도위험의 증가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자율은 낮으나 신용도가
높은 국공채나 대기업 대출을 선호하는 소위 flight to quality 현상이 나타나기 때
문이다.
위에서 열거된 네 가지 요인 중에서 ①의 요인은 정부에 의한 예금보장 조치에
힘입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동철 등(1998)은 신용증가율 둔
화가 높은 금리수준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신용에 대한 수요감소보다
는 공급의 감소가 신용경색의 주된 원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공급 요인
중에서도 ②의 요인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대폭 하락하였고 통화정책
도 다소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 차체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대출은 위축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상호간의 예금이 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②의 요인이 현재 신용경색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현재의 신용경색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③과 ④라고 할 수 있다. 즉 적정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산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보다 국공채 매
입을 선호하는 데다가 경기전망의 불투명성과 기업 현금흐름 악화로 기업 및 소비
자 신용공급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것이 신용경색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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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시경제정책 현황

<표 Ⅱ-2>는 IMF와의 주요 거시 정책 협의 내용을 보여준다. IMF는 1997년 말
한국정책당국과의 1차 합의시 큰 폭의 금리 상승을 주문하였고 그 이후 2, 3차 합
의에서도 회사채 수익률 및 콜금리를 20%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고금리정책은 환율의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주문이었다. 아울러 재정정책분
야에 있어서도 1차 합의시에는 균형 또는 소폭 적자를 주문했다가 그 이후 조금씩
적자폭의 확대를 용인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점차적인 완화는 한국경제의
위축속도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아울러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
인데 따른 결과이다.
1997년 말 이후 우리 나라의 통화정책은 IMF와의 합의를 충실히 준수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왔고 오히려 본원통화의 증가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내용보다 더욱 긴
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 각종 통화총량지표의 변화추이는 [그림 Ⅱ-2]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다. 총통화의 증가도 신용경색 현상과
맞물려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BIS 기준 충족과 자체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시중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임시적으
로 한시적인 본원통화 여유분을 활용하여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여야 하고 시중은
행들은 이를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 무역어음을 포함한 기업들에 대한 상업어음할
인 기능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IMF와 합의한 9월말 25조 4천억에 비해 부족한 약 6조 8
천억원의 본원통화 여유분을 민간에 공급하고 5대재벌 이외의 대기업 대상 무역어
음 할인재원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은행에 공
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9월 1일부터 총액한도대출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조 6천억에서 7조 6천억원으로 2조원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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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IMF와의 거시지표 합의내용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1차 합의

2차 수정합의

(97.12.4)

(98.1.8)

3%

3차 수정합의 4차 수정합의 5차 수정합의
(98.2.15)
1%
(제로 또는

1~2%

마이너스도
용인)

물가

경상수지

금리

환율

5% 이내
43억불 적자

9%

9%
80억불 흑자

(98.5.15)

(98.8.28)

-1%
(하향조정가능

-4%

)
두자리수
이내

9%

210~230억불

330~350억불

흑자

흑자

30억불 흑자

(GDP의

이자제한법

2.5%)
외환시장

14~16%수준

이미

안정시

외환시장

여유있게

인 시장

철폐하였고,

조심스럽게

안정시

하여

금리의 상승

회사채 금리

24%인

점진적인

콜금리를

용인

연평균

콜금리 인하

인하추진

지속적으로

20%수준
연평균:1300

검토
연평균:1400

1/4말:1375

1/4말:1500

13.2%

13.5%

(GDP의 1%)

연평균:1100

통화공급을

인하
-

-

-

-

통화증가율
(1/4말

9%

M3기준)
재정적자

균형 내지

(GDP 대비)

소폭 흑자

실업률

3.9%

-1.2%
적자 용인

-0.8%

(-1.75%까지

-4%

확대 가능)
4.4~4.9%

6~7%
(120~150만)

6.4%(135만)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제일 시급한 현안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크다는 점이다. 필요한 자금규모는 약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1998년 중 약 64조의 국공채발행을 계획하
고 있으며 이 중 14조원이 이미 발행되었고 50조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
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시장을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이 正道이나
재원조달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모두 소화할 여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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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인다. 따라서 국채발행에 따른 구축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상당부문 인수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1999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정지출 규모를 1998년 2회
추경예산보다 6.2% 늘어난 약 86조원으로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항목들에
대한 금액이 삭감된 대신에 SOC 투자 등의 부문에는 증액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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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
1997년 말 IMF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부터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금리와 긴축 금융‧재정정책에 대한 찬‧반 양
론이 끊이지 않았고, IMF 프로그램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선회
함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
환위기 이후 시행된 고금리와 통화긴축정책이 과연 우리 나라에 적절한 정책이었는
지의 여부, 둘째는 통화팽창과 경기부양이 과연 경제구조조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셋째는 현재와 같은 신용경색상황에서 과연 통화팽창이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다. 본 절에서는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들 논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IMF의 긴축 프로그램은 적절하였는가?

제1절에서 보았듯이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 12월 이후의 우리 나라 거시경
제정책 기조는 고금리와 통화긴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2 9).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IMF의 자금지원에 따른 조건으로 합의된 IMF 프로그램의 요구에 의
한 것이었다.
사실 통화긴축과 재정긴축은 통상 IMF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요구하는 IMF 프로
그램의 단골 메뉴다.(Boughton(1997), 이창용(1998)). 특히 1980년대에 발생한 중남
미 외채위기의 주요 원인이 방만한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통화증발에 있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IMF 프로그램이 긴축재정과 긴축통화정책에 의한 내수억제와
29) IMF 프로그램은 재정긴축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창용(1998)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기금을 감안할 경우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사실상
상당한 재정팽창을 용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물론 통합재정수지에 포함
되지 않는 재정적자 요인 중 상당부분이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나 외평기금채권의 발
행에 따른 것이어서 순수한 정부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적자에 비해서는 재정팽창의 효
과는 작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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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IMF 프로그램이 재정‧통화정책을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해 온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한 비판이 많은 국내외 학
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는 중남미와
원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옛 처방(same old belt-tightening adjustment)
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국과 같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 지나친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Sachs(1997), Feldstein(1998), 정운찬(1998)) 더
욱이 고금리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외자유입은 미미하고 경기만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금리와 긴축정책의 역할이 무엇이며 과연 바람직
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통화긴축과 고금리정책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고금리는
외자유입을 촉진하고 내국인에 의한 자본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둘째, 투자와 소비를 비롯한 국내수요를 축소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개선
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셋째, 고금리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도산시키고 기업
들이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구조조
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반면에 고금리와 통화긴축의 역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고금리는 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
켜 외채상환의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가부도위험을 높인다. 둘째, 기업도산이
만연됨에 따라 부실채권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금융정상화의 비용을 증대시킨다.
셋째, 고금리로 인해 불로소득계층이 이득을 보게 되어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된다.
넷째, 자금조달금리와 조달자금의 규모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 심
화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화긴축과 고금리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
의 적절성 여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기능이 가장 필요한지에 달려있다고 하겠
다. 물론 역기능을 고려해 볼 때 통화긴축과 고금리가 장기적인 정책기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와 긴축정책은 외환시
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고금리와 긴축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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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했는지는 여부는 외환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외환시장 안정성은 앞으로도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와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변수다.
물론 고금리정책이 과연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기대했던 외자유입은 미미하고 신용경색과
실업증가, 기업부도로 인한 경제위기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와 같은 주
장이 일리가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고금리가 외환유입을 가져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내 채권시장과 상업어
음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규
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이
별로 유입되지 않은 것은 신용위험과 외환시장 불안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금리가 해외자본의 유입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환수급과
외환시장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
왜냐 하면 고금리는 자본의 해외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외환수급에 기여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고금리는 가계와 기업 등 내국인의 환투기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억제
시키는 효과가 있다. 만일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내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금리수준이 낮았더라면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내국인들의 외환투자와 기업의 외
화부채 상환에 따른 외환수요가 급증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외환수급 불균형과 환
율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와 금융긴축은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긴 했어도 외환
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한국경제의 침체전망을 과소하게 평가하였고 이로 인
해 고금리와 긴축 금융‧재정정책이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IMF
긴축 프로그램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IMF와의 합의 내용의 변천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시지표가 1차 합의시의 3%로부터 5차 수정합의시의 -4%로
계속 하향 조정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초기처방이 지
나치게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시나리오로 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낙관적인 경기전망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조를 필요보다 지나치게 긴
축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고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 67 -

고금리와 긴축 금융‧재정 프로그램의 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미 지나간 이후 현재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아 우리 외환시장은 비교
적 빠른 기간 내에 안정되었기 때문에 긴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
평하지가 않다. 당시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이 항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일시적 현
상으로 볼 수도 있었으며 따라서 경기부양을 지연시킨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IMF의 프로그램이 외환시장 안정과 경기간의 상충관계를 감안
하여 설계된다고 할 때 만일 한국 경제가 6%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정도의 고금리와 통화긴축이 지
속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외환시장 안정과 경기부양간에 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어떤 정책이 적절한지는 어
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 외환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일렀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었더라면 좀 더 일찍
긴축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었을 것이다.

2.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정부는 9월말까지 제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마감하고 10월부터는 경기진작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거시정책기조가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으로 선회함에 따라 이제 경제 구조조정은 사실상 포
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경제이론은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떤 거시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분
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고금리와 통화긴축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고금리와
금융긴축은 부실기업의 도산을 촉진시키는 한편 기업들로 하여금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ballero와
Hammour(1994)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경기침체는 경쟁력이 낮은 부실기업을 퇴출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cleasing effect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Davis(1995)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침체와 신용경
색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68 -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이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경제의 구조조정은 기
본적으로는 미시적 현상이므로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정보의
투명성 제고, 금융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 도덕적 해이의 요인 제거 등과 같은 미시
적인 제도개혁이나 인센티브가 동원되어야 한다. 즉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서 고금
리와 긴축정책을 계속하고 경기위축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이 구조조정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은 두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우려
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경색과 경기위축을 감수하고 금융기관 퇴출과 같
은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시된다.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조
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우리는 실업의 증가를 우려하여 정리해고를 통한 기업 구조
조정 노력을 좌절시킨 예를 보았다.
사실 이번 기회는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돌아갈 때에는 신용경색과 경기위축을 가져오는 구조조정을 시행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르
더라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이루어야 하며 이에 가장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
다.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줄임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
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뿐이며 경기부양의 추진이 구조조정의 희생하에서 이루
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신용경색현상과 통화팽창의 효과

통화팽창은 신용경색으로 인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현재와 같
이 부도위험이 높은 상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을 회피하기 때문에 본원통
화 공급을 늘리더라도 금융권 내에서 맴돌 뿐이고 총수요확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이 옳은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
경색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Ⅱ장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우리 나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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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경색의 주된 원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30).
첫째, 적정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험도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보다는 가중치가 낮은 금융기관 예금 또는 국공채에 자산을
운용한다. 둘째, 경기침체와 높은 기업부도율로 인해 부도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기
업대출에 높은 위험 할증을 요구하거나 기업대출 자체를 꺼린다. 셋째, 통화당국의
고금리 RP의 제공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환수되고 민간신용의 비중이 감소한다.
이들 요인 중 최근의 금리인하와 통화팽창으로 인해 세 번째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한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시키더라도 신용경색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
다. 물론 이 경우에 통화팽창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요인이 존재하는 한 통화를 팽창시키더라도 신용경색 현
상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팽창은 경기에 제한된 효과만을
미칠 우려가 있다.
Krugman(1998c)은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으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팽창보다는 재정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일반론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명목금리가 0에 가까운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Krugman에 따르면 일본은
생산물시장을 균형시킬 수 있는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이자율
이 0보다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이다. 따
라서 일본의 경기를 균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을 균형시킬 수 있
도록 마이너스의 실질이자율을 달성해야 하는데, 명목이자율이 0보다 낮아질 수 없
는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팽창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발생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도 내수부족으로 인해 생산물시장이 초과공급상태에 있다는 점과 통화팽
창이 경기회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
경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Krugman의 논
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여 통화팽창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
30) 신용경색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조동철, 신인석, 함준호, 나동민(1998)을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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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첫째로, 명목금리가 0에 가까워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거의 없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명목금리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물론 한국의 명목금리에
는 부도위험에 대한 할증(premium)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수익률은 높으나 부도
위험이 있는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위험이 없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
다는 점에서 한국도 일종의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고전적 의미의 유동성 함정의 정의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무위험 자산인 화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것이고 고전적
의미의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 변동위험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함정을 이
처럼 광의로 해석한다 해도 한국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부도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무위험 자산으로서 국채가 존재하
며, 국채 수익률은 아직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으로서 화폐보다는 국채를
수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에 있어서 통화팽창의 경기부양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신용
경색 때문인데 이와 같은 신용경색현상의 원인이 높은 부도위험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기업대출 기피현상에도 있다.
셋째로, 일본은 채권국이고 외환보유고가 풍부하여 통화팽창을 하더라도 외환위기
의 가능성이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지나친 통화팽창과 저금리가 자본의 유출과
외환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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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거시경제정책 방향
1. 구조조정의 필요성

1997년 말에 발생한 우리 나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의 전염효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원인이 관치금융, 금융규제, 감독소홀, 도덕적 해이, 과다차입, 과잉투자 등의 미시
적 구조요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다. (Bergsten(1997), Fischer(1997), Greenspan(1997), Jwa and Huh(1998),
Krugman(1997, 1998), Montes(1998), 김동원(1998), 박대근‧이창용(1998)) 즉 외화유
동성 부족과 환율상승이라는 거시적 현상은 미시적 원인에 의해 초래된 증상에 불
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치료와 함께 근본
적인 병의 원인의 제거가 병행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요구된 IMF의 프로그램이 경제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두 개의 축
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환위기 초기에 처방되었던 고금리와 통
화긴축과 같은 거시적 정책수단은 외환위기라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
선, 정보의 투명성 제고, 금융규제 완화와 감독 강화, 도덕적 해이의 요인 제거 등
을 포함한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구조조정이 신용경색, 기업부도, 투자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구조조정
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앞으로 제2, 제3
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로, 이번 기회가 경제구조조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라는 점이다.
사실 구조조정은 신용경색, 기업부도,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등 정치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 동안 국내외 경제학자들에 의해 우리가 금
융기관이나 기업의 문제점들이 빈번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실
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제는 외환위기로 인
해 우리 나라의 구조문제가 더 이상 국내 문제로 고립되어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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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IMF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구조조정에 따른 정치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구조조정은 우리나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라도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제Ⅲ장에서 논의되었듯이 구조조
정을 위해서 일부러 경기를 침체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
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소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부양 목표가
구조조정의 추구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경기부양을 위
해 구조조정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방향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현재 재벌기업과 정부간에 빅딜(big deal)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마치 재벌 빅딜이 기업구조조정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재벌 빅딜은 사실상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사된
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며, 실패할 경우에는 마치 한국 구조조정의 실패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규모에 상한 설
정, 기업부채비율에 따른 이자율의 차등적용,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제한, 정보의 투
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과 같은 제도적 또는 미시적
인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해야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의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에 관련된 부담 및 systemic risk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
입이 보편적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 경우 기본적인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될 사항이다.
둘째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관치경제가 근래의 어려움을 불러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Jwa and Huh(1998)). 과거 30여년 동안 시장보
다 우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자원배분 결정을 주도했던 관료들이 그
러한 관치경제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사자들이 구조조정과 시장경제
의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거의 관치경제 운영을 담당했던 관료들이
나 관치경제 하에서 생존을 도모해 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발상과 행태가 하루 아
침에 시장경제에 맞게 전환될 수 있는가는 의문시된다. 작금에 단기적인 구조조정
- 73 -

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발상과 행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과 관
련하여 기본적인 incentive system이 바뀌지 않는 한 명령에 의한 조정은 매우 피
상적인 변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짧은 시한을 정해놓고 가시
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과연 어떠한 제도적 틀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하
여 바람직한가를 토의하여 방향을 결정한 후 그러한 새 틀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면, 다시말해 새로운 경제질서가 오래 동안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
켜야 할 게임의 규칙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credibility)가 심어진다면 진정 바람직
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긴축을 할 것이지 또는 팽창을 할 것인지의 기조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와 “양”의 선택도 중요하다. 언제 얼마만큼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그 때 그 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정책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외환시장
을 안정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로써 불가피한 정책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외환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 특히 단기외채의 만기연장협상이 마
무리되고 외평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이후에도 고금리와 통화긴축이 지속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외환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워도 어느 정도 외환수급상황은 개선된 반면에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마이너스의 성장을 하는 등 경기위축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비롯
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경기회복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화팽창을 할 것인가인데 이는 통화팽창이 가져 올 문제점
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팽창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로는 인플
레이션과 외환시장 불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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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수요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나친 통화팽창은 외환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통화팽창과 재정팽창
은 모두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또한 통화팽창에 따른 국내금리 하락과 자금공급 증가는 내국인의 외국채권 투자와
기업의 외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외환수급 불균형과
원화 절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중에서 원화 절하는 통화위기(currency crisis)와 같이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등
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화의 절하를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 굳이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절하되는 것은 수출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
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이 위험도가 낮은 투자대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환수급의 불균
형은 기대와 투자심리의 변화를 가져와 원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을 재연시킬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1999년 외환수급 시나리오에3 1) 따르면 외환수급상
황은 결코 낙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통화팽창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통화팽창을 하되 급격한 팽창보다는 외환시장의 반응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도를 고려해 가면서 점진적인 팽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협력체
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경기부양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주장
해야 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목
소리를 높여야 한다. 셋째, 통화팽창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위주의 편중여신이 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화팽창이
나 여신팽창이 재벌의 빅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부적당하다.
통화팽창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
지만 무엇보다도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경색 현상의 완
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1) 매일경제신문 1998년 9월 8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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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정지원을 통해 은행이 조속히 “clean bank"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은 일종의 이전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자체
로도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지만, 은행의 대출과 신용창조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른
통화공급 증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은행여신의 위험도에 따른 가산금리(spread)의 차등화를 본격적으로 도입
하고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
다. 즉 부도위험에 대해 금융기관이 양적인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뿐만 아니라
가격할당(price rationing)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지나친 위험할
증은 역선택(moral hazard)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차입자로서도 신용에 대한 부정적 신호(negative signal)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금공급의 중단으로 도산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더
낳은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대해 규제할 것
이 아니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를 선택하고 차등화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경색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
더라도 신용경색 현상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어도 은행의 대출은 이전보다 신중해질 것이고
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용경색 현상의 지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공채가 대량으
로 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민간여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신
용위험도가 높은 상태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대출을 확장시키도록 강요하는 것
은 또 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경색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의욕이 감퇴된 상태에서
자금공급 증가가 투자수요의 크게 증가시키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기
적으로 통화팽창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보다는 소비와 수
출을 통한 총수요증가에 초점을 둔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본원통화 여유분을 총액한도대출 확대 특히 무역금융의 확대를 위해 사용
할 필요가 있다. 무역금융 확대는 직접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나타날 것이며
수출을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총액대출의 확대
는 정책금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원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이
런 점에서는 국공채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용경색현

- 76 -

상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공채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정책수단보다는 선별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
다고 하겠다. 신용경색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소비자 금융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될
경우 경기부양을 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재정정책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신용경색 현상으로 인해 통화팽창의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환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큰 폭의 통화팽
창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안정과 통화팽창뿐만
아니라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반영하여 1999년도 정부
예산은 적자재정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적자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자. 원론적으로 볼 때 조세
증가를 초과하는 재정지출의 증가는 생산물시장에서의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에 의해 충당
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축소시켜 투자를 비롯한
민간수요를 구축시킬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대출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간
에 맴돌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국공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민간신용
을 별로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적정 자본비
율유지의 유인이 높고 기업의 부도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할 경
우 예금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보유 회사채와 대출금을 국공채 매입으로 전환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당한 구축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구축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승과 신용경색의 정도를 보아
가며 국공채 공급분의 일부를 통화증발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 안동규(1998)의
추정에 따르면 1998년 10월 이후의 국공채 발행물량은 22조 3,808억원이고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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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에 의한 국공채 매수여력은 13조 3,000억원으로 약 5조 808억원의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9월말 현재의 본원통화가 IMF와 합의된 4사분기 본원통화 예시목표
에 비해 약 6조 8,000억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부족분을 메움으로써
구축효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출의 대상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지출 중 소비지출이
나 투자지출이 모두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침체가 민
간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산업기반을 와해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지출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수 있
는 투자지출을 늘리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관련 지출도 가능하면
생산적인 지출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 구조조정용 공채발행의 원금상환에 다르는 재정부담까지를 고려한
다면 재정적자 규모가 통합재정수지에 의해 측정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
음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재정적자의 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
조조정을 위한 국공채발행은 재정지출 증가나 조세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은 이전지출
(transfer)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지출이 어느 정도로 경기팽창 효과가 있는지의 다
음과 같은 요인에 달려 있다.
첫째, 이전지출은 그 자체가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가 아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이 어느 정도로 생산물에 대한 최초의 수요로 나타나는
지가 문제다.
둘째로, 재원조달수단으로서 국공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세금부담
의 증가를 의미한다. 평생소득가설이나 항상소득가설과 같은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
로 하는 소비이론에 의하면 미래 세금부담의 증가가 예상될 경우 미래 소비뿐만 아
니라 현재 소비도 감소한다. 따라서 이전지출에 따른 수요증가에 비해 소비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크다면 구조조정을 위한 적자재정은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할 수
도 있다.
셋째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경색 현상이 완화되고 이에 따
라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증대될 경우 이는 통화공급의 증가와 같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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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지게 된다.

4. 환율정책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외환위기의 표면적인 현상은 외환보유고
고갈로 나타났으므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정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
가 있다. 한국은행은 1997년 중 외환시장에서 주로 달러화 매입개입을 하였다. 이
중에서 11월에 외환보유고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금융기관의 외화부도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의 외환보유고의 사용은 원화의 급격
한 절하를 방지하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개입은 1996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에 이어 1997년 1사분기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막기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6년의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
로 볼 수도 있었으며 실질실효환율지수 등을 통해서 볼 때 원화의 고평가 정도도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국내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임금상승을 가져와 경
상수지 개선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정착되어 가는
물가안정기조에 위협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셋째,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환차손과 외채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위에서 든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상황판단과 관련된 문제다. 즉, 경상수
지 적자폭 확대가 일시적 현상인지 또는 구조적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개입
의 타당성 여부가 판단되는데, 만일 1996년의 적자폭 확대가 일시적이었다면 원화
의 지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잘못이었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6년과
1997년 상반기 환율정책의 문제점은 두 번째 이유에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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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김영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목표의 하나였고, 따라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환율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큰 영향력을 미치
고 있었다.
환율을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화론자들의 아이디어다.
특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환율을 이용하여 진정시키는 정책을 환율을 이용한 안정
화정책(exchange rate based stabilization policy)이라 하는데, 1970년대 남미 3국,
1990년대 멕시코를 비롯하여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채
택되었었다. 이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시행 초기에는 물가안정에
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국화폐의 고평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외환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나라는 의도적으로
환율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인 고려가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외환수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원화가치 하락을 막는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했음에는 틀림이 없다. 결국 멕
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실패경험을 他山之石으로만 여겼던 잘못을 범했다
고 할 수 있다.
향후의 환율정책은 환율이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는 곧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가능하다면 개입하지 않고
외환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어 국제거래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선물환시장이 충분한 거래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여 환위험
을 커버(cover)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선물환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는 통화선물이나 옵션의 도입을 검토하고,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외환의 유출입
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번 외환위기는 환율의 주된 역할
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국제수지의 균형에 두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5. 자본자유화와 외환시장 안정대책

한국은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는 구제금융을 지원한 IMF와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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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미 채권시장
과 기업어음(CP)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다른 단기금융시장도 조기에 개방될
예정이다. 이처럼 단기금융시장이 개방되면 핫머니에 의해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하반기만 해도 주식시장 이외의 금융시장의 개
방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따라서 핫머니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1997년의 한국의 외환위기도 핫머니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도 개방된 만큼 핫머니에 의한 외환위
기나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2년의 유럽 통화위기 이후 핫머니에 의한 외환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낳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나친 단기자본의 이동은 외환
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안이 토빈세(Tobin tax)다. 토빈세란 외환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약
간의 세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금은 장기적인 투자자금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
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자주 국경을 들락거리는 핫머니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토빈세의 발상이다. 그런데, 토빈세는 한 나라가 단독으로 실시해
서는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토빈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옮겨서 외환거래
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빈세가 범세계적인 제도로 채택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한편 1998년 9월까지만 해도 자본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 오던 미국을 비
롯한 선진국과 IMF 등 국제기구들도 Long Term Capital Management사 사태(9월
23일) 이후의 선진국 금융시장의 동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에 따라 10월 이후 최소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는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규제방안으로는 헷지펀드에 대한 규제와 국
제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을 들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헷지펀드에 규제 방안으
로는 투자내역 정보공개요구, 금융기관의 헷지펀드 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차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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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은 역외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Soros는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할 국제신용보험공사의 설립을 제
안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IMF, IBRD, BIS의 금융감독 부서를 분리‧통합하여 새로
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발족할 것을 제안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제안들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 이
전까지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핫머니에 의한 금융시장교
란을 막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운용하여 핫머니가 준동
할 수 있는 헛점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기초여건이 항상 견실할 수
만은 없으므로, 핫머니의 투기적 공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칠레의 무이자지급준비예치제도와 같이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내 금융기관에 장기예
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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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자산가격 디플
레이션과 신용경색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의 증상마저 나타나고 있으며, 통화와 재정긴축이
지속되는 한 1999년에도 마이너스의 성장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위축이 된 반면에 외환수급 여건은 낙관은 금물
이라 하더라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IMF 프로그램과 정부의 경제정
책기조가 긴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부양책
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본고는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의 거시경제 추
이를 분석하는 한편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
여 향후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팽창은 외환수급 상황을 보
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인해 통화팽창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것으로 우려
된다.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신용경색의 주된 원인이 구조
조정 추진과 부도위험 증가에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신용경색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이행과 총수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화팽창과 더불어 재정
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지출을 늘
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미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국공채를 발행하였고 앞으
로도 발행할 계획인 만큼 정부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와 함께 이자율
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경색과 국공채 발행량의 급증을 고려해 볼 때 통화팽창은 일반적인 통화공급
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구축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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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본원통화 공급 여유분을 국공채인수, 무역
금융 공급, 소비자금융 공급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직 하다.
이와 같이 향후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조정이 경기부양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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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수년 동안 조세정책과 예산정책을 포괄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두고 그
비효율성과 불공평성 및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
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그 개혁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들과 재정
정책 담당자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초래하게 된 작금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장기적인 개혁의
방향에 배치되는 재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그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재
원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는 동안,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책당국의 인식에 기인한다. 실업대책
및 금융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채 및 공채 발행의 급격한 증대와 다양한 새로
운 세목의 신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외에도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의 확대 등 각종 정책수단이 그
효과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임기응변적 남용이 장기적 재정운용의 방향과 배치되어 추진
되는 것과는 별도로 단기적․중기적 경제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극히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정부 출범이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재정정책의 내용
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평가를 내리고, 현
재와 같이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시기의 단기정책이 바람직한 장기적 개혁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재정정책의 특징을
재정기조와 거시경제적 효과간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개관하고 IMF 경제위기와 더
불어 출범한 신정부의 재정정책의 내용을 예산정책, 조세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실업
대책 포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Ⅲ장은 현재의 구
조조정과 무관하게 우리 재정정책의 바람직한 장기적 방향을 역시 예산정책, 조세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Ⅳ장은 Ⅱ장에서 살펴본 신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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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이 Ⅲ장에서 제시한 재정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를 살
펴보고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하의 구조조정기에 적절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멕시코
의 IMF구제금융 극복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은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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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재정의 특징과 신정부의 재정정책
1. 한국재정의 특징
가. 재정기조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수립이후 지난 50년간
세입내 세출이라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
전재정기조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측면이 있다. 더
구나 지금까지의 재정기조가 경제안정화에 기여한 바는 실제로 크지 않았고 그 대
신 금융부문의 낙후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즉, 그동안 일반회계
위주의 재정운영으로 외형상의 건전성에 집착한 결과 실제로 재정의 경제안정화기
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세입내 세출이라는 재정기조하에서 성장드
라이브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주로 금융부문에서 조달하였고 이로부터 정책금융의
비중이 지나치게 증대하게 되었다. 결국 정책금융의 지나친 확대는 우리의 금융산
업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고 나아가 간접통화관리 방식이 정착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과거 20여년 간의 재정기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 한국의 재정운용
이 경제의 안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가 아
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재량적 재정기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재정충격지표
(FI: Fiscal Impulse Indicator)의 추이를 GNP Gap과 비교함으로써 재정운용이 경
기동행적인가 경기역행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32 ). 조윤제․박종규(1994)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의 재정운용은 경기동행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1990
년대 이후에는 연속적으로 재정기조가 경기동행적이어서 경기변동폭을 크게 하였
다33). 또한, 7개년 이상에 걸쳐서는 정책의도는 경기역행적이었지만 실제의 재정기
32) FI는 재정기조가 팽창으로 선회할 때에는 플러스의 값을 나타내는 한편 긴축으로 선회
할 때에는 마이너스의 값을 나타내도록 정의되어 있음. GNP 갭은 부호가 플러스이면
경기과열을 의미하고 마이너스이면 경기위축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충격지표가 플러스
이면 팽창적 재정기조를 의미하고 마이너스이면 긴축적 재정기조를 의미하므로 GNP
갭과 재정충격지표는 서로 반대방향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GNP 갭
과 재정팽창지수의 부호가 반대일 때의 재정운용을 경기역행적, 양자의 부호가 같을 때
의 재정운용을 경기동행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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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이와는 달리 경기동행적이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일반회계 중심
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중 기금의 운용 등이 재정정책기조와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정이 경제안정화에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거시적인 문제점뿐만 아니
라 미시적으로도 재정구조는 투자성지출 보다는 소비성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컸
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표 Ⅲ-1>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OECD국가가 정부지
출에서 소비성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미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소
비성지출의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재정의
국민소득증대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재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재정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표 Ⅲ
-2>에서 보듯이 우리의 지방재정은 순계기준으로 20%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시
대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기능 및 재정조정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
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복지기능 중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다.

33) 조윤제․박종규,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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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OECD국가의 정부지출 중 소비지출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0

1996

Australia

51.1

52.5

46.6

45.3

Austria

**

38.0

36.9

36.3

Belgium

31.4

30.0

25.8

26.9

Canada

52.8

47.4

42.5

40.5

Czech Republic

**

**

**

42.6

Denmark

**

46.9

42.7

40.3

Finland

47.6

45.9

45.1

37.0

France

37.1

38.6

35.2

34.5

Germany

40.4

41.3

39.7

39.7

Greece

56.3

53.6

43.0

35.8

Hungary

**

**

**

**

Iceland

**

49.6

48.0

52.9

Ireland

**

**

35.6

37.8

Italy

**

34.3

31.5

30.2

Japan

38.9

30.6

28.2

26.8

Luxemburg
Mexico

**
**

**
**

**
**

**
**

Netherlands

**

29.0

25.1

26.5

New Zealand

**

**

**

**

Norway

29.9

41.1

40.4

42.6

Poland

**

**

**

**

Portugal

**

**

35.5

38.5

Spain

**

**

35.7

35.5

Sweden

**

47.0

44.8

40.1

Switzerland

**

**

32.4

28.6

Turkey

**

**

**

**

United Kingdom

45.3

48.1

48.3

47.8

United States
KOREA

58.1
86.0

51.0
60.4

48.1
55.8

46.0
49.2

자료: National Account, OECD: http:\www.oecd.org\puma\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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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중앙정부세출과 지방정부세출
(단위: 십억원, %)

연도

중앙정부세출
총계

1985

970.9(66.45)

288.1(22.88)

1,259.0(6.83)

18,443.1

1986

1,200.1(66.13)

354.0(22.78)

1,554.1(7.89)

19,700.5

1987

1,533.7(67.01)

443.1(22.42)

1,976.8(8.94)

22,118.3

1988

1,936.7(67.29)

560.2(22.44)

2,496.9(9.62)

25,957.6

1989

2,521.7(67.92)

707.2(21.90)

3,229.9(9.99)

32,325.6

1990

3,259.8(66.64)

856.2(20.80)

4,116.0(9.77)

42,139.1

1991

4,154.4(67.83)

1,325.1(24.18)

5,479.5(1054)

51,991.1

1992

4,589.6(69.10)

1,398.4(23.35)

5,988.0(9.94)

60,257.0

1993

5,015.1(67.12)

1,534.0(23.42)

6,549.1(10.18)

64,308.4

1994

6,298.1(67.82)

2,248.5(26.31)

8,546.6(10.89)

78,549.4

1995

7,443.8(69.20)

1,776.8(19.27)

9,220.6(10.20)

90,478.2

1996

8,566.2(46.48)

3371.0(28.24)

11,937.2(11.11)

107,474.8

연평균
증가율

21.96

28.40

22.99

18.66

지방정부세출 순계 일반정부세출 순계

총세출

주: 1) 사회복지지출=보건+사회보장 및 복지 기준
2) 중복 계산분을 지방정부에서 차감한 순계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7.

나. 과거 재정정책의 평가

IMF체제하에서 적자재정운용이 불가피한 현시점에서는 과거 우리 재정운용의 거
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재정운용의 거시경제
적 효과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많지 않지만 주로 리카르도 동등가설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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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출구조의 거시경제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리카르도 동등정리가 성립하는 가에 대한 연구결과로부터는 아직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데 비해, 한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대체로 리카르도 동등정리가 성립하
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Evans(1988)에서는 1953-1983년의 한국자료에 신고전학
파 모형을 적용하여 재정적자가 민간소비, 투자, 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택수(1993)의 경우 공적분 검정을
이용하여 GDP, 소비, 투자, 정부지출, 민간저축, 국공채 잔액 등이 포함된 모형에서
대체로 리카르도 동등정리가 성립함을 보였다. 조하현(1996)과 박하섭․최종수
(1997)역시 최근 2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입증한 바 있다. 다만
박종구(1995)의 연구에서만 민간소비에 재정적자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함으
로써 리카르도 동등정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리카르도 동등정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그 정리가 갖는 함축적 의미가 중요하다. 즉, 리카르도의 동등정리는 적
자의 크기나 재원조달방법보다는 세율구조 변화, 정부지출 구성변화 등 재정정책의
실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지출 구성 면에서는 정부의 소
비지출보다는 정부의 투자지출이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 투자와 산출량 증가효과
가 큰 것으로 그동안의 연구결과 밝혀진 바 있다(<표 Ⅲ-3> 참조). 김성순(1993)에
서는 기능적 분류에 따른 부문별 정부지출이 산출량, 물가, 통화량 등에 미치는 효
과를 VAR 모형으로 추정하여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
종건(1996)은 1971-1994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공공자본은
민간 생산활동을 촉진하며 1990년대에 들어 민간자본의 보완재 역할을 하기 시작했
다는 점을 보였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따라서 우리의 경우 단순히 재정적자의 크
기나 재원조달방법보다는 조세구조나 정부지출의 구성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의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도록 정부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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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경상지출 대비 자본지출 추이
(단위: 십억원, %)
경상지출

자본지출

총세출

GDP

구 분
경상지출

대GDP비중 자본지출

대GDP비중

총세출

대GDP비중

GDP

GDP증감율
*

1972

516

12.21

121

2.87

637

15.12

4,211.9

1973

557

10.27

113

2.08

671

12.38

5,421.5

28.72

1974

878

11.46

130

1.70

1,008

13.15

7,663.7

41.36

1975

1,246

12.10

185

1.80

1,432

13.91

10,295.5

34.34

1976

1,757

12.47

244

1.73

2,001

14.20

14,088.0

36.84

1977

2,319

12.84

418

2.31

2,737

15.15

18,063.3

28.22

1978

3,175

13.02

530

2.17

3,705

15.19

24,388.2

35.02

1979

4,454

14.19

727

2.32

5,182

16.51

31,393.4

28.72

1980

5,122

13.43

1,387

3.64

6,510

17.06

38,148.4

21.52

1981

6,525

13.70

1,651

3.46

8,176

17.16

47,656.7

24.92

1982

8,003

14.63

2,096

3.83

10,099

18.46

54,721.0

14.82

1983

9,144

14.24

1,536

2.40

10,681

16.64

64,196.5

17.32

1984

10,212

13.87

1,661

2.26

11,874

16.13

73,605.1

14.66

1985

11,523

14.04

1,813

2.21

13,336

16.25

82,062.1

11.49

1986

12,829

13.40

2,119

2.21

14,948

15.61

95,736.4

16.66

1987

14,324

12.77

2,618

2.33

16,943

15.11

112,130.3

17.12

1988

16,746

12.58

2,707

2.03

19,453

14.61

133,134.2

18.73

1989

20,024

13.42

3,751

2.51

23,766

15.93

149,164.7

12.04

1990

24,648

13.73

4,355

2.43

29,004

16.15

179,539.0

20.37

1991

29,967

13.90

5,651

2.62

35,618

16.51

215734.0

20.16

1992

35,435

14.74

5,340

2.22

40,776

16.96

240,392.2

11.43

1993

39,062

14.62

5,948

2.23

45,010

16.85

267,146.0

11.13

1994

45,716

14.94

8,170

2.67

53,886

17.61

305,970.5

14.53

1995

49,061

13.94

12,012

3.41

61,072

17.35

351,974.7

15.04

1996

55,213

14.16

16,103

4.13

71,316

18.29

389,813.4

10.7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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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정부의 예산정책

“어려운 오늘에서 밝은 내일을 여는 실천과제”라는 부제(副題)하에 제시된 「국민
의 정부」국정과제는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으로 지난 6월에 발
표되었다34). 이 보고서는 2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했던 새 정부 100대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과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297개의 중과제(中課題)와 세부실
천사항을 명시한 910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재정․예산부문의 개혁은 39번째 대과제로 “정부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
록”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3개의 중과제와 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Ⅲ-4> 참조). 첫 번째 중과제인 예산운영의 생산성 제고방안은 먼저 인천국제
공항 등 30대 중점관리사업35)의 점검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수혜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해 나
간다는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예산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 성과급이나 원하는
사업비로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하였
다36). 더욱이 재정사업 중 청사관리, 전산운영 등 96개 사업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또는 외부발주를 추진하여 재정사업의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을 확대한다는 것
이다.
두 번째 중과제는 예산제도의 자율성․신축성 확대이다. 현재 5,381개의 세세항과
46개의 목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항목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집행과정
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을 실천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총액편성 대
상사업을 확대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제도를
확대하여 공사부실 방지 및 민간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이월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도 기대하고 있다.

34)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1998. 6.)
35)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1998. 6.) 참조.
36) 1999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절약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는 개인별 지급한도를 기본급의
200%에서 5,000만원 이내로,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사업별 1,000만원에서 5억원 이내
로 확대하는 것임. 또한 출장비나 인쇄비 등을 절약하는 경우에도 절약액의 30%에서
50%로, 정원이 축소되면 절약 인건비의 100%에서 200%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기획예
산위원회․예산청(1998.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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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국민의 정부」국정과제 중 재정․예산개혁 부문
과제명

조치시한

주관기관

39-1-1 30대 중점관리사업 점검 및 효율화방안 수립

98상

기획예산위(중기재정과)

39-1-2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98상

기획예산위(재정기획과)

39-1-3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 확대방안 마련

98하

기획예산위(재정1팀)

39. 재정지출은 반드시 성과를 얻도록
39-1 예산운영 생산성 제고방안 적극 추진

39-2 예산제도의 자율성․신축성 확대
39-2-1 예산과목체계의 단순화

98하

39-2-2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의 활성화

계 속

39-2-3 예산이월제도의 개선

99하

기획예산위(정부개혁실)
,
예산청(예산총괄과)
기획예산위(정부개혁실)
,
예산청(예산총괄과)
기획예산위(정부개혁실)
,
예산청(예산총괄과)

39-3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39-3-1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계 속

39-3-2 특별회계․기금 정비

계 속

기획예산위(재정협력과)
,
예산청(예산총괄과)
기획예산위(정부개혁실)
,
예산청(예산관리과)

자료：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1998. 6)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재정․예산부문 개혁의 마지막 중과제로 제시하고, 첫
번째 실천과제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또한 복잡다기한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각종 공단, 협회 등 기금관련단체의 경영혁신을 추
진하며,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운용계획에 대해 국무회의나 대통
령 승인을 받지 않는 기금도 일정한 기준을 세워 동법 적용대상으로 흡수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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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개혁방향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개혁 및 행정개혁의 주무부서로서 재정운영 및 예산개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3일에는 「국민과 함
께 하는 국가경영혁신」이라는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해 재정운영과 예산정책의 골
격을 제시하였고37), 5월 6일의 「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38). 또한 최근에 국정개혁 공동모임을 통해 알려진 공공부문의 개
혁현황 분석자료에서도 재정개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3 9).
<표 Ⅲ-5>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중인 재정개혁과제의 추진현황과 자체평
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5>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개혁과제 및 추진현황평가
과제명

추진상황

―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추진 중 또는 1차 사업완료 후 2차사업 추진예정

―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검토중 또는 추진예정

―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완료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검토중 또는 추진예정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추진 중 또는 1차 사업완료 후 2차사업 추진예정

― 탄력적 재정운영제도 도입

추진완료

―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검토중 또는 추진예정

자료：서원석(1998. 10.)

기획예산위원회가 발굴․추진중인 재정개혁과제는 앞에서 살펴본「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개혁과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과제가
37) 기획예산위원회,『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경영혁신 (대통령 업무보고)』, 1998. 4. 13.
38) 기획예산위원회,『새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자료)』, 1998. 5. 6.
39) 서원석,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 『국정개혁 대토론회 ―「제2의 건국」
개혁 프로그램 우선 순위 결정』, 국정개혁 공동모임,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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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완)되어 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 그리고 다년도 예
산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회계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된 복식부기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정부가 보
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현행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관행이 근시안적 행정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
고,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예산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을
대상으로 재원이 중기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나.「DJno mics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 나타난 재정개혁방향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지난 9월에 편저(編著)된 「국민의 정부」
경제 청사진이라는 「DJnomics -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에서도 「작지만 봉사
하는 효율적인 정부」라는 제목 아래 「결과 지향형 예산」, 「예산의 효율성 제
고」,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라는 세 개의 재정지출구조 개혁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방향은 앞에서 살펴 본 「국민의 정부」국정과제나 기획예산위원회
의 재정개혁방향과 다르지 않고, 다만 세출구조의 분야별 추진과제가 추가되어 있
다.
먼저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는 투자여부의 결정에 타당성 검토를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제도 및 국고채무 부담행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기
준을 명료화하여 경쟁촉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재정 분야는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구조조정, 재정안정화 도모, 경영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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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예산

결과지향형 예산
․예산항목 개편
․신축적 예산운영
․중기재정 활성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
․사업타당성 검토
․지출우선순위 확립
․분야별 효율적 집행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기금제도 개혁
․발생주의 회계 도입
․예․결산 연계강화

자료：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편), (1998. 9.)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자율화와 분권화를 추진하고 교원의
인센티브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높이고 인건비 등 경상비에 해당하는 운영유
지비 비중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두며, 농업 투융자는 신규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이
미 시행중인 사업을 조기완공하고, 사업추진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
할 계획이다.

다. 1999년 예산안의 내용4 0)

1999년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85.8조원으로 98년보다

40) 본 연구는 199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행되었기에 정부예산(안)을 대상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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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6.2% 증가되었다. 일반회계는 98년 75.6조원에서 6.6% 증가한 80.6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조세수입은 62.4조원으로 98년보다 3.1조원 증가하고 국채발행규모는
98년 11.7조원에서 13.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재정융자 특별회계(순세입)는 5.2
조원으로 98년보다 400억원 증가되었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 및 기
타 21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98년 121.3조원 수준에서 4.3% 증가한
126.5조에 이른다.

<표 Ⅲ-6> 1999년 예산(안) 규모
(억원, %)
‘98 豫算
- 一般會計

증가율

‘99 豫算(案)

증가액

증가율

755,829

11.8

805,700

49,871

6.6

․조세수입

592,569

△7.5

623,733

31,164

5.3

․세외수입

46,442

31.0

46,967

525

1.1

․국채발행

116,818

순증

135,000

18,182

15.6

51,800

35.5

52,200

400

0.8

807,629

13.1

857,900

50,271

6.2

- 財政融資(純歲入)
財 政 規 模

‘98豫算

증가율

807,629

13.1

857,900

50,271

6.2

計

405,523

1.3

406,976

1,453

0.4

計

1,213,152

8.9

1,264,876

51,724

4.3

․一般會計+財特(純歲入)
․特

別
合

會

1)

’99豫算(案)

증가액 증가율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제외한 21개 특별회계

내년의 세출규모는 85.8조원으로서 금년대비 5조원이 증가되었으나 지출 우선 순
위가 높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비 등의 지원은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농어촌, 교육, 국방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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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1999년 예산(안)의 부문별 내역

(억원)
구

분

’98예산

’99 예산(안)

ㅇ 금융구조조정

36,000

77,866

․ 2.2배,

ㅇ 실업자보호

56,634

82,295

․ 45.3%, 2.6조원 증가

ㅇ 사회복지

46,925

53,525

․ 14.1%, 6,600억원 증가

ㅇ 중소기업 및 수출

39,088

39,794

․ 1.8%,

(’98당초예산)
ㅇ SOC투자
(’98당초예산)
ㅇ 문화예술

(31,708)
115,002

’98예산 대비 증감

4.2조원 증가

706억원 증가

(당초예산대비 25.5%, 0.8조원 증가)
120,705

(100,157)

․ 5.0%,

0.6조원 증가

(당초예산대비 20.5%, 2.1조원 증가)

3,551

4,525

․ 27.4%, 974억원 증가

85,264

80,689

․ △5.4%, △4,575억원

(4,471)

(7,141)

(59.7%, 2,670억원 증가)

ㅇ 국방투자

138,000

137,490

․ △0.4%, △510억원

ㅇ 교육개혁

174,861

165,932

․ △5.1%, △8,929억원

ㅇ 과학기술․정보화

35,682

37,204

․ 4.3%,

1,522억원 증가

ㅇ 환경개선

17,807

18,123

․ 1.8%,

316억원 증가

ㅇ 농어촌 지원
(유통예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출증가 억제에 성공하고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현
재의 예상과 같은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2000년까지 재정적자는 GDP의 3-4%로
증가하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
측한 바 있다. 아울러 KDI는 부실금융 구조조정 비용이 예상액보다 커질 경우 2002
년 재정적자는 GDP의 5-6%에 달하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1%대의 재정적자가 발
생하여 영원히 균형재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더구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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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 악화, 국내 경제성장률 저조시에는 KDI 안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결국 99년 예산안은 낙관적인 경기예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9년도 실
질성장률을 2%로 한 것은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민간연구
소와 최근 IMF에서조차 한국의 99년 성장률을 -1%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세수탄성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적인 경제
전망하에서 예측된 99년도 예산안은 세입에 비하면 상당한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9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에 이어 99년에도 다시 추경편성이 불가피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99년도 예산안은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2년째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건전성회복을 위한 중기재정계획하에서 마련되었어야 했다. 중기재정계획의 마련은
적자재정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각 연도별 경제상황
변화를 사전에 예측한 뒤 지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99
년도 예산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할 때 부문별 세출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원점
(zero-base)에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각 부문별 지출의 낭
비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자운용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는 지출의 효
율성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바로 이점에서 99년도 예산안은 부문간
우선 순위 조정, 불요불급한 지출 삭감 또는 집행 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
로 사료된다.

라. 적자재정과 국채발행

국채잔고가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수준이라는 점 또한 건전재정기조와 함께
우리의 재정운용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국채발
행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IMF체제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대규모의 적자재정 재원
조달을 시도하는 현 시점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1) 국채발행의 추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만을 지칭하고 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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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각각 지방채, 특수채 등으로 분류
하여 국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전하고 전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49년에 건국국채를 최초로 발행한 이래 지금까
지 총 21종의 국채를 발행했다. 올해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8종이며 그 부담
주체, 발행목적 및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국채관리기금채권은 9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국채의 발행과
상환업무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종전의 농지채권, 농어촌발전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등을 통합한 것이다. 이 채권은 앞으로 국채발행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장 주된 역
할을 할 국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국채발행을 억제해왔다.
특히 84년 이후부터 작년까진 일반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는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다음 <표 Ⅲ-9>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국채발행 규모의 추이
를 보여준다. 97년의 경우 국채발행액은 11조 3,572억원으로서 채권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6년말 현재 국채발행잔액은 25조 6,573억 원으로 GNP의
6.6%에 불과하여 미국의 68.9%, 일본의 47.6%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
나 97년말부터 이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급격히 높아져서 99
년부터는 15%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리고 국채에 국내외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
위를 합한 국가채무 현황을 보면 이러한 비율은 더 커져서 97년말 현재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은 12%이고 올해는 17.5% 그리고 99년에는 22%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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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국채의 종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채명
부담주체
발행목적
상환만기
이율
이자지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정증권
외평채권
양곡증권
국채관리
기금채권
1종국민주택
채권
2종국민주택
채권
공공용지
보상채권

국고여유자금조정
계정(재정경제부)
외국환평형기금
(재정경제부)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부)
국채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국민주택기금
(건설교통부)
“

통화관리

1년

실세금리

상환시일시지급

외환수급
조절
양곡증권
차환발행
재정자금
조달
주택건설
재원마련
”

5년

실세금리

상환시일시지급

1,3,5년

실세금리

상환시일시지급

7,10년

실세금리

매6개월후급

5년

5%

상환시일시지급

20년

3%

상환시일시지급

교통시설,철도
공공용지
3년
10.5%
상환시일시지급
사업특별회계
수용비지급
(건설교통부)
출자재정증권
일반회계
국제금융기구 무기한
(재정경제부)
출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 Ⅲ-9> 채권시장 규모 (발행 기준)
(단위: 억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6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채

10,607

2,619

1,838

1,077

18,686

90,398

91,243 113,572

지방채

3,824

459

344

419

410

12,612

18,964

19,924

특수채

4,850

800

-

금융채 50,967

6,228

통안채 201,535
회사채 102,412

6,499
11,435

100

1,100

5,093

12,032

39,503
8,912

19,040

54,254

116,103

2,626,308

14,626 156,595

547,557

635,402

-

17,316 16,171 2,128 207,745
11,220 14,737 19,246 218,283

338,254
321,254

302,325
345,329

149,9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총액

374,195

27,240

국채

2.8

9.6

35,911 45,536
5.1

2.4

55,896 704,673 1,371,526 1,532,655 2,824,635
33.4

12.8

6.7

7.4

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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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국가채무현황
(단위: 조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가채무종류
1996
1997
1998전망
1999전망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채
25.7
28.6
49.7
70.5
- 국채관리기금
4.9
6.3
20.8
40.4
.적자보전용
11.7
25.2
.농특회계 등
4.9
6.3
9.1
15.2
- 국민주택채권
11.4
13.0
14.4
15.7
- 외평채권
4.2
4.2
9.6
9.4
- 양곡증권
4.9
4.9
4.9
4.9
차입금
8.0
18.5
23.0
27.4
- 국내차입
3.0
3.2
2.4
2.4
- 해외차입
5.0
15.3
20.6
25.0
국고채무부담행위
3.1
3.4
3.4
3.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가채무
36.8
50.5
76.1
101.3
(대GDP비율(%))
(9.4)
(12.0)
(17.5)
(22.4)
GDP
390
421
435
45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 지방채 잔액 19.1조원(1998 추정) 포함 일반정부 채무기준 국가채무는 1998년의 경우
95.2조원 (GDP의 21.9%).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음 <표 Ⅲ-11>에서 보듯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현
황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표 Ⅲ-11> 주요국의 국가채무현황 (1998년 일반정부 채무기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국가채무/GDP (%)

60.3

96.5

64.5

65.7

59.1

21.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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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올해부터 국채발행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음 <표 Ⅲ-12>
에서 보듯이 올해 국채발행규모는 외평채권의 발행증가와 그동안 전혀 발행되지 않
았던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11.7조)으로 인해 총 25조원에 이를 전망
이다.

<표 Ⅲ-12> 올해 국채 발행 액수 및 목적 (1998. 9 추경 이후 기준)
(단위: 억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종류
‘98계획
기발행
미발행
발행목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양곡증권
외평채권

20,085
56,690

15,085
53,690

5,000
3,000

양곡증권차환발행, 등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평채발행, 등
국채관리기금채권
144,448
13,640
130,808
일반회계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11.7조), 등
타회계 및 기금 예탁
국민주택기금채권
27,621
15,833
11,788
주택건설 면허, 인허가 및
(1종)
등기, 등록 신청자에게 매출
(2종)
500
219
281
부동산투기 억제
공공용지보상채권
500
500
공공용지 보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총계
249,844
98,467
151,37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주 : 발행은 ‘98. 1 - 8월 기준.

2) 국채발행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지금까지 우리나라 적자재정의 규모를 국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채
만을 중심으로 적자재정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준정부기관
이 발행하는 공채도 결국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부담이고 또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선 공채규모를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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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공채발행규모는 다음 <표 Ⅲ-13>에서 보듯이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하여 5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것은 외평
기금채권 100억달러를 제외한 것이다.

<표 Ⅲ-13> 공채발행규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공채
발행규모
비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부실채권정리기금,

기발행액

예금보험채권

발행예정액 50조원

외평기금채권

기발행액 40억 달러
발행예정액 60억 달러
1조 6천억 원

근로복지공단채권

14조원

98년도 발행예정액 40조원

비실명 장기채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계

65.6조원(외평채 제외시)

98년도 발행액 55.6조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올해 적자재정규모가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21조 5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 22조
1,00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것은 각각 GDP의 4.8%와 5%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적자재정의 대부분은 국채발행에 의해 메워질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나친 국채발행은 구축효과를 유발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민간투자를 감소시키
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보듯이 한번 발생
한 적자재정은 계속 누적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국채발행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부과하게
되고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않는 한 계속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국채발행시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감안하여 국채운영계획(debt management program)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 경
제부처의 관리들이 자신들의 재임시 경제문제를 손쉽게 국공채를 발행해서 해결하
지 하지 말고, 철저한 예산절감과 정부자산의 매각노력을 기울인 뒤 다른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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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에 한해서 국공채를 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신정부 예산정책의 평가

1) 신정부 재정개혁 방향의 평가

신정부가 여러 형태의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국정과제, 특히 재정개혁방향을
검토해 볼 때, 재정운영과 예산제도의 생산성, 자율성․신축성, 투명성 등을 지향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그 동안 재정운용이 투입 위주의 통
제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재정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
으로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재정운용을 투입 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재정정
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재정정책의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재정개혁과제를 포함한 신정부 국정과제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위원회의 「1998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결과」(1998. 8. 5.) 또는 <표 Ⅲ-5>와 같
이 기획예산위원회의 재정개혁과제 추진현황평가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점을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운영 및 예
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100대 국정과제이든, DJnomics이든 관심을 가지
고 논의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신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과제들이 과거 학계, 정부, 민간 등의 논의
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자율
성․신축성, 투명성 제고는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온 과제이며, 언제 실천될 수 있을
까를 국민들은 기대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발굴이나 개혁
효과의 사전․사후적인 점검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실천적 의지나 공무원의
개혁인식 자체의 한계를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정치
적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실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신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굴했지만 과연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재정개혁에 있어서도 발굴된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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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시한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무엇 때문에 그 과제를 그 시한에 맞추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현재
경제여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위기에 휘말려 IMF 체제
에 있다는 사실이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재정적자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거시적인 경제운영은 물론 미시적인 제도개혁과 조화를 이
루면서 재정개혁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개혁 내지 재정개혁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 과거와 달리 공공분야에 시장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적용하고, 관리기능을 분권
화 하거나 권한을 하부 이양하고 있다. 만약 개방화(globalization) 시대에 정부․공
공부문의 개혁이 근본원리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에서 지연된다면 국가발전이
나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1999년도 예산안의 평가

신정부가 출범한 후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간만에 보는
큰 폭의 적자재정이라는 것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을 모두 합한 통합
재정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르는 22조 1,000억원에 다다
를 전망이다. 더욱이 그 동안 줄곧 균형예산을 유지해 왔던 일반회계마저도 13조
5,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지원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욱이 경기부양
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조세수입이 극히 부진할 것으
로 전망되는 상황에선 적자재정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적정규
모와 용도가 문제인데, 선진국들이 GDP의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그 보다
더 크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시엔 그보다 더 높은 적자재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우리의 경우엔 지나친 이자율 상승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위험수위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적자재정이 실업지원이나 경직성 경비와 같은 소비성지출에 많이 쓰이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은 투자성지출에 쓰이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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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다. 그 동안 우리 재정
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꺼려 왔다. 그러나 이
번에 정부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더불어 국내 산업기반의 붕괴가 염려됨에 따라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의 혈맥에 해당하는 금융부문 조기정상화에 7조 8,000억원을 지원
하고 국책은행에 대해 4,000억원의 출자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가
장 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올해 당초예산 대비 20.5% 증가한 12조여 원을 배정했
다. 쪼들리는 예산에서도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연구개발과 정보화에 3조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 번째 특징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미미하나마 감액 편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예
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농어촌 지원과 교육예산을 각각 5.4%와 5.1%씩 삭감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공공부문에서도 1998년에 이어 공무원의 기본봉급과 행정경
비를 10%씩 삭감하고 공무원 수를 7743명 감축하기로 한 것도 정부가 고통분담에
솔선 수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외에 내년에도 실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실업자 보호대책에 올해 보다 45.3% 증액한 8조 2,000억원이 배정되었
다. 이와 같이 정부의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세입전망이 극히 어두운 빠듯한 살림
가운데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회생과 미래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9년 예산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적자재정의 규모가 과소평
가 되었을 수 있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통합재정 기준으로 22조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국채 발행만 포함한 것으로 공채 발행분은 제외한 것이다. 준정
부기관의 공채 발행까지 포함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GDP대비 10%가 넘어설 것이
다. 효과적인 적자재정관리를 위해선 공채발행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적자재정 및
통합재정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나름대로 예산절감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경직성 경비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쉽게 국공채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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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정부부문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함
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과 공기업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자산 매각에 대
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발족 당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위한 예산
제도 개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번 예산안 편성시 예산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사용기관의 자율성을 넓
히는 등 예산편성방식을 대폭 바꾼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성과주의 예산과 복식부
기 도입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3. 신정부의 조세정책

신정부 초기 조세정책의 방향은 그 동안 학계나 조세전문가들이 제시해 왔던 바
람직한 장기적 조세개혁의 방향에 부합되게 야심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곧 경기
침체로 세수에 차질이 생기고 곧이어 IMF와의 약속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가속되면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임시방편적인 조세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측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게됨으로써 조세개혁의 의지는 상당한 정도 퇴색되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조세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몇 조치가
그 실제적 성과와는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어 온 것도 있었다.

가. 세수증진

1)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

이자소득세율을 종전 20%에서 22%로 인상하였다(‘98.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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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이 회계사,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에서 3%로 인상하였다(‘98. 5. 1. 시행).

3) 사치성 소비재와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에너지 소비절약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8. 9. 9일부터 유류와 사치성 소비재
에 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인상 적용하고, ’98. 5. 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
한 교통세를 추가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Ⅲ-14>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율 변동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종전
1차 개정
2차 개정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휘발유
414원/리터
455원/리터
591원/리터
경유
48원/리터
85원/리터
110원/리터
등유
25원/리터
60원/리터
LPG
18원/kg
40원/kg
LNG
14원/kg
40원/kg
골프용품,
20%
30%
에어컨 등
고급모피 등
20%, 15%
30%
경마장
65%
500원
증기탕
13,000원
40,000원
골프장
3,900원
12,000원
스키장
10%
20%
과세유흥장소
15%
2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내년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율을 각각 691원/리터, 190원/리터로 인상하
는 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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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정부는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으
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세금탈루 혐
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추징해 왔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Ⅲ-15 >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실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구분

‘96

’97

‘98 상반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건수

794명

세액

3,150억원

972명
2,331억원

969명
2,453억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원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된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사업자가 매출액을 양성화할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제도(99년 100%; 2000년 50%; 2001년 20% 경감)를 실시하고 과거의
불성실신고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배제.
- 소규모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입시 받은 세금계
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10～20% → 20～30%).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
대하되, 연간 300만원의 공제한도 설정.
- POS(판매시점)시스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
범위에 중소유통사업자를 추가.
-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는 매입, 매출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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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기재하면 기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줌으로
써 성실기장 유도.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그 명세서를 제
출하도록 의무화.
- 소매업, 음식. 숙박업, 병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
을 적극 유도.
-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여 탈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 세율로 원천과세.

5) 담배 부가가치세 도입

내년부터 현재 담배소비세와 교육세만 과세되고 있는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를 신규과세(담배값의 10%)하는 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6) 일몰법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내년부터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개편하는 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개별 조세지원제도별도 단기 2년,
장기 5년의 일몰법을 도입하고, 세입, 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조
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나.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
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세제가 걸림돌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단순히 거래비용의 증가로 작용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비
과세 하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은 종국적으로 감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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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과세이연 방식 등으로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지원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

1997년말 급격한 환율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추락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대외개방에 대비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
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하였다.
종전 자산재평가법에서서는 도매물가상승률이 25%이상인 자산에 대하여만 각 과
세연도 개시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은
2000. 12. 31까지 한시법으로 운용하되, 도매물가상승률 요건을 삭제하고, 1과세연도
에 4회 재평가할 수 있도록 재평가 기준일을 확대하였으며, 그동안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84. 1. 1이후 취득 토지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허
용하는 한편, 재평가 착수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재평가의 요건 및 절차를 간
소화하고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2) 차입급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도입

1997년 초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부실 대기업의 부도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
들이 고질적인 차입의존경영을 탈피하여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국제경
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
도를 도입하였다.
그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장법인 및 30대 기업집단 소속 법인으
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15배)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되, 재무구조개선 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법인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이 제도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
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
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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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구조조정 유형별 지원제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구 분

지원내용

개정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조직변경

합병

분할

-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97. 12.

- 등록세 면제

‘98. 12.

-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97. 12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

통합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97. 12

법인전환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97.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사업조정

기업양도

-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손비인정

‘98. 2

- 법인의 채무면제의 익금불산입
사업양도

- 양도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양수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자산교환

-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사업전환

-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
‘98. 2
“
‘98. 2
“
‘97. 1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재무구조

부채상환

개선

-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97. 12

면제
자산매각

- 각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98. 2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기업주

- 양도소득세 50-100% 감면

재산출연

-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불산입

“

-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

- 증자소득공제(중소기업)

‘97. 8

증자

‘98. 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금융기관
구조조정

합병

- 의제배당, 청산소득 비과세

‘97. 8

-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95. 12

특별부가세 50% 감면
- 영업의 전부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97. 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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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부양

신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의 부양, 소비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취하였다.

1)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인하하
여 내수회복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였다(‘98. 7. 10 시행)

<표 Ⅲ-17>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품목
현행 특소세율
탄력세율 적용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에어컨
30%
21%
TV, 냉장고, 세탁기
15%
10.5%
VTR, 오디오 등
피아노
10%
7%
승용자동차
10 ～ 20%
7 ～ 1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
비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98.6.30에서 ’99.6.30 까지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의 대상범위를 중소기업뿐만 아니
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까지로 확대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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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년부터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세제 전
면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단계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 과세계급별로 세율을 10%P씩
인하할 예정이다.
<표 Ⅲ-18> 양도소득세율 인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과세표준

세율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2년 이상 보유

3천만원 이하

30% → 20%

3천만원 ～ 6천만원

40% → 30%

6천만원 초과

50% → 40%

- 2년 미만 보유

50% → 40%

- 미등기 양도

75% → 65%

- 비상장주식

20% (현행 유지)

(중소기업주식)

(10%) (현행 유지)

- 법인 특별부가세
- 일반자산

20% → 15%

- 미등기 양도자산

40% → 3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개선

지나치게 엄격한 비업무용 부동산제도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기에 비업무
용 판정유예기간을 1년(나대지)～3년(공장용지)에서 2년～5년으로 연장하고, 주업기
준은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폐지하여 실제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는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하였으며, 수입금액기준을 폐지 또는 하향 조정하고, 공장
등의 면적기준을 확대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제도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
록 대폭 완화하였다.

- 119 -

5)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금융실명제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폐지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로 전환하였으며, 이 법률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및 비실명
채권의 한시적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여 이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금융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대로 환원하였다(15% → 20%).

라. 형평성 제고

1)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하여도 유치원 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70만원의 교육비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해외유학 등으로 인한 국외교육비에 대하여도 교육비를 공제하도록 함으
로써 국내교육비와의 형평을 맞추도록 하였다 (유치원생: 1인당 연 70만원, 초중고
생: 1인당 15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230만원).

2) 비과세저축 제도 신설 보완

-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여 연간 급여 2천
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년이상 5년 이하 장기저축에 가입하
는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근로자의 경우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가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무주택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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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 2(종전 60m 2) 이하 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저축계약기간을
7년(종전 10년)이상으로 단축하였다.
- 소득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저축불입액의 5%(72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종전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시
한을 ‘98년말(종전 ’97년말)로 연장하였다.
- 소액주주로서 액면가 합계 3억원 미만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하였다.

3)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확대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가 주로 이용하
는 10% 저율 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인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 한도액을 1
인당 1,800만원에서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4)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무상이전에 증여 의제
종전에는 법인이 유상증자 하면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당해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하거나 실권 처리함으로써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배정받은 주주, 또는
실권 처리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
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실제가치 보다 높은 가액으로 책정된 신주를 특정인
에게 인수시키거나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 받는 방법으로 신주인수를 포
기한 주주가 주가차익을 무상으로 얻은 경우에도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 의제
종전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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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 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을 전환사채와 교환되는 주식가액 보
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책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인수
자가 얻는 자본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전환사채와 동일한 성격
을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 특정법인 증여 의제
영리법인의 지배주주가 당해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하
여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에 이를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 또는 휴면법인 등 특정법인에
게 지배주주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통하
여 재산을 변칙을 증여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주가차익에 대하여 지
배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에 증여의제 대상인 불공정거래의 범위에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와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를 추가하
였다.

마. 기타 조세정책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관세제도를 기본관세율의 조
정과 관세감면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개선하였다.

바. 신정부 조세정책의 평가

신정부의 조세정책은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장기적 비전하에서 수립되기보다는 임
시방편적으로 수립된 경향이 짙다. 이것은 주어진 경제여건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경제위기에 따라 예기치 않
은 막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세수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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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이 이용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단기적 조세정책이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개혁방향과 얼마나 부합되는 방향으로 혹
은 얼마나 괴리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 올해 기도입된
조세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우리 세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그것은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형평성 증대라고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Ⅲ장 참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 조세제도를 간소화하면서 조세의 중립성을 회복하여 기업활동, 저축 및 근로의
욕에 왜곡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감면을 철폐하여 세원을 확대
하면서 세율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 증대를 위해선 세목간, 계층간
의 불공평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신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보자.
첫째, 세수증진을 위해 도입된 조세정책들은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상향조정은 조세의 공평성을 현저히 감소시
켰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당시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에 대해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자소득 원천과세율은 종전의 20%에서 15%
로 낮추고, 종국적으로는 10%까지 인하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
세를 유보하면서 이 원천과세율이 15%에서 다시 20%로 인상되고 최근에는 22%(주
민세 포함 24.2%)까지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중산층 이하에 주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우대 저축한도액을 1인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우대 저축한도액의 확대가 중산층 이하에 주는
세부담 완화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왜냐하면 중산층이하의 저축액이 그 한
도액에 훨씬 미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개의 통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의 고소득층 세부담 완화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전문직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
정과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상은 세수확보와 공평조세를 위해서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상향조정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상품들에 대한 과세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간접세 비
중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으나 석유류세의 강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성명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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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정책들을 살펴보면, 이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조세
감면을 가능하면 없애고 세율을 인하한다는 장기적 세제개혁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구조조정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
되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나 조세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정책들은 특소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인하와 같이 조세
의 공평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침체를 이유로 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의 유보는 경제활성화의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소득분배의 불
평등을 심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신정부의 조세정책은 부분적으로 장기적인 세제발전과 일치하는 측면
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정부부처와 이익단체들의 저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세의 경우, 세제의
간소화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목적세의 폐지계획이 중장기에 걸쳐 추진하기로
하였고 시도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방세의 간소화나 목적세 폐지는 전혀 탈루소
득에 대한 근본적인 과세대책이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인 과세특례제도
와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도가 전혀 없었고, 사업자들과 전문직의 사업소
득의 탈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현재 지방세에 대한 개편이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과 신정부의 실업대책
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표 Ⅲ-19>에 나타나듯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재정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90년대 이후 사회복지재정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보건과 사회보장항목을 합하여 10%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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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달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1인당 GNP는 상위 중진국 수
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재정은 하위 중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19> 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추이
구 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KOREA

1970
**
**
30.3
10.3
**
**
15.5
28.7
22.8
35.5
**
**
**
**
17.6
**
**
**
**
29.9
**
**
**
**
**
**
13.6
14.5
0.6

1980
**
20.1
32.8
13.3
**
29.2
21.2
33.3
24.2
30.2
**
9.7
**
32.5
24.5
**
**
34.6
**
24.9
**
**
**
22.2
**
**
14.2
19.8
2.9

1990
**
21.8
33.1
16.2
**
31.1
25.9
33.3
24.1
30.7
**
9.9
11.7
32.7
30.8
**
**
33.9
**
31.1
**
19.8
33.0
25.8
32.7
**
13.4
19.3
8.2

자료: National Account, OECD: http:\www.oecd.org\puma\s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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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22.3
35.3
17.2
20.7
34.5
28.2
33.2
28.3
2.5
**
11.1
11.9
35.5
33.1
**
**
35.5
**
32.0
**
23.7
33.9
25.5
37.0
**
13.7
23.0
9.3

복지수요는 국민소득이 증대하여 질적 삶의 욕구가 커지면 함께 증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경제성장속도보다 빨리 증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복지수요의
내용은 주택, 보건, 의료, 공해, 노인복지 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실업자와 빈곤층이 증대함으로써 공적부조와 같은 후진국형 복지수요
또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20> 사회보장예산 추이
(단위 : 억원)

총

계

보

훈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7,312

8,330

13,468

17,090

19,368

21,068

22,876

25,282

1,722
2,547
3,742
5,296
5,666
6,217
7,202
7,947
(1,244) (2,170) (3,195) (4,641) (4,930) (5,379) (6,156) (6,827)
사회보장
5,590
5,783
9,726 11,794 13,702 14,851 15,674 17,335
사회보험
3,155
4,615
6,153
7,798
9,220
9,925 10,857 11,574
연
금
221
191
207
222
133
144
157
161
의료보험
2,924
4,414
5,875
7,487
8,985
9,656 10,562 11,342
기타(재해)
10
10
71
89
102
125
138
71
공적부조
1,869
2,244
2,351
2,506
2,693
2,780
2,749
3,103
사회복지서비스
566
724
1,222
1,490
1,789
2,146
2,068
2,658

주: ( )안은 보훈보상금임.
자료: 경제기획원, 예산개요, 각년도.

사회복지부문 중에서 공적부조 등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다(<표 Ⅲ-20>참조). 문형표(199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부문별 지출을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건․의료,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부문의 취약성이
두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1). 즉,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공적부조지출 증대에
41) 문형표, “복지수요전망과 복지지출의 적정규모 모색,”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
방향』, 정책연구자료 9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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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복지수요
의 증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증대하게 될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재
원을 확충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나. 신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IMF시대에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대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업대책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새로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아울러 기존 실업자 또한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것이 때문에 빈곤층화 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급증
하는 빈곤계층이 갖게 되는 소외감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사회불안
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빈곤대책 나아가 사회복
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의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급증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고용유지(job keeping), 고
용창출(job creation), 직업훈련(job training)과 취업알선(job placement), 그리고 실
업자 생활보호(social care)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유지대책은 흑자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을 지원하여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융․재정상의 지원과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지원이 있다. 고용창출대책은 공공투
자사업, 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흡수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사업을 통해서는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구인․구직연계체제를 확충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
업자 생활보호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보호, 대부사업, 공공근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실업대책을 위하여
정부는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7조원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더 큰 규
모의 실업대책 예산을 계획 중에 있다(<표 Ⅲ-21> 참조)42) .

42)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은 1998년기준으로는 정부예산 3조 6405억원 비예산 2조 229억원
으로 합계 5조 6634원이 집행되고 있고 1999년 예산은 정부예산으로는 4조 8680억원 비
예산으로는 3조 3615억원 합계 8조 2295억원이 책정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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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실업대책 추진실적(98. 10. 15 현재)
(단위: 억원, %, 천명)
예 산 대 비
구

분

인 원 대 비

목표

누 계

100,707
48,614
10,444

70,281
37,238
9,024

진도
69.8
76.6
86.4

한전 송배전시설 투자확대

6,000

6,000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4,000

S/W벤처기업 지원

합 계
◇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귀농․귀어 창업지원

비고

목 표

실 적

2,914
401
400

1,938
358
357

진도
66.5
89.3
89.3

100

-

-

-

2,555

63.9

-

(1,367)

-

1,000

1,000

100

-

(245)

-

220

209

95.0

1

1

100

18,450

68.5

-

-

-

17,295
661

76.3
24.3

536
536

510
510

주요 SOC투자 확대 및 지
26,950
역경제 활성화
◇ 고용안정
22,674
해고회피노력 지원 등
2,724
9,000

9,000

100

-

주택건설지원(중도금대출)

3,000

3,000

100

-

외표대출 만기연장

7,950

4,634

58.3

(1,300)

◇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직업훈련 등

9,011
7,377

4,661
4,068

51.7
55.1

354
320

구인․구직 연계체제확충

660

391

59.2

-

고학력 미취업자 지원
810
여성훈련 및 취업지원 강
164
화
◇ 실업자 생활보호
20,408
실업급여지급
8,500
실직자 대부
6,000

180

22.2

31

22

13.4

3

3

100

11,087
5,565
3,919

54.3
65.5
65.3

1,623
512
95

831
340
60

51.2
66.4
63.2

저소득실직자 생계보호

1,110

51.4

311

175

56.3

) 임용근로자 대책
저소득자 양곡구입지원 등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임금채권보장
(국민연금 대부)

귀농지원 200억원
귀어지원 9억원
예산재배정 기준
(고속도로, 공항 등)

95.1
95.1 계획신고 826천명
3.4조원 출연
31조 7,201억원 보증
벤처창업자금 3,000
억원 전환(7. 31)
1,950억원(413업체)
(509) (39.2)
자진상환
239
67.5
230
71.9 368천명 계획승인
고용안정센타(40)
인력은행(12)증설
6
19.4

신용보증확충

2,160

9.26 현재
10,320명 고용효과
창업지원 1,783억원
대체지원 772억원

생계보호 102천명
자활보호 73천명

450
398
1,000

10월-지원인원조사
11월-자금지원

377
449

44.9

1,900
44
2.3
(10,000) (5,856) (58.6)

자료: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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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78
(250)

255

102 3/4분기 학비지원

1
1.3 자금배정 798억원
(180) (72.0) 비예산 사업

현재의 실업대책은 재원마련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인 지출계획
은 마련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각종 제도 중에서 실업대책으로 활용 가
능한 것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떻게 실업대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과
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실업대책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실업자가
약 60%나 된다. 각종 제도의 미성숙으로 사회적 보호망에서 제외된 한계계층 실직
자가 ’98년 7월 현재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비
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 실직자 가구원 약 31만 명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추가선정 하였지만 이는 한계계층 실업자의 일부분만을 보호하
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량실업 하에서 저소득 실직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
망으로 기능하기에는 생활보호 대상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1998. 7월 현재 생활보
호 대상자 비율은 전 인구의 3.3%인 148만 명에 불과).
따라서 고용안정노력을 하는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은 미진한 실직자생계보호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억제노력을 한 기업에게 실업대책재원으로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
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련된 실업재원은 사회보장, 특히 공
적부조예산에 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실업으로부터 생계곤란의 고통을 받게
되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공적부조 수혜액을 상향조정하
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체제 내에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확보
된 재원은 실업대책보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여져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한 1
차보장을 하고 공적부조를 통한 2차보장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해 이미 편성된 실업대책재원을 턱없이 부족한 공적부조의 재원으로 전환시키되,
실업대책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공적부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출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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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정책의 장기적 방향
지금까지 과거 우리의 재정정책을 예산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의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를 했다. 그 결과 과거의 재정정책은 정책별 조화와 기본방향설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IMF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출범한

신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눈앞에 닥친 단기적 문제의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그동안
의 정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이 더구나 경제위기에서의 재정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없이 설정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구조조정기의 재정정책의 역할
을 논하기에 앞서 재정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산정책
가. 기본방향

예산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경제운용을 시장경제
중심으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문은 가능하면 민간
부문에 맡기고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치중하여 시장의 자
원배분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개혁
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재정기준으로 세입 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예산제도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배정과 집행의 생산성을 높인다.

1) 시장경제기능 극대화와 정부개혁

시장경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하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조
직의 개편을 포함한 정부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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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생산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결과중심으로의 전환

1980년이래 진행되어 온 선진제국의 정부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과 및 고
객 중심으로 관리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투입예산기준으로
집행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부처의 업무목표를 성과 또는 산출의 개념
으로 가급적 상세하게 구체화시키고,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계획을 세우며, 이를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
해 정부관리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대
민 업무가 많고 사업부서 성격이 농후한 특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먼저 개혁
을 단행하고 점차적으로 전 정부부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고객(수요자) 우선주의의 확립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은 서비스의 공급자 위주로 기준이 설정되는 관료
주의적 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객주의에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민 서
비스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기준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는 이를 성과와 연계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즉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실행목표 및 기한을 정해 놓고 그 달성 여부를 실적측정의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

이제까지의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횡적인 부처간 기능 및 업무의 재조정에 치중
되었으며,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없이 경제부처 등 일부 부처에 국
한되어 왔다.
선진국의 정부개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개편의 목적은 산출 및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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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달성을 위한 업무효과의 향상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통폐합과 아
울러 사업부서화 및 정부부문에의 경쟁도입을 위한 상업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조직에서는 특히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
수산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철도청 등 기타 청단위에서 사업부서화, 상업화
및 민영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조직에서도 순수 정책입안기능과 사업부
서 기능을 과감히 분리하고, 일반행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상당부분도 공기업조
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해
야 한다.
정부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부처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종합적 정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교육부 등 정책
목표가 유사한 부처를 통폐합하는 확대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2)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경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배양해야 하나 이것은 안정적 경제 기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개발,
중소기업․농업 부문의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우선순위는 건전재정과 안정적 경제의 기조를 해치지 않으면
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효
율성을 높이고 조세부담률을 다소 높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3) 삶의 질 제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 질 것이
기에 사회복지와 환경 등에 대한 지출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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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데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회보험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
부조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는 지
원규모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빈곤계층의 소득창출력을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보험제도(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정착 및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투자에 관한 한 무엇 보다 하수처리장과 폐기물소각장과 같은 기초환경시설
의 확충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예산
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민자유치를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는 기업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인자부담을 제고해야 한다.

나. 예산제도 개혁

1)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조기도입

특정부문에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할 예정
인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43). 이와 같은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조속한 시행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투명화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우선적으로 지원사유별․부문별 감면통계를 집계하고 이를 공표 하는 것을 서둘
러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세지출의 규모가 추정되어 직접지출과 종합‧비교됨으로써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의 상대적 유용성이 평가될 수 있고, 세입
정책과 세출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여 재정재원의 낭비를 피함
과 동시에 정책 결정자의 문제해결 시각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기시행은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

43)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세제상
의 지원인 각종 면세‧특별감면‧특별공제‧특별유보‧저율과세 등의 항목들을 규정에 의하
여 취합하고 이들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를 예산의 형식으로 종합 분류하여 귀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한 것이 조세지출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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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의 각종 지원이 전체적인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 부적당한 조세지출이
축소‧폐기됨으로써 세수의 추가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세지
출의 내역이 밝혀짐으로써 실효세율과 법정세율의 차이가 추정되어 세율조정이 가
능하게 되고 세제지원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에 의하여 불필요한 세제
지원이 정비되어 세제의 단순화 및 세정의 간편화를 가능하게 하게 된다. 또한, 부
문별 예산도 재정지출, 금융지원,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제시됨으로써 재정정책과 금
융정책 그리고 세출정책과 세입정책의 역할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의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부처가 단순히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만을 나
열하여 예산을 배정 받은 후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측정‧보고는 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
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입안‧시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
입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
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크게 산출예산제도와 결과예산제도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출예산제도(Output Budgeting)는 공공부문의 관리에 있어서 과거의 투입 중심에
서 구체적인 산출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합의
된 산출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개별 부서는 부서의 목표
와 일련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프로그램의
산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나 재화의 공급은 투입, 활동, 산출, 효과(성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서비스나 재화의 효과 내지는 성과이지만
이는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뉴질랜드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될 수 있는 산출을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예산제도(Outcome Budgeting)는 정부
사업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44) . 일반적으로 조직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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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산출, 결과를 중심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 변화가 심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과정이나 산출에 대한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더구나 과정이나 산
출에 대한 통제는 부서의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결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과지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진국의 경험과 추세는 중앙정
부 차원에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출예산제도를 사용하는 뉴질랜드나 결과예산제도를 적용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소규모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출이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앙정부, 특히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
부서의 정책은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성과의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처럼 부서로 하여금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여 공표 하도록 하여 예산을 심의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지표의 개발과 조정은 기본적으로 지출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예산
담당부서나 정부는 모범사례의 제시나 지침을 통하여 성과지표의 개발을 강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35개 공공기금과 39개 기타기금으로 분할되어 있는 현
재의 예산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강화하여 종합
적 시각에서 예산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예산체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저해, 중복지원의 가능성, 지출 우선 순위에 따른 예산
배정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IMF체제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
업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역시 복잡다기
한 정부예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히 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유
사 기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거의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궁극적
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같이 국회의 세입․세출 심의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특히, 현재의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은 자의적이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
44) Osborn and Gaebler(1992), Reinvent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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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이상 모든 기금(일부 금융관련기금 제외)은 공공기금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금제도의 장점을 사전적인 예산
심의와 사후적인 세출심의를 통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재정통계의 정비

효율적인 중기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지표를 재정정책 수립의 근거로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기재정이 적자재정을 기조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재정적
자와 정부부채 잔고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재정수지지표가 필요하다. 재량적 재정정
책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충격지표(Fiscal
Impulse Indicator)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부채 잔고 및 재정적자의 감축
을 위해서는 정부부채의 안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필요하다.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이 통합재정수지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관리기금을 통하여 운용되어 왔고 또한 준재정활동을 금융부문이 정책금융의
형태로 대행해 왔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평가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민간관리기금 그리고 정책금융 등을
광의의 재정활동으로 파악하여 통합재정수지를 재측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
는 것도 필요하다45).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도 강화함으로써 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을 통괄하는
일반정부 기준의 재정통계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활동
이 더욱 증가할 전망인 바, 이들에 대하여 IMF 기준의 통합재정수지 통계체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5) 이창용․조윤제, 『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5-06, 한
국조세연구원,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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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정책
가. 기본방향

지난 3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고 이 과정에서 조
세정책이 나름대로 기여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지나치게 성장 위주로 흐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이루어 져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
업의 투자와 재원조달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정책, 다양하고 낭비적인
목적세의 난립,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성장을 위해선 얼마간의 부정부패와 지하경제도 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윤활유로 간주되어 왔다.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등의 공공연한 탈세와 지방세
부문에서의 비리,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성장을 위주로 하다 보니 계층간 또는 부문간의 불평등을 상당히 간과한 경
향이 있다.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비효율을 초래하지만 계층간의 지나친 불평
등과 경제부문 간의 의도적인 불공평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다.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제가 상위중진국으로 올라서고 수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우리를 추적해 오고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쟁과
압력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현재의 정부주도하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
에 부딪혔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다기화됨에 따
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필요한 정보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주도의 정
책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틀 속에서 재정정책의 방향 또한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할 필요가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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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경제정의’가 실현되면서도 ‘성
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
서도 모든 사람들을 신명나게 일하게 하여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경제정의의 실현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라는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상충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두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먼저 ‘경제정의’란 모든 사람이 자기자신이 사회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열심히 노동을 하거
나 열심히 연구를 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높인 사람은 그에 적절하게 보수를 받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투기나 증권투기와 같은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최소
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러면서도 동시에 사회계층간에 지나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선천적인 육체적, 정신적 불구로 인해 빈곤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여 적어도 기회가 없어서 사회적 낙오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는 이러한 경제정의를 바탕으
로 경제적 생산력이 극대화되는 경제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미 20세기의 이데
올로기 실험에서 판명 났듯이 이러한 경제구조는 철저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제도를 조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
제를 혁명적으로 철폐하여 시장의 자율화를 극대화하고 개방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
다. 동시에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특히 재벌구조의 심화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생산력향상에 기여한 사람이나 행
위에 대해 정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사회 통념
적으로 지나친 보수가 되더라고 그것을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오
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경쟁을 시키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도록 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은 사후적으로 소득재분배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치유해 나가도록 사회적 콘센서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조세정책 또한 이러한 경제정책의 틀 속에서 ‘경제정의’를 실현하면서 ‘성
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원칙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운용이 시장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면 정부의 경제정책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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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전통적인 부문에서의 정부지출 또한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조세수입 증대
부담이 감소될 것이다. 그 반면에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
향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를 위한 정부지출과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수
입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세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
휘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제도, 즉 조세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바람직한 조세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우리 조세정책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조세개혁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개혁에 있어 주요한 과제는 조세의식의 개혁, 조세제도의 개
혁 및 조세행정의 개혁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세금을 불필요한 부담으로 또는 단지 빼앗기는 것으로 느끼지 않
도록 조세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국민들이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체제유지와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의식을 갖도록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더
좋은 정부의 서비스를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조세부담)을 자기 능력에 맞
게 기꺼이 분담하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의식의 개혁을 바탕으로 세제 및 세정의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다
만 이러한 개혁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향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시장기능의 구현
과 창달뿐이며 세제와 세정의 정비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세제와 세정의 개혁은 추진주체인 정책당국과 수요자인 국민일반이 그 필요
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조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부담
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가 교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인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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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세제와 세정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의 큰 틀 속에서 구현되므로 중
앙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역할분담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조세제도의 개혁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경제의 효율
성과 공평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즉, 효율적이면서 공평한 조세)이다. ‘효율적 조세’
란 조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세의 부
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지나치게 저해되어서는 아니 되고(예: 근로소득세), 기업
의 설립이나 투자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아니 되고(예: 법인세, 등록세, 취득
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저축이나 재산형성 의욕이 지나치게 꺾이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예: 이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관련세). ‘공평한 조세’란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조세지불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수준의 세금을 내
게 해야하고(수직적 공평성), 조세지불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수평적 공평성).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
요하다:
①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② 생산적 경제활동/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 소득세, 법인세, 이자소득세의 세율 인하).
③ 비생산적, 투기적 투자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예: 재산관련세의
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④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상품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예: 환경세 도
입, 주세/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
⑤ 효율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성을 증진하도록 세제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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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필요가 있다(예: 사회복지세의 도입, 소득세의 누진제도 유지, 종합토지세의 누
진율 강화, 금융실명세제 강화).
⑥ 세목간의 불공평을 완화해야 한다(예: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간의 불공평 완
화).
⑦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예: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세목수 축소).
⑧ 탈세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예: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제도 폐
지).

조세제도의 개혁을 세부적으로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현행 세제를 정비하여 단순하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조세
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및 조세
감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가) 조세범위의 정립

현행 조세체계는 조세의 범위설정이 부적절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투명한 세제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세 등
은 그 성격상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는데도 조세로 분류되는 반면, 택지초과소유부
담금,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명백히 조세로서의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정비하여 투명한 조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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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세목의 통폐합

개발시대의 세제운영 결과 현행 세제 내에는 유사한 성격의 세목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
①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의 소비세를 하나의 소비세로 통
합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복합세율 적용)
②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고
③ 등록 및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각각 통합하고
④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해야 한다.

다)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현행 세목 중에는 징세 및 납세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없거나 조세로서 적합하지
않은 세목들이 있는데 이들을 과감히 폐지하여 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해야 한다.
① 이미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해야 하고
② 실효성이 없는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세수기여도가 낮은 균등할 주
민세도 폐지하며
③ 농지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지닌 부당이득세를 소득세 및 법
인세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라) 목적세의 정비

목적세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는 만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①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9개 세목에 부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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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로서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각각 본 세에 통합 운영하고
② 교통세의 경우 전반적인 세율수준의 조정 후에 특별소비세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로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조세감면의 정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전향
적으로 축소․정비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① 과거 개발연대부터 존치되고 있어 감면의 기득권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수출산
업,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산업지원제도들을 축소․정비해야 하고
②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③ 일몰법제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
감면관리의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세체계의 정비는 무엇보다도 세수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체계의 정비로 특정 세목이나 지역세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세부담 형평
성의 문제가 제기도리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체계
의 정비로 부족해진 부문의 세수는 늘어난 세수로부터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전술한 조세감면의 축소는 세목의 폐지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완해 줄
것이며, 특히 통폐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수이동은 지방재정조
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3)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유형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수직적․수평적 형평
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의 정비, 소득추계의 과학화, 개인소득

- 143 -

세제의 정비 및 재산세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가) 부가가치세의 정비

방대한 규모로 누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소득의 과세포착률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①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제도와
통합하고
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70%에 이르는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 포함)는 일반
과세자와 소액부징수자로 편입시켜야 하며
③ 기장에 의한 납세신고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근거한 과세를 의무화해야
하며
④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세무 자료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
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나) 소득추계의 과학화

소득추계방법을 과학화하고 불성실납세자에게 확실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가산
세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소득표준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① 세부담의 불공평과 납세자의 피동성을 유발하는 표준소득률은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하고
② 소득추계와 세무조사대상의 선정방식을 보다 과학화함과 동시에 무신고 및 과
소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제도를 확대 적용
함으로써 불이익이 확실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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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소득세제의 정비

개인소득세제를 다음과 같이 정비해야 한다.
① 과세대상에 대한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과세주의로 전환해야 하고
②

근로소득세제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복리후생급여(fringe

benefit)를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세원을 넓힘으로써 급여체계의 단순화를 촉진
시켜야 하며
③ 금융종합과세의 과세대상 금융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금액(4,000만원)을 하
향 조정해야 하고
④ 금융종합과세 보완조치로 신설된 각종 비과세저축은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효과나 저축증대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전향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⑤ 그러나 이자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면세점 미만인 저소득층이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과세 당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제 내에서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조치
가 있어야 한다.

라) 재산세제의 강화

현재 보유단계 보다 거래단계에 중과세되는 기형적인 재산세제를 보유과세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전상속의 금지를 위한 상속세제의 강화, 변칙증여 방지를 위
한 증여세제의 보완 등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가)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
재정 자립도의 제고이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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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분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지방세 과세자주권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한다.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

다) 지방세 구조의 개편

재산과제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하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
므로 주민세 개인소득할 등 지방소득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의 재산관련세 중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비중은 낮추고 종
합토지세 및 재산세와 같은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라)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충은 간소하고 투명한 지방세체계를 정립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과세자주권의 확충을 통하여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
성이 큰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감시․통제를 강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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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의 선진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

가) 적정 조세부담률의 결정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저성장 사회의 도래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조세부담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으로 경제의
선진화는 재정수요의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곧 조세부담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하
나, 다른 한편으로 무한경쟁사회에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충과 사회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
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의 증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의 증가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지출세제의 도입 검토

이와 같이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여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개인지
출세제(개인소비세제)에로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소비세제는 현행 세제 중에서 실물투자,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미치는 효
과가 가장 적은 세제이고,
② 저축에 있어 세전/세후 수익률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저축에 대한 유인을 증가
시키고 조세회피를 곤란하게 하며 순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근로동기를 개선할 것
이며,
③ 모든 거래가 전산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세제로
간주되고 있다.
④ 소비세제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행비용(행정비용과 새로
운 조세체계에 적응해 가는 비용)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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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출세제로의 이행을 위해선, 전자기장제도의 도입,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
도․간이과세제도 축소통합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의 과표확대, 사업소득자의 과세
소득 포착률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 법인세제의 개편

법인세제의 단일세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축소해야 한다.
① 단일세율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기
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도모하고,
②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6) 조세행정의 개혁

조세행정의 개혁은 크게 탈세방지, 조세행정비용의 최소화 및 납세자의 편이/권리
증진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탈세방지를 위해선 세정의 전산화/과학화, 근거과세
확립, 조세범 처벌 시한의 연장,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각종 세제의 개혁이 필
요하다. 둘째, 조세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선 자신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자진신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정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셋째, 납세자의 편이/권리 증진을 위해선 올해 제정된 납
세자 권리헌장을 좀더 강화하고 과세적부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좀더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과학적인 세정의 확립

징세비용 및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행정을 좀더 효율화하고 과학적인
세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세무공무원을 조사직과 징수직 및 일반행정직으로 채용단계에서부터 직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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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모집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납세서비스 수준
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직원의 경우부터 직렬을 구분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한 기능별 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세무서의 조직을 현재의 세목별 조직으로부터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납세서비스과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모든 세목에 관한 신고안내와 신고서 접수 등
이 업무를 처리하되 장기적으로 서비스센터로 발전시켜야 한다.
- 조사과에서는 납세자별 모든 세목의 통합조사(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실
시하며 기존 본청 및

지방청조직의 간소화, 그리고 통합전산망(TIS)의 정착을

통한 인원절감 등을 통하여 조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끌어 올려
납세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해야 한다.
-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징수과)를 설치하여 물리적 단순업무인 체납징수 업무
에 전문인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이와 아울러 현행 결손처분제도를 폐지한다.
- 대규모 체납정리를 전담하는 징수세무서를 대도시권역에 설치하여 징수에 철저
를 기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세정의 신뢰를 회복한다.
- 악성체납의 경우 보상이 따른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③ 세무행정 관련기관간 효율적 정보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무

부의 주민등록 및 토지전산망, 건교부의 공시지가 전산망, 법원의 등기전산망을 국
세청 전산망과 연결(interface)하기 위해 on-line 이용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주소지확인 및 재산조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국단위의 전문부서를 설
치하여 지방세정을 전문화․광역화․전산화하고 국세청과의 업무협조 수준을 획기
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④ 세무행정의 전산화에 있어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 수집→부
과→징수업무의 일관적인 연계로 행정력 절감 및 자체 점검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분야의 전산화 촉진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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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조기에 정착시켜 과세자료의 수집, 부과, 징수업
무의 연계 및 내부통제에 활용해야 한다.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화․광역화
등을 통해 신고 및 납부전산화(EDI)체제가 정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 근거과세에 의한 세정의 확립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과세에 의한 세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의
차별화(표본조사와 탈세조사)를 기하여 표본추출에 의한 일상적인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심층적인 세무조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수 엄선된 탈세혐의자
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탈세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징계․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업무부당 처리자를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문서 변조․파기․허위작성, 납
세자의 무지를 이용한 세금과다 부과 위협행위자 등은 사소한 경우라도 형사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
③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조세소멸시효를 최소 10년으로 연장할 필요
가 있다. 이는 세적관리의 강화와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자료상, 신용카드전표 불법
유통 사업자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만연된 탈세의식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④ 장부 및 영수증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홍
보노력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장지원
을 위해 세무대리인 및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추계과세를
받는 것이 결코 기장에 의한 신고납부 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하여 표준율을 상당수
준 인상하여 근거과세의 풍토를 정착해야 한다. 그리고 ‘녹색신고제도’를 전향적으
로 발전시켜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배려 및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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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서비스 세정의 구현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해 납세서비스 세정의 구현이 필요하다.
① 1997년 7월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교부를 계기로 권위주의를 추방하고 세
정의 민주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현재 통칙으로 되어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상위법규인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여
적정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 행정과오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세무정보에 대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개
선하고,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상위법규인 국세기본법에 명시하여 적정절차를 법적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처리기준의 사전예시, 세무조사 및 자료제
출 요구의 제한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증대되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 현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권리규정을 독립시켜 ‘조
세행정의 적정절차법’의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세무서 조직을 현재의 단일형에서 이를 다양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신고서 접수, 그리고 문의, 애로청취 및 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센터를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137개 세무서의 조직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
사화 징수를 같이 하는 대세무서, 징수만 담당하는 징수세무서, 그리고 서비스센타
로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③ 1998년으로 예정 있는 조세법원의 신설을 계기로 국세심판소를 조세심판소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세의 불복청구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국세심판소의 심판관,
심판소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국세청 내부의 행정심판의 심급도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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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 복지재원 조달원칙과 방안46 )

우리의 사회복지재정의 규모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히 작다는 점이 지적되
고 있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항목별 구성을 보더라도 IMF체제하에서 요구되는 사
회안전망확충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공적부조의 비중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된다.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재정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향
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복지재정 구성면에서도 개선할 점이 상당부분 있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 우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의 체계, 운용방식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현재의 재원조달 방식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
정상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ZERO BASE)에서부터 다시 검
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우선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서 현행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계획은 거시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의 제고방법을 고려하
고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인 복지제도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
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책의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기본원칙 하에서 일관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안정된 재정구조하에서 최대
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 단계에 적
합한 복지재정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각 복지부문별로 추정된 재정수요에 배분하되
우선 순위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거시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거시적인 기본 원칙하에서 상정될 수 있는 각종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평가는
복지수혜자의 관점(personal perspectives), 고용주의 관점(employer's perspectives),
수혜자

또는

고용주의 자금운용에 영향을

받게

될

저축기관의

관점(saving

46) 안종범,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정책연구자료 9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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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s perspectives), 그리고 재원조달을 담당할 정부의 관점(government's
perspectives)의 네 가지 입장을 동시에 비교 검토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 재원조달의 기본원칙과 함께 다음과 같은 미시적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재원조달에 관한 기존사고의 틀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복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지출
의 효율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각 사회복지부문별 중복지출 요인을 제거
하고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는 보험요소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급부를 갹출에 연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는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
은 보험요소를 도입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사
회보험제도에 부분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정의 배분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복지부문별 지출의 효율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
다. 즉, 각 복지부문별로 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
하면, 현재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복지재원마련에만 초점을
둔다면 조세부담증대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산조사(means
test)가 필요한 복지부문의 경우 자산조사기준의 명료화와 적용의 객관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복지지출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로부터 복지부문간 중복 복지수
혜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재원 확충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복지부문간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연계 방안 모색
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제도에서 보험료 징수와 급부액의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각기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 및 징수 나아가 급부에 이
르기까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일관성의 결여는 근로자간 보험수혜상의
불공평성을 야기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수당체계를 정비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통합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이를 기초로 사회보험 징수, 부과, 급부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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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사회보험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임금의 단일화를 기초로 사회보험제도 관
리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이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
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관련부처가 5개, 관리
공단도 5개에 이르는 등 보험제도별로 목표, 대상집단, 근거법령, 보험운영의 형태,
집행관 등이 다원화되어 있음으로써 보험수요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부혜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수혜전달에서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
다.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보험수요자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후생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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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조조정기의 재정정책의 방향
1. 멕시코의 사례 47)
가. 멕시코 외환위기

1) 1차 외환위기

1970～76의 에체베리아 정부는 민족‧민중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통신산업
을 비롯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국민복지지출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했다. 그러
나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갖는 국내외 기업인들이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키자 1976
년 제1차 위환위기를 맞이하였다.

2) 2차 외환위기

로페스 뽀르띠요 정부(1976～82)는 대규모 유전의 발견에 고무되어 석유생산시설
을 확장하고 산유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석유수출 경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멕시
코 정부는 석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국제금리의 하락을 예상하여 80년과 81년
초에 지출 확대를 가속화하였는데, 이후 유가가 하락하자 재정적자의 규모는 현저
히 증가한다. 또한 멕시코석유공사(PEMEX)를 비롯한 공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차입을 함으로써 멕시코의 외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78년 340억 달러
→ 81년 753억 달러). 이러한 상황에서 81년 국제유가폭락과 함께 국제금리가 상승
하자 제2차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제2차 외환위기는 미국, 세계은행 등의 지원
에도 불구하고 82년 8월 채무지불유예(moratorium)를 선언하는 파국적인 상황에까
지 이르렀다.

47) 멕시코의 사례를 검토하는 이유는 멕시코가 여러 차례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한 주도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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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외환위기

채무지불유예 선언 이후 국제적인 외채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드리드 정
부(1982～88)는 IMF와 금융지원에 합의하고 긴축재정, 통화공급축소, 환율인상 등
을 통해 인플레 억제와 무역수지 흑자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구조 개
혁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정책이 실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83년 -4.2%, 86년 3.74%
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은 82년 58% ～ 88년 114%를 기록하는 등 혹독한 시련기
를 맞이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1985년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하여 IMF와의 협약을 어기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 7월의 총선을 앞두고 멕시코 정
부는 공공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결국 IMF는 정부의 약속(긴축
재정)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키로 약속했던 36억 달러중 나머지 25%의 지급을 중단
함으로써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4) 4차 외환위기

1989년 12월 집권한 살리나스 정부(1989-94)는 외국인투자촉진, 규제완화, 민영화,
행정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의 진정(94년 7.0%)과 지속적인 경제성장(1989～94년 연
평균 3.5%)을 달성한다. 그러나 94년 12월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자유변동환
율제로의 이행에 의해 멕시코의 외환․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94년 4월 OECD에 가입한 멕시코 경제가 이와 같이 추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페
소화의 고평가정책 고수, 경상수지 적자 누적 방치, 단기자본의 과다 유출입, 외환
보유고 고갈에 따른 외환시장 개입 능력의 상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정
책 수행의 신축성 및 조정능력 미흡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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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멕시코의 재정운용

1) 재정적자의 배경

로페스 뽀르띠요 정부(1976～82)는 대규모 유전의 발견에 고무되어 또다시 방만
하게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석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과 국제금리의 하락을 예상하여 80년과 81년초에 지출 확대를 가속화했으나 유가가
하락하자 재정적자의 규모가 현격히 증가하였다.(2차 외환위기)
멕시코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었다. 1981년, 1986년,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긴축적인 재정운용은 경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2) 1981년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운용

1981년과 1982년에 멕시코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긴축적인 재정운용을 모색하였
으나 정부지출의 삭감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였다. 1982년 8월 채무
불이행(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이후 1982년 12월 마드리드 정부(1982～88)는 긴축재
정을 통해 인플레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재정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자 하였다. 이러한 멕시코 정부의 자구노력에 따라 82년 12월 IMF는 36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통화공급 축소, 긴축재정, 환율 인상 등 거시경제 안정화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3년 이후 1985년까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
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1982년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재정긴축을 실
시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1985년 총선에서의 득표를 의식하
여 IMF와의 협약을 어기고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상황이 다시 악화되었고
IMF는 정부의 약속(긴축재정) 불이행을 이유로 자금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다시 외
환위기가 발생하였다. 특히, 1985년 석유가격의 하락과 지진이 재정수지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멕시코 정부는 IMF의 지원중단으로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자 IMF와
긴축정책을 실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재정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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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의 재정운용 추이를 보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부채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GDP의 3.0%에 불과하던 재정적
자가 1982년에는 GDP의 14.8%로 급증하였다. 1982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정적자
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198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시 재정적
자가 GDP의 13%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었다. 정부부채도 1982년 GDP의 45.8%에서
안정세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 현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GDP의
83.2%에 도달하였다.
재정적자는 기본적으로 세출의 증가가 주원인이며 이는 멕시코 정부가 1987년까
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였음을 보여준다.(<표 Ⅲ-22>참조) 세출 부문별 추이는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대규모의 정부부채에 따른 이자지급임을 보여준다. 이자
지급을 포함한 기타 분야의 지출이 1980년 GDP의 5.0%에서 1987년 GDP의 21.3%
로 약 16%p 증가하여 지출 증가분 13%p보다 높았다.

<표 Ⅲ-22> GDP 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추이
(단위: %)
1980

1981

1982

총세입

15.1

14.6

15.5

18.0

16.2

16.5

15.9

17.4

총세출
재정적자

18.1
-3.0

21.0
-6.4

30.4
-14.8

25.6
-7.6

23.3
-7.1

24.9
-8.4

29.0
-13.1

31.0
-13.6

45.8

41.6

37.6

45.8

77.0

83.2

정부부채

1983

1984

1985

1986

1987

자료: IMF, GFSY

3) 살리나스 정부의 재정긴축

80년대 후반부터 멕시코는 IMF-세계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매우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재정적자를 흑자상태로 전환하였다. 강력한 재정긴축정책을 통하여 1987
년 GDP의 13.7%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1991년에는 3.1%의 흑자로 반전되었다. 그
러나 재정긴축으로 경기가 위축되자 1993년과 1994년에는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정
책을 채택하였다. 긴축정책은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세출의 감축이
더 강력히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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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추이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총세입

17.4

17.1

16.9

16.3

16.1

16.8

14.9

14.9

총세출

31.0

27.4

22.6

19.4

13.0

13.0

14.7

14.7

재정적자
정부부채

-13.6
83.2

-10.2
54.8

-5.7
52.3

-3.1

3.1

3.8
30.5

0.2
25.1

0.3
35.1

자료: IMF, GFSY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안정화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지급의 비
중이 축소되면서 달성되었다. 이자지급을 포함한 기타부문의 세출이 1987년 GDP의
21.3%에서 1994년 GDP의 3.8%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정부의 안정화시책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국채이자율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4) 1994년 외환위기 이후의 재정운용

IMF는 멕시코의 외환 위기에 대응하여 1995년 2월에 약 178억 달러의 구제금융
을 지원하며 경제 안정화조치를 요구하였고 멕시코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외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멕시코 정부는 재정긴축, 임금⋅가격상승 억제, 긴축통화
등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였지만 페소화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여건
이 예상보다 악화되자 3월에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정부가 발표
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1994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재정수지는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잇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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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정책
가. 새로운 재정운영의 틀 모색
- 재정․금융정책의 적정조합과

통합예산관리 체제 구축 -

지난해 말 금융․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경제체제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혁과 경제구조조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는 경기침체를 완화시키면서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을 요구
하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개방경제체제의 진입으로 기존 정책수단의 한계가 표
출되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을 재고해 볼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통화․금융정
책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
게 전개되면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 재원을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정부
의 정책선택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쫓는 사냥꾼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재정정책은 규제와 관치금융이라는 손쉬운 정책수
단이 정상적인 재정정책보다 우선됨에 따라 숫자상으로만 건전한 재정과 부실해져
버린 금융을 과제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4 8). 재정운영 자체도 경기조정기능을 무시
한 임기응변적인 것이었음을 다음의 한 연구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재정운영이 거시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때 그때의 세입
사정에 맞추어서 사업별 재원배분을 해나가는 과정에 그쳐 왔다....... 경기호황시 더
걷힌 세금을 모두 지출하고, 경기불황기에는 덜 걷고 덜 쓰는 예산정책은 지극히
경기동행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했다. 매년 반복되는 재정팽창의 논의는 재정규모, 그
것도 일반회계와 재특을 중심으로 하는 규모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수준
에 머물러 왔다(황성현(1998), p.402).
결국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은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채 방치되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기를 맞아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찾으
면서 전체적인 거시경제운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영의 틀을 모색
48) 이창용․조윤제(1995)는 재정정책의 부정적 비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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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특히 개방경제체제의 진전으로 통화․금융정책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해 재정․금융정책의 적정조합(optimal policy-mix)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산편
성․심의․집행과정을 개선하여 통합재정수지 개념의 구도 속에서 부문별 재정운영
을 결정해나가는 통합예산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4 9).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용
어는 정부가 통제하고 또 사용 가능한 모든 재정자원을 통합하여 파악한다는 의미
를 담고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자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

한정하지

않고

소위

「예산외계정(豫算外計定,

extra-budgetary accounts)」에 해당되는 자원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재정통계(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GFS)지침에 따라 통합재정에 대한 재정통계인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합재정이란 용어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IMF 재정통계지침에서의 포괄범위
가 우리 나라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IMF의 GFS지침에서는 통합재정이
라는

용어가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IMF의

재정통계연감(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GFSY)에서는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중앙정부의

예산외계정을

모두

합하여

통합중앙정부(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림 Ⅲ-2>의 IMF GFS상의 공공부문 가운데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그
림 Ⅲ-3>에서와 같이 통합재정을 비금융공공부문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
다50).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문은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통합재정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문은 일반적
으로 공공부문으로 인지되면서도 아직까지 『한국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이다.

49)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1998)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50) 옥동석(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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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상의 공공부문
꠆ꠏꠏ 초국가적 기구
ꠐ
ꠉꠏꠏ 중앙정부
비금융공공부문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 일반정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
ꠐ

(non-financial
public sector)

ꠐ

(general

ꠉꠏꠏ 지방정부

ꠐ

government)

ꠐ

공공부문ꠏꠏꠏꠏꠋ

ꠐ

(public

ꠌꠏꠏꠏꠏ

sector)

ꠐ

ꠌꠏꠏ 사회보장제도
비금융공기업

ꠐ

(non-financial

ꠐ

public enterprise)

ꠐ
ꠌꠏꠏ

금융공기업(financial public enterprise)

자료：IMF(1997), 옥동석(1997)

둘째, 이와 같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와 관련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기금
과 지방정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기금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하
여 기타기금을 통합재정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국정과
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됨으로써 운용계획에 대해
국무회의나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는 기금(기타기금)도 일정한 기준을 세워 동법
적용대상으로 흡수하고, 이를 통합재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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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반회계
중앙정부
일반정부

특별회계
공공기금

지방정부

비금융공공부문

기업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공공부문
통화금융기관
공공금융부문

비통화금융기관
금융기금(공공기금 중 금융기금)

자료：재정경제원(1995, 1997)

또한 통합예산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최근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방
재정부문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규모는 기본적으
로 지방자치제의 도입과정과 그 지방의 재정수요,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지만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규모와 재정수지를 포
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중앙정부의 기능은 통합예산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현재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정부가 제외된 관계로 지방재정규모의 순계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반정부 개념에 입각한 재정통계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51).
마지막으로, 현재 통합재정수지상의 재정규모 산정이 예산편성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예산편성과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의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규모가 예산편성상의 중요
목표변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예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
성․심의․집행과정에서 특별회계, 기금부문의 운용내역과 일반회계의 연관성 등이
51) 황성현(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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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조직․편
제의 개편 및 기금관리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52 ).
이와 같이 통합예산관리 체제가 조속한 시일 안에 구축될 때 새로운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명실상부한 토대가 완성될 것이며, IMF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버린 적자재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나. 적자재정하의 예산정책 방향

구조조정기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구조조정
으로 인한 실업발생시 실업대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기에 적자재정의 편성이 필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재정적자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적자로부터 벗어나는데는 지출의 억제나 세입의 증대가 관건이 되는데, 이는 정치
인들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즉, 경기침체기에 재정팽창을 하
고 호황기에 재정긴축을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는 정치논리에 의해 항상 지켜지지
않는다. 침체기에 팽창된 재정이 호황기에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용납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보다
는 인플레이션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발
행 등은 궁극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하지만 일반국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치인들은 일반국민들이 현재의 세금부담이나 재정지출규모에
만 관심을 갖는 이른바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논리에 의한 재정적자의 누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요인은 단
년도 예산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단년도 예산제도는 첫째, 효율적
인 지출 운용을 어렵게 하며 둘째, 자원배분에 대한 결정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결정에 근거하여 임의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과 재정지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중기재정운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52) 전게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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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MF체제하에서의 중기재정운용은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놓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기본방
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
단된 적자재정운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상한선(ceiling
for expenditures)을 설정하여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적자재정기에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출의 감소를 통해
실현토록 해야 하며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증대를
통한 적자해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실패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세수증대를
통한 적자해소 보다는 지출감소를 과감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
다. 미국의 경우도 오랜 기간 지속된 적자재정을 지출감소를 통해 해소하였다는 점
에서도 세수기반 확대를 꾸준히 노력하되 현재의 적자재정은 과감한 지출감소를 중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금융정책은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의 기능이 재정정책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기조
절 기능은 금융정책이 담당하고 금융 구조조정 및

경제구조 개혁에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재정에서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정책 조화(policy
harmonization)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조합
(policy mix)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재정제도의 개혁
과 경제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자재정을 동반한 구조조정기의 세출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지출의 삭감과 조세
의 증가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향후 재정적자의 감축을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지출삭감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세입증대를 위한 세율의 증
가는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감축효과와 왜곡효과가 생기는 반면 세출삭감은 선별적
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출의 삭감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
한 의지를 전달하여 그로 인한 경기감축효과를 더욱 줄일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의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적자재정 운용의 효과는 세출 항목별 구성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
문에 적절한 우선 순위의 선정을 기초로 항목별 구성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구
조조정과 경기부양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정지출 집행시기, 항목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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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에 따르면, SOC 투자와 같은 정부투자지출의 승수효과나 민간 생산성 향상효과가
여타 정부소비지출보다 크고 장기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세출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과 고용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정부 투자부
문에 집중 지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자
동 소멸되고 세수가 증가하므로 재정수지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출억제를 위해서는 정부 경상지출의 억제가 필요하다. 경상지출의 삭감은
정부기능 조정 및 인원감축을 수반하므로 시행이 어려우나 일단 지출삭감이 이루어
지면 재정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때 단계별 세출정책기조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단계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성장잠
재력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셋째 단계에서는 적자탈출을 위한 본격적
인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재정적자의 누적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수지 개선방안은 빨리 시행될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
기의 회복이 예상되는 2000년부터 재정긴축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단계별로 지출우선순위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세출운용의 기본방향이 될 것
이다.

다. 지출우선순위의 선정

구조조정기의 예산운영은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재정지출의 최우선 순위
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1998년에 이미 시작된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99
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의 완료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구조조정 지원의 조기집행은 신용경색을 조기에 완화시켜
투자 및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과 소득격감에 의하여 생활보호대
상자수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1999년에는 사회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
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우선 순위를
높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998년도의 실업대책은 1999년 이후에는 사
회안전망 확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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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기불황이 1999년도 이어져서 하반기에는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
측되기 때문에 1999년은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에 우선 순
위가 주어져야 한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며, 신축성이 큰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
제의 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 지출감축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SOC 등 자본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고용 확대를 고려하여
노동집약적인 SOC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
을 회복하는 데에 재정지출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경
비 혹은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크다고 판단되는 농어촌․국방․교육․행정 관련 지
출을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안전
망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은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해
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이 국제비교를 통해서나 현재의 경
제난국을 고려해서나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지출을 경기역행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지출은 성장률이 낮은 1999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충
하고, 2000년 이후 경제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다소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적자예산의 해소방안 수립

정부는 1999년 예산편성(안)에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22조원의 적자를 예상
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446조원으로 전망할 때 5.1%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의 추이는 내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2000～2002년
4～5%의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01년 적자폭이 감소되고 2006년에는 균형재
정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3).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향후 적어
도 6～7년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53)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1998), 한국개발연구원(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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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OECD 국가의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재정목표 사례
국가

1983년
계획

1993년
계획

1983 목표
- 198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
- 재정적자/GDP 비율을 1988
회계연도에 약 2% 수정
- 세출/GDP 비율을 1983
회계연도의 26%에서 23%로
축소

미국

일본

독일

1981～
1988
회계
연도

1979/
80～
1984/
85

1983～
1987

1998
회계
연도
까지

- 공공부문부채/GDP를 1978년
11.25%에서 5.5%로 축소(공공
소비의 부채조달방식을 폐지)
- 목표는 유지되나 완료 시점을
두지 않도록 수정
- 1981년 당초 증세중심의
목표를 공공지출에 “영점
한도(a zero ceiling)"를 두는
세출억제 방향으로 전환
-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GNP대비
2.5%인 390억 DM의 재정적자
를 1% 수준인 220억 DM으로
축소
- 이를 위해 매년 경상적인
공공지출 증가율을 2.75%로
유지
- 산하조직의 연간 지출증가율
한도를 부과

1995
회계
연도
까지

1985
까지

자료：Leibfritz, Roseveare, and van den Noor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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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목표
-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은
1993년 여름의 적자축소계획
(the deficit-reduction agreement)에 따름
- 종합예산조정법(OBRA93)
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세와
세출억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5억 달러의
적자를 축소해 나감
- 재정적자를 1992 회계연도에
GDP대비 5% 수준인 2.9억
달러에서 1997/98 회계연도에
2.5% 수주인 1.8～2.0억 달러로
축소
- 이와 같은 목표는 연평균
2.5%의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
-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마찬가지의 적자축소 정책을
취함. 궁극적으로 GDP의
1%에 해당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흑자를 달성하고,
이는 일반정부의 GDP대비
적자 규모를 1.5%로 하는
것임.
- 목표는 없음.
- 다만 1995년 회계연도까지
공공건설재원인 “건설채권
(construction bond)”을
중앙정부 세출의 5%까지 축소

- 중기통합전략의 목표: ① 정부
산하단체의 연간 지출증가율을
3%로 제한함으로써 GDP대비
51%인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임. ② 1993년 680억 DM인
재정적자를 1997년에 GDP의
1% 수준인 380억 DM 까지
축소

<표 Ⅲ-24> OECD 국가의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재정목표 사례(계속)
국가

1983
계획

1993
계획

1983 목표
- 일반정부 적자를 GDP대비
3%로 함.

프랑
스

1982～
1983

이태

1981～

리

1983

영국

1980/
81～
1985/
86

캐나
다

호주

1980/
81～
1985/
86

1975～
1982

1993 목표

- 1997년에 GDP대비 중앙정부
적자를 2.5% (마스트리히트
기준)가 되도록 축소하고, 세출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1997
- 이러한 목표 하에 연간 실질
까지
GDP 성장률은 2.8%이며,
세입도 같은 증가율로 늘어날
전망
- 1997년까지 부채/GDP가
늘어나지 않도록 함
- 1980년 수준에서 PSBR을 동
- 1993년 7월 새로운 “축소계획
결
(Convergence Programme)"에
- 1982년 수준에서 PSBR을 안
따라 민영화에 따른 수입을
정화
제외하고 재정적자를 1993년의
1996
GDP대비 9.7%에서 1996년에
까지
5.8%로 줄이기로 함
- 1995년 이후 잉여분은
공공부채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GDP대비 5.7%인 PSBR을
- 중기 동안 균형재정을 달성할
2%로 축소하는 “중기재정
수 있도록 PSBR을 줄이고,
전략(Medium-term Financial
순자본지출에 충당할 때
Starategy)” 수립
차입을 함
- 일반정부 지출을 1981/82에
중기
- 정부는 1999년에 이르면
GDP대비 47.5%에서 42.5%로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축소
- 이와 같은 목표는 연평균 3%
정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함
- 1978/79년 5%인 GNP대비
- 지출통제법(the Spending
재정적자를 2%로
Control Act)에 따라 향후 4년
축소(1982/83년에 약 7%인
동안 주요 지출이 GDP에서
재정적자/GNP를 1986/87에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3.5%로 축소하기로 수정)
감소되도록 함
- 이를 위해 세출/GNP를
1997/98 - 연간 4%의 실질 GDP
26%에서 23.5%로 축소
까지
성장률을 전제로 1993년
4.5%의 GDP대비 재정적자가
1997/ 98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1993년 현재
동비율은 6%임)
- 일반정부의 적자를 줄이고
- 증세를 통해 중앙정부의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1996/97
GDP대비 PSBR을 1.2%로 낮춤
일반목표 수립 (1983년에
까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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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 OECD 국가의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재정목표 사례(계속)
1983년
계획
오스트 1976～
리아
1983
국가

벨기에

1993년
계획
- 세출을 줄여 GDP대비
1994
중앙정부 적자를 2.5%로 축소 까지
- 세출을 줄여 일반정부 적자를
절반 축소하여 GDP 대비 7%
로 함
1983 목표

1979～
1983

1980～
덴마크
1985

1976～
핀란드
1982
아일랜
드

-

네덜란
드

1978
이후
계속

노르웨 1982～
1985
이

포르투 1981～
1984
갈

스페인

1979
이후
계속

스웨덴

1980～
1990

스위스

1980～
1983

-

- 세출증가율 억제와 세입증대
를 통해 중앙정부의 적자를
축소하는 중기실천프로그램
마련
- 연간 정부소비규모의
증가율을 연평균 GDP
성장률 이하인 1%로
제한하고, 조세부담을
안정화함
-

1997
까지

1994

1994～
1997

1994～
1997

- 공공부문 적자를 통제하고
세출을 삭감하는 중기계획
마련
- 경상수지 개선 성과에 맞추어
1995～
중앙정부의 적자를 축소해
1998
나감
- 세출증가율 축소로
198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 GDP대비 0.2%의 적자
목표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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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을 GDP대비 2.5%
까지 줄임.
- “축소계획(the Plan de
Convergence)"은 통합 재정을
정상화시키며, 일반정부
적자예산을 1993년 GDP대비
7%에서 1996년 3%로 축소
목표를 정함
- 아울러 부채/GDP의 감소
추세를 확립
- 균형재정

1999
까지

-

- 지출억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GDP대비 적자를 5.25%에서
구조적 규범(structural
norm)인 4～4.5%로 축소
- 공공지출증가를 제한하고
조세부담을 안정화하는
“장기계획(Long-term
programme)" 마련
- 중앙정부의 적자를
축소하거나 안정 도모

1993 목표

- 정부부채/GDP를 70%에서
안정화함.

- 마스트리히트 적자 및
부채기준을 준수
- 일반정부 적자/GDP를 3%로
함

- “장기계획”에 따라 연평균
2%로 공공지출 증가율을 제한

- 적자/GDP 비율을 3.3%로
축소
- 부채/GDP를 1997년까지
67%로 함
- 마스트리히트 적자 및
부채기준을 준수
- 구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

- 정부는 경기 조정된
예산균형을 목표로 함

하지만 적자예산을 줄여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국민의 정부」 국정과
제 등에서 밝힌 재정개혁 프로그램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을 고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만 예산규모 또는 적자규모를 사전적으로 결정․제시하는 지출증
가율 억제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적자예산의 축소방식은 재정적
자/GDP 또는 국가채무/GDP 비율을 설정하는 유럽연맹(EU), 또는 3～5년간의 세출
총액을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의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재정목표의 설정이 갖는 의미를 그 동안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OECD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OECD 국가의 적자재정 현상이 현재 구조조정기를 맞은 우리 나라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으나, 적자예산을 축소하려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54).
OECD 국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목표는 <표 Ⅲ-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55). 정부가 고려하고 있듯이 재정적자/GDP, 국가채무/GDP 비율 또는 세출총액
을 주요한 재정지표로 간주하고 3～5년간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자해소를 위한 목표설정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
다.
첫째, 적자예산을 해소하려는 정책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다. 적자축소를 위해 세출을 삭감하고, 세입을 증대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특정 계
층이나 집단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혜택을 집중시키는 자원의 재분배 또는 소득의
재분배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목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때 소
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56).
둘째, 재정정책의 범위 안에 세출과 세입을 통합하고 이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때 재정목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세출압력
을 조절하기 위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재정적자/GDP 또는 국가채무/GDP
54) 아울러 20여 년만에 균형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미국의 적자예산 해소과정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 미국의 적자예산 해소과정 참조.
55) Leibfritz, Roseveare, and van den Noord(1994).
56) 특히 국가별로 정부형태, 예산제도, 예산편성․심의과정 등의 차이가 재정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있음. 다시 말해 내각제 형태의 연합정부를 가진 국가일수록 재정목표의 달성이
지연된다는 것임. Robini and Sachs(1989), Alesina and Perotti(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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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같은 GDP대비 재정지표를 사용하거나 증가율 또는 절대수치목표를 정하고
있다57). 이와 같은 목표관리방식은 중기적인 목표가 재정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
는 신호(signal)가 되며, 그 목표를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면서도 적절하게 관측된
다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가 금융시
장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
이 목표가 엄격하면 할수록 비정상적인 재정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
통제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고, 정부통제에 의한 모든 행위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
으로 관리되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과정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치적 수준의 결단이 요구된다.
셋째, 경제적 여건변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가정, 새로운 정책수단에 대한 효과추
정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재정전망이 제대로 될 때, 재정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
해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통합예산관리의 부재, 경직적 재정운영,
성과측정수단의 불비(不備) 등 재정정책의 기본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목표
설정에 유용한 재정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제도정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나라 경제가 구조조정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
면, 재정지출의 구조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표 Ⅲ-25>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세출이
경제사업, 국방,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등에 대
한 지출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 제시됨은
물론 재정목표의 설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7) 그러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국가부채, 세출, 세입, 그리고 재정적자의 적정수준을 결정
하기는 쉽지 않음. 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다만, 유럽연맹(EU)의 창설
과정에 논의되었던 마스트리히트 기준(the Maastricht criteria of deficits)1)에 의해 재정
적자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기준도 최소 기준으로 간주될 뿐 재정적자의 적정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함. 참고로 마스트리히트 기준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5%로 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지원(대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3%의 재정적자
는 총국가부채/GDP와 순부채/GDP가 60% 수준에서 안정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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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5> 기능적 분류에 따른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의 항목별 구성
(단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
발
오락⋅문화⋅종교
경제사업
연료 및 에너지
농림수산⋅수렵
광업⋅제조업⋅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경제사업
주분류외 지출
이자지출
총

계

한국
(1997)

미국
(1996)

일본
(1993)

독일
(1991)

프랑스 이태리
(1993) (1987)

5.1
16.3
5.8
19.6
0.7
12.2
2.5
0.9
21.6
0.8
6.6
2.4
10.0
1.8
15.4
2.5

8.4
15.9
1.3
1.8
19.7
28.8
2.7
0.3
5.2
0.3
1.0
0.1
2.4
1.5
15.7
15.3

2.4
4.1
1.2
6.0
1.6
36.8
13.8
0.1
3.3
1.1
1.6
0.3
0.3
30.6
-

8.2
6.4
0.3
0.8
16.8
45.3
0.6
0.3
9.7
0.1
0.9
1.4
4.2
3.1
11.6
5.1

6.5
5.3
1.3
7.0
21.7
39.3
1.1
0.6
8.2
0.2
0.3
0.2
1.1
6.5
8.8
5.9

100.0

100.0

100.0

100.0

100.0

영국
(1995)

캐나다
(1994)

6.9
3.2
7.4
9.7
35.1
1.1
0.8
12.0
1.2
2.2
6.3
2.3
21.4
14.5

3.7
7.9
3.4
4.9
14.0
31.1
1.8
0.5
5.9
0.8
1.2
0.5
1.7
1.9
25.0
8.8

8.4
5.8
2.3
2.9
4.9
39.8
1.0
0.5
8.8
0.1
1.6
0.7
3.0
3.5
24.0
18.0

100.0

100.0

100.0

자료：International Monetary Fund(1997).

이와 같은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여러 국가의 재정목표와 추진과정을 볼 때,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적자예산이 낙관적 전망에 의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보
다는 미국과 같이 몰수(sequestration)제도 또는 PAYGO 등58)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적자예산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특별입법으로 제정하여 재
정적자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국민의 정부」100대 국정과제, DJnomics, 기획예산위원회의 정책자료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재정개혁방향은 재정운영과 예산제도의 생산성, 자율성․신축성, 투
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그 동안 재정운용이 투입 위주의
통제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재정지출의 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관심이 상대
58) (참고) 미국의 적자예산 해소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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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재정운용을 투입 위주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하여 재
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
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과제들이 과거 학계, 정부, 민간 등의 논의와 큰 차
이가 없다. 이것은 개혁과제의 발굴이나 개혁효과의 사전․사후적인 점검과정의 문
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실천적 의지나 공무원의 개혁인식 자체의 한계 때문에 과제
제시만 있을 뿐 실천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 시장경
제의 병행․발전」,「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는 실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기를 맞아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찾으면서 전체적인 거시경제운영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영의 틀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특
히 개방경제체제의 진전으로 통화․금융정책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
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해 재정․금융정책의 적
정조합(optimal policy-mix)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산
편성․심의․집행과정을 개선하여 통합재정수지 개념의 구도 속에서 부문별 재정운
영을 결정해나가는 통합예산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자예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적자예산이 낙관적 전망에 의해 언젠가는 해소될 것이라
는 기대보다는 미국과 같이 몰수(sequestration)제도 또는 PAYGO 등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적자예산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특별입법으로 제정
하여 재정적자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정책의지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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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의 적자예산 해소과정
과거 10여 년 이상 의회와 대통령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여러 가지 법
률적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1998 회계연도를 끝으로 폐지될 예
정이다.
1985년 일명 Gramm-Rudman-Hollings로 알려진 「균형예산과 비상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에서 1991 회계연도까지 적
자를 해소하는 고정적자목표(fixed deficit targets)를 설정하였다. 어떤 한 회계연도의
추정 적자규모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하게 지출을 삭감(uniform spending
reductions)하는 새로운 절차인 몰수(sequestration)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었다. 1985년
의 균형예산법에 의해 적자는 축소되었지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 가을 의회와 대통령은 적자를 통제하고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1985
년의 균형예산법을 수정하였다. 적자축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시행된 1990년
의 「예산강행법(the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 BEA)」에서는 새로운 두 가
지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나는 총재량세출(total discretionary appropriations)의 연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무적 세출-세입(mandatory spend- ing
and revenue)에 대한 동시제안방식(a pay-as-you-go(PAYGO) requirement)※ 을 채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 역시 1985년부터 시행되었던 몰수방식이 적용
되었다. 원래 예산강행법은 1995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3년의 「종합예산조정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의 일
부로 포함되면서 1998년 회계연도까지 큰 변화 없이 연장되었다.
현행 재량지출한계제도와 동시제출방식은 1990년과 1993년의 적자축소계획에 반영
되었다. 고정적자목표를 시행하기보다는 순계기준으로 새로운 세출과 세입이 적자축
소계획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1998년까지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비록 냉전의 종식이 재량적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삭감을 용이하였
지만, 예산강행법은 재량적 지출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의무적 세출-세입에
대한 동시제안방식이 적자 증가를 막는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러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와 같이 기존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적(또는 고정적)
지출의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의무적 세출-세입(mandatory spending and revenue)에 대한 동시제안방식(a pay-as
-you-go(PAYGO) requirement)：의원 입법에서 정부의 재원이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
는 의원은 새로운 재원 또는 세출절감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제도

자료：Congressional Budget Office(199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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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정책

구조조정기의 조세정책의 핵심은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이고 공평
한 조세제도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으로부터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이다. 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해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하
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과 괴리되지 않
기 위해선 지나치게 임시방편적이거나 편의주의적이라서 구조조정이 끝난 후 그동
안 그러한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누린 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다시 바람직한 조세개
혁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시엔 내수진작과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년에만 21조 5,000억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하였고, 내년
에는 이 보다 더 큰 적자재정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리카도 동등가설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적으로 큰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세이고 그 다음에 정부재산 및 공기
업의 매각이다. 이러한 수단으로도 충분한 재원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무작정 국민들의 세부담을 높
일 수는 없다.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키지 않고 공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앞장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세제개혁의 방향과 부합되게 조세제도
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1)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수단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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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는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음성․
탈루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 마련이 없이 세정을 강화해서만 올해 상반기에 2,453억
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따라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소액부징수자로 편입시켜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용카드거래를 세무자료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
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해야 한다.
특히 공공연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나) 사업소득세 과세 강화

기장에 의한 납세신고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제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소득추계와 세무조사를 보다 과학화하고 무신고 및 과소신고자 등 불성실납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임건수 및 액수를 ‘수임자료명세
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 상속․증여세의 탈세 방지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여세제도를 열거주의에
서 제한적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증여로 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합산과세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악용하여 대주주가 2세에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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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대량거래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2) 외부불경제 야기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수증대 뿐 아니라 오염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석유류에 대한 과세는 국제유가와 비교하
여 인상할 수 있는데 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종간(휘발유, 경유, 등유)의
세부담 구조의 적정성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탄소세를 포함한 환경세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외에 담배소비세와 주세를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조세감면대상 축소

96년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각종 조세감면을 철폐하면 상당한 세수증대효과가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시급한 조세감면대상을 찾아내어 폐지할 필요가 있
다. 부가가치세감면 대상 중에서 감면이 더 이상 불필요한 대상들은 부가가치세 과
세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구조조정기엔 경기침체와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고 누진적 조세를 통해 소득분배
의 불평등화를 완화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세목간의 불공평한 세부
담을 제거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없애는 것이 국민들의 에너지 결집을 위해 필요
하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융소득자에게 적절한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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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득재분배엔 도움이 될 것이나 세수증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기에
그 재도입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수효과는 이자소득 원천과세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분의 세수(약 4,000억원)를 감안할 때 원천과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재도입하면 적어도 4,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도입하면서 이자소득 원천과세율을 5% 낮출 경우 세수
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다(원천과세율 1% 낮출 때마다 3,500억원 정도의 이자소
득세수 감소).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재분배에
있고 이를 위해 원천과세율은 인하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원천과세율을 적절히
낮추고 기존의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
합과세 기준금액 4,000만원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과세불공평 완화

이를 위해 근로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아직 35% 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두 세목간의 과세불공평은 사업소득의 과세
강화와 종합소득세제의 확실한 실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1) 세제의 간소화 및 목적세의 폐지

복잡한 세제는 세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조세비용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드릴 뿐 아니라 국민의 납세호응도를 낮추게 된다. 특히 목적세(농어
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는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현재와 같이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어 자원배분의 비
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기에 하루 빨리 폐지하여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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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세감면이 아니면 폐지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
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일몰법과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

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

1)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벤처기업이나 신설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

2) 소비세 인하

부가가치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과세의 완화와 보유과세의 강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
하하고 반면에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4) 각종 준조세 철폐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세금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질 조세부
담률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조세가 아니면서 거의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준조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기금출연금, 기부금 및 성금

- 180 -

이 이에 해당하는데 조세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이 규모가 1995년의 경우 5조가 넘
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준조세 이외에 하부지방관서나 공공기관에 의
해 강요당하는 상납도 준조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준조세는 대개 낭비되는 경향이 많고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하므로
하루 빨리 폐지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조세로 포함해야 한다.

마. 구조조정 지원 세제

1) 기업간의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합병, 분할 및 청산에 따른 각종 세금(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소득
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이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피합병기업의 적자
나 이월결손금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한 법인세의 계산에 포함해 줄 필요가 있
다.

2) 기업재무구조 개선

타인자본과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과세중립성 확보를 위해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기업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 부분적 손금산입
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3) 기업경영 투명성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확보를 위해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
선 손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야 한다(예: 각종 회원권, 각종 주택 취득 및 임차 자금
지원). 그리고 각종 경비처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
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밀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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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업의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기조실
장 등 사실상의 이사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내역이 기재된 결합재무제표의 국세청 제물을 의무화해야 한
다.

바. 구조조정기의 조세정책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구조조정 재원마련, 형평성
제고, 효율성 제고, 경기활성화, 구조조정 지원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이 많은 목표들을 조세정책이 동시에 모두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
금과 같은 구조조정기의 단기적인 조세정책은 가능하면 목표를 줄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1999년의 조세정책은 구
조조정지원과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만

IMF구제금융 이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
는데 형평성 제고와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도입과 사업소득 과세정상화를 통한 사업소득-근로소득간의 불공평 완화
이기에 이 두 가지 목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형평성 관련하여 당분간 불만이 없을 것이다.

4. 사회복지정책

구조조정기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확충을 최우선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IMF체제이전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공적부
조부문의 확충은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자
재정으로부터의 조기탈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부문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지
나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보험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만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4대사회보험제도의 재정문제는 심각
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문제는 IMF체제이전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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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자 그리고 기금의 고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보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서 적자재정으로부터의 탈출
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보험제도중에서 공적연금제도와 산
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개혁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빈곤대책으로서 미
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의 소득세제 도입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취약한 공적부조를 보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역할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제

사회보험제도는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제도의 네 가
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공적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험을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재정건실도가 매우 취약하여 이미 상당규
모의 적자가 발생하였거나 멀지 않은 장래에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표 Ⅲ-26>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전망
국민연금

공무원

군

직역연금
인

사립교원

적자발생시점

2023년

1995년

도입초기부터 적자발생

2015년경

기금고갈시점

2033년

2009년

1995: 6,512억원 적자
2000: 1조 2천억원 적자

2022년경

19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은 1995년까지 5조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1995년에는 적자로 반전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1996. 1.부터 공무원연금(군인,
사립교원연금 포함)의 기여율을 기존의 11%에서 13%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인상에
도 불구하고 1999년 예산안에서는 40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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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2010년까지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이후 매년 적자액은
2010년 3조원, 2015년 9조원 및 2020년 2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7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현재 매년 약 7,000억원 정도의 적자
가 발생하여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1996년에 이루어진 기여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간 적자액은 1999년에 1조원을 초과,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립교원연금은 공
무원연금보다 15년 늦게 도입되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2015년경부터 적자로 반전
하고, 2022년경까지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다.

1)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평생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퇴직 후 받게되는 연금수
급액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함으로써 파산
이 당연한 구조로 시작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이러한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1세기 중반에는 갹출률
을 25%이상 인상하거나 정부예산의 50%정도를 연금지출에 사용해야하는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IMF 체제하에서 본격적인 적자재정운용이 불가피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제도는 우리의 노령화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을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노령화가 우리보다 일찍 시작된 선진국의
경우도 노령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이
미 완성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또 하나의 이유는 1998년 7
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 데 있다. 현행과 같
이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할 경우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
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되고 또한, 재정위기를 더욱 앞당길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을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권고한 바 있듯이,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이원화한 후,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
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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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최저노후생활보장을 하도
록 하고 그 이상의 소득비례연금은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연

금의 이원화를 통해 4대 공적연금을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고 아
울러 추가적인 보장인 소득비례연금은 기존 연금제도들의 틀을 계속 이용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해서도 연금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기초연금을 남북한 통
합초기에 북한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공무원․군인․사립교원 등의 직역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군인연금의 적자발생규모는 향
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공무원․사립교원연금도 조만간 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은 급여․보험료간의 구조적 수지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바,
현재 재직중이거나 추후 가입하게 될 공무원․군인․교원들에게 지나친 보험료부담
이나 연금급여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하여 제도개혁의 충격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급불균형을 일시에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야 할 것이다.
직역연금의 재정불안정요인의 하나는 20년만 가입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급여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퇴직자의 급여지급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장기근속자보다 월등히 유리해지는
역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기본취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는 만큼, 직역연
금제도도 국민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지급개시연령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
계각국의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는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
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근 노령화에 따라 이러한 자격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50세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국민연금과 같
이 60세까지 상향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지급개시연령
에 미달한 퇴직자가 연금급여를 신청할 경우,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삭감 지급
하는 감액노령연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추계(earnings test)방식을 도입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소득추
계방식이란 연금수급자격을 지닌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정규적인 소
득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면 이에 상응하여 연금혜택을 삭감 또는 연기하는 제도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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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직역연금제도에서도 이러한 소득추계방식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 및 삭감정도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나 퇴직후 자영업
을 할 경우에는 소득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아 연금급여의 100%가 전액 지급되고
있어 직종에 따라 불공평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후에는 소득추계방식을 강화하여
국영기업체뿐만 아니라 사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소
득추계를 적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소득추계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재
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절차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직역연금제도는 과거 빈번한 급여혜택의 상향조정시 연금재정에 대한 효과
및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재정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는 연금재정에 대하여 30～50년의 재정예측 및 장기적인 평가진단을 통하여 사
전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서도 정기적인(매 5년) 연금재정의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및 급여조정 등 제도개선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연금재정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세대간․세내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셋째,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계방식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성격상 큰 차이가 있는 우리 나라 공무
원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식으로는 자격기간만의 통산을 행하는
연결통산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통한 공적연금
제도간 연계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가입대상자를 한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흡수하는
통합방식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재보험제도의 개혁

산재보험은 우리 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 1964년부터 의무보험형태로 시행되
어 왔으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
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산재보험은 그 자체의 사회보험적 성격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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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며 1994년 12월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처음 도입시에는 500人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 5人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96년 말 현재 적용 사업장수 21만 여개소, 815만 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1989년 이후에는 중장해자에 대한 급부가 연금
화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처럼 생계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변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산재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의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유인기능이 미약하고,
보험급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납율이 저하되고 있고, 산재예방서비
스가 미흡하고 또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과연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효율적 운영을 통한 근로복지의 증진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각
도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시급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이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는 현행 산재보험의 제도 및 행정체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산재보험제도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다원화를 시도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한다는 의미는 현재 공적운영체계 하에 있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주체를 다원화하여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
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를 민간보험사 등에도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취급기관을 다원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산재보험제도를 다원화한다고 산재
보험제도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원화된 취급기관중 한 군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가입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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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다원화의 개념은 민영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민영화는 현
재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을 민간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의
미를 갖는데 반해 다원화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독점적 운영기구를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독점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적운영체계 하에서의 보험료율 산정체계로서는 재해예방을 사업장 스스로 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적운영은 내적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서
료 수납률이 저조하고

보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공적운영체계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공적운영체계 하에서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부의 소득세 도입 검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용효과적
인 제도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미국에서 1975년 도입하여 20여
년 이상 실시하고 있는 負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부의 소득세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업자와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난국에서는 복지수요의
증대가 상당히 클 것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적부조체계로서는 한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의 소득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NIT가 공적부조의 역할을 일부 흡수하되 공적부조금액을 공적부조보다 다소 높
게 책정하면 공적부조대상이 되던 경제활동 미참여자에게 취업유인을 제공하는 효
과가 있다. 또한 부의 소득세의 도입은 세출을 세입과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조세지
출예산제도의 도입과도 함께 논의될 수 있고, 이는 복지지출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NIT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근로의욕의 저하효과는 적용대상금액을 초기에
는 낮게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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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부의 소득세제를 적용하는 것
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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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의 목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장기적으로는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구
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것에서 파생하는 실업문제의 해결 및 경기부양을 고려해야 하는 구조조정기의 바람
직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Ⅱ장에서 신 정부의 재정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Ⅲ장에
선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한 다음, 신
정부 재정정책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비교하며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기에 적절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여건이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지금처럼 고통스럽지는 않
았을 텐데, 지난 몇 년간 실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고 소위 ‘위장된 축복’이라고 불리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조조정 자체가 원래 실업을 야기하고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이미 전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구조조정
을 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재정정책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

황에 이르렀다.
IMF구제금융 초기엔 IMF에 의해 강제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핵심은 외환보유고의 고갈을 막기 위한 긴축예산과 줄어드는 세수보전과 부실금융
기관 정리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각종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었다.
외환유동성의 고갈 위기를 넘긴 현재에 와서는 긴축재정의 의지는 상당히 퇴색되
고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기반의 붕괴 우려에 따라 적자재정의 편성이 용인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를 동반한 구조조정기의 재정정책의 방향은 구
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체적
인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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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예산정책은 구조조정기를 맞아 기존의 엄격한 건전재정기조에서 벗어나 효
율적인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적정 조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정운
영의 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의 상황에서 이러한 역할
을 위해선 적자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고, 그러나 적자예산의 편성 이전에 합리적
인 지출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래
도 불가피할 경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되 그것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출의 상
한선을 정하고 그 해소를 위한 적자운영계획(debt management plan)을 철저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도입과 복식부기와 같은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정책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도 효율성과 공
평성을 조화시키는 장기적인 조세개혁의 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외부불경제 야기 상
품에 대한 과세강화 및 조세감면대상 축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과 세목간의 과세불공평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제고를 위해선 세제의 간소화와 목적세의 폐지가 필요하고 조세감면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소비세 인하 및 각종
준조세의 철폐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 합
병, 분할 및 청산에 따른 각종 세금의 감면 및 이연이 필요하고 기업재무구조개선
을 위해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조세
정책이 이 많은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은 구조조
정기엔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의 달성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구조조정지원과 경
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선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의 재도입과 사업소득-근로소득간의 불공평 완화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기의 실업발생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불가결하
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도
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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