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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큰 시장-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최 광(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상자(商子) 거강(去强)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

욱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
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아담 스미스(A. Smith)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문에서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가 없으나

공공부문에서의 낭비에 의해서는 그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
“국가 민족을 위한 사업이라고 뽐내는 사람치고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자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디렉터 법칙(Director’s Law)
“공공지출은 주로 중산계층을 위한 것이며, 주로 가장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그 비용을 크게 부담한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자유시장 덕분에 쌓아올린 번영이 비대해져 가는 정부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질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칼 포퍼(Karl Popper)
“아마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
어내기 때문이다.”
관료와 경제

관료들이 경제운용의 중심에 설 때 그 경제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관료가 경제자원을 통제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그들의 이
윤획득 대상을 소비자에게서 구하지 않고 관료에게서 구한다. 그 결과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은 상품을 싸게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기보다는 관료
나 정치인들에게 특혜를 부탁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재화나 용역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는 쇠퇴
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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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성공의 역사에서 중년의 위기로?
한국경제는 20세기에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지구상의 몇 안 되는
경제 중의 하나다. 물론 그 동안 우리 경제가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의 변
화를 겪어왔으나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내(30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의 나라이다.
지난 수 세기 동안의 부러움과 성공의 역사는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를 우려한 지 오래이다. 영
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고속성장의 신화로 주목받았던 한국경제가 각종
악재로 때 이른 “중년의 위기(middle-age crisis)”에 빠졌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이 몽유병(夢遊病)에 걸렸다(Seoul sleepwalks)”는 기사에서 한국경제를
잠자다 불쑥 일어나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몽유병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듣
기에 거북하지만 세계에 비친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성과를 보면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참여정부｣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크게 둔화 약화되고 있다. 이
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
권의 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인플레율이 외형적으로 낮기는 하나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고 다른 경쟁 상대국들의 인플레율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상당수 국제기구들이 아시아 여타 나라의 경제 전
망을 밝게 보는데 반해 한국 경제 전망만 어둡다고 한다. 한국경제를 바라보
는 눈길이 싸늘해지고 있다.
2. 한국 경제 :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매우 우려할 수준이다. <표 1>이 보
여 주듯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이는 감소세인 반면, 최근 주요국 및 경쟁국의
성장률은 증가추세이다. 한국은 2005년까지 3년 연속 세계평균 성장률에 미
달하고 아시아 지역 성장률과 비교하여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2>는 지난 40년간 역대 정권(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요약 제시하고 있
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참여정부｣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크게 둔화
약화되고 있는 바 이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권의 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인플레율이 외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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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는 하나 성장률 하락을 감안하고 다른 경쟁 상대국들의 인플레율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세계

4.0

5.1

4.3

4.3

3.3

한국

3.1

4.7

4.0

5.0

4.2

아시아

8.1

8.2

7.8

7.2

7.0

주: 1.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2.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제외됨(선진국에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 2006.
KDI,『KDI 경제동향』, 2007.9.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7』, 2006.

<표 2> 역대 정권별 경제성과의 비교
(단위 : %)
경상수지
개인순
/
저축률
명목GDP

정 권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
이션율

박정 희
(1965~79)

9.0

4.7

14.2

-5.1

14.01)

11.52)

10.9

8.7

4.0

6.1

-0.3

14.0

12.7

9.6

8.0

2.5

7.4

1.1

22.5

14.0

8.8

6.9

2.4

5.0

-1.6

17.6

13.3

7.9

7.2

4.5

2.5

2.6

11.5

11.9

5.9

4.3

3.6

3.0

2.2

4.3

9.2

2.0

전두 환
(1981~87)
노태 우
(1988~92)
김영 삼
(1993~97)
김 대 중3)
(1999~02)
노무 현
(2003~06)

설비 실질회사채
4)
투자율 수익률

주: 1) 1975~79년 평균
2) 1970~79년 평균
3) ｢국민의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1998년도를 제외한 수치임
4) 회사채수익률 계산에 사용된 소비자물가지수는 노태우 정부부터는 2005년 기준
분을 이용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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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축과 투자인데 이는 저축이
가계의 건전성을 상징하고 투자가 기업의 활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저축률과 설비투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매우 낮은데 이는 우
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경제의 현 위상을 정확히 인
식해야 한다. 불과 40년 전 기초적인 삶의 영위조차 힘들었던 절대빈곤
(absolute poverty)에서 이제는 삶의 질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크게 도약한 점
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라
생각한 적도 있었다.
우리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이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중진국으로의 정착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World Bank가 작성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05년도에 한국의 경제규모는
GDP 기준으로 비교 대상 184개 국 중 12위이고 GNI 기준으로 비교대상
208개 국 중 11위이며, 교역량은 세계 10위이다. 1인당 GNI는 2005년 도에
시장 환율 기준으로 15, 840달러로 비교대상 208개 국 중 세계 49위이고 구
매력 평가 기준(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22,010달러로 세계 46위에 불
과하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의하면 전체 60개의 평가대상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06년도
우리나라의 종합경쟁력은 38위에 불과하다. 구체적 개별 내용을 살펴보아도
경쟁력은 경제 외형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성과는 47위이며, 정부효
율성 47위, 경영효율성 45위, 정부의 가격통제 57위, 제도적 장치 46위, 경영
구조 51위이다. 다만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25위, 재정정책 16위 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여건은 2006년의 23위에서
30위로 하락했으며, 조사대상 178개국 중 창업 110위, 고용 131위, 세금 106
위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와 관련하여서도 영국
Economist지 의 Intelligence Unit가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도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 군(群)에 속하면서 2006년도 167개
조사대상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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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경제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
최근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근본철학이
잘못되어 있다. 둘째, 우선순위의 책정에 문제가 있다. 셋째, 정책목적에 부
합되는 정책수단이 강구되고 있지 못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정책에 일관
성이 없고 경제주체는 혼란스러우며 그 결과 경제는 활력을 잃고 경쟁국들
에 밀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관치경제 중상주의체제로부터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앞두고 근래의 경제철학이 사회주의･반시장
적 좌파평등주의･정부주도를 바탕으로 하는데서 연유된다. 개혁이라는 이름
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민족", "평등", "균형"이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면서 정책이 추진되는 한 경제는 멍들 수밖에 없다. 어느 좌파
적 개혁도 경제를 망치지 않은 경우가 없음이 역사의 교훈이다.
경제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경제는 국가 우선순위에
서 뒷켠으로 밀린지가 이미 오래이다. 국민을 지연으로, 학벌로, 거주지별로,
연령별로, 이념별로, 내 편 네 편으로 편 가르고, 과거 부정에 몰입하고, 우
방과 외교전쟁을 불사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멍이 들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
는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제합성･정합성 도모는 국가 정책의 기본 중 기본
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데, 행정수도를
새로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
겠단다.
취임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만 달러이면 어때?”라고 했다.「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리 정책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계속 성장하리라는 것이다.
반드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20 세기 초반 선진국으로 칭
송받던 남미의 상당 수 나라가 지금 중진국으로 추락하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국토균형발전, 대북포용정책 등
최근 들어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비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된 재정지출, 각종 규제를 통해 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념,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좌파적 복지정책
등으로 공공부문은 점점 비대해지고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각종 개혁을 빌미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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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는 정부, 심화되는 경쟁 속에 자신감을 잃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불
안에 떨고 있는 가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고통을 수반하는 각종
개혁조치를 밀어붙이면서도 스스로 앞장서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눈다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경제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소위 3대 경제주체
중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무가 중요하다. 작금에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관
찰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피상적으로 관찰하기만 하여도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으며 기업은 각종 질곡에 억
눌려 힘이 쇠진한 상태이다. 오늘의 문제는 활력이 넘쳐야 할 기업이 탈진한
상태이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적극적인 데 있다.

II. 정부의 의미와 기능
1. 정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부의 재정활동 즉 나라 살림살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미와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원론, 미시경제학, 공공경제학 등 교과서를 살펴보면 정부의 기능, 역할에 대
해 올바르게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시장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 개입에 의한 미시적 거시적 시장실패
의 교정을 정부의 역할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을 두고는 이러한 서술은 학생들과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한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많은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적 과정(institutional process)으로서의
사회를 조직화하는 한 가지 방법(method of social organization)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경제적 번영을 구가
하기 위한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잘 짜 주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을 통하여
제공되지 못하거나 제공되더라도 완벽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James M. Buchanan)교수는
첫 번째 기능을 정부의 보호적 기능(protective function), 두 번째 기능을 생
산적 기능(productive function)이라 불렀다.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에는 법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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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유지가 포함된다. 정부는 시민들 서로 간에 또는 외부 침입자에 의하여
범법활동이 저질러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합법적인 힘을 독점
적으로 갖고 있다. 개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교분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체계
를 확립해 주는 것이 정부의 보호적 기능의 중심이 된다.
정부의 두 번째 기능인 생산적 기능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
는 기능이다.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언급되
는 대표적인 시장실패는 첫째 시장의 기능장애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독점의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직성에서 오는 불황이나 실업이며, 둘째 시장의
내재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비용체감 산업, 불확실성 등이
있으며, 셋째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외
재적 결함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이다.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다. 정부가 보호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만 개개인은 계약과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각자가 창출한 생산과 소득을 제3자가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고 자
신이 전부 가질 수 있어야만 개개인은 생산과 소득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간략히 말해, 정부의 보호적 기능은 씨를 뿌린 자가 뿌린 만
큼 거둘 수 있게끔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보호적 기능의 중요성은 보호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관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사유재산권
제도를 확립･유지시켜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타인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내 것과 네 것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
람들은 열심히 일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고 국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
求魚)이다.
2. 정부의 존재이유와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인 보호적 기능은
크게 강조되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생산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의 실패가 강조되면 정부의 기능은 이를 교정하는 생산적 기능이 강조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적 기능이
먼저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논의에서는 국가 번영에 필수적인 보호기능은 강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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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생산기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시장이 시장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기능이 먼저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최
근 참여정부의 경우 안보, 방위, 치안, 질서유지 등 생산기능에서 많은 문제
를 노정하고 있다. ‘과거사법’에 의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
의 활동이 매도되고, 군인과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구타당하고, 고속도로와
시내 거리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이 시위대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등 국가 부
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공익을 빌미로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는 크게
침해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부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와 선택
의 자유를 근간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게 하여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어디에
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하는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정부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키는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이 기업을 창업하
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도록 허용하며,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다. 헌법
상 자유시장경제가 국가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개개인
들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집단이나 공무원집
단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소득
과 재산의 분배결과가 정치집단과 정부의 관료집단에 의해 임의로 수정되고
바꿔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나 정책당국이 특정한 도덕적 열정이나 윤리적 가치를 기준
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사회적 윤리성을 결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
다. 시장 개입적 정책들이 횡횡하는 여건 속에서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인
독립심, 기업가 정신, 책임 의식, 신중함, 엄격성, 소비자나 주주에 대한 충성
심 등이 생성 성장할 여지가 없다.

III. 큰 정부 vs 작은 정부, 증세 vs 감세 논쟁
1. 큰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근의 현상
우리는 정부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적극 개입하는 21세기 큰 정부의 세
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큰 정부 세상이 정상적 일상적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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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상의 인류의 긴 역사를 관조해 보면
큰 정부는 지난 반세기의 현상에 불과하다.
<표 3> 주요국의 정부규모 관련 지표의 장기적 추이
(단위 : %)
19세기 제1차
제1차
제2차
제2차 세계대전 후
말
대전 전 대전 후 대전 전
1870
1913
1920
1937
1960
1980
1990
1996
일반정부 세출규모의 대 GDP 비율

2005

프랑스

12.6

17.0

27.6

29.0

34.6

46.1

49.8

55.0

53.8

독일

10.0

14.8

25.0

34.1

32.4

47.9

45.1

49.1

46.7

일본

8.8

8.3

14.8

25.4

17.5

32.0

31.3

35.9

37.3

스웨덴

5.7

10.4

10.9

16.5

31.0

60.1

59.1

64.2

56.6

스위스

16.5

14.0

17.0

24.1

17.2

32.8

33.5

39.4

36.7

영국

9.4

12.7

26.2

30.0

32.2

43.0

39.9

43.0

45.5

미국

7.3

7.5

12.1

19.7

27.0

31.4

32.8

32.4

36.4

선진국 평균

10.7

12.7

18.7

22.8

22.9

43.1

44.8

45.6

44.7

프랑스

15.3

13.7

17.9

20.5

37.3

46.1

48.3

50.3

50.9

독일

1.4

3.2

8.6

15.9

35.2

45.0

43.0

45.3

43.4

일본

9.5

-

-

-

18.8

27.6

34.2

31.7

31.0

스웨덴

9.5

6.7

7.2

8.5

32.5

56.1

63.3

62.1

59.4

스위스

-

2.5

3.8

6.0

23.3

32.8

34.2

36.4

35.3

영국

8.7

11.2

20.1

22.6

29.9

39.6

38.7

37.2

41.9

미국

7.4

7.0

12.4

19.7

27.0

30.0

30.8

31.6

31.7

선진국 평균

9.3

8.8

13.7

16.6

28.7

40.1

42.2

43.4

41.9

일반정부 세입(歲入)규모의 대 GDP 비율

총고용 대비 공무원 수 비율
프랑스

2.5

3.0

-

4.4

-

20.0

-

24.8

-

독일

1.2

2.4

-

4.3

9.2

14.6

-

15.1

-

일본

1.0

3.1

-

5.0

-

6.7

-

6.9

-

스웨덴

2.2

3.5

-

4.7

12.8

30.3

-

32.0

-

스위스

2.4

5.7

-

5.8

7.3

10.7

-

14.1

-

영국

4.9

4.6

-

6.5

14.8

21.1

-

15.0

-

미국

2.9

3.7

-

6.8

14.7

15.4

-

14.5

-

선진국 평균
2.4
3.7
5.2
12.3
17.5
18.4
주: 1. 일반정부 세입규모의 대 GDP 비율에서 세입규모는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의

-

경우는 모두 일반정부 기준이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1937년까지는 중앙정부 기준이
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정부 기준임
2. 총고용 대비 공무원 수 비율에서 1996년 수치는 1994년 수치임.
3. 2005년 수치는 OECD자료이므로 이전의 수치와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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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ito Tanzi and Ludger Schuknecht, Public Spendings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6, pp.52~53, p. 26.
OECD, OECD in Figures, 2006-2007 Edition, pp.58~59.

인류의 긴 역사를 두고 정부의 규모를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표 3>은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입수가 가능한 정부 규모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130년간의 자료에
서 관찰되는 것은 정부 세출 기준이든, 세입(歲入)기준이든, 공무원 수 기준
이든 정부 규모가 현재와 같이 확대된 것은 지난 40년간에 이루어 진 20세
기 후반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만 하여도 정부 규모는
GDP의 10% 내외였다. 1960년대 중반에 30%로 증대하고 1080년대 이후 4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표 4> 주요국의 총세수 대비 지방정부 세수 비중
(단위: %)
국 가

연 도
1880

1920

1935

오스트리아

-

-

28

28

프 랑 스
독
일

3
50

3
60

3
37

3
50

이탈리아
네덜란드

25
20

16
50

15
2

1
1

노르웨이

40

40

35

30

영
미

30
62

23
57

9
30

12
40

국
국

1980

주: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수치이며, 미국의 1880년의 수치 62는 1902는 수치임.
자료: Carolyn Webber and Aaron Wildavsky, A History of Taxation and Expenditure

in the Western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6, p. 523.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 중앙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것은 근래의 현상이고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표 4>는 전체 세입(稅入)에서 지방정부 세입이
점하는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프랑스만 예외적으로 줄곧 중앙정부 중심이

- 11 -

었고 독일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 1920년에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지방세
로 징수했으나 근래에 오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논쟁의 역사와 이념적 성격과 교훈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역사가 긴 논쟁으로 최근에는 보수 진보 간 모
든 정책 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수는 자연권적 자유주의 사상과 더
불어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데 반해 진보는 공
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증세와 큰 정부를 주창한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
에 대해 선험적 판단은 어려우나 역사적 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배정책을 도
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
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큰 정부를 바탕으로 재분배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재정규모가 크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우리도
선진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정부 규모를 키워 각종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구호로서 무척 매력적이고
대중 영합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큰 정부로 야기되는 국가 자원의 엄청난
낭비 가능성과 낭비가 초래하는 피해를 망각하고 있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작은 정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번
창하는데 반하여 한정된 이성과 이기주의적 편견의 소유자인 인간 또는 그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경제는 쇠퇴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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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하는가?
큰 정부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큰 정부는 타율의 확대를 의미하고 큰 시장은 자율의 확대를 의미한
다.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큰 시장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개인의 창조력을
활성화시킨다. 시장 개입적 정책들이 횡횡하는 큰 정부 아래에서는 자본주의
의 도덕적 기반인 독립심, 기업가 정신, 책임 의식, 신중함, 엄격성, 소비자나
주주에 대한 충성심 등이 생성 성장할 여지가 없다.
둘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하여 큰 정부-작은 시장이 국민을 잘 살게
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
셋째, 공공부문(정부)은 민간부문(시장)에 비해 태생적으로 생산성이 떨어
지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정부의 팽창은 국가 전체의 생
산성을 하락시킨다.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분의 과소비를 유도하
고 공공부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속화시킨다.
넷째, 시장은 실패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해 개인에 한정되는데 반해 정부
실패의 경우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큰 정부의 선택으로 우리가 손
에 쥐는 것은 높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
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원 자체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소멸된다.
다섯째, 오늘 날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작은 정부 외에 다른 대
안이 없다.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이유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와
교류하는데 유리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 적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정의로운 시장경제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제도는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무질서하고, 반
사회적이며, 불공평하고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리거나 근거가 없다. 자
본주의 시장경제체제야말로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제도이고 오늘날 인류가
이나마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덕분이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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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각자의 능력과 기여에 따라 달리 대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
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가장 바
람직한 상황 또는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외 없이 부여하지만 그
상황 또는 지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능력
을 발휘하고 재능을 가진 소수의 모습을 볼 때 다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
평하게 마련이다.
시장경제를 빈부 격차의 원흉으로 믿게 된 것은 이 체제만이 언론과 표현
의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 내의 불평등을 사회주의 때문
이라고 비난한다면 십중팔구 수용소에 잡혀갈 것이다. 비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만 불평등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는 불평등하다는 고정
관념이 생긴 것이다.
지난 200년 인류 역사의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권력집중,
폭력, 빈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과는 반대로 자본주의에서보다도 사회주의에서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통
령이 믿는 “더불어 잘사는” 진보이념은 관념적으로 훌륭할지 모르나 현실에
서는 재앙만 초래한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역사에서 교
훈을 제대로 배우자.
5. 증세 감세 논쟁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고 “복지예산 비율은 더 적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재정적 효율성
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더라도 재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이고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까지 감세론자
들을 비난하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고 주장하
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씀 이후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

원조달을 둘러 싼 증세 필요성과 이에 따른 큰 정부 불가피성 논쟁이다. 우
리나라의 재정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고 “복지예
산 비율은 더 적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
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더라도 재정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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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 출사표’인 “특별기획”에서는 “감세
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이고 “한국사회에 내재
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까지 감세론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감세냐, 증
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책임 있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기약 없이 미루어서는 안 되
며”,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있다. 문제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고 어디에 쓰느냐

다. 감세론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이 필요한 지, 각 정책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 지,
어느 세금으로 얼마큼 충당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대가 불가
피한 지 등등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면밀히 계산,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위적 주장만 있지 그토록 중요한 정책을 두고 구체적 대안
제시는 없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용도는 보육, 간
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소위 사회적 일자리의
공무원 증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한다.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나 이도 여건의 변화
로 불필요하게 된 부문의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거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정
책이 아니다.
복지사업 미래사업을 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고 했는데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는 현행 세제가 분배
형평 면에서 큰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데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 부담을 증대하면 양극화의 해소가 추구하는 목표
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금인상과 그에 따른 정부지
출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의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점이
다.
우리의 세제 및 세정은 결함투성이 이다. 역대 보든 정권이 세제개혁을 주
창했으나 어느 정권도 세제개혁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참여정부는 세제개
혁을 내부로는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청사진이 제시된 바가 없
다. 선진국의 경우 새 정권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세제 관련 공약
을 실천하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경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불
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의 국민적 합의 도출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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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양극화 해소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
대적인 세제 및 세정 개혁이 참으로 요청된다.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식의 안일한 조세정책이 아닌 근본
적인 세제개혁이라는 말이 오고가긴 하였으나 요점은 증세로 뒷받침되는 큰
정부로의 지향이다. 대통령 자신도 문제가 있어 개혁하기를 주창해온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큰 정부가 건강하고 성공한 나
라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세금인상과 큰 정
부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가?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셨는데 진짜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
면 세금으로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단기적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자생과 자
조를 강조․설득해야 한다. 복지를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에게
점심을 사줄 터이니 국민더러 점심값을 내라는 것과 똑 같다.
6.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자세
경제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소위 3대 경제주체 중
에서 기업과 정부의 책무가 중요하다. 작금에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
하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피상적으로 관찰하기만 하여도 정부는 문제의 해
결사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으며 기업은 각종 질곡에 억눌
려 힘이 쇠진한 상태이다. 오늘의 문제는 활력이 넘쳐야 할 기업이 탈진한
상태이고, 수동적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적극적인 데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
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 또는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더더욱 국민세
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장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육, 문화, 예술,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시
장논리의 잘못된 적용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높
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일 뿐이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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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자원 자체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소멸된
다.
재정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이시키는 사실을 국민도 전문가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서도 문
제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분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부
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속화시킨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핵으로서 생산의 주체이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은 근로
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에서 생산자
인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피나는 경쟁을 한다. 창의성을 비롯
한 인간의 숨은 능력은 저절로 개발되지 않으며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
하고 확산시키며 기존의 정보를 전파하는 최선의 도구이다. 새로운 생산공
정, 조직방법,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 등을 추구하는 행동은 경
쟁에 의해 창조되며 경쟁이 심할수록 더욱 활성화된다.
기업 생산 활동의 위축 내지 약화가 초래되는 배경은 여건의 변화와 사회
여건의 족쇄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치
열해져 어려움에 처하고, 생산요소 시장의 경우 고임금으로 표현되는 고비용
때문에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여전하
며,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소유 및 경영구도에 불합리한 메스를 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기업을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분명히 탈피해
야 한다. 오늘날 우리 기업은 어느 집단보다 앞서가는 우월한 정보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려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
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정책 당국이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경쟁의 와중으로 내
모는 것이다. 사자가 귀여운 새끼를 낭떠러지에 내던져 혼자 살아가는 섭리
를 터득케 하는 것처럼, 기업을 경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주된
책무이다.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며 작은 정
부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킨 경우는 없으나, 국가예산이 방대하고 민간부
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실의 불가피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업 저 사업

- 17 -

벌리기보다는, 지금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예산규모를 상당히 줄이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시금석(試金石)을 놓는 길이다.

IV. 정부의 실패
1. 정부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시장실패로 인하여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각
종 정책을 통하여 경제에 개입한다. 그러나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
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개입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배
분의 왜곡을 수반하여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현실의 경제에서는 각종의 시장실패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
적인 정부개입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서와 같은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
등의 동기부여가 전혀 없거나 충분하지 못하므로, 관료집단에 의한 민간부문
경제활동에의 개입은 각종의 폐단을 초래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실패

(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정부실패는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무지하여서도, 나쁜 의도가 있어서도 아
니며, 잘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정부라는 경제기구에 의한 정책결정 과정의
속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정부실패의 구체적 원인으로 규제자의 불완
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수단의 비효율성 또는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정치
의 제약조건, 근시안적 규제의 가능성, 규제자의 개인적 목표나 편견의 영향
등이 통상적으로 언급되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단일의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고, 정당(정치가)
과 관료 등 여러 주체의 집합체이고, 더욱이 각 주체는 개별적 이해를 고려
하면서 행동한다는 것, 정부의 산출(output) 즉, 공공서비스는 측정하기가 곤
란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는다는 것, 각 주체의 행동의 성
과(performance)를 정확히 판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
에 기인한다.
둘째, 정부 내의 정보의 편재가 정부의 실패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공급의 비용에 관한 정보는 관료가 독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보의
독점과 전술한 첫 번째 요인을 연결해 생각하면,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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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비용으로)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편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는 정치가는 각 선거구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정의 공공서
비스에 대한 강한 수요를 등에 업고 의회에 들어감으로 그 결과는 비용증대
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정치적 외부성 때문에 즉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떤 정책
의 실시가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부차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부실
패가 발생한다. 불확실성은 정부의 실패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외부성은 설령 정부 내의 각 주체가 공익의 실현을 향해 이상적으로 행동한
다고 해도 발생하는 실패임에는 틀림없다.
넷째, 시장실패의 한 요인인 소득분배의 불공평에 대응해서 권력 혹은 영
향력의 분배의 불공평이 정부의 실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어떤 공공정
책의 책정⋅실시는 거기에 관계하는 일부의 관료와 정치가에게 특권을 주며
또한 다양한 공공정책의 동시적 수행은 이와 같은 권력에 중층구조를 초래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주체에로의 권력집중은 재량적 결정의 여지를 확대
시키고 사회적 편익(비용)으로의 배려를 희박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과 수입 간의 연계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없으므로 X효율
성(X-efficiency)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관료제의 속성상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생산보다는 단기적이고 금방
눈에 띄는 생산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부의 성과나 관료
의 업적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공공의 목
적과 거리가 먼 내부적인 상벌이 정부나 관료들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경제적 원리에 따르기보다는 이해 당사자
들 간의 타협을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각각의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개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때문에 정부실패가 초래된다. 정
부의 정책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이 정책에 대해 일
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결
국 민간부문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는데 어떤 정책이 실시된 후 민간부문이 반드시 기대된 대로 반응한다는 보
장이 없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
래 기대하였던 바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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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실패가 일어난다.
여덟째, 관료조직에 대한 불완전한 통제로 정부의 실패가 초래된다. 대부
분의 경제이론은 모든 정책이 실제로 관료들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집행과정에 어떤 굴절이 있으면 정책의
효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은 거
의 무시되어 왔다.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굴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관료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들
도 인간인 만큼 공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욱 앞세울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어떤 경제정책은 원래 의도된 바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한 선택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기 십상이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무지하여서도, 나쁜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며,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하여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정확히 표
출되지 않는 한,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투입과 산출이 제대로 계측되지 않는
한, 좁은 의미의 효율성을 넘어 광의의 효율성에서 제약을 받는 한, 그리고
정책결정자 개인의 목표나 편견이 개입되는 한, 공공부문의 활동 결과는 민
간부문에서와 같은 양태로 나타날 수 없으며, 이 결과 사회구성원에 비친 공
공부문의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실패를 적절히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지 이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개입할 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적 관점에서의 선택은 결국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중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가격기구 즉 시장의 불완전성을 지나
치게 의식하여서도 안 되겠지만, 시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정부 관료의 결정 대 시장의 결정: 관료는 왜 문제를 개악시키는가?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관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망과 신
뢰는 부지불식(不知不識)간에 매우 크다. 사실 개인적 자질에서 보면 여러 측
면에서 관료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며, 우리 관료는 세
계의 다른 어느 나라 관료에 비해서도 개인적 자질은 높다.
아무리 관료들이 똑똑하고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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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제의 장･단기적 작동에서 관료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절대로 없다. 시
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아무
리 훌륭한 관료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능가하는 위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그 위력을 더 잘 발휘한다는 것에
덧붙여, 관료는 문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까닭
을 네 가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논리
보다 정치논리에 의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현실에서도
그러하다. 의사결정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의사
결정이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새로운 선도산업(先導産業)을 지정하
고, 특정 집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재원을 배분하
는 등의 의사결정이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관료에 의해 아무런 정치적 영향
을 받음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시장과 관료는 똑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관료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기 때
문에 관료의 결정이 최선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관료는 경제논리보
다는 정치논리에 의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거나, 생산력 증대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에 국가의 귀중한 재원이 투
자된다.
둘째, 관료는 자신의 돈이 아닌 납세자의 돈을 관리하며 그 관리의 결과도
자신이 전적으로 향유하지 않거나 못하므로 시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고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일반 투자가와는 달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
의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관료들의 경우 낭비적인 투자가 채
택되더라도 그들의 보수나 운명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때로는 아무리 낭비
적 투자가 되더라도 많이만 하면 일을 잘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칭찬을 받
기도 한다. 시장에서 투자가의 운명은 생산적 투자를 선택하느냐 또는 비생
산적 낭비적 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관료들의 경우 관
료의 운명과 투자결정의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관료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관료가
결정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관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이상, 이익집단들은 객관적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
다는 통상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
만을 골라서 관료에게 제공한다. 부정확한 정보는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고 시장의 힘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때로는 획득한 정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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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관련 당사자들 모두로부터 정보가 완벽히 균
형되게 망라되어 입수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의 의사결정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
넷째, 시장은 분산적 의사결정형태이기에 경제주체 모두가 개별적으로 거
의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관료에 의한 경제의 관리는 중앙집권적 의
사결정 형식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완벽한 정보를
관료가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료에 의한 경제운용은 실패할 수밖
에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우 다양한 변화를 동태적으로 겪으면서 살고 있
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소비자의 선호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정치적 여건은 예측을 불허하는 등등 이 모든 동태적 변화는 투입물과 생산
물의 상대적 희소성과 가치에 변화를 가져온다. 어떠한 관료도 동태적 변화
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자신이 갖거나 다른 경제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왜 재정 지출은 확대되고 재정 사업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모든 나라에서 재정 지출이 계속 증대되고 정부 지출 사업은 비효율과
낭비로 점철되는 것일까?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정책의 목적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
선하고, 낮은 출산에 대처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등 분명히 바람직하고 인도주의적이고 고상한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일까?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다. 정부 규모와 사업이 적었고 재원을
부담할 납세자들은 많았다. 그리하여 개개인이 적은 액수를 부담하여 국가
본연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상당한 혜
택을 제공하였다. 정부 재정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정부 사업으로 혜택을 받
는 수혜자와 부담자 간에 그 수와 금액이 역전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한 쪽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다른 쪽 호주머리에 집어넣고 있을
뿐이다.
돈의 쓰임새를 간단히 분류해 보면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진다. 돈
을 쓸 때 주체가 그 돈의 주인 자신이거나 제3자인 타인일 것이다. 그리고
돈을 쓰는 목적 또는 대상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거나 타인을 위해
서 돈을 쓴다. 이처럼 두 쌍으로 이루어진 대안들의 조합을 구하면 네 가지
조합이 생기는데 이는 다음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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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서 조합Ⅰ은 자기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이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경우로서 우리는 분명히 가능한 한 절약도 하고 쓰는 돈에 대
해서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얻도록 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는다.
<표 5> 돈의 소유자와 지출 대상

지출 대상
돈의 소유자

나

타인

나

Ⅰ

Ⅱ

타인

Ⅲ

Ⅳ

조합Ⅱ는 자기의 돈을 어떤 타인을 위해 쓰는 경우이다. 크리스마스나 생
일 선물을 사려고 쇼핑을 경우로서 우리는 조합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
능한 한 절약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선물을 받을 사람의 기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쓰는 돈에 대해 최대한의 가치를 얻어내려는 똑같은
유인은 갖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사주고 싶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흡족한 인상도 주고 또 시간
과 노력도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다. 상대방의 선호를 정확히
는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리라 생각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
게 될 것이다(만일 우리의 주된 목적이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돈에 대해 가
능한 한 많은 가치를 얻어내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에게 선물 대신 현금을
주어 조합Ⅱ식 지출을 상대방의 조합Ⅰ식 지출로 바꾸려고 할 것이다).
조합Ⅲ은 타인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경우이다. 가령 회사 접대비로
점심을 먹는 경우이다. 그때에는 점심비용을 될 수 있는 데로 싸게 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돈의 가치에 합당한 것을 얻으려는 강
한 유인을 갖는다.
조합Ⅳ는 그 어떤 타인의 돈을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쓰는 경우이다. 우리
는 회사 접대비에서 어떤 타인의 점심식사비를 지불한다. 이때에는 비용을
절약하려는 유인도, 손님이 매우 크게 인정해 줄 점심을 사려고 애쓸 유인도
별로 갖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면, 이것은
조합Ⅲ과 조합Ⅳ의 혼합이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기호를 희생시키
면서 자기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강한 유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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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모두 조합Ⅲ이나 Ⅳ에 속한다. 그 핵심 내용은 타인의 돈을 나
를 위해 쓰거나 또 다른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 과정에 정책담당 관료
들과 정치가가 개입한다. 가령 자기 마음대로 써도 좋은 현금보조가 있는 사
회보장제도는 조합Ⅲ에 해당하고, 공공주택의 경우는 조합Ⅳ에 속한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타인의 돈을 지출하기 위해 투표한다. 의원들을 선출하
는 유권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기 위해서 투표
하지만, 이것은 조합Ⅰ의 지출과 같은 직접적 의미에서는 아니다. 어느 개인
이 지불하는 세금과 그가 투표로 지지한 지출용도와의 관계는 극히 먼 것이
다. 실제로 유권자들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이 직접 찬성표를 던지는
그리고 유권자가 간접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정책들을 위해 지불하는 자는
어떤 타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정책을 관리하는 관료들도 어떤 타인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하나
도 이상할 것이 없다.
관료들은 그 어떤 타인의 돈을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 이들
이 수혜자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돈을 지출하게 하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호의일 뿐이다. 따라서 지출이 낭비되고 효과를 보지 못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타인의 돈을 손에 넣으려는 유혹이 강
하게 발생한다. 복지정책을 관리하는 관료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그 어떤
타인 돈이 또 다른 타인에게 가도록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손에 넣으
려고 노력할 것이다. 부패에 가담하고 사기를 치려는 유혹이 강하고 언제나
이를 뿌리치거나 좌절시키게 되지는 않는다. 사기를 치려는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돈을 자기들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들
은 법률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이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비할 것이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봉급과 부수입의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고 복지정책이 확대될수록
그것을 얻어내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정부지출을 자기들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사람들의 력은 분명히 드러나지
는 않을지 모르지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그것은 어찌하여 그토
록 많은 정책들이 아마도 원래 의도한 대로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가난한 사
람들은 시장에서 인정해 줄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획득하려는 정
치적 쟁탈전에 이기는 데 필요한 기술도 없다. 실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면
경제적 시장에서보다 정치적 시장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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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선의의 개혁가들이 일단 자신들의
다음 개혁문제로 넘어가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야
하며 이들은 이용 가능한 기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 보다 큰 능력
을 보여준 집단들을 거의 언제나 당해내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결과는 이전(移轉)수혜자들이 받는 순혜택이 총지출(이전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타인의 돈 100달러를 낚아채는 일이라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100달러까지는 자기 돈을 써도 손해 볼 것이 없다. 국회의원
과 당국에 로비를 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 정치운동이나 그 밖의 수많은 명
목을 위한 헌금은 순전한 낭비이며 이를 지불하는 납세자에게 해를 끼칠 뿐
어느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비용을 총지출(이전액)에서 빼
야 순혜택을 얻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비용이 총지출(이전액)보다 커서 순
혜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조금을 따내려는 노력이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들은 어찌하여 지출규모
를 증대시키고 복지정책을 추가시키려는 압력이 가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에도 도움이 된다. 최초의 정책들이 그것들을 발의한 선의의 개혁가들이 내
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들은 아직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결론짓고 정책들을 추가하려 할 것이다. 이들은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관
료가 되는 것을 생애의 직업으로 꿈꾸는 사람들과 복지정책 자금을 빼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다.
조합Ⅳ의 지출은 관련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러한 정책들
은 모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한 집단에게는 거의 하느님과 같은 권
능을 지녔다는 느낌이,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의타심이, 스
며들게 한다. 수혜자들의 자립능력, 자기 자신이 결정할 능력은 그것을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위축되어 버린다.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최종결과를 품위 있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
덕적 구조도 악화시키게 된다.
조합Ⅳ의 지출은 관련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러한 정책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한 집단에게는 거의 하느님과 같은 권능
을 지녔다는 느낌이, 그리고 다른 집단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의타심이, 스며
들게 한다. 수혜자들의 자립능력, 자기 자신이 결정할 능력은 그것을 사용하
지 않음으로써 위축되어 버린다.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최종결과를 품위 있는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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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구조도 악화시키게 된다.

V. 정책적 대안
1. 첫째도 둘째도 투자 활성화이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한다. 이는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실
업은 증대되고, 정책 당국의 올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복지 확대 등 우리 사
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확대가 저절로 가능해짐은 물론

부동산 가격은 자연스레 안

정된다.
경제의 수많은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축과 투자이다. 이는 저축이
가계의 건전성을 상징하고 투자가 기업의 활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저축률과 설비투자율이 계속 하락하여 최근에는 그 수준이 과거에 비
해 매우 낮은데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크게 우려되는 상항이다.
참여정부 정책 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면서 경기
일자리 복지를 앞세우는데 있다.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다. 투자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의 투자여건을 괄목할 수준으로 개선해 주고 세계의 자
본과 기술을 우리나라에로 유인해야 가능하다.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외국 자
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화가 되면 가능하다.
오늘날 중동의 신흥국가 두바이에서 천지개벽(天地開闢)을 주도하고 있는
모하메드 국왕은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수많은 외국 기업과 기술을
단숨에 유치했다. 인도 중국 등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그 배경
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국 기업과 기술의 유치에 성공한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가 될 정도로 투자여건을 개선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
도는 580조 원 규모의 유휴자금 중 상당 규모가 기업 투자에로 유도될 것이
다.
정부는 물론이고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도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활동
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의 활력이 없거나 낮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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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 결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필요로 하고 종
국적으로 큰 정부로 귀착된다.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경제전망이 어둡고, 정책을 선택하
는데 운신의 폭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이 있는 2007년에 정치논리를 앞세워 반
(反)시장적 정책을 추진하면 한국 경제호는 침몰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는 자제하면서 기업의 기를 북돋워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 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 채무의 지속적
증대이다. 재정 규모의 확대와 재정 적자의 지속은 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문제는 물론 경제 전체의 활력 유지(viability) 문제까지 제기
하는 한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재정 규모와 재정 적자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규율’(rule)의 도입을 시도해 왔다.
재정규율은 중장기 재정운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성의 실현, 재정운용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
제고로 요약된다. 즉 국민적 합의로 재정운용 원칙을 세우고 세출 확대에 대
한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총량적 재정규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단년도 수지
균형’,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순환 고려 수지균형’, 그리고 최근의 입법 형태
의 ‘강제적 총량적 재정규율’의 세 단계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발전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의 지
속적 증대를 둔화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조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야기되면서 재정 규모 확대와 만성적 재정적자에 대해 새로운 형태
의 강력한 총량적 재정규율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미국의 경우 과대한 정부지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재정
통화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9년에 연방정부 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 프리드만(M. Friedman) 교수 등이 관여한 전미과세제한위
원회(National Tax Limitation Committee)의 기본적 생각은 민주적으로 선출
된 의원들이 유권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재정지출에
가(可)표를 던지게끔 되어 있는 현행의 제도적 모순을 고처보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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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채택되거나 논의된 재정 규율은 그 내용 상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바

세(지)출규율(expenditure

or

spending

rules),

재정적자규율

(deficit rules), 국가채무 혹은 준비금 규율(debt or reserve rules), 차입규율
(borrowing rules) 등이다. OECD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각종 재정규율은
<표 6>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이들 규율들은 각기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출규율은 세출 증가율을 GDP 경상성장률 이내로 한다든가, 특정 세출
항목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OECD(2006)는 재정건전성
측면, 경기안정성 측면, 행정의 투명성 측면 모두에서 세출규율이 우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적자규율은 적자 예산의 편성을 금지하거나 재정 적
자의 규모를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적자에 대해 재정당국의 작위적 해석이
내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국가채무규율 혹은 준비금 규율은 국가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거나 세계잉여금을 국가채
무 상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재정적자의 증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은 제도나 법을 통해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즉 재정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규칙에 따라 행동
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때 재정되는 규칙은 여타의 정책
결정과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 규칙의 준수는 법으로 강요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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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OECD국가들의 재정규율 현황

국

부채 기 준
지 출 기준
적자 기준
포괄적인
지출한도에
GDP대비
정성 적 총 부채 민간보유 명목지출 GDP대비
다년도 대한 정치적
연 도별
규칙
적자한도 동의
한 도 부채한도 한도 지출한도
적자한도

가

오스트리아

재정준 칙 없음

벨기에

－

독일

－

스페인

－

EURO
핀란드 내부규칙
(1 2)
프랑스
EU
그리스 내부규칙
(1 5)
아일랜드 규정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유럽
네덜란드
－
(23 )
포르투갈 헌법, 규정
예산 법,
비
영국
내부규칙
유로
스웨덴
－
(3)
덴마크
스위스
－
기타유 럽 노르웨이
(4)
아이슬란드
－
터키
예산 법
슬로바키아
체제전환국 체코
헝가리
규정
(4)
폴란드
호주
규정
뉴질랜드 내부규칙
미국
비유 럽
캐나다
헌 법,
(7 )
멕시코
예산 법
일본
예산 법
한국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헌법,
－
－
내부규칙
－
예 산법
예 산법, 예산법 ,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예 산법 예산법
－
－
내부규칙
재정준 칙 없음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규정
－
내부규칙
－
규정
재정준 칙 없음
설 문조사 결과 없음
－
－
－
－
－
예 산법
－
예산법
－
헌법
예 산법,
－
－
－
－
내부규칙
－
－
내부규칙
－
－
재정준 칙 없음
설 문조사 결과 없음
－
－
－
－
내부규칙
－
－
－
－
－
－
예산법 예산법
－
－
예 산법
－
예산법
－
예 산법
재정준 칙 없음
내부규칙
－
내부규칙
규정
설 문조사 결과 없음
－
－
－
－
－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내부규칙
재정준 칙 없음
재정준 칙 없음
헌법,
예산법 예산법 예산 법 예 산법
예 산법
－
－
－
규정
－
재정준 칙 없음

내부규칙 내부규 칙
－
규정
－

내부규 칙
예산 법,
규정
－

내부규칙 내부규 칙
규정 내부규 칙

－
헌법

내부규 칙
규정

－

－

내부규칙

－

－
－
－
－

－
내부규 칙
－
－

규정

－

규정
－
내부규칙 내부규 칙

규정

－

－

－

자료: 박형수,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월간재정포럼」, p. 18, 2007. 3.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총량적 재정규율은 세출규칙으로서 ‘세
출 규모 증가의 명목 GDP 성장률 이내’, 재정적자 규율로 ‘GDP 대비 재정
적자 일정 비율’,

국가채무 규율로 ‘GDP 대비 국가채무 일정 비율’등이다.

세 가지 규율 모두가 GDP를 기준으로 하기에 GDP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가
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유인을 줄 수 있다.
총량적 재정규율은 앞으로의 헌법개정 과정에서 헌법의 조항으로 포함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년에 시도되었던 ‘재정건전화특별법’ 같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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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설치, 국가재정법에 특정 조항의 삽입 등과 같
은 미봉적 접근으로는 재정건전화가 도모될 수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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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곽태원(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Ⅰ. 서론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의 추진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성장이 둔화될
때에 경제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조금씩 깨달
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중반을 내다보면 우리 경제의 앞길은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재정운영의 틀을 설정해 줄뿐 아니라 거시 및 미시적인 경제활
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재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목표와 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우리 국가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
로 어떤 조세정책을 선택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정책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

이 최선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여건을 전망하고 그것이 조세 및 재정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 조세정책의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조세정책
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환
경의 변화와 요구되는 전략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행 조세정책과 제도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
나라 조세정책의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
해야 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바림직한 조세정책의
모습을 구상한다. 이렇게 도출된 조세정책의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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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재의 조세제도와 정책을 앞에서 논의한 방향을
따라 개선해 가기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한다. 주요 세목별로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개선대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는 간단한 요약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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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정책의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의 방향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또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수
또는 여건들은 조세정책의 효과를 전과 사뭇 다르게 하기도 하고 조세정책이 추
구해야할 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각
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여건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정리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조세정책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의 방향을 찾아내는 작
업을 하기로 한다.
(1) 조세정책의 여건변화
가. 세계화의 가속과 생산요소 유치경쟁의 격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 현
상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를 하나의 동네로 묶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기술적발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
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과 함께 이념적으로도 세계화를 지향하거나 수용하는 흐
름이 강화되어왔다. 특히 무역의 자유화에 의한 세계경제의 동반성장의 경험이
이러한 추세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추세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현상이 조세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무
역의 자유화 추세와 함께 관세 등 국경조세의 역할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6년의 미국의
소득세개혁이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같은 방향의 조세개혁을 앞 다투어 완성하게
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
본의 국제간 이동이 급속하게 자유화되어 각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성장전략에 근
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노동이나 지식 또는
기술 같은 생산요소로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제적인 국경이 빠르게 낮아지거나 사실상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미 생산요소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유력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나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진작부터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적
인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예 자본소득세 자체를 과감하게 낮
추는 본격적인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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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장이 급속하게 개방되면서 이와 같은 자본유치경쟁에 거의 완전하게 노출되
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은 자본에 국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이것은 노동의 국가간 이동이 점점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부분은 고급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 기술 인력 중심의 두뇌유치 경쟁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만 앞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의 국가간 이동은 훨씬 더 자유로워 질 것이며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각국의 이와 같은 인력유치 경쟁도 치열해 질 것
이다.
나. 인구구조의 급변과 성장잠재력의 빠른 하락
우리 경제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여
건의 변화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이다.
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처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재정지출구조는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역동성이 둔
화될 것이고 성장잠재력도 급속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율 전망
(단위:%)
65세이상
노년부양비

2000
7.2
10.1

2006
9.5
13.2

2010
11.0
15.0

2020
15.6
21.7

2030
24.3
37.7

2040
32.5
56.7

2050
38.2
72.0

자료: 통계청, 2006년 11월 추계.
주: 노년부양비율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주로
노동 공급과 자본 공급의 감소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고령화가
1) 통계청 2006년 11월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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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진행되면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는 전체인구보다 조기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시장참여율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노동투입 증가
율의 둔화로 시작해서 결국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편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급증은 불가피하게 저축의 감소 내지 저축증가
율의 빠른 둔화를 가져온다. 고령화의 초기단계에서는 15세 미만인구 비중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
국은 저축증가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이것은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형표 외(2004)에서는 주로 이상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구증가율 등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2050년

까지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2). 이 결과가 <표 3>에 요약 인용되고 있는데 합
계출산율을 현재의 1.08%수준에서 1.6%수준으로 높이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1세기 중반이 되면 잠재성장률이 1%대 또는 1%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
망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망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외생적으로 가정
하고 있으나 자본투입이나 노동투입의 감소와 함께 R&D 투자 등이 같이 감소하
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도 같이 둔화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우
려하고 있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총요소생산성의 증
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2>에 나와 있는 전망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한계는 고령화에 따라 근
로소득 및 자본소득 등에 대한 세부담의 급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득세부담의 급증은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국외유출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는 것이다. 성장의 둔화에 따른 소득의 감소까지 겹치게 되면 이러한 추세는 악
순환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어서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도 203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6-10년 기간에는 4.9%, 2011-2020년 기간에는 4.3%그리고
2021-2030년 기간에는 2.8%의 연간잠재성장률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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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전망
잠재성장율추정치
TFR

1.19

1.40

1.60

기간

2003-10
2010-20
2020-30
2030-40
2040-50
2003-10
2010-20
2020-30
2030-40
2040-50
2003-10
2010-20
2020-30
2030-40
2040-50

TFP
증가율
2.0%가정

TFP
증가율
1.5%가정

5.10
4.82
3.56
2.25
1.38
5.10
4.81
3.52
2.24
1.48
5.09
4.80
3.50
2.22
1.52

4.56
4.21
2.91
1.60
0.74
4.56
4.19
2.88
1.60
0.84
4.56
4.18
2.86
1.58
0.88

TFP이외의 성장요인별 기여도
자본스톡
TFP
TFP
취업자수 인적자본
증가율
증가율
2.0%가정 1.5%가정
0.66
0.79
1.66
1.62
0.31
0.62
1.91
1.79
-0.41
0.52
1.47
1.32
-0.90
0.33
0.83
0.68
-1.13
0.13
0.40
0.25
0.66
0.79
1.66
1.62
0.31
0.62
1.90
1.77
-0.41
0.51
1.43
1.28
-0.85
0.32
0.79
0.64
-1.00
0.10
0.40
0.25
0.66
0.79
1.66
1.62
0.31
0.62
1.89
1.76
-0.40
0.51
1.41
1.26
-0.82
0.31
0.76
0.61
-0.92
0.07
0.39
0.24

주: 2000년 현재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FR)은 1.47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19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하였다.
자료: 문형표 외(2004)

다. 재정수요 구조와 규모의 급변
무엇보다도 고령화는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 가장 큰 요인
은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수요가 고령화와 함께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국민연금은 성숙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 국민연금의 성숙과 고령화의 급진전이 맞물려 있어서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충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국민연금 이외의 공적연
금도 고령화로 재정지출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각종 노인복지관련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다. 이미
도입되어 있는 노인복지제도가 지금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도
고령화의 급진전과 함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여
기에다가 장기요양제도 등 최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제도 등의 도입
이 성사된다면 복지재정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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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 비중의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 : 문형표 외(2004) 337쪽.

문형표(2004) 외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복지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어
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을 하였다. 2004년 현재 어떤 노인복지 프
로그램의 지출이 GDP의 1%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인구의 일정 비율이 수혜대상이고 이 비율은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을 계산하였다.
[그림 1]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이 일인당 소득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한 것이 아래쪽 곡선이고 실질임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
다고 가정한 것이 위쪽 곡선이다. 이 간단한 실험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변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수혜자들의 복지수준이 늘어나지 않아도 고령화에 따른 수
혜대상인구의 급증에 따라 21세기 중반이 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중은 4% 또는 6% 이상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앞으로 40-50년이 지나게 되면 현재의
복지지출 비중의 5배 또는 그 이상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볼 때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GDP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절대량이 변하지
않아도 GDP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비전2030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대해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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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복지확대를 도모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적으로 커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비전에는 다수의 새로운 복지제도들이 새롭게 도
입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일단 도입되면
빠르게 확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를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정치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
다.
고령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안보에 관한 것이
다. 최근 두 정권의 대북유화정책으로 국민들 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거
의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무력은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더구나 핵실험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안보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전시작전통제권

의 단독행사가 추진되고 있고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
작하면 우리의 국방비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증가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첨단 방위체제의 확립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줄지 정확하
게 예측되어 있는 자료를 얻기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방위능력의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는 사실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위협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남북통일과정이
시작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초래된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남한 근
로인구의 비근로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
로부터의 대규모 난민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2) 여건변화의 함의
이상과 같은 여건의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조세정책에 대하여 시사하는 함
의를 먼저 생각해 본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
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일의 일차적인 책임은 조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주려면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
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로계층의 공적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료 부담의 급격한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국방관련 지출이나 기타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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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조세로 충당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세부담률의
제고요구도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개
혁을 통해 이러한 제도들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의 방향은 평균적으로 부담의 증대와 급여의 축소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만일 급여를 줄이지 않는다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
럼 사회 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의 부담까지 높이는 것이 정치
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정치적인 이유 등 때문에 조세부담의 증대 보다는 국가채무의 발행을 통
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것인가? 단기적으
로 국가채무증대에 의한 자금조달이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보다 경제에 주는 부정
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채의 매입은 자발적인 것이므
로 조세처럼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작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의
발행은 국내금리를 상승시켜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지만 글로벌
화된 경제에서는 국내금리의 상승이 해외자본의 유입유인이 될 것이므로 크라우
딩아웃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률이 낮아진 상
황에서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과 그에 따른 금리의 상승은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더 의존할 여지가 있
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단순비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통일과정이 언제 구
체적으로 시작될지 모른다는 매우 심각한 재정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는 건강한 경제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는 점이
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의 증
대, 금리의 상승 그리고 성장의 둔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국가채무의 대 GDP
비율을 매우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에 의한 재원조달은 조만간에 조세부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일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지 않다면 처음부터 조세로
부담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
다. 특히 채무에 의해 조달된 재원이 복지나 국방 등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
여한다고 볼 수 없는 소비성 지출에 주로 사용될 것이므로 재정적자에 의한 재원
조달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대안은 정치적인 어려움 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 39 -

있지 않은 것인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에서도 소요재원의 정확한 규모
나 그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세부담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미래 경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설득 등에 의해 재원조달방법, 특히
조세부담률의 상당한 인상에 합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물론 국민의 합의는 정부가 그러한 정책방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게 될
정치적인 난관을 현저히 해소시켜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작
조세부담률의 현저한 증가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비가
없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의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매
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흔히 제기하는
반론은 투자의 입지를 선택할 때 조세이외의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노사관계나
토지의 가격이나 가용성, 기업의 규제, 그 사회의 정치적 안보적 위협, 그리고 시
장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며 조세는 그러한 여러 변수들 중의 하나일 뿐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가 여러 다른 변수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담을 올려
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조세를 올리면서 투자유인을 악화시키지 않
으려면 다른 유인, 예를 들면 노사관계 등에서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경우 조세부담만 올린다면 그것은 매우 민감한 생산요
소의 반응을 초래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반론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것도 틀리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치 가깝게 올려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른 변수들이 OECD의 평균과 유사하다면 조세부담
률도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낮
아도 이것만을 상향조정한다면 현재의 균형상태로부터 자본 등 생산요소가 이탈
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고 하면 아무리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고소득
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은 대부분 물적 및 인적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며 이러한 소득에 대한 한계세부담은 평균적인 조세부담률의 인상보
다 훨씬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부담의 증가는 바로 커다란 자원배
분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자본과 고급인력은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국
제간의 이동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조세에 의한 해외유출가능성이 훨씬 더 높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세가 저축이나 인적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조세부담률의 제고는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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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정책의 선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제약이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의 개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자본뿐 아니라 고급인력의 국가간 이
동이 크게 자유로워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누진소득세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적 조
세정책의 추진이 여의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인상에 의한 성장의 둔화는 일종의 악순환 과정을 시동한다. 성장
의 둔화로 실업의 증가 등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원은 상대적으로 위축되
어 세율의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해 지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율의 인상은
다시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하락과 복지를 중
심으로 하는 재정수요의 급팽창을 수반하는 것이며 여기에 안보와 통일 등의 변
수가 재정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지만 세계화의 급진적이라는 여건 하에서 조세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책선택의 제약 때문에 재정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
는 조세정책은 사실상 선택 가능한 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입에 의한 재정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
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3) 대응전략의 방향
재정재원의 궁극적인 원천은 결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다. 무리한 조세부담의
증대나 차입의 증대가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대안들이 잠재성장의 둔화를 통한 세원의 위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세원의 지
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은 무리한 조세부담률의 상승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수요의 절제를 수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지재정을 비롯한 모든 재정지출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
면서 지출의 효율을 늘리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기왕에 계획된 중장기적 대형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조정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국방 및 안보관련 전략의 재검토, 지역균형개발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신규복지 프로그램의 전면적 재검토, 지방자치제도의 재정비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동시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들의 조속한 개혁을 통해
이들이 주어진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재정의 안정이 이루어져 정부예
산에 부담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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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혁이 보험료 부담의 증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조세부담의 여력을 그만큼 잠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사회보험 운용상의 비효율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절제하는 것이 사회보험제도 개
혁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수요의 조절과 함께 조세제도 안의 여러 가지 비효율을 극소화하고 잠재성
장력 제고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요컨대 조세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배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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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조세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추구해야할 조
세정책의 방향은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세원의 건실한 성
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번영과 복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극소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
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 비추어 우리의 현행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야
별로 정리한다.
(1) 부담률과 조세체계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살펴본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국민
부담률도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
라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으며 이를 높일 여지가 있고 또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과거 10년 동안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중 매우 빠른 증가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세부담률은 안정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
체적인 부담은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조세(국민)부담률 추이와 국가별 비교
(단위 : %)

년 도
국 가
한
미
영
OECD

국
국
국
평균

1995
18.0
21.0
28.8
26.6

(19.4)
(27.9)
(35.0)
(35.9)

2000
19.7
23.0
31.1
27.9

(23.6)
(29.9)
(37.4)
(37.2)

2005
19.7
18.7
28.9
28.2

(25.3)
(25.4)
(35.3)
(36.3)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7.
주 : 1. (

) 내는 국민부담률

2. 외국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 국민부담률은 2003년 수치임
바로 이러한 관찰에서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여지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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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
무 복무제에 의한 용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
담, 그리고 소득수준의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통계
수치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상향조정될 경우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유출로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 때문
에 조세부담률 제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세 15개와
지방세 16개 등 31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세목수가 많은 편인
데다가 국세 및 지방세에 목적세가 다수 있으며 또 다른 세목에 부가과세되
는 세목도 상당수 있어서 세목의 정비 여지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와 체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방세의 문제를 다루면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외형상의 세목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세원별 세부담체계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는데 부가가
치의 원천에 따라 세부담의 중복 등 조세부담 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제를 불합리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부가가치 항목별 세부담의 중복현황
부가가치
구성항목

조세
구분

인건비

부가세

법인세

0
0

0

당기순이익 유보

0

0

지급이자

자본이득세

0
0

0

0

0

0

자가거주 주택
집세

재산세

0

배당

비법인 이윤

소득세

0

자가사업용

0

(0)

0

0

임대사업용

0

(0)

0

0

주: 1. 자가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는 당기순이익으로 포함됨
2. 법인기업의 자가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수익은 법인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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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소득세-소득세법
︳
 직접세 ︳
법인세-법인세법
︳

상속세┐
︳
︳
│상속세및증여세법
︳
증여세┘
︳
︳
︳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
︳

내국세 

︳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
︳
︳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간접세 ︳
개별소비세


세-주 세 법
주
︳
︳
인 지 세-인지세법
︳유 통 세 


증권거래법-증권거래세법

관 세-관세법
교통세-교통세법(’94.1월 시행)
교육세-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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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경제부(2005)
(2)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의 문제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조세비중에서 약 20%내외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지출은 일반정부 지출 중에서 6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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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기능배분과 세원배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
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지방정부의 상대적 비중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적정한 비중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비중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이영
ㆍ현진권(2005) 은 국제재정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과 지방재정의 비중
을 회귀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인 표준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의 비중은 국제적인 표준치보다 현저히 높고 지방
세의 비중은 표준치에 근접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출과 세수의
격차 때문에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대폭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국제비교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이처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간
의 경제력격차가 크기 때문에 세원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
실에서 초래된 것이다. 세원의 불균등분포 때문에 재정력 격차가 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균등화 교부금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
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구조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
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정행태가 왜곡되고 비효율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격차해소와 자율성제고라는 두 가
지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교부
금의 배분방식과도 관련을 가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
고 중앙정부간의 구체적인 세목의 분포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세원규모가 작은 다수의 세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행
정비용부담이 큰데 상대적으로 조세행정의 전문적인 능력은 떨어지는 문제
를 가지고 있다.
(3) 부동산세제의 문제점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이른바 양극화의 시정을 명분으로 부동
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모든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는 목표아래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빠른 인상을 추진하였고 양도
소득세를 크게 강화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소위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하였다. 그동안 부동산세제의 문제로 거래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유세는 대폭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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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면서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세까지 실제적으로 올리
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거래세율을 대폭인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는 하였지만 아직도 거래세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부동산세 부담률이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높다는 것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세의 강화 이전에 이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주
택보유세의 부담이 급속하게 높아진 것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은퇴자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5>재산세 부담의 국제비교(2001)
단위: 총세수대비 비중, %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12.7

7.5

2.3

11.9

10.8

12.0

5.3

OECD

EU15국

평균

평균

5.5

4.9

주 : 재산의 보유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괄하며 증권거래세가 포함
되어 있음.
자료:OECD(2004).
보유세 중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더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세금의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재산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3). 최고세율이 아니더라도 도심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중산층 주민들에게 보유세 부담 급
등으로 주거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세금
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보유세원의 중요한 부
분을 중앙정부가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는 가구별 부동산 보유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과 과세하는 제도로서 가구간
의 부의 불균등 배분을 시정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보유와 여
3) 최근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투기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징벌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조세를 갑자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
야 하는 것이라면 개인의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적합성이 있는 지표를 베이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의 문제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
를 ‘노블레스’라고 추켜 주는 것은 생뚱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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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산의 보유를 차별하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아닌 조보유액(粗保有額)
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및 수직적 불공평의 문제를 내포하
고 있는 세금이다. 아울러 세대 합산과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
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강화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동
시에 이루어짐으로서 주택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4). 조세에 의한 거래비용의 과도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을 과도
하게 동결시킴으로써 초과수요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쉽게 과열상황
으로 몰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관
련세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보유세 강화에 의한 일시적인 부동산가
격하락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주택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주택을 팔고 이사하
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 가구 일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6억 이하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중규모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6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주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겠다는 목표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추구되면 중산층까지 공격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아야
중산층이 두터워질 수 있으며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것이야 말로 양극화 문
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소득과세의 문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매우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25.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에 불과한 반면 법
인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9.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에 달하고 있다.

4) 취득세와 등록세의 명목세율을 합한 것은 2%로 낮아졌지만 과세표준의 급상승으로 세부담액은 여
전히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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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구조 국제 비교(2001)
구분
소 득세수
입/전체조
세수입,%
법 인세수
입/전체조
세수입,%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OECD

EU15개

평균

국평균

12.8

17.3

25.1

25.7

18.4

29.8

25.7

25.3

12.8

6.6

2.9

6.7

12.2

8.1

9.4

8.7

자료: OECD(2004)
이러한 현상은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무겁게 과세하고 근로소득에 상대적
으로 가볍게 과세하는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들은 이동성이 더 높은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자본소득
은 저율과세하고 노동소득은 무겁게 과세하는 DIT(dual income tax)까지 도
입하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비과세 감면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표 7>의 납세자 비율통계를 통해서 잘 나타
난다.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들 중에서 단

지 51%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전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이 비율이 8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우리의 수치는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표 7>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 비교
(단위: %)
한국

근 로 소 득세
납세자비율

미국

1995

2003

68.8(39.6)

51.0(51.3)

영국

일본

카나다

80

83

1999
83

80

주: ( )는 사업소득세 납세자 비율
자료 : 재정경제부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로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날 뿐 아니라 상대적 소득수준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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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평균세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매우 급격한 누진구조가 나타나게 된
다. 세법상의 한계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크게 낮은 편이 아닌데도 평
균세부담률이 이처럼 낮다는 것은 소득세가 세수확보의 기능을 매우 비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8>소득계층별 개인소득세 평균세율
APW
대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소득수준
67%

0.9

14.1

4.9

13.2

6.6

12.8

21.6

100%

2.2

16.5

5.9

19.6

13.1

15.9

24.0

133%

5.4

19.8

7.2

24.4

15.6

17.4

26.2

167%

7.9

22.1

8.9

28.6

17.4

18.3

31.1

국세와 지방세 합계 평균세율로 독신가구 기준
APW=average production wage
자료 : OECD Tax Data Base(2005)/ 고영선(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도입한 EITC로 말미암아 더 강화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 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
이므로 전체적인 누진구조는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EITC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 부담은 결국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
므로 더욱 누진적인 조세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조세의 누진도가 높아지는
것은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어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해외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결코 환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표 9>에는 외국에 비교한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성이 좀 더 자세하게 정
리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세법상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
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며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저율과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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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조세유인 등 평균세율을 낮출만한 제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연결납세제도의 미비, 결손이월기간의 제한, 법
인간 배당에 대한 엄격한 과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9> 법인세 구조의 국제비교1)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OECD평균

세수비중2)

12.33)

6.5

9.5

7.6

4.8

12.7

9.4

GDP비중2 )

3.63)

1.9

3.5

3.4

0.6

3.5

3.5

406)

30
(19)

34.33
(15)

38.29

42
(36)

29.96

세율4)

5)

29.7
(16.5)

주 : 1) 지방세 포함이며 ( )안은 중소기업 경감세율,
3) 2003년 기준,

4) 2004년 기준(KPMG),

2) 2001년 기준(OECD)
5) 2005년부터 27.5(14.3)

6) 주정부․지방정부 지방세 분포는 1%～12%

이와 같은 법인세의 특성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 중과경향을 읽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상대적 위치는 빠르게
강화되어 왔는데 선진국들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5).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또 다른 부분은 개인단계에서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즉 이자 및 배당 등에 대한 과세이다. 이 부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고 할 수 없다.
(5) 상속ㆍ증여세의 문제
최근 우리정부는 상속ㆍ증여세에 전면적인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상속증
여세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억제하
여 부와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를 시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세 역시 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부의 해외이전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세법의 정확하고 공평한 집행이 어려워 역사적으로 보면 실
제 상속세의 부담률이 사안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5) 곽태원(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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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사회적인 신뢰와 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더하여 최근에는 무리한 상속ㆍ증여세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가 전체 조세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앞에서 잠
시 논의한 것처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이 조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조세의 폐지가 수년전부터 확
산되고 있고 적어도 상속ㆍ증여세의 완화가 커다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우리는 이를 강화하는 반대방향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캐나다와 호주는 1972년과 1977년에 각각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뉴질랜드도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였다. 이태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에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스웨덴도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미국은
2011년까지 유산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만 존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6).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은 부작용 외에도 이 세목의 중심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이 세목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
적 회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상속ㆍ
증여세를 강화한 것이 포괄주의의 도입인데 이것은 과세권 남용의 여지를
안고 있어 또 다른 불공평의 씨앗이 될 수 도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소득세도 분배의
집중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상속 단계에서 다시 같은 목적의 세
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비중은 일본을 제외
하면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OECD 평균의 거의 세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주요국의 상속세 폐지동향에 대해서는 최명근(2006)을 참조하였음.

- 52 -

<표 10> 상속ㆍ증여세 부담의 국제비교(1997)
국가

GDP대비비중

총조세수입대

OECD 평균

0.16

비비중
0.44

한국

0.26

호주

국가

GDP대비비중

총조세수입대

이태리

0.07

비비중
0.16

1.20

일본

0.48

1.66

0.00

0.00

뉴질랜드

0.00

0.01

캐나다

0.00

0.00

스위스

0.30

0.88

프랑스

0.49

1.08

영국

0.20

0.56

독일

0.11

0.30

미국

0.33

1.12

자료: 최명근(2006)에서 재인용.

(6) 소비세의 문제
우리나라의 소비세는 비교적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부
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소비세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전체적인 세수구조도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
세를 도입하면서 소비세 정책에서도 분배개선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특별소비세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특별소비세의 목적도 고소득소비자에 대한
중과세보다는 외부성 시정이라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정책운용의 결과로 환경관련 조세의 비중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표 11>.
<표 11> 환경관련 조세 비중의 국제비교(2001)
단위: GDP대비 비중, %
한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3.40

2.38

2.38

1.00

1.74

3.11

OECD

EU15국

평균

평균

2.55

2.84

자료:OECD(2004).
부가가치세는 현재 가장 세수 기여가 큰 세목이지만 여타세목에 비해서 왜
곡이 상대적으로 작은 세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역
할을 담당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소비세목 중에서 주세는 세율구조와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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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매우 크며 담배소비세도 세율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담배소비
세의 세원에 다른 부담금이 부과되어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한 용도
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개별소비
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목
적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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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조세정책 환경의 변화추이와 전망을 살펴
보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본 우리 조세제도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개관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
한 방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정책을 개편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기본방향
앞에서 논의 한 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재정수요의 팽창요인은 매우 강하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성장잠
재력의 확충과 세원의 보호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보수
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미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조
세정책부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들을 정리한다.
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첫째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부담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경제와 재정의 위험을 급격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대안이다.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주로 고

소득층의 부담증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과 생산성이 높은 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초래한다. 좀 더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형성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요컨대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률을 낮게 유지하려면 재정지출의
팽창이 억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차입의 증대를 통한 지출재원
의 확보는 장기계획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대안이다.
나.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두 번째로 성장잠재력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가
능하게 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조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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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지 않게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략적
으로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향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지양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의 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크고 전통적인 소득
의 기능적분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중과세되
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
유화된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근로자 등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의도했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무산된다7). 자
본소득 뿐 아니라 고소득을 얻는 고급인력에 대한 조세도 유사한 효과를 나
타낸다. 앞으로 생산요소로서의 가치가 자본보다도 고급인력에 더 부여될 것
이라고 보면 과도한 누진 소득세 구조에 의한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도 마
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은 자본이나 고급인력 같은 중요한 생산요소의 이동뿐 아니라
이러한 생산요소들의 국내 형성 즉 인적자본투자나 저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에 대한 조세도 자본소득이나 고급인력에 대한 조세와 비슷한 효과를 가
져 온다.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과세나 강력한 상속 증여세가 저축이나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 조세의 효율 극대화
세 번째로 조세를 통한 재정재원의 조달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조세정책
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조세제도와 그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이 극
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가장 원론적인 방향은 베이스를 넓
히고 한계세율을 낮게 하는 것이다. 베이스를 넓힌다는 것은 기존 세목의 비
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탈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인 방안은 베이스가 넓고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넓게 하고 베이
스가 좁은 비효율적 세목의 비중은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세의 비중
을 줄이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크게 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라고 할 수 있다. 베이스를 넓힘으로써 한계세율을 낮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주어진 베이스의 세금에서 누진세율구조를 완화하는 것도 한계세율을 낮
추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조세의 효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조세지출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7) Bradford(1978), Harberger(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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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이 매우 커서 이러한 세목들의 한계세율
과 평균세율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이스를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조세지출의 내용을 보면 자원배분을 개선
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항목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것들은 정비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현저히
기여할 것이다. 한편 성장잠재력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분야가 있다
면 이러한 분야의 조세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는 납세자의 비용이나 징세당국의 비용을
줄이는 결과도 가져온다. 비과세 감면의 정비 이외에도 제도의 단순화와 투
명화를 통해서 조세제도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고 본다.
조세제도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할 분야는 공공선택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조세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세 구조가 부재한 상태에
서는 이러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
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정부의 정책결정이 지출확대 쪽으로 바이어
스를 갖게 하는 공공선택의 왜곡요인이 될 수 있다.
(2) 조세체계의 장기 구상과 단계적 개편전략
앞 절에서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성장잠재력 확충에 의한 세원보호와 이
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조세 및 국민부담률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킬 것과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
를 지향할 것, 그리고 조세제도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 등의 기본 방
향을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향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세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방향으
로 개혁해 가기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가. 장기구상
먼저 장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 여건에 비추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상을 요약하여 제시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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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장 넓고 한계세율이 낮은 조세구조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조세의 초과부담을 극소화할 뿐 아니라 제도를 단순하게 하여
제도의 운용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세제개편
안으로 제시한 사례가 Hall and Rabushka(1995)의 평율세(flat tax)와 이를
다소 변형한 Bradford(2005)의 X-tax이다. 소위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의
중심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형들의 특징은 모든 부가가치를 노동
에 대한 부가가치와 노동이외의 생산요소에 대한 부가가치로 양분하여 노동
에 대한 부가가치는 가계단계에서 과세하고 여타의 부가가치는 기업단계에
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계단계에서의 과세는 flat tax의 경우에
는 면세점을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X-tax의 경우에는 몇 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누진성을 보완하고 기업단계과세는 단일세율로 과세하
여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극소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
혁안은 기존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효율성과 누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단일율의 조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매입액과 투자액(기계설비 및 건물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해당 기업
이 직접 수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수출액은 매출액에서 전액 공제
한다. 부가가치를 현재와 같이 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과세할 수도 있지만 모
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설명한 감산법이 더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만일 감산법도 어려운 경우에는 각 부가가치 항목을 합산하여
전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등에는 이 방
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와 같이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단일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에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세의 누진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 완만한 누진
세율의 추가과세를 실시한다. 이것은 고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위한 추가과
세이므로 평균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소
득은 기업단계에서 일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개
인소득세가 과세되고 근로소득을 복수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절차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금은 생산요소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이유로 기업
단계의 과세가 면제되는 기관이 있다면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8) 이 내용은 곽태원ㆍ전영준(2006)에서 제시되었던 것을 보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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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기업분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에 의한 세
금을 부담해야 하며 고소득인 경우 추가세율에 의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자
연스럽게 기업의 전체 부가가치 안에 포함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
는 그렇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를 구분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되 재산세의 기
준세율은 재산으로부터의 부가가치 추정액에 기업세율을 적용한 경우와 부
담이 같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과세되
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는 앞에서 설명한 기본세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자동차 연료세, 주세, 담배세, 레저세 등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 밖의 세
목들은 과감히 정비한다.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재산세를 언급하였으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
세로 하여 지방정부에 일정한 지표를 따라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
세 소요액과 지방재정의 규모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조정
등 매우 근본적인 개혁과 병행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나. 장기 목표 실현의 전략과 우선순위
이와 같은 구상을 즉시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전략은 단계적으로 앞에서
설정한 기본방향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방만하게 팽창하기 시작한 재정지출을
다시 단속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출확대요
인을 극소화하고 EITC 등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제도들의 시행을
연기하면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제도나 정책 또는 계획들
의 재검토를 통한 획기적인 정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재정수요의 근본적인
억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 2030같은 장기계획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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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실천 가능
한 대안들을 점검하여 그 중에서 최선을 선택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
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민부담도 분명하게 평가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요구될 부담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

만 보여주는 것은 향후의 정책운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장기적인 세제개혁을 논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조정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 등에서 논의되는 근본적 세제개혁의 중심내용은 부가가치베
이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세제의 구상이다. 이것인 세제를 단순하
게 하면 자원배분에의 왜곡을 극소화하는 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율조정 등은 거의 금기시 되고 있는데 우선 그
러한 금기는 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자칫하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수
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되는 세제개혁에서 세수중립성을 유지하
는 조건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른 군소세목들을 정비하고 법인세를
조정하면서 이러한 조치로부터 발생할 세수손실을 부가가치세의 베이스 확
대와 세율조정 등으로 상쇄시켜가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과 함께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
다.

처음에는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했던 여러 가지 조세유인제

도들이 지금은 특정 이익집단의 기득권으로 전락하여 효율에는 아무런 도움
이 되지 않으면서 특정한 이익집단을 명분 없이 도와주는 조세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정
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세지출의 정비에서 얻어지는 여유는 한계세율을 하
향조정해 주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유인이 부족했던 부분의 유인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소득과세의 전반적인 하향조정과 조세의 누진도를 완화 하는
조치 등이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조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자치행정이 계속된
다면 이것은 향후의 우리 재정과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중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제개편 방안
이 절에서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과제들을 주
요 분야별로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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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합리화9)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간
의 심각한 경제력 격차에 의한 세원분포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
제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재원
이 태부족하고 그 결과 재정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
다.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이유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세제의 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국세의 지방이
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지방
자치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가 추진
하는 것처럼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지역을 위한 인위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사후적으로 불합리한 입지에 의한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할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지방자치 구조의 재편성과 함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과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의 배분도 다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토가 크지 않고 역
사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매우 높으며 인구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
부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도하게 많은 업무부담이 지방정부로 넘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져서 세원불균등에 따른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정의 낭비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역할 조정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교
육자치와 일반 행정의 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도 낭비적이고 불합리하
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시급히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의 합리화는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개혁이나 구조조
정은 단시일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어
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행할 수 있는 개혁이나
개선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당면한
개혁과제들을 논의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상화될 것임을 염두
9) 주만수(2007)는 우리나라의 정부 계층별 세원배분의 원리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세제의 바
람직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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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단기적 시각에서 지방세의 개혁을 논의할 때 두 가지 중심적인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세의 본질적인 정상화를 지향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지방세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과제들은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목
으로서 재산보유세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고 이 세목이 기초자치단체의 중심
적이고 동시에 한계적인 자주재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잡다한 지방세의 군소세목들을 정비하고 지방세 세목
중에서 국세에 더 적합한 것은 국세로 보내는 대신 지방세로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로 가져오는 등 국세와 지방세 간의 재배치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되어 있으나 가장 중심적인 세
목이라는 인식은 부족한 편이다. 우선 지방재정규모에 비해서 재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 문제는 최근 재산세의 강화로 현저
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의 규모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간의 세목교환 논
쟁에서 볼 수 있듯이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옮
길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종합부동산세의 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세 세원을 중앙정부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같이 국토가 좁고 동질성이 높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조세자율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게 되면 세율이
나 세목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시장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할되는 효과
가 나타나고 생산요소와 재화 및 용역의 이동이 왜곡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재산세는 이러한 부작용이 가장 작은 세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정도의 조세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세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기초자치단체
의 중심 세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의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앞서 주요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
히 자치단체의 조세자율권을 위해서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한 뒤 이의 행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행위나 앞에서 말한 세목교환 논
의는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가능한 한 빨리 폐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세는 국세보다도 더 많은 세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세수는 보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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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없는 군소세목이 다수 있어서 행정력만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고 있다. 재산세에 부가과세되는 이른바 목적세들은 쉽게 본세로 흡수 통합
될 수 있다. 한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은 국세의 다른 개별소비세들과 같
은 분류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소득세도 국세의 소득세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소세와 도축세, 그리고 면허세는 적당한 시점에서 폐

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관점, 즉 지방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으로 주민세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의 세수에 일정률로 부가과세 되고 있는데 특히 소득세의 세수는 소득세의
누진성 때문에 지역간 분포에 있어서 소득분포보다도 더 큰 격차와 집중도
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력 격차보다 세수격차를 더 크게 하는
세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목은 지방세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채권의 강제소화제도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동차세는 그것이 환경세의 성
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적인 취지의 세금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환경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과
세대상이 화물차까지 포함되어야 일과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세에서 여러 세목이 중앙정부로 이전되고 주민세 등이 폐지되면 결국
지방세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을 지방소비세의 신
설로 상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세원의 국세이전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액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에 주민세 폐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큼 부가가치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추가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것을 지
방소비세로 하고 이를 지역별 인구 등 간단하고 투명한 소비지표에 따라 지
방별로 배분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교
부세의 베이스를 특정세목으로 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때문에 세제의 정
상화가 방해를 받는 일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10). 교부세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문제가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모든 관련 당

10) 예를 들면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수입을 교부세 베이스로 하고 세
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현재의 교부세 규모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의 단순화와 효율화를 위해 목적세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정책입안
자들이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될 경우 교부세의 베이스가 급격하게 늘어나 교부세율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과도하게 중앙정부재정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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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보다 합리적
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 소득과세제도의 개혁
앞에서 제시되었던 기본방향을 소득과세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개혁의
지침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전반적인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한계세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한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에 있어서 자본소득을 상
대적으로 경과세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같은 베이스에 중복 과세되는 경우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효율화 한다. 소득세 과세자 비율을 점진적
으로 제고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득과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적지 않
은 난제들이 들어난다. 우선 최근에 도입하기로 확정한 EITC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
세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밖에 자본이득의 양도차익
과세문제와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자본이득 등의 과세문제 등도 방향을
정해야 할 문제이다.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
제이다. 개인소득세의 면세점문제를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의 문제도 개혁대
상으로 우선순위가 높다. 이 밖에 조세제도의 다른 여러 측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감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추구 되어야 할 것이다. 편
의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나누어서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① 소득세제 개편방안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수직적 공평을 생각한다면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좀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본과 인력의 이동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문제를 감
안할 때 한계세율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것은 장기
구상을 향한 방향이기도 하다. 앞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를 논의하면서 주민
세소득할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지방소비세로 대체하
면서 개인소득세에서는 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소득에 부과
되는 실제적인 한계세율은 그만큼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정도의 실제
적인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효율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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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EITC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미 도입하기로 확정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시해 보지도 않고 개편 또는 폐지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큰 제도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원
래 경제학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주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제
도로서 EITC의 효용성을 거론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
을 생각해보자. 수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원규모가 너무 작기 때
문에 과연 이것이 실제적인 유인이나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서 모든 저소득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수평적인 불공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미한 편익에 비해 수
반되는 비용은 적지 않다. 우선 매우 큰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있
다. 자영업자에게까지 이 제도가 확대실시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의 운영
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은 결국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서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그것이 주로 자본이나 고소득인력 등에 귀착
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러한 고효율 생산요소가 부정

적인 유인을 갖게 됨으로써 나타날 자원배분의 왜곡비용은 이 제도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본소득과세는 자본의 공급자인 가계에 부과되는 세금과 자본의 수요자인
기업의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별된다. 기업에 대한 세금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가계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가계
또는 개인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본소득세로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문제,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 주식양도차익 과세
의 문제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강화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되어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부합산과
세가 불가능해진 후 그 이전상태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이 크게 높아진 현실에서 그러한 조치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정책당국
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았다. 양극화문제 등 평등을 강조하는 현 정권하에서
자본소득종합과세의 강화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본 확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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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본소득에 대
한 중과가 분배를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자본의 배분을 왜곡하여 성장잠재력
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때 정치적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본소
득 중과세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의 문제는 현행 세법에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 더 과감한 개선대책이 필요
하다고 본다. 장기구상에서는 기업단계에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본
소득을 한번만 단일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신을 지향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으로써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합산대상에서 배
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완화를 위한
현재의 그로스업제도는 불필요해 지고 조세행정이 훨씬 단순해진다. 배당소
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와 원천징수세율뿐인데 이 둘을 합하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유사한 수준이 되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만 부담하는 이자소득과의 형평
문제도 현저히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만 받고
배당단계에서는 아무런 세금도 받지 않는 것이 장기구상에 더 가깝고 더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정도의 개혁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
된다. 특히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국민정서가 아직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하향조정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문제와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소득
세 과세의 문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장기구상에서는 기
업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모두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고소득자의 노동
소득만 조세의 누진성을 위해서 가계단계에서 추가 과세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에 근접한 모형은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
지 않는 것이다.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세
금을 다시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담
하고 다시 배당단계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또 증권거래세에 비
해서 더 공정하다.

그러나 배당소득세를 완화해가는 방향을 추구하기로 한

앞에서의 방향설정과 일관성이 있으려면 증권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도
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파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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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단순하고 현실적이라
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문제를 살펴본다. 면세점이 너무 높아서
납세자 비율이 50%에 불과하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면세점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
다면 현재의 수준을 장기간 동결해 둠으로써 실질적인 면세점이 낮아지게
하는 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소득공제방식에서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게 함으로써 출산장려효과가 있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여지도 많이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공제제도
상의 불공평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 파악율이 낮은 문제
는 행정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② 법인세제 개편방안
우리나라 법인세의 한계세율은 OECD 평균수준이지만 전체 조세에서 법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과 우리
나라의 상대적인 경제적 위치 등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의 한계세율이나 평균
세율 모두 지나치게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추세적으로도 선진
국들이 법인세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여 온 기간동안 우리는 법인세의
비중을 높여왔다. 우리의 가까운 경쟁국들과 직접 비교하면 법인세의 한계세
율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법인세의 한계세율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법인세가 가장 자원배분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세목
이고 그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계세율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가 가져오는 왜곡 중 글로벌리제이션의 진행과 함께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은 자본의 국제간 이동에 따르는 왜곡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입
지 선택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법인세율 외에도 많이 있지만 다
른 변수들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율의 조정은 중요
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ee and Gordon(2005)은 법인세율
이 기업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법인세율과 성장률 간에 단순한 상
관관계만을 관찰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성장률을 둔화시
키는 원인이 된다는 인과관계를 찾아낸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국제통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화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
어 앞에서 말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의한 성장률 변동의 효과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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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이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국
들 그리고 서구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법인세율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장잠재력의 강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당면 목적이라고 한다
면 적어도 아시아와 유럽 및 미주 등의 경쟁국들을 염두에 둔 법인세 정책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법인세율의 가시적인 인하라고
본다. 주민세 소득할을 폐지하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의 한계세율도
하락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그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세수중립성을 유지하게 하면 전체적인 조세의 효율성은 현저
히 개선될 수 있다. 법인세의 세율을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현
재의 이 단계 누진구조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는 형평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방법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엇보

다도 이익이 작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인
세를 단일세율로 과세하면 한계세율을 약간 하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
제도 좀 더 단순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법인세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세를 포함해서 다
양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의 조세유인들은 근본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 등에 부여되는 조세유인은 본질적
으로 시장의 실패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들
인데 많은 경우 그것이 기득권화 되어 있고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과 조세
제도의 복잡화에 의한 세제 운영비의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을 대폭 정비하면서 R&D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대에 도움이
되는 유인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11). 그리고 이와 같
은 비과세 감면의 대폭적인 정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추가적으
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밖에도 결손금 공제기간을 확대하고1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구조조
정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의 구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과 국제조세관련 제도들은 수시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제 면에서도 정말로 기업하
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우리나라의 R&D 투자와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하준경(2004) 참조.
12) 한국은 5년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영국과 독일은 그 기간의 제한이 없고 미국은 20년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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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세제도의 개선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할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고 간접세
는 역진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불공평한 조세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분
배를 강조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서유럽의 국가들은 모두 부가가치세에 절대
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인식의 잘못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부가가치세는 베이스가 가장 넓은 세목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서 많은 세
수를 거둘 수 있고 초과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구상의 가장
기본세목은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단계에서 단
일세율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은 부
가가치세의 베이스를 더 넓히고 동시에 법인세 등처럼 왜곡이 큰 다른 세목
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개혁이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고수
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에 손을 댈 경우의 가장 큰 위험은 그것이
쉽게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항목은 개별소비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
안 개별소비세의 상당한 부분이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분배적인 정책목
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조세당국
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미 이러한 목적의 개별소비세는 거의 다 정

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개별소비세를 외부성 등 자원배분의 왜
곡을 시정하는 교정목적의 조세로 활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당면 개편과제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베이스를 더욱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서 세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방세에 넘어가 있는 소비
세 항목들을 모두 국세로 옮기고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목적세로
되어있는 교통세를 보통세로 바꾸어 일반재정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
아가서 개별소비세의 항목과 세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
다.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나누어 개편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로 한다.

- 69 -

① 일반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뿐이다. 부가가치세
의 개편 문제를 베이스와 관련된 문제와 세율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베이스의 문제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한 베이스의 확대로 집약된
다.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감면은 소득세 등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 감면은 면세와 0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유인이나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부담의 경감을 중심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 0세율은 주로 국경조정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면제는 행정편의적인 고
려가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소위 다단계세금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면세는 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부가가치세의
베이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따라서 면세의 축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국
경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구상에서의 기업단계의 부가가치세 즉 기업세는 소비에 대한 조세이기
보다는 부가가치 즉 요소소득에 대한 조세이다. 따라서 기초 생필품 등에 대
한 면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 세금은 공공부문이나
비영리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모두 과세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를 대폭적으
로 정비해야 한다. 면세의 정비를 위해서 금융기관 등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세방식과 다른 과세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법, 즉 기업내
의 각 생산요소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그것을 합산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부가가치 총액을 계산하고 거기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
산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매입세액공제법과 가산법 그리
고 필요한 경우 감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면세대상
을 획기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비되는 세목들, 지방세와 국세 간에 재조정되는
세목들 등의 세수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수중립적인 세율폭을 계산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여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복수세율 도입여부
에 관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대다수가 복수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직접세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세의
누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복수세율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가
능하다. 그러나 우선 부가가치세의 복수세율이 가져오는 행정상의 복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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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복수세율을 통해서 실제로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수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장기구상에 있어서의 기업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산업별 차등세율은 그 의미가 매우 모
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② 개별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우선 담배세, 레저세 그리고 주행세 등이 지방세로 되어있는 소비세 또는
소비관련세라고 할 수 있다. 담배세와 레저세는 그대로 국세로 가져오고 주
행세는 본세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세로 되어있는 교통세를 보통세로 바꾸어 일반재정재원으로 전
환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율 문제만 해결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의 문제들만 해결되면 개별소비세의 나머지 개편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과세대상 항목을 확정하고 세율만 조정하면 된다. 주세와
담배세의 세율은 현재보다 현저히 상향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품목들의
외부성이 세부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13). 외국에 비
해서도 주세나 담배세의 세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
배의 경우 현재 담배소비세 이외에 건강보험에서 부담금형태의 준조세를 징
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세수입 형태로 징수되어 재정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되도록 정상화 되어야 할 항목이다. 레저세의 경우도 사행성 오
락의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할 때 세율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다. 한편 자동차 유류세는 그것이 외부성 등을 교정하기 위한 세금이라면 당
연히 그 과세대상이 외부성을 발생하는 모든 행위로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나 세금을 상쇄하기위한 보조금의 지급 등은 당
연히 폐지되어야할 제도들이라고 본다.
특별소비세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승용차 특소세의 폐지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승용차의 특소세는 지금까지 사치품에 대한 과세의 한
가지 경우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과세는 더 이
상 유효하지 않다. 분명하게 사치품이라고 인정되는 상품들에 대한 과세도
폐지되는 상황에서 이미 대중화된 승용차에 대한 사치세의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외부성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의 구입에 대한 개
별소비세의 과세가 정당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 자동차는 다양한 외부성을
13) 노인철 외(1997) 참조.

- 71 -

발생시킨다. 혼잡과 대기의 오염이 대표적인 자동차 사용의 외부비용이다.
여기에다가 자동차의 운행은 도로를 물리적으로 파손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야기한다. 혼잡과 대기 오염을 통한 외부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는 자동
차가 소비하는 연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의 운행이 도로를 파손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연료에 대한 과세가 도로
파손비용을 회수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도로파손이 연료의 소비에 비
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낳은 지표가 필요하다. 바로 자동차의 단위
면적당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특별소비세
를 가격이 아니라 자동차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타당한 외부비용교정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물론 화물차를 비롯해
서 대형특수차량 등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용 유류세에 대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예외조치를 정비해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라.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편
지난 15년 동안 부동산 관련 조세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고 또 가
장 관심과 논란을 많이 유발했던 분야이다. 우리는 부동산관련 조세의 목표
를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 도구를 남용해 왔다
고 말할 수 있다. 첫째의 목표는 부동산 투기의 억제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
동에 역대의 정부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
는 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정책수단들을 애용해 왔다. 또 하나의 목표는 분배
의 개선 또는 공평분배의 달성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책당국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나 부동산으로부터 큰 자본이득을 얻는 사람을 중과세함으로
써 분배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1990년대 초에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제도를
부동산 관련 조세에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더욱 파격적인
수단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거나
분배를 가시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적극적인 재분배수단으로서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부동산 관련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제
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불가능 하다.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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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세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타당한 목표로 다음 두 가지에 초
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첫째로 시장의 왜곡을 극소화하면서
적정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한다는 목표와 둘째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
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중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목
표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다른 부문에
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형평하게 과세하는 것을 실제적인 목표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동산의 수익률(임대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세율의 보유세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
득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의 수익률에 연결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
의 규제정책 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미래 수익률의 큰 폭의 변화가 자본환
원됨으로써 커다란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유세로
적절하게 과세하기 어려움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직접과세가 필요하다. 두 번
째의 목표는 토지 보유세가 지역간의 자율적이고 차등적인 세율 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토지보유세를 자치단체가 자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으로 특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자
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실적으로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동산 등의 거래비용으로 작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함께 주택시장에서의 동결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이하에서 중단기적인 관점의 개편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논의 한다.
①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안
먼저 재산세의 개편방향을 간략하게 논의하고 다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가 실효세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 보지 않는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14). 건물과 토지는 다른 속성, 특
히 장기 공급탄력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과세 되어야 하는
데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14) 여기서 논의되는 문제들은 종합부동산세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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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아파트 등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되지 않기 때
문에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따로 평가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베이스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 더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행대로 두는 것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도입이래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재산세의 자율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재산
세 납부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산
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납세자에게는 실
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자율
과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현저히 방해하는 결과를 가
져온다. 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주민부담의 실제적인 증가 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정리될 필요
가 있다. 납부한 재산세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세목이 독립적인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재산세의 한계세율을 실제적으
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재산세가 진정한 의미의 자주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매우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세
대상자와 과세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세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은 기
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그 만큼 더 국가의 간섭 하에 두고 있다는 뜻이 되며
동시에 제도운영의 사회적 비용이 그 만큼 더 크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
다. 또한 부동산 보유의 실효 한계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서 사유재
산권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
득이 적은 은퇴계층 등에게 심각한 현금흐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
가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인 건축물의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건축물
중 특히 양질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보다 과세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재
산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5).

또한 미국 등이

15) 35%라는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다. 그러나 소득세 최고세율(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독일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넘으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최명근 김상겸, 2005, 1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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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는 회로차단장치(circuit breaker)의 도입으로 현금소득이 적은 은
퇴계층 등을 보호하는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세대합산 과세로 하고 있는 것의 법률적 문제도 적절
한 방법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납부제도는 당연히 부과고지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면 무조건 납세자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 소유부동산의 평가액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정
부에게 있고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
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신세를 져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납세관련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이를 납세대상자들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세대별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자세한 근거와 함께 계산한 것
이다. 이러한 계산과 신고서 작성을 만일 개별 납세자들이 해야 한다면 납세
자들의 시간과 노력의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과세 당국에 대한 문의 그리
고 사후의 정확성 판단 등을 위한 검토 등으로 징세당국의 비용도 여전히
높게 들어가게 된다. 현재와 같이 국세청이 작성하는 안내서를 책임 있게 그
리고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그것을 근거로 납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의제기를 하게 한다면 징세 및 납세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산보유세도 재산으로부터의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자산 보유를 기
준으로 과도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목과 양립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②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거래세의 개편방안
최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양도소득세제의 중요한 내용은 한 가
구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주택 등의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조치와 병행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보유세의 인상은 미래 보유세 부담의 자본환원효과를 통해서 일시적으
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균형가격수준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목표로 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들이 보유세의 부담 때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어 놓아야 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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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상의 조치들은 주택의 매각을 현저히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불합리한 정책 믹스는 참여정부의 야심적인 부동산 성공을 거두지 못
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동결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는 어떤 효과를 초래하였을까?

일반적으로 장기보

유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당연히 장기보유의 유인이 되는 것이므로 동결
효과를 강화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는 동결효과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어야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양도세율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장기보유자들이
자신의 초과물량을 매각하려고 할 때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다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상
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민들로 하여금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을
하게 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단기적인 판단이 의사결정을 지배
하게 된다. 일 가구 다주택소유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부동산 가격상
승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다. 오히려 이러한 수요가 장기적으
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공급
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응은 임대소득세
를 분명하게 납부하도록 하고 양도할 경우 정상적인 세율로 정확하게 과세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의 또 하나의 오래된 숙제는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문제이다.
현재는 일가구 일주택의 경우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일가구 일주택이
라도 양도소득세를 걱정해야 하는 가구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다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의 과세표준이 급등함으로써 세율의 현저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러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집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비용을 지
나치게 높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

영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평생
동안 일정금액의 공제를 허용하되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사망 시까지 미루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조정방법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율도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하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어도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더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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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줌으로써 주택시장에서 거주를 위한 주택의 거래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
상속증여세의 문제는 실제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
작용은 대단히 크다는 데 있다. 상속세가 초래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OECD 국가들
중에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과감하게 완화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실
제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현저히 높은 국가들도 상속증여세의 세수비중
은 매우 낮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의 장기구상에는 상속⋅증여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16). 그러나 현 단
계에서 이것을 바로 폐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더라도 상속⋅증여세를 선진국들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국가 간 자본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고 경영권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속세의 최고실효세율을 과감하게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명
목적인 최고한계세율 50%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 최고 세율
보다도 훨씬 높다. 여기에다가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 시 10-30%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한계세율은 훨씬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
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제도로 가족에 대한 경영권 상속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
장의 공정한 선택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과도한 배당 등을 통해 사내유보를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기업의 가
치를 떨어뜨리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영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의 최고한계세율을 소득세 최고 세율 수준으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평가의 할증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들
중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에서도 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안정과 고용의 유지 등

16) 캐나다 등 상속세의 폐지에 앞장선 국가들에서는 많은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상속세는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구상에서는 모든 부가가치를 한 번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부가
가치 발생의 베이스가 되는 자본의 원본에는 과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
본이득세를 과세해야할 필요가 없게 된다.

- 77 -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이 상속 후 10년간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면 상속세
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한다17).
또한 참여정부 들어서 도입한 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제도는 지나치게 과세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한 무리한 제도로 다시 종전과 같이 항목별 포괄주의
로 환원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18).
상속세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상속세가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라면 당연히 상속자의 개
인별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상속자의
수와 상관없이 피상속자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루
어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17) 한국경제신문 2006년 10월 27일자 기사.
18) 정비가 필요한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최명근(2006)과 안종범(200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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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과 결론
첫째로, 이 글에서 우리는 향후 4-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조세정책 여건의 변화전망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급속
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가간 고효율 생산요소의 유치경쟁이 격화될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고령화의 급진전과 성장잠재력의 빠른 하락이 나타날 것을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통일 및 안보관련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정
상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복지관련 지출의 비중
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통일 및 안보관련 재정부담요인도 재정의 불확
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더 낮아지는
잠재성장률과 국제간의 자원유치경쟁 때문에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지출
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여 잠재성장률이 가능한 한 높은 수
준에서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베이스의 위축을 막고
동시에 빈곤층의 확대를 억제하여 복지재정수요가 팽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방향은 조세정책의 측면에서는 부담률의 상승을 억제하고 조세제도의 중
립성을 높이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의 조세(국민)부담률이 명목적으로는 선진국들 보다 현저히 낮지만 그것
을 빠르게 높일 여력은 거의 없다는 점과 조세부담의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의 문제점들이 논의 되었는데 먼저 지방재정과 지방세 구조가 매우 불합리
하고 비효율적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많은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아 책임성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부동산
세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자체
로서 무리한 제도일 뿐 아니라 지방세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가져
왔다고 평가된다. 소득과세에서는 소득세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자본소득세가 강화되어온 추세가 선진국이 동향에 역행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상속증여세도 선진국의 추세와 반대로 계속 강화되어 오

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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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을 어떻게 개편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조세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특히 자본과 고급 인력의 공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조세제도 전반의 효율
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모습을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한번만 과
세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구상하였
다. 기업단계에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단일률로 과세하고 개인단계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노동소득에 대해서만 낮은 율로 추가과세하고 여기에 외부
성 조정 목적의 개별소비세와 가계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등으로 단순화하
고 재산세와 기업부가가치에 대한 조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로 하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조세정책의 중단기적인 개편은 이상의 장기구상을 지향하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모순을 점진적으로 시정해 가는 방안들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조세부담률 증가의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배분의 왜곡 요인을 최소화하며 조세제도 자체의 효
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강구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개편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환
영받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통적인 관점에 조세
정책의 누진성을 현저히 완화하는 내용들이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서 종래와 같은 공평성 위주의 조세정
책은 실효성이 없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할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입안
자들이나 국민들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사정이 훨씬 좋은 선진국들도 보다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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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주요 현안과 과제
김성태(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Ⅰ. 서

론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성장잠재력의 둔화,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
장과 BRICs 경제의 부상,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대, 신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 경제의 양극화
심화와 사회분열 현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재정의 공급과 재정의 수요에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재정의 공급은 조세와 같은 주
요 재정수단을 통한 재원조달을 의미하며, 재정의 수요는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고도성장을 마
감하고 4~5% 대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재정공급
측면에서 그다지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재정의 수요 측면에서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수요의 증가,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수요의 증가,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미국과 일본 등과의 FTA의 추진 및
남북경제협력 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재정의 초과수요
국면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정의 과제는 재정수요를 적절히 조절하며 재정공급
능력을 최대한 확충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경제의 잠재성장 능
력을 여하히 제고시키는 가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수립 후 60
년이 지나고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성장
추이를 정리하고 재정의 규모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환
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급히 해
결하여야 될 재정문제들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issue paper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우리나라의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의 발견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의 성장추이
를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분석한다.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
률의 추이를 분석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일반정부 세출의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세출의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
무 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Ⅲ장에서 경제사
회환경을 고려한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Ⅳ장에서 최근의
경제사회환경의 요인변화를 살펴본 뒤 그와 같은 환경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재정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
천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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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재정규모 분석
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분석
가. 조세부담률
(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
세를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으로 정의된다.
[그림 1] 2004년 OECD국가별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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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그림 1]에서 보듯이 OECD 30개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모두 가용한 연도
중

최신연도인

2004년 조세부담률을

막대그래프로

그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6위에 이르는 19.5%의 조세부담률을 시현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
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의 47.7% 수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의
15.8%보다는 약 3.7%p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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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연도별 변동 추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조세부담률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76년의 조세부담률이 197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1975년 7월 16일에 도입된 방위세와 소득세의 세수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의 조세부담률이 1989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소비세 징수액이 급증하였고, 1990년부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에 가까워 이전 연도들에 비하여 크게 증가
하였고 이후부터는 점차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인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연도별 조세부담률 비교분석: 한국 vs OECD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자료가 가용
한 1972년 이후 약 10%p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9년
17.8% 수준에서 19.6%로 1.8%p 증가한 이후 점차 격차가 작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OECD 전체 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를 미주, 태평양연안, 유럽으로 3분하여 비교하면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II-2] 참조).
[그림 2] OECD국가군 조세부담률 추이: 197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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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소득 수준 국가와의 조세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2004년 현재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의 조세부담
률을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유사한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의 상대적 위
치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근 1인당 GDP와 유사
한 수준의 1인당 GDP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아
닌 1인당 GDP를 통제함으로써 경제 환경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 조세부담
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2004년)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
의 1인당 GDP 국가와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21개국 중 17번째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유사 실질소득 국가와의 조세부담률 비교
국가
Korea, Rep.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Germany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UK
Ireland
Ic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New Zealand
Sweden
United States
OECD평균a

년도

2004
1970
1972
1972
1968
1971
1960
1996
1972
1970
1967
1989
1965
1979
1967
1965
1969
1965
1965
1965
1960
1970

1인당
GDP

12,762
12,104
12,400
12,199
12,111
12,355
12,534
12,112
12,213
12,115
12,074
12,395
12,346
12,587
12,738
13,950
12,289
13,240
12,595
13,802
14,134
12,614

인구수

4,808
1,250
751
971
2,070
7,840
458
3,930
464
5,080
5,500
351
19
5,630
10,100
33
1,290
372
263
773
18,100
3,262

노인

농업 서비스업

부양률 비중

39
13.3
23.3
21.5
12.8
22.0
16.5
22.9
14.6
20.6
19.3
18.3
14.5
20.1
9.6
18.4
16.1
18.9
13.8
19.1
15.3
17.6

비중

도시
인구
비중

대외

개방도 부담률

3.70

55.49

80.1

83.83

7.0
5.0
3.3
6.0
10.6
10.8
6.6
-

53.6
53.0
50.2
64.4
50.0
54.7
52.8
-

85.3
65.5
94.1
74.6
72.9
73.7
76.0
53.5
71.1
77.6
56.8
82.7
66.4
49.8
72.0
67.9
57.6
78.9
77.1
70.0
67.5

26.9
57.5
98.0
41.6
33.1
62.5
46.3
49.0
30.9
38.0
117.1
70.6
47.3
19.0
170.5
71.3
43.2
9.6
25.2

출처: OECD RS (2005), WB WDI (2005)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a 표에 보고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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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20.4
22.2
26.2
25.1
26.0
22.7
24.1
20.2
29.8
21.5
28.3
29.0
24.0
17.0
14.0
18.8
22.6
26.1
24.0
30.8
22.7
23.7

나. 국민부담률
(1)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국민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에 다시 사회보장관련 부담(국민연금
+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합산하여 경상 GDP로 나눈 것으로 정
의된다. [그림 3]에는 OECD 30개 국가의 2004년 국민부담률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30개국 중에서 29위에 불과한 24.6% 수준을 시현하
고 있어 OECD 국가 중 사실상 최하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24.6%)는 200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국민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의 50.4%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나, 가장 낮은 국민부담
률 수준인 멕시코의 19.3%보다는 약 5.3%p 더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조세부담율 순위인 26위보다 낮은 29위에 위치하는 이유
는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 2004년 OECD국가별 국민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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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부담률 변동추이를 연
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976년 이후 국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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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16.3%수준으로 지속되는 것은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대
규모 사업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의 국민부담률이 전년도의
16.4%에서 17.3%로 상승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1988년 국민
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국민부담률이 20%를 초과하였는
데, 이는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용보험제로 인한 것이
다. 2000년에 이르러 1999년 21.5%에 비해 1.8%p 증가한 23.6%에 이르렀는
데, 이것은 고용보험 대상사업장 확대 및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국가분류별 국민부담률 추이: 196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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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한국 vs OECD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에 비하여 자료가 가용
한 1972년 이후 최저 11～17%p 내외로 낮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72년
이후 모든 연도에 걸쳐 OECD 전체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차이가
10%p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OECD 국가를 미주, 태평양연안, 유럽으로
3분하여 비교하면 1974년까지는 유럽, 미주, 태평양 순으로 높았으나, 1981년
부터는 유럽, 태평양, 미주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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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소득 수준 국가와의 국민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2004년 현재 1인당 GDP와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의 국민부담
률을 비교한 결과 21개국 중 18번째로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조세부
담률 순위인 17위보다 낮은 18위에 위치하는 이유는 1인당 유사수준의 GDP
연도로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수준이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인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유사 실질 소득 국가의 국민부담률 비교
국가

Korea, Rep.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Germany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UK
Ireland
Iceland
Italy
Japan
Luxembourg
Netherlands
Norway
New Zealand
Sweden
United States
OECD평균a

년도

2004
1970
1972
1972
1968
1971
1960
1996
1972
1970
1967
1989
1965
1979
1967
1965
1969
1965
1965
1965
1960
1970

1인당
GDP

인구수

12,762 4,808
12,104 1,250
12,400
751
12,199
971
12,111 2,070
12,355 7,840
12,534
458
12,112 3,930
12,213
464
12,115 5,080
12,074 5,500
12,395
351
12,346
19
12,587 5,630
12,738 10,100
13,950
33
12,289 1,290
13,240
372
12,595
263
13,802
773
14,134 18,100
12,614 3,262

노인

농업

부양률 비중

서비스
업

도시

비중

비중

인구

대외

개방도 부담률

39

3.70

55.49

80.1

83.83

13.3
23.3
21.5
12.8
22.0
16.5
22.9
14.6
20.6
19.3
18.3
14.5
20.1
9.6
18.4
16.1
18.9
13.8
19.1
15.3
17.6

7.0
5.0
3.3
6.0
10.6
10.8
6.6
-

53.6
53.0
50.2
64.4
50.0
54.7
52.8
-

85.3
65.5
94.1
74.6
72.9
73.7
76.0
53.5
71.1
77.6
56.8
82.7
66.4
49.8
72.0
67.9
57.6
78.9
77.1
70.0
67.5

26.9
57.5
98.0
41.6
33.1
62.5
46.3
49.0
30.9
38.0
117.1
70.6
47.3
19.0
170.5
71.3
43.2
9.6
25.2

출처: OECD RS (2005), WB WDI (2005)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a 표에 보고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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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4.6
22.2
35.0
35.8
28.5
32.9
25.4
31.5
34.1
33.7
33.1
33.9
26.2
26.9
18.1
27.7
34.7
29.6
24.0
35.0
26.5
29.7

2. 우리나라 재정지출 분석
가. 중앙정부 지출
(1) 국제 비교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국가군의 중앙정부 지출비중을 비교한
결과, 비교대상 국가 21개국 중에서 18위에 위치하여 최저수준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참조).
[그림 5] OECD국가 중앙정부 GDP대비 세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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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은 미미하게나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8년에 1997년의 18.8%수준에서 3.0%p 증가
한 21.8%로 증가하여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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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3년간 계속 미미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우리나라 GDP 대비 중앙정부지출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연도

한국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전 세계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OECD 평균
GDP 대비
중앙정부세출 비중

1986

17.6

-

-

1987

16.6

-

-

1988

16.4

-

-

1989

17.4

-

-

1990

17.4

-

29.1

1991

17.4

-

28.8

1992

17.0

-

27.0

1993

17.6

-

27.2

1994

18.3

-

26.5

1995

18.3

-

31.0

1996

18.7

29.67 (69)

29.5

1997

18.8

28.55 (74)

28.7

1998

21.8

29.21 (74)

28.6

1999

21.6

29.28 (69)

27.7

2000

21.4

28.61 (53)

27.4

2001

22.1

26.46 (48)

27.4

2002

21.2

27.72 (41)

27.9

2003

21.9

27.29 (35)

29.0

2004

20.7

27.15 (29)

27.3

2005

20.7

27.35 (5 )

-

주

: 전세계 평균 중 괄호안의 숫자는 표본 수.

자료 :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행, 전세계는 GFS(2006), OECD국가의 경우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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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006)를 이용하여 계산.
2001년도 중앙정부 세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총재정지출(중앙정부+지방정부) 추이 분석
(1) 총재정지출의 추이
우선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재정지출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총재정지출은 연 평균 % 성장하였으며
[그림 6] 총재정지출 변동 추이: 197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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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총재정지출은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시대별로 정부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3․4공화국
에서는 경제성장 및 국방력 강화가, 5공화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개
선과 교육 분야의 기반확충이, 6공화국에서는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복지 분
야에 대한 투자가, 문민정부에서는 경제력 강화를 위한 경제 분야 투자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복지 분야가, 참여정부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각각
재정운용의 주요 목표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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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총재정지출의 회귀분석 결과는 <부표-1>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것은 GDP에 대한 총지출의 탄력성 즉 재정지출의 소득탄력
성이 1.65로서 1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이 1%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
출은 1.65%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상
당히 소득에 대해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공재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조세부담률(변수 TAXRATE)에 대
한 추정계수는 -0.094로 추정되어1) 공공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공재 수요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총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
의 비중과 비례하여 총지출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역시 총재정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외개방도(FOREIGN 변수)는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
정되었다. 대외개방도가 커질수록 총재정지출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인적자본 역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인적자본을 나타
내는 대변수로는 인구 전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변
수(HIGHSCHOOL/POP)를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적자본이 축
적될수록 보완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역시 재정지출의 규모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로, 흥미로운 것은 노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노령화지수 변수(AGEINDEX)의 추정계
수가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
(3)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분석
모든 재정지출의 절대수준은 당연히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인다.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 양상을 살펴
본 결과 재정지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조세부담률 추정계수의 t-값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떨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역
시 민간재와 같이 가격에 대해 수요는 반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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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환형 변동 유형 재정지출
다음 [그림 7]에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는 재정지출이 정리되어 있다. 순환형 패턴(cyclical pattern)을 보
이는 재정지출에는 경제개발

재정지출(ECONOF1R), 주택건설 재정지출

(HOUSINGF1R) 및 교육 재정지출(EDUF1R)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개발 재정지출과 주택건설 재정지출이 경기에 따라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
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교육 재정지출이 순환
하는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에 의하면 2006년부터 경제개발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택건설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순환형 변동 유형 재정지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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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가형 추세의 재정지출
다음 [그림 8]에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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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재정지출이 정리되어 있다. 증가형 패턴(increasing
pattern)을 보이는 재정지출에는 사회보장 재정지출(SSCF1R), 기타 재정지출
(OTHEREXF!R) 및 문화오락 재정지출(CULTUREF1R)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단지 절대수준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함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최근 양
극화의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2003년 출범
한 참여정부의 정책목표가 분배 우선이었다는 점도 간과하지 못하는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오락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증가형 추세의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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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소형 추세의 재정지출
다음 [그림 9]에는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재정지출이 정리되어 있다. 감소형 패턴(decreasing
pattern)을 보이는 재정지출에는 일반행정 재정지출(ADMF1R) 및 국방 재정
지출(DEFENSEF!R)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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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의 생산성이 점차 제고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국방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
망은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별다른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없을 것이라
는 전제 하에 성립된다.
[그림 9] 감소형 추세의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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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2)
국가채무란 정부가 민간부문에 지불할 의무가 있는 원리금을 가리킨다. 국
가채무는 재정적자의 보전이나 이자지급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민간부문이
나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IMF 기
준에 따라 작성되는데, 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에는 정부가 직접 원
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 포함되며, 정부가 지급 보증한 채무, 공기업의
채무, 중앙은행의 채무는 제외된다.3)
[그림 10]에는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가 나타나 있다. 우
리나라 국가채무 추이는 두 단계의 성장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1단계는 1960
년부터 1996년까지이며, 2단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단계에서 국가
채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2단계에서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단계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60년 340억 원의 미미한 수준에서부터
2) 국가채무 추이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서는 김동건 외(2005)를 중심으로 인용하여 정리하였
다.
3) 국가채무에서 정부가 지급 보증한 금융 구조조정 채무, 공기업 채무, 한국은행의 IMF로부터의 차
관도입은 제외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부채로서 지방
정부 부채는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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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7조원을 기록하였다. 이 기간 중
국가채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은 1960년 13.8%
에서 1975년 22.6%로 상승한 이후 1980년대 들어 하락추세로 반전되어 1996
년에는 8.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10] 우리나라 국가채무 추이: 1970-2006
국가채무(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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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예산처(www.mpb.go.kr), “보도자료,” 2005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 40년사』, 제4권, 1991.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단계에 들어선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6년 37조원에서 2000년말 101조원으로 급증하
였고 그 이후에도 급증세가 유지되어 2006년 말 282조원을 기록하였다.
1996~2006년의 10년 간 국가채무 규모가 7.64배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8.2%에서 33.4%로 급상승하였다. 특히 2002
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급증하여 2002년 126조원(GDP의 18.5%)에서
2003년 158조원(GDP의 21.9%), 2004년 196조원(GDP의 25.2%), 2005년 238조
원(GDP의 29.6%), 2006년 282조원(GDP의 33.4%)에 달하여 참여정부 후반기
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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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외환위기 극복
을 위하여 심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개혁에
소요된 공적자금,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지출 자금이 소
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지원된 기존 공적자금의
일부가 2003년부터 정부 부담으로 전환되었고, 환율안정을 위한 외평채 발행
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1986~1988년, 1993~1996년의 두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적자를 기록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우리나라 재정수지 추이:197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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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이자지급액임.

자료 : 기획예산처, 『한국통합재정수지』, 각호.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재정수지 흑자가
가장 컸던 해는 1988년의 1.2%이며, 1988년을 제외한 여타 기간에는 흑자규
모가 GDP의 0.4%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편,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기간도 길며, 규모면에서도 흑자에 비하여 훨씬 커 1972년, 1975년, 1981
년에는 GDP의 4%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재정수지 적자도 국가부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97년을 전환점으로 급
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1996년 GDP의 0.2%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
는 1997년에는 1.4% 적자로 반전된 후, 1998년과 1999년에는 적자규모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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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GDP의 3.9%와 2.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정부의 재정적
자 축소 노력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2002년에는 통합재
정수지 흑자가 GDP의 3.3%에 이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2003년부터 통합재정수지의 흑자폭이 GDP의 1.1%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흑자폭이 감소하여 2006년에는 GDP의 0.4%로 감소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이 2006
년 현재 GDP의 33.3%에 지나지 않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77.7%의 절반
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OECD 국가들의 부채는 안정적인데
반해 우리나라 부채는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에 있다.
한국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전주성(2004)은 아무
리 현재의 정부부채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 기초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장기재정정책의 목표가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동건 외(1998)는 우리나라의 적자재정 운
용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김성순(2001)은 Ahmed and

Rogers(1995)의 현재가치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1970-99년 기간 동안 우리나
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호(2001) 및 김동건․김성순․김성태․이연호(2005)는 우리나
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1997년 이후 국가부채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
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단지 문제는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적 검정절차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위기를 예측하는 데 무
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인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동건 외(2005)가 제시하고 있는 IMF모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4)
4) 정책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떠한 방법이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분석하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IMF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는 운영 가능
한 모형(operationally manageable model)을 설정함과 동시에 가능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형을 단기(1-2년)나 중기(5-10년)의 예측과 검증에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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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우리나라 재정규모 분석
1. 세입측면 분석: ITC 지수를 중심으로5)
가. ITC(조세부담률)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는 국제조세비교 지수로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조세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조세부담률
과 비교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내는 것이다. ITC(조세부담률)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ITC =

실제 조세부담률
정상수준 조세부담률 ×100

(1)

식 (1)에서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
는 경우 정상적으로 도달하게 될 조세부담률을 나타낸다.6) 우리나라의 ITC
지수 수준을 비교한 연구로는 나성린․이영(2003)과 박형수(2004) 등이 있다.
ITC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석한다. 특정국가의 ITC 지수가 100보다 작
은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작다는 것
을 의미하고,

ITC 지수가 100인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

수준 조세부담률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ITC 지수가 100보다 큰 경우
당해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기서는 김성태․임병인(2006)이 구한 우리나라 ITC(조세부담률)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은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경제사회환
경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키고, 조세부담률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토대로 예측치가 될 것이다.7)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75-1983년 기간에는 ITC 지수가 100을 넘어
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 기간 동안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00을 상
5) 본절의 내용은 김성태․임병인(2006)의 『국가 간 재정규모 비교분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되었다.
6) 정상수준 조세부담률을 최적 조세부담률(optimal tax burden ratio)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7) 김성태․임병인(2006)은 OECD국가군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OLS,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하고 Hausman 검정을 포함한 모형의 설정오류 검정결과를 수행한 결과, 고
정효과모형이 최적모형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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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조세부담 능력 이상으로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1983년 17.50%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1984년 16.54%로
다시 16%대로 떨어진 후 1989년까지 16%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1984-1989년 기간 동안에는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는 3저 현상(저 유
가, 저 금리, 저 달러화)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는데 낮은 조세부담
에 힘입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0-1994년 기간에는 조세부담률이 17%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995년에
18.08%로 처음으로 18%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5년은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만 달러를 돌파한 연도이기도 하였다. 1995년 ITC(조세부담률) 지수
는 100을 약간 돌파하였으나 100에 근접하여 정상수준의 조세부담률과 실제
조세부담률이 매우 근접한 시기였다. 1997-1999년 기간에는 조세부담률이 다
시 17%대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에 이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제가 전반
적으로 위축되어 국민경제의 조세부담 능력이 감소하여 ITC(조세부담률) 지
수는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2000년 조세부담률은 19.62%를 기록하여 최초로 19%대에 진입하게 되었
다. 이후 2003년에는 20.39%로 최초로 20%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0년 이
후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조세부담률) 지수는 2000-2003년
기간 동안 100을 약간 상회하게 되었다. 2004년 현재 ITC(조세부담률) 지수
는 100을 약간 하회하는 98.73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2] 우리나라 ITC(조세부담률) 지수 변동추이: 1972-2004

2

1
0

-1

-2
-3
1 975

19 80

198 5

199 0

1995

2000

ITC TAXB_KOR

주

: 1) 횡축은 ITC 지수를 정규화(normalize)한 것임. 즉, ITC 지수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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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0으로 하여 표준편차만큼 눈금을 정하였음.
2) ITC 지수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는 7.53이므로 횡축의 0은 ITC
지수 100에 상응함. +1은 ITC 지수의 평균+표준편차×1)=107.53에 상응
하며, -1은 평균-(표준편차×2)=92.47에 상응함.
3) 따라서 0을 기준으로 그래프 상단은 ITC 지수가 100을 상회하므로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준 조세부담률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그
래프 하단은 ITC 지수가 100을 하회하므로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수
준 조세부담률보다 낮은 것을 나타냄.
참고로 3년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 5년 평균 조세부담률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1995-2004년 기간 동안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3년 평균 ITC(조세부담률) 지수가 2000년 이후 100
보다 작은 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러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수준과 비슷
한 수준이거나 약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ITC(국민부담률)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국민부담률) 지수는 국제조세비교(국
민부담률) 지수로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
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53%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속히 증가하여 1976년에는 16.34%로 16%대에 진
입한 뒤 1979년에는 17.13%로 17%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 국
민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
원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1975-1983년 기간에는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100을 넘어서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 ITC(국민부담
률) 지수가 100을 상회한 것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국민부담 능력 이상
으로 조세를 징수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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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리나라 ITC(국민부담률) 지수 변동추이: 197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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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그림의 해석은 ITC(조세부담률)지수와 같음.
국민부담률은 1983년 17.70%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1984년 16.75%로다
시 16%대로 떨어진 후 1988년까지 16%에 머무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1989
년 17.26%로 17% 대에 진입한 후, 1년 뒤인 1990년 18.91%로 바로 18% 대
로 진입하였으며,

4년 후 1994년 19.35%로 19%대에 진입하고, 1996년

20.05%로 20% 대에 진입하고 1998년 21.05%로 21%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1984-1999년 기간 동안 ITC(국민부담률) 지수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 미만에 머무르는 매우 안정적인 변동 추이를 보여주었다.
2000년 국민부담률은 23.56%를 기록하여 최초로 23%대에 진입하게 되었
다. 이후 1년 후인 2001년에는 24.08%로 최초로 24%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년 후인 2003년에는 25.34%로 25%대에 진입하였다. 2000년 이후 국민부담
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국민부담률) 지수는 2000-2004년 기간 동안
100을 상회하게 되어 연평균 105.66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현재 ITC(국민
부담률) 지수는 100을 약간 상회하는 106.07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부담률 ITC 지수의 이와 같은 변동추이는 조세부담률 ITC 지수의 변
동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조세부담률 ITC 지수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국민부담률 ITC 지수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
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요인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부담금은 일종의 강제저축(forced saving)으로서 경기에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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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담하여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참고로 3년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잡아 5년 평균 국민부담률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2000-2004년 기간 동안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 3년 평균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2000년 이후 100
보다 큰 것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수준보다 약간이나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세부담률의 경우 최근 ITC 지수는 100을 약간 상회
하는 반면 국민부담률의 경우 100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부담
만을 보면 국민들의 현재의 부담은 정상수준을 약간 상회하는데 지나지 않
지만 사회보장부담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정상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
으로 드러나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2. 세출측면 분석: IEC 지수를 중심으로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세출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ITC지
수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IEC

지수가

이용된다.

IEC(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지수는 국제정부지출비교 지수로 불리는데,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을 정상 수준의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과 비교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정
부 지출을 중심으로 IEC(일반정부) 지수를 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8)
한편 우리나라의 IEC지수 수준을 비교한 연구로는 김성태․임병인(2006)과
전승훈(2006)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김성태․임병인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9.30%에서 1991년 20.15%로 처음 20% 대로 진입한 후 1992년
(21.07%)을 제외하고는 1995년까지 줄곧 20% 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
주었었다. 같은 기간 동안 IEC 지수는 1991년(97.51)을 제외하고는 100을 약
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IEC 지수는 103.02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소폭
이나마 흑자를 기록하여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다.

8) IEC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나 지수의 해석은 ITC 지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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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우리나라 IEC(일반정부) 지수 변동추이: 199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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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횡축은 IEC(일반정부) 지수를 정규화(normalize)한 것임. 즉,
IEC(일반정부) 지수의 평균을 0으로 하여 표준편차만큼 눈금을 정
하였음.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은 1996년 21.03%를 기록한 후 2002년
24.55%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나 정상 수준에는 못 미쳐 IEC 지수
는 줄곧 100 미만을 기록하였다. 1997년 말 닥쳐온 외환위기와 뒤이은 금융경
제와 실물경제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축시켰고, 재정도 크게 위축되었
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성장하여야 되었을 정부부문의 성장률이 정상수준보
다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갑자기 30.28%로 증가하여 그 결과
IEC 지수도 115.05로 100을 크게 상회하였음. 그러나 2004년 27.11%로 감소
하여 정상수준으로 회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특정 국가의 정부규모가 정상수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소를
규명하는 경우 연도별로 분석하는 경우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연도에 갑자기 정부지출이 증가하거

나 혹은 감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IEC 지
수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단년도의 변동 추이를 보기보다는 장기간 변동추이
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IEC 지수를 1990-2004년 기간 동안 5년 기간
으로 구분하여 보면 IEC 지수는 1990-1994년 기간에는 연평균 102.10,
1995-1999년 기간에는 97.23, 2000-2004년 기간에는 101.47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규모를 GDP 대비 정부지출 수준으로
분석하는 경우 처음 5년 동안에는 정상수준보다 약간 크다가, 중간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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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상수준에 못 미치다가 최근 5년에는 다시 정상수준보다 약간 상회하
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세입과 세출규모의 종합적 분석
가. 우리나라 ITC 지수와 IEC 지수 변동추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 패턴이 OECD 국가 군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과연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한가를 규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위에서 추정한 ITC 지수와 IEC 지수를 동시
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세입과 세출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 <표 4>에는 1990-200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ITC(국민부담률) 지수
와 IEC(일반정부) 지수가 정리되어 있다. 기간이 1990년부터 선정된 것은
IEC(일반정부) 지수가 측정된 것이 1990년부터 이기 때문이다.
세입 측면에서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국제조세비교(ITC) 지수를 선택하고
세출 측면에서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국제지출비교(IEC) 지수를 선택한 것은
두 지표가 사회보장관련 수입 및 지출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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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우리나라 ITC(국민부담률) 및 IEC(일반정부) 지수
연도

ITC 및 IEC
ITC(국민부담률)
IEC(일반정부)
(1)
(2)

(2)/(1)

유형

1990

102.94

105.61

1.03

D

1991

95.03

97.51

1.03

A

1992

93.13

101.10

1.09

C

1993
1994

93.98

100.77

95.98

105.50

1.07
1.10

C
C

1995

95.69

107.65

1.12

C

1996

94.19

97.61

1.04

A

1997

97.15

97.35

1.00

A

1998

94.96

91.06

0.96

A

1999

96.59

92.50

0.96

A

2000
2001

105.92

94.62

104.58

94.59

0.89
0.90

B
B

2002

104.18

94.06

0.90

B

2003

107.58

115.05

1.07

D

2004

106.07

109.02

1.03

D

나. 유형 분석
특정 연도의 ITC 지수와 IEC 지수를 동시에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5>
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 ITC 지수 및 IEC 지수의 동시 비교
ITC
10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A 유형

B 유형

100 이상

C 유형

D 유형

IEC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유형은 ITC 지수와 IEC 지수가 모두 100 미만인 경우이다. 특정연도에
A 유형에 속하는 경우 조세부담 측면과 정부지출 측면에서 모두 정상수준보
다 못 미치는 것인데 정부는 조세부담 능력보다 덜 징수하고 동시에 지출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덜 지출하는 상태이다. A 유형 하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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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규모(normal size)보다 작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 유형에 속하
는 경우 정부는 조세징수와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켜 정부규모를 확대시킴으
로써 재정수지의 균형도 맞추고, 사회후생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B 유형은 ITC 지수는 100 이상이고 IEC 지수는 100 미만인 경우이다. 특
정국가가 특정연도에 B 유형에 속하는 경우 조세부담 측면에서 정부는 정상
수준보다 더 징수하는 반면, 정부지출 측면에서 정상수준보다 덜 지출하는
상태이다. B 유형 하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세입측면에서는 정상규모보다 크
고 세출 측면에서는 정상규모보다 작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 유형에
속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징수를 감축시켜야 하고, 정부지출은 증가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C 유형은 ITC 지수는 100 미만이고 IEC 지수는 100 이상인 경우이다. 특
정국가가 특정연도에 C 유형에 속하는 경우 조세부담 측면에서 정부는 정상
수준보다 덜 징수하는 반면, 정부지출 측면에서 정상수준보다 더 지출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C 유형 하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세입측면에서는 정상규모
보다 작고 세출 측면에서는 정상규모보다 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
유형에 속하는 경우 정부는 조세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부
지출은 감축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D 유형은 ITC 지수와 IEC 지수가 모두 100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 특정연
도에 국가가 D 유형에 속하는 경우 조세부담 측면과 정부지출 측면에서 모
두 정상수준을 넘는 것인데 정부는 조세부담 능력보다 더 징수하고 동시에
지출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지출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D 유형 하에서는
정부의 규모가 최적규모보다 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D 유형에 속하
는 경우 정부는 조세징수와 지출을 동시에 감소시켜 정부규모를 축소시킴으
로써 재정수지의 균형도 맞추고, 사회후생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유형 변동
<표 4>의 가장 오른 쪽 행에는 1990-2004년 기간 동안 연도별 ITC 지수와
IEC 지수의 조합에 의한 유형이 정리되어 있다.
[그림 15]에는 1990-200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ITC(국민부담률) 지수와
IEC(일반정부) 지수가 그려져 있다. 그림의 진한 막대그래프는 ITC 지수를
연한 막대그래프는 IEC 지수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왼쪽 Y-축에서 0
은 ITC 지수와 IEC 지수가 100인 것을 나타내므로 0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
는 막대그래프는 양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을 의미하며 하단에 있는 막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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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는 양 지수가 100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우리나라 ITC(국민부담률) vs IEC(일반정부) 지수 변동추이: 1990-2004
2.5
2.0
1.5
1.0
0.5
0.0
-0.5
-1.0
-1.5
1990

1992

19 94

1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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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TAXA_ KOR

2000

200 2

20 04

IE CRGG_KOR

주 : 1) 횡축의 0은 ITC 지수와 IEC 지수 100에 상응함.
2) 따라서 0을 기준으로 그래프 상단은 ITC 지수와 IEC 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래프 하단은 ITC 지수와 IEC 지
수가 100을 하회하는 것을 나타냄.
연도별 ITC 지수와 IEC 지수의 조합에 의한 유형이 1990년에 D 유형으로
시작한 뒤 1992-1995년 기간에는 C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ITC 지수와 IEC 지수의 조합에 의한 유형이 1996-1999년 기간 동
안에는 A 유형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 유형은 ITC 지수와 IEC 지
수가 모두 100을 하회하는 상태로서 실제 국민부담률과 정부지출이 정상 수
준보다 작은 소위 “작은 정부”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에서

1996-1999년 기간에는 ITC 지수 막대그래프와 IEC 지수 막대그래프가 모두
하단에 위치하여 있다. 1996-1999년 기간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
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음을 상기할 때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
건 재정운용의 결과는 작은 정부규모로 나타나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
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것은 연도별 ITC 지수와 IEC 지수의 조합에 의한 유형이 2003-2004
년 기간 동안에는 D 유형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6]
에서 2003-2004년 기간에는 ITC 지수 막대그래프와 IEC 지수 막대그래프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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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단에 위치하여 있다. D 유형은 ITC 지수와 IEC 지수가 모두 100을 상회
하는 상태로서 실제 국민부담률과 정부지출이 정상 수준보다 큰 소위 “큰 정
부”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그림 16] 우리나라 (ITC(국민부담률), IEC(일반정부) 지수) 궤적:
199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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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에는 X-축에 ITC 지수를 Y-축에 IEC 지수를 놓고, 1990년
(ITC=102.94, IEC=105.61)을 시발점으로 매해 양 지수의 조합의 궤적이 그려
져 있다.
주목할 것은 2003-2004년 기간에 양 지수의 조합의 궤적이 그림의 우측 상
단에 위치하여 2000년 넘어 방향성이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여 큰 정부 방향
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물론 위에서 강조하였으나 정부규
모를 분석함에 있어 수 년 동안의 단기간 변동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
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큰 정부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signal)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경종(warning)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의 재정규모가 세입측면과 세출측면에서 모두 경제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수준을 상회하는 전환점에 있으므로 세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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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세입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을 위한 국민의
부담이 현재 적정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참여정부가 추진하여 온 복지
국가를 위한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를

증가율 면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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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재정환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우리나라 재정환경의 변화
가. 고령화와 저출산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은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국가의 인구구조는 주로 사망률과 출산률
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가 발달하여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체인구에서 고
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고령화를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1년에 62.3세에서 2000년에는 76.02세, 2003년에는 77.46세까지 증가하였으
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83.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또 다른 요인은 출산률의 하락이다. 출산률
의 지표는 다양하나 보통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의 수를 의미
하는 합계출산률이 많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70년에는 4.53명, 1980년
에는 2.83명에 이른 후 1983년에는 마침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으로 감소
한 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로 낮아져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률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률이 낮아진 결과 연간 출생아 수는 1960년 104만
명에서 2004년 47.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유년층(15세 미만) 인구와 노년층(65세 이
상)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9)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1990년대부터 증
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0.1%로 두 자리 수를 넘어선 후 2020년 21.8%
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년부양비의 추
세는 2050년 69.4%에 이르게 되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부양비(dependency rate)와 노령화지수 등이 있다. 부양비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 인구)에서 부양인원(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
율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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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가 정리되어 있
는데 2020년에 124.2로 100을 추월한 후 급격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415.7로
유년인구 1명당 노년인구가 4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 제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노
년인구 비중이 7%인 사회)에서 고령사회(노년인구 비중이 14%)로 전환되는
데 불과 19년밖에 소요되지 않고, 다시 초고령 사회(노년인구 비중이 20%)로
진입하는 데 7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세계화의 가속화
장기 재정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요인의 하나는
세계화의 커다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화가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는 과거 국경에 의해 분리되었던 시장들이
지역적으로 또는 범세계적으로 단일화 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개방화와 세계
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진전은
특정 사상이나 가치관에 기초하기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실리적인 외교노선과 경제적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은 1995년 전 세계 재화시장의 약 20% 정도에 그쳤으나
2010년경에는 약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및 소
비재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며 OECD 국가와 비 OECD국가 간의 무
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OECD의 전망에 의하면 세계 각국이 정책적으
로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세계화에 의한 이익을 이해 당사국 상호 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 시대(New Global Age)'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

다.10)
세계화의 진전은 현재 수많은 국가 간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의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FTA가 관계 당사
국 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경우마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
이나 궁극적으로는 경쟁에 기초한 범세계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11) FTA를 진행하는 데 있어 당사국 간 공
통된 문제는 FTA에 의해 손실을 받는 이해집단을 여하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FTA에 의해 얻는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성공적
인 FTA는 사전에 어느 정도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10) OECD, The World in 2020: Towards a New Global Age , 1997.
11)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여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 114 -

있게 될 것이다.
다. 잠재성장률의 둔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정부주도
형, 수출주도형의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1980년대까지는 8%에 이르는 잠재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고도
의 잠재성장률의 실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자본의 축적이 아직은 미비한 상
태에서 자본의 축적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체감 없이 생산량의 증가를 가
져다 줄 수 있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노동
의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으로 숙련된 노동력의 이용이 가
능하였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단순한 투입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한국경제
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0년대에 성숙단계에 들어서며 자본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급속히 감소하여 동시에 투입량도 감소하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률은 6%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에는 5%까지 떨어지게 되었다.12)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기술발전과 중국경제의 부상 등에 의해 기업경
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경
제학적 요인에 기인한 요소측면의 공급 감소와 불확실한 수요에 의한 투자
위축

등으로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한 성장잠재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나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
의 잠재성장률 범위는 1~3%까지 상당히 큰 편이다.
라. 양극화의 심화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소득분배의 격차가 심
화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심화, 세대 간 소득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경제의 양극화
(polarization)라 부르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갖는 불평등
도(inequality)가 심화되는 현상 또는 형평성(equity)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보
12) 한국은행(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장잠재력을 노동과 자본 등 요소조건, 기술․제도조건, 산업연
관관계 및 수요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이후 기술
발전과 수요기반 확충 등 혁신요건을 일부 갖추긴 하였으나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 심화 등으로
산업연관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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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에는 소득의 양극화, 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
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 중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끄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원인에 대한 요인분석은 실로 다양하나
그 들 분석의 공통점은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기술격차 및 정보격차 등이 중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내
수와 수출기업의 격차가 심화된 것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간주되
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대 약점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가 바람직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
라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 기타 환경 요인
한국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불확실성
이 너무 큰 기타 환경요인으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이다. 특히 남북통일
은 한국경제와 더 나아가 한국의 장기재정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돌출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으
로 북한 핵문제, 미사일 공격문제 등 남북관계의 제반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2. 재정환경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고령화와 저출산이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령화와 저출산이 거시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장기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
국민연금이 장기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계 저축과 정부 저축에 영향
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증가는 가계 저축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존재할 것이다. 한편 국민
연금의 증가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킬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증가가 정부저
축에 미치는 효과는 국민연금제도가 어떠한 방식인가에 따라 다르게 될 것
13)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금융정
책에서 고령화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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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4)

부과방식 하에서 국민연금의 증가는 정부저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부분 적립방식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장기재정수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민연
금이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 정부가 적자규모만큼 재정에서 메워주어야 하
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의 발생원인은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이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
을 받지 않게 될 것이나, 기금의 운영수익률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투자여건
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및 퇴직자 규모 등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혼용 체제이므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
융시장의 여건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고령화가 정부재정 및 사회보장체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경
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의해 국민연금의 기여는 축소되고 급여는 증가하여 기금의
적립분이 축소될 것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36년 기금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이 소진된 2050년에는 보험료율
을 30%, 2070년에는 39.1% 인상하여야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그림 17]
참조).
국민연금제도가 한국경제의 장기재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적자가 커질수록 궁극적으로 재정에서
보전하여야 되므로 재정수요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14) 국민연금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인데 국민연금
의 개별 납부자는 자신이 적립한 것만큼 은퇴 후 급여로 수취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부과
방식(pay-as-you-go system)인데, 이 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가 납부한
연금을 늙은 세대가 수령하여 지탱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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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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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문형표(2005)에서 재인용
다음의 [그림 18]~[그림 20]은 전영준(2004)이 추계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및 정부의 재정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각각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듯이 모든 부문에서 GDP 대비 수입의 비중은 고
정되어 있는 반면 GDP 대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를 따른다. 공적연금과 건
강보험의 적자가 재정 전체의 적자를 초래하여 [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전망된다.15)
[그림 18] 재정지출 및 수입액 (GDP 대비 비중)

15) [그림 18] ~ [그림 20]은 전영준(2005)의 그림들이 그대로 차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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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공적연금급여 및 보험료 (GDP 대비 비율)

[그림 20] 건강보험 급요 및 보험료 (GDP 대비 비율)

결론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현재의 속도로 진행되고 현재의 국민연금
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
로 한국경제의 재정수요가 재정공급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재정의 초과수요
현상이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의 초과수요는 궁극적으로 재정의 적자를 초
래하게 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하여 질 것이다.
나. 세계화의 가속화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세계화가 가속화 되어 FTA 등 국가 간 또는 특정지역 내 경제통합이 가
속화 되면 생산물 시장과 요소시장에서 모두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의 벽이
무너져 국내기업과 요소공급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자들과 무
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무한경쟁의 결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제통합의 피해자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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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이다. 예로서 한미 FTA 성사 뒤 농업분야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지원은 불가피 할 것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
전하기 위해 농민계층 등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며, FTA에 따
른 실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에 따른 장기 재
정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비록 둔화의 폭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언정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
께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대도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출
산률을 1% 대에서 2%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여성인력의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률 회복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보장 재정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16)
잠재성장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인 인적자본 확
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 교육재정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문소상․이종건(2004)이 제시하였듯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중심의 산업집적체제에서 개방형 산업집적체제로 개
편하여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관련 재정수요의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라. 양극화의 심화가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21세기에 들어서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인 소득의 불공평
한 분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는 다양
16) 프랑스의 경우 1년에 50조원 정도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쓰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계획
하고 있는 출산률 장려를 위한 정책방안은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
인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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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의 양극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실태를 파악하고, 양극화가 심
화되는 경우 필요한 사회안전망 수준을 전망하여야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실업, 질병, 노령, 빈곤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국민
들의 복지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노후 소득보장, 건강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17)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제도는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사회안전망
의 필요조건인 혜택의 대상 범위가 전 국민을 포함하지 못하여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속하는 인구는 716만 명인
데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138만 명에 불과하므로 578만
명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
한다.
둘째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부터 이미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
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전
체 가구의 43%(615만 가구)가 무주택 세대로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
로 주거불안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이 약하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사회안전망의 확충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문제는 어느
분야부터 사회안전망 확충의 우선순위가 있는가와 관련 장기 재정수요의 규
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마. 기타 환경요인의 변화가 장기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발적 요
인은 남북문제의 진전과 남북통일이 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남북이 통
일되는 경우 통일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
도로 큰 폭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17)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6) 제4부를 참조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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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될 과제로 이른바 통일비용 문제가 최근 주목을 받아왔다. 원래 통일비
용에 대한 논의는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당시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
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1인당 GNP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하여야 되는 재정 소요액’이라 정의한 것에 연유한
다.18)

18) 남북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이종원(2002)의 11장의 내용을 기초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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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정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

1. 한국 재정정책의 장기 목표 설정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및 경제적 기회의 분배 및 재분배를 추진하는 것이 될 것
이다. 전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관련된 정책목표인 반면 후자는 자원배분
의 형평성과 관련된 정책목표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과제는 여하히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장기 재정정책의
과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있으며,
이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추구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출 측면 정책과제
가. 세출 총량목표와 재정수지목표의 설정
우선 세출규모는 3~5년 단위로 중기재정의 총량목표와 재정수지목표를 결
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단년도 세출 총량규모와 재정수지목표를 설정하여야
될 것이다.
중기재정의 총량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사회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될 것이다. 예로서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세입기반
이 잠식되고 의료 및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 고령화 문
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재정흑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 총량목표를
설정하여야 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한 1997년부터 중기재정 총량목표를
경기변동을 고려한 GDP대비 2% 재정흑자로 설정하고 있다. 반대로 특별한
장기적인 재정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
우에는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SOC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golden rule을 통해 투자지출을 위한 차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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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은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 상의 세출한도 및 재정수지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완
충․조정재원이 필요하므로 제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세입과 세출의 양쪽에서 발생하는 변동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safety
margin이 필요하고, 지출측면만을 고려하여 총지출한도를 결정하는 경우 조
정 burget margin이 필요할 것이다.
나. 세출 구조의 개혁
중장기적으로 세출의 총량규모가 결정되면 세출의 분야별 구성을 결정하
여야 될 것이다. 즉, 현재보다 큰 정부를 추구하지는 않되 정부가 써야 할
지출은 반드시 증가시키고 반대로 줄여야 할 지출은 반드시 감소시키는 세
출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상지출을 최대한 감축시켜 감축한 규모만큼 투자지출은 증가시
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경상지출의 감축 방안은 강도 높은 인력조정과 행
정조직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행정비용 지출과
급여지출의 동결 내지 감축을 달성하여야 될 것이다.
행정조직의 개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재
행정조직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직을 경량화 하는 것이다. 둘째
는 지방행정조직을 현재의 3단계(광역자치단체(도, 광역시) - 시․군․구 동․읍․면)를 2단계 이내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공공
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인력 감축과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간접비용의 대폭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즉각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예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되는데, 참여의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관리
제도, 디지털 예산제도 및 Top-down 예산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다. 분야별 세출 전략
현재 보다 GDP 대비 세출수준의 증가율이 어떻게 결정되든 관계없이 분
야별 세출 비중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의 설정 및 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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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기획과
예산이 연계되어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3. 세입 측면 정책과제
세입 측면의 정책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구조의 개혁인데 이는 결
국 조세제도의 개혁을 의미한다.
가. 조세개혁의 필요성
조세제도의 개혁은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자유경쟁시장경제의 창달은 세출구조 개혁보다는 세입구조 개혁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세제개혁 원칙
세제개혁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원칙에 근거한 세제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세제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현실적
인 세제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급진적인(big-bang)
세제개혁보다는 점진적인 세제개혁(piecemeal tax reform)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 세제개혁의 큰 그림과 일정은 사전에 공포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개혁의 두 번째 원칙은 단순화이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
제점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목의 수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점이다. 따라
서 세제개혁의 우선 방향은 현재 세목의 수를 축소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
하는 세제의 간소화를 이룩하여야 될 것이다.
세제개혁의 세 번째 원칙은 세수중립의 원칙을 만족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동일 세수의 원칙(equal tax revenue constraint)을 달성하여야만 세제개편이
증세나 감세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증세는 조세저항 때문에 세제개혁을 추
진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고, 감세의 경우 겉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안으
로 보이나 정부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갑자기 줄이기도 힘들
거나와 앞서 보았듯이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는 재정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감세(tax cut)를 전제로 한 조세개혁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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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제개혁의 방향
첫째로, 향후 우리나라 세제는 소득세 중심에서 소비세 중심의 세제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의욕을 고취시키
기 위해서는 소득세보다는 소비세 중심의 세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기 때
문이다.19)
둘째로, 기본적으로 세원은 최대한 넓히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절히 낮추
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로, 세목의 수를 현재의 3분의 1정도는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여 세제의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로, 현재 80:20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여 근본적으로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
원재배분 전에 정비하여야 될 것은 광역자차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재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재정의 건전화 방안
재정수지보다는 세출 총액에 대한 규제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매년 균형예산을 달성하여야 되는 것을 규정한 균형예산법과 같
은 규제가 강한 법의 제정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일정
기간 정부의 누적부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더 탄력적이고, 실현가능성
이 큰 제도가 될 것이다. 현재 중기예산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재정운
용계획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
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인하하고 납부수준은 인상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19) 소비세 중심의 세제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의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그
러나 조세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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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총재정지출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LOG(TOTALEX)
Method: Least Squares
Sample: 1970 2005
Included observations: 36
Variable
Coefficient
LOG(GDP)
1.656455
LOG(TAXRATE)
-0.094748
LOG(POP)
-8.804067
AGRRATIO
0.120457
SERVICERATIO
0.049503
FOREIGN
0.006429
HIGHSCHOOL/POP
0.071344
AGEINDEX
0.105539
POP65R
-0.535610
DUMMY70
-0.468870
DUMMY80
-0.149806
C
79.36968
R-squared
0.999356
Adjusted R-squared
0.999062
S.E. of regression
0.055481
Sum squared resid
0.073876
Log likelihood
60.31824
Durbin-Watson stat
2.132806

Std. Error
t-Statistic
0.213005
7.776612
0.248532
-0.381229
3.228909
-2.726638
0.024817
4.853832
0.011758
4.209944
0.001623
3.961074
0.016637
4.288172
0.042631
2.475648
0.289071
-1.852871
0.143806
-3.260439
0.061600
-2.431912
32.45784
2.445316
Mean dependent var
S.D. dependent var
Akaike info criterion
Schwarz criterion
F-statistic
Prob(F-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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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
0.0000
0.7064
0.0118
0.0001
0.0003
0.0006
0.0003
0.0207
0.0762
0.0033
0.0229
0.0222
9.751040
1.811088
-2.684346
-2.156507
3388.319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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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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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하위정부에게 조세와 지출 등 재정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이전



시장에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 및 공급

 분권적 의사결정 시스템 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지방 공공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공급 → 재정정책



지방세(주민 부담)를 통해 재원 마련 → 조세정책



편익과 비용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및 재정책임성(accountability)
(
y)

 지방정부는 재정 및 조세정책을 수행하는가?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결정권?



재정지출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체계 및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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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접근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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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재정분권 하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의 모색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분석



바람직한 정부간 재정관계는 성공적 분권의 필요조건
(Ebel and Yilmez, 2003)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파악 개선 방향 모색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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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1. 재정분권의 이론


경제적 근거




편익과 부담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진
z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시장기능 이용

z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납세자의 부담(지방세)간의 연계

z

배분 상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

정보비용 축소와 효율성 증대
z



지방이 주민선호에 대한 보다 정확히 파악 (분권화 정리)

지방정부간 경쟁과 효율성의 증진
z

주거지 쇼핑(vote with their feet)과 지방정부의 반응성 증대

z

Leviathan적 행위에 대한 제약 (Brennan and Buchan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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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재정지출 측면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의사결정권




정책결정권(정치적
(
분권)과
) 정책실행권(행정적
(
분권))
지방정부 수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선택권 증대
→ ‘지방정부의 적정 구조’에 관한 논의

 재정수입 측면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



지방세의 가격기능
→ ‘지방재정의 적정 구조’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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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2. 재정분권의 현실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자치단체 유형 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 구성 (2007년 예산)
경상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채 상환
채무상환

예비비 등

서울

21%

21%

27%

7%

25%

광역시

26%

26%

23%

2%

24%

도

26%

39%

28%

1%

5%

시

27%

48%

20%

1%

4%

군

40%

37%

14%

-

9%

구

28%

34%

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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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의 조세정책?






지방세의 이론
z

지방세 원리 (응익성,
(응익성 정착성,
정착성 보편성,
보편성 주거 기준성..)
기준성 )

z

진정한 지방세는 지방이 세율결정, 부과, 징수 (OECD, 1999)

z

Local’s control over marginal source of revenue (McLure, 2001)

z

Fiscal responsibility at the margin (Bird, 1999)

현행 지방세 제도
z

조세법률주의

z

일부 지방세는 탄력세율 적용, 사용되지 않음

z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배제 (2006. 9)

z

지방세는 ‘지방의 재정수입’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세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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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3.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
 대체
대체로 부정적



지방: 분권에 대한 중앙의 의지 부족 (분권은 쟁취?)
중앙: 자율권은 향상, 책임성은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재정의 부족?
z
z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등 구조의 문제?
z
z



지방의 재정사용 비율 > 중앙의 재정사용 비율 (2007)
(
)
세출 분권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정부간 재정이전 중심의 재구조화
지역간 균형 또는 형평성 강조

균형과 분권, 인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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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정분권의 이론과 현실
 중앙과 지방의 예산 사용 비율
60

51.6

51.5

50.5

50

40

35.3

35.2

35.9

48.4

37 7
37.7

47.2
38.6

46.1
40.5

42.3

43.6

30

20

10

0
2001

2002

2003

Central government

2004

2005

Local governments

2006

2007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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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1. 최근 지방재정 관련 제도의 변화
 지방재정 관련 제도의 대폭적 변화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조정 체계의 개편
지방세제 개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지방재정 운영 전 단계에 걸친 제도 변화

 정권 차원의 의지 or 기존 논의의 반영?



동일한 결과
추진과정, 구체적 제도의 모습, 파급효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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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와 정부간 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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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정권 차원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제도 변화
 국정목표(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자원의 제약 → 제도간 복잡한 재분배 과정



재원의 한계, 정치적 고려, 이해당사자간 대립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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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3. 지방세제 개편과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보유세: 통합 재산세, 과표현실화,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법정세율
거래세
정세 인하,
하, 실거래가
거래가 과세

 지방세제 개편과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누진세율, 세대별 합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
→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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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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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4. 특징과 문제점
 특징 1: 형평성의 강조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 재정립
z

재원배분에서 지역간 균형 또는 재정형평화 반영

z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세 재원 증대

 문제
z

과도한 형평화?

z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배분원칙 마련 과정 생략

z

기능 중복에 따른 형평화 기능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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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특징 2: 이전재원 주도형 지방재정 구조




지방재정 성장(2003~2006):
z

이전재원 연평균 성장률: 7.0%

z

지방세 연평균 성장률: 4.6%

z

지방세/총 조세: 24% (2003) → 21% (2007)

문제
z

과세자주권 미 행사 상태에서 이전재원 의존 경향 심화
(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재정분권의 원리?)

z

과도한 재정형평화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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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특징 3: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




지방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z

(사회보장비 예산)/(총 예산): 9.5%(2002) → 15.4%(2007)

z

사회보장비 예산 증가율 대 총 예산 증가율: 14.7%p 대 4.2%p

문제점
z

정책 결정권은 중앙 보유, 최종 지출은 지방 담당
→ 기능과 재원의 불일치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

z

재정력 격차와 사회복지 수요 격차
→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사회복지 수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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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특징 4: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z

부동산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지방세제 개혁

z

통합재산세, 과표현실화, 거래세율 인하는 긍정적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배제와 공동세 제도
z

재산세율 인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배제

z

강남구 등의 재정수입 증가와 세수 재분배 (공동세 제도)

z

과세자주권은 포기하더라도 형평성은 제고?

부동산교부세와 재정관계
z

세수손실분 배분에서 재분배 발생

z

잔여재원 배분에서 다시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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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간 재정관계 변화와 특징
 특징 5: 광역-기초간 재정관계에 대한 무관심




자치구의 경우
z

자치구는 자치단체인가?

z

전반적인 재정 문제 (사회복지예산/총예산 = 40.3%)

z

대도시간 대도시내 자치구간 심각한 재정격차 문제
대도시간,

조정교부금 제도
z

자치구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z

재원, 배분방식 고수 (광역-기초간 재정관계는 무변화)

z

서울의 공동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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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1. 이전재원 중심의 재정구조와 정치적 효용 극대화
 왜 주어진 세율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수입 구조와 관련



지방정부의 정치적 효용극대화 선택



z

세율에 관해서는 묵시적으로 담합

z

이전재원의 추가적 확보를 통해 정치적 이익 추구

정치적 효용극대화에 대한 실증분석 (최병호,
(최병호 2007.
2007 6)
z

5.31 지방선거

z

이전재원(특정보조금)의 성장률은 재선 가능성과 유의적 정의 관계

z

자체재원의 증가는 비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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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지방재정 재원별 연평균 성장률 (1995~2007)
00
0.0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교부세

01
0.1

0.098

0.079

0.122

0.146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02
0.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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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2. 정치적 효용 극대화와 재정분권의 왜곡
 중앙-지방-주민간 이해관계




중앙정부: 이전재원 배분을 통한 영향력 행사
지방정부: 이전재원 추가적 확보를 통한 정치적 효용 증대
주민: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편익 증대

 재정분권의 왜곡



비용과 편익간 연계 미 형성
중앙에 대한 재정책임성은 증대
→ 중앙의 다양한 개입, 지방의 Self-imposed fiscal discipline은 불 필요



주민은 지방정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참여 유인 저하
→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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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부간 재정관계와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
 재정자립도와 지방선거 투표율 (5.3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 전체
100.0

투표
표율( %)

80 0
80.0

60.0
40.0

20.0

0.0
0

20

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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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제안
 전제 조건
 다양한 유형의 막대한 이전재원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형평화 위주 배분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중앙-광역-기초간 역할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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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제안
1. 제도의 단순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


형평화 성격 재원의 통합
z

z

보통교부세
통 부세 + 부동산
부동산교부세(잔여재원)
부세(잔여재원) + 분권
분권교부세(사회복지
부세(사회복지 제
외 분)
형평화 기능 제고, 수입 예측가능성 증대, 제도 정체성 확립, 운영
비용 절감…



분권교부세 사회복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입



정부 주도 복지정책이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달
균특회계는 포괄보조금으로 정체성 회복
z

159

V.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제안
2. 과도한 형평화로 인한 비효율의 해소


형평화 재원 통합과 지방교부세 재원 증대





대안 1: 명시적 인센티브 제도





과도한 형평화의 문제 지속
전반적 비효율(Rent-seeking, 재원확보와 지출절감 유인 축소) 발생
산발적, 불명확한 제도 통합, 가칭 인센티브 교부세 등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유인하는 요인 발굴,
발굴 반영

대안 2: 자본투자 전용 일반재원 제도


국고보조금의 문제해소(지방비부담, 용도지정, 우선순위 등)



균특회계 개편과 연관 하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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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제안
3. 재정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의 가격기능은 가능한가?


이전재원 : 지방세수입 = 38.0% : 34.0% (2007년)



이전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가격기능 행사 유인이 없음



단계 1: 응익원칙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 이전재원 축소



단계 2: 탄력세율을 행사하도록 제도 개편, 유인
→ ‘편익과 부담의 연계’는 지방정부 재정적 역할의 핵심

 지방세 신설과 지방간 재정형평화 악화 문제


차별적 자치제 모색



동급 자치단체에게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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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정관계 개선과 지방의 재정적 역할에 대한
제안
4. 특별 ·광역시 시와 자치구간 재정관계 개선
 단기적



조정교부금 재원과 산정방식 변경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률 → 특별·등록세의 일정률

 중장기적


중앙정부 재정조정제도에 편입 (자치구 교부세제도 등)



서울과 광역시 분리, 이원적 접근

 현행 자치구제를 유지할 것인가?




최소효율 인구규모에 비해 과소한 규모 (최병호,
(최병호 2007.
2007 6)
합병을 통한 전체적 비용 축소 가능
준 자치단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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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현황과 쟁점20)
옥동석(인천대학교)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재정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옥동석(199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규정되는 재정범위는 정부활동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UN이 제시한 SNA 지침의 일반정부 부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범
위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지적은 학
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
백 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들이 순수한 민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하여도 정부
는 재정범위 자체를 정부산하기관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재정범위의 문제점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세계은행
(World Bank)과의 공동 작업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는 옥동석(2004)과 Oak and Koh(2004)로 출간되었는데, 정부회계개혁
을 주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은 곧바로 재정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재정범위를 일반정부로 확대하면 재정지표 수치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
난다. 특히 GDP대비 20%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35% 내
외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상당한 부담
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월
등히 낮다고 주장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5일부터 약 일주일간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중앙일보와 기획예
산처 사이의 재정규모 논쟁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21)
20) 본 논문은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2호에 게재된 "일반정부의 분류기준과 쟁점"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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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재정범
위에 대한 논의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으로 전환되었다. 이 법률
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기관
의 운영체계를 달리 설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되고, 공공기관 중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만 일반정부
에 포함되어 재정범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재정규모를 산정하는 국제적 기준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일반정부, 공기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부각되는 여러 가지 쟁
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노력은 곧 재정범위 또는 재정지출의 규모를 확정하는 것과 같다. 일반정
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국제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
의 재정운용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에 유익한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통계기준
1. 정부부문과 재정규모
국민경제는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양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원이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사용되지만 정부부문에서는 헌법
과 법령으로 주어진 집단적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사용된다. 따라서 정부
부문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국민경제 내에서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그 용도가 결정되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정부부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가지는 관점은 크게 다섯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22) ①정부는 어느 정도의 자원을 사용하는가, ②정
부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는가, ③정부는 어느 정도의 산출량을 생
산하는가, ④정부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⑤정부는 무엇을 통제하고
있는가 등이다.
먼저 ①의 관점은 정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만을 정부부문의
21) 2006년 4월 5일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탐사기획보도에서 우리
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가 정부통계처럼 28.1%가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37.9%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기본질서 왜곡‘ ’통계조작‘ ’악의적이고 정치적 의도‘라고
즉각 반발하였다.
22) Gemmell(1993)의 제1장과 Cullis and Jones(1987)의 제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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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 내에서 실제
의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 각종 이전지출이 제외되어야 한다.
②의 관점에서는 정부부문에 의해 지출된 금액 전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전지출도 정부부문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관점 하에서는 조세
지출, 정부보증 등과 같이 소위 ‘숨겨진 지출(hidden spending)'의 형태로
제공되는 재정지원을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③의 관점은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산출량을 파악할 때 적
용되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크기는 정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투입된 중간재들을 모두 제외하여 측정되어야 할 것
이다.
④의 관점은 정부부문의 소유 하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여 정부
부문의 크기를 판단한다. 이는 재산의 법적 소유여부에 따른 기준으로서,
민간주체들이 정부재산을 사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서도 관련 정
부재산은 정부부문의 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⑤의 관점은 정부가 규제하고 통제하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시켜 정부부
문의 크기와 범위를 판단한다. 규제와 통제는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
되는 것도 있고, 일정한 부류의 기관들(예컨대 은행 등의 금융기관) 전체
및 경제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통제를 중심으
로 한 관점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규제와 통제를 감안하여 정부부문을
판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정부부문에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각종의
공공기관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부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섯 가지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통계지침에서는 ②와 ⑤의 관점이
중시되고 있다. 정부의 지출금액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
로 정부부문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시장적인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공기업과 정책적 활동
에 종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준정부기관과 정부행정조직
을 합쳐 정부부문이라 하고 이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라 한다.
일반정부는 다시 공기업과 합쳐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라고 부른다. 그
리고 통상 재정규모는 일반정부의 지출규모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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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정부의 국제적 분류기준
UN은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발간하여 개별
국민경제의 통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SNA에서는 국민경제를 상호
배타적인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금융기업부문(The non-financial corporations sector),
금융기업부문(The

financial

general government sector),

corporations

sector),

일반정부부문(The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The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 sector), 가계부문(The households sector)
등과 같다.
이 부문들은 유사한 형태의 경제주체들을 묶은 것인데, SNA에서는 부
문 분류의 기본 단위인 경제주체를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로서 규정
하고 있다. 제도단위는 ‘그 자신의 권리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
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들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
(economic entity)’로서 정의된다. 현실적으로 제도단위가 될 수 있는 법률
적 유형은 자연인과 법인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인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목
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소유자들에게 이윤 또는 기타 금전적 이익의 원
천이 될 수 있는 법적 실체로서, 이들은 일반적인 경영에 책임을 지는 경
영자들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 지분소유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소유된다”
고 정의된다.23)
비영리법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할 목
적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업과 달리 자신을 통제하고 자금조달
하는 단위들에게 소득과 이윤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는다. 현
실적으로 비영리기관들의 생산활동은 흑자 또는 적자를 시현할 것이지만,
흑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이는 다른 제도단위에 이전될 수 없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각종 제도단위의 SNA 부문 분류를 결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자연인들은 가계부문으로, 기업은 수
행활동에 따라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으로, ‘국가(sovereignty)'라는 단일의
법인격으로 간주되는 정부행정조직은 일반정부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들은 이들의 목적과 이들을 통제하고 자금조달하는 제도단위의
형태에 따라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일반정부,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등으
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
23) UN(1993), p.90, 문단 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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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은 우선 ‘시장 비영리기관’과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
된다. ‘시장 비영리기관’은 산출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경제적으로 유의
한 가격(economically significant prices)’으로 판매하는 생산자를, ‘시장외
적 비영리기관’은 무료 또는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하
는 생산자를 말한다.24) ‘시장 비영리기관’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비금융기
업 또는 금융기업부문으로 분류된다.
그 산출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은
통제 및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또는 ‘일반정부’로
분류된다. 정부에 의해 통제 및 주로 자금조달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모두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통제란 비영리기관을 관리하는 간부
들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일반적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
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MF는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GFSM,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발간하여 일반정부 부문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회계적 개념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GFSM은 재정통
계의 작성범위가 최소한 일반정부부문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
으로 적시하고 있다. GFSM에서 규정하는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의 정의와
분류, 일반정부의 내용은 SNA지침과 모두 동일하다. GFSM은 일반정부의
하위부문으로서 중앙정부, 주․성․지역정부, 지방정부를 분류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다만 각종의 사회보장기금들을 묶어 사회보장제도라는 별도
의 하위부문을 구성할 수 있다.
GFSM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묶어 공공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공기
업은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GFSM은 일반정
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합쳐 비금융공공부문이라고 한다. GFSM은 1986년도
지침에서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비금융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통계의 발
간을 권고하고 있다.25)
유럽연합은 SNA지침을 회원국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
으로서 ESA 1995(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을 제
정하였다. ESA는 비영리기관인 제도단위에 50%규칙을 적용하여 경제부문
을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ESA지침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

24)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이란 생산자의 공급의도 물량과 구매자의 구입의도 물량에 상당한 영향
을 주는 가격(price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amounts the producers are
willing to supply and on the amounts purchasers wish to buy)으로 정의된다. UN(1993),
p.95, 문단 4.58 참조.
25) 2001년도 GFSM 개정판에서는 공기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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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판단기준으로서 ‘50%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50%규칙에 의하면 비
영리기관은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
비영리기관’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매출액(sales)은 산출물의 물량 또는 가치에 연계되어 비영리기
관이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산출물에 대한 세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 금
액은 정부로부터 수령하건 민간으로부터 수령하건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데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산출물과 연계되지 않고 기관의 적
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리고 정부가 동일한 유
형의 활동을 하는 기관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은 포함된다.
생산원가(production cost)는 중간재, 피용자보상, 고정자본소비,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들의 전체 합계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보조금
이 제공된다면 이들 보조금은 생산원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ESA 이외에도 회원국들의 재정통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으로 ‘정부수지와 정부부채의 평가지침(Manual on Government Deficit and
Debt)’을 발간하고 있다. 마스터리히터 조약에 의하면 회원국들의 재정운
용, 특히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는데, 이 지침은 이
들을 일관성 있게 비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인 것이다. 이 지침은
2002년에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쟁점별로 추가적인 개정 내
용들을 발간하고 있다.26)

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개요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우
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구분을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 제정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는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26) 각 년도별로 발간된 쟁점별 개정내용들은 capital injections(2003년), Securisation operations
u ndertaken by general government(2003년), Classification of funded pension schemes and
impact on government finance(2004년), Lump sum payments to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the transfer of pension obligations(2004년), Long term contracts between government
u nits and nongovernment partners(Public-private partnerships) (2004년)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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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재정규모 또는 일반정부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포
함되는 공공기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
률적 요건에 해당하며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의되는데,
법률적 요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에 포함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망라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
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범
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함으로써 SNA 지침의
일반정부 부문을 사실상 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기업
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일반정부 부문이라 하는데, 준정부기관들은 중
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과 함께 일반정부 부문을 형성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일반정부 부문을 책정
하는데 있다기보다는 유형별로 적절한 지배구조(또는 거버넌스)를 제시하
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에서는 공기업을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
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관유형별로 운
영체계의 설계 방향을 달리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기관의 유형을 구분 고시
하였다(부록의 <표 A-1> 참조). 이들은 모두 102개인데, 시장형 공기업 6
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5개,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 13개로 각각 구분하였다. 그 나머지 196개 기관들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였다.
2. 공공기관 유형분류 기준
SNA 지침에 의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분은 공공기관의 책정 가
격이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산출물의 재원을 주로 가격 또는 매출수입으로
조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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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보전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당해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경제적
으로 유의한 가격’이 책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EU의
ESA 1995 지침에서는 ‘매출수입/생산원가’의 비율 50%를 기준으로 ‘경제
적으로 유의한 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2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비중(=자체수입액/총수입액) 50%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자
체수입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시장성’이 큰 기관으로, 50% 미만이면 ‘공
공성’이 큰 기관으로 각각 간주하는 것이다. 이 비중이 85% 이상이면 시
장형 공기업으로, 50%～85%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체수입비중이 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특성상 공기업으로 지정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총수입과 자체수입의 개념과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총수입
은 사업수입(매출액, 영업수입),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및 특별수입), 자본
또는 자산으로 계상되는 정부지원수입(출연금, 보조금)의 합계액에서 기관
의 실질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정부 또
는 민간의 자금을 단순 전달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값이 된다.
자체수입은 고유목적사업 수입, 기타사업 수입, 사업외 수입의 합계액으
로 산정되는데, <표 1>과 같이 개별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용한다.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기타사업은 설립근거법과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예컨
대 임대사업)을, 사업외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액과 이자수입을 각각 의미한다.

27) 기획예산처,「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2007년 2월 9일.

- 170 -

<표 1> 자체수입 산정방법
수입유형

개념

가중치(%)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강제(유형 D)
25%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강제(유형
C)
50%
사 고유목적
업 사업수입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비강제(유형 B)
75%
수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비강제(유형 A)
100%
입
기타사업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
50%
수입
▪고유목적사업 및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가중평균
사업외수입
발생한 수입총액
비율 적용
정부직접 ▪손익계산서상의 출연금․보조금 등 정부로부터의 0%
지원액
이전수입액
자료: 기획예산처,「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2007년 2월 9일, p. 22.

<표 1>에서 보듯이 고유목적사업은 ‘공급의 독점성’과 ‘소비의 강제성’
이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단계로 100%～25%의 가중치를 부여하
고 있다. ‘공급의 독점성’과 ‘소비의 강제성’이 낮은 사업(유형 A 또는 유
형 B)은 공공성보다 시장성이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
중치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상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유형
D)에는 공공성이 시장성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여 낮은 가중치를 적용한
다. 다시 말해 <표 1>의 가중치는 고유목적사업 수입 중에서 시장기능으
로 결정되는 수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각 유형
별 예시적인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유형별 예시
유형

내 용

예 시

유형
A

▪법령상 공급독점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판매수입
아니며, 이용이 비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접안료수입
강제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수입

유형
B

▪마사회의 경마수입
▪법령상 공급독점이
며, 이용이 비강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수입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
된 경우
행 수수료수입

유형 ▪법령상 공급독점이 ▪환경관리공단의 검사․검증수수료수입
아니며, 이용이 강 ▪승강기 관리원의 승강기안전검사수수료
C
제된 경우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의 정부수탁사업수입
유형
D

▪법령상 공급독점이 ▪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 검사료․안전성능검
사료 수입
며, 이용이 강제된 ▪대한지적공사의 도해부문측량수입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담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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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정부 분류의 주요 쟁점
1. 자체수입 비율의 적정성
ESA 1995 지침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 또는 시장성 여부를 ‘매출
액/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출액’은 ‘공공기관의 산출물에
대해 시장기능으로 획득한 수입’을 반영하고 ‘생산원가’는 ‘공공기관의 산
출물을 생산하는 비용’을 반영한다. ‘매출액/생산원가’는 공공기관의 산출
물 생산비용이 시장기능에 의해 보전되는 비중을 반영하므로 이는 당해
공공기관의 시장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회계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는 이유
로 ‘자체수입/총수입’ 비율을 적용하여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수지균형의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총
수입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체 산출물에 대한 생산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자체수입은 ‘공공기관의 전체 산출물에 대해 시장기능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가?
자체수입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
치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독점적 성격이 없고 이용의 강제성이 없는 경우
(유형 A)에는 그 수입의 100%를, 법령상 공급독점이며 이용이 강제된 경
우(유형 D)에는 당해 수입의 25%를 '시장기능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간주
하고 있다. 예컨대 <표 2>를 참조하면 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 검사료수
입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담금수입이 100원일 때 그 중 25원을 ’
시장기능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25원을 방염성능검사 및 심사평가업무의 생산원가라고 한다면 이
러한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정책적 이유로 공급독점과
이용의 강제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원가 25원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100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해 공공서비스를
시장기능에 맡길 때 25원의 매출수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유형 C와 유형 D는 조세 또는 행정
수수료로 해석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 IMF의 GFSM에 의하면 유
형 C와 유형 D는 조세와 행정수수료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GFSM에 의
하면

조세(tax)는 그 명칭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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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compulsory),

비상환적

(nonrepayable), 비대가적(unrequited) 이전금으로 정의되는데, ‘재화사용
및 재화사용․활동수행 허가에 대한 조세(taxes on use of goods and on
permission to use goods or perform activities)’는 부분적으로 대가적 성
격을 띠고 있다.28) 또 행정수수료(administrative fees)는 서비스의 대가이
지만 이들 서비스가 사실상 의무적이며 회피불가능한 속성을 가진다.29)
만약 유형 C와 유형 D가 조세 또는 행정수수료로 해석된다면 시장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다음 식 (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
기서 C와 D는 유형 C와 유형 D로부터 나타나는 수입을, γ와 δ는 유형 C
와 유형 D의 생산원가를 나타낸다. (C - γ)와 (D - δ)는 공공기관이 조세
또는 행정수수료 수입을 보장받음으로써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간접적인
지원액이 되는 셈이다. 식 (1)의 지표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제반 서비스
중에서 조세 및 행정수수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매출수입
과 생산원가를 비교하는 것이기에 시장성을 반영하는 보다 합리적인 지표
가 될 것이다.30)
유형 C와 D를 제외한 매출수입
(1) 시장성 지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형 C와 D를 제외한 총수입) + (C - γ) + (D - δ)
식 (1)의 시장성 지표는 ‘매출수입’이 시장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수입이
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이 공공기관의 산출물과 직접 연계한 계약으로 제공된다면 이는 공공기관
이 획득하는 매출수입이 된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정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을 기초로 공공기관
에 제공하는 지원만 매출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
기관에 제공하는 각종의 재정지원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보조금 등 다양
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시장계약에 의한 매출수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28) IMF(2001)의 문단 5.54 참조.
29) UN(1988), p.131 참조.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ervices that are obligatory and
u navoidable in the only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useful"
30) ESA 지침에서 행정수수료를 매출수입으로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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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자기책임성
ESA 1995 지침의 50% 규칙을 산정할 때 생산원가에는 정부의 각종 지
원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제공한 각종 경제적 자원의 기회비
용 개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공유재산,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독점사업(예컨대 관광공사의 면세점 또는
카지노사업), 특수법인 형태의 암묵적 보증 등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공공
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법인의 자기책임성을
저해할 정도로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당해 공공기
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제도경제학에서 발전한
조직이론(Organizational Theory)을 검토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관
계인이 특정 법인을 통제하는 수단은 시장계약(market contract)과 지배구
조(governance)로 대별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시장계약으로 수행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내부지배구조를 활용해야 하는가? 이
의문의 해답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형은 달리 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당해 사업을 시장계약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공기관을

직접

소유하며

당해

법인에

대해 ‘잔여적인

개입권(the

residual rights of intervention)’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잔여적
이라는 말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임기응변적인
형태의 개입을 의미한다. 정부의 잔여적 개입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
는 지배구조를 통해 당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전체에 대해 시장계약이 적용가능하면
공공기관의 수입 전액은 매출수입이 되고 비용 전액은 매출원가가 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은 순수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
가는 각종의 재무지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에 시장계약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재무지표로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
공기관의 사업을 정형화하기 어렵고 또 정책적 환경변화를 예측하기 어려
울 때에는 시장계약 대신 지배구조가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지배구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공공기관의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부처의 중요한 정
책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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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구분할 때 공공기관의 각종
개혁이 명확한 비전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은 재무지표만으
로도 그 성과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기
능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공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개념기준을 적용할 때 비로소 공기업
개혁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법적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입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정
부보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파산위험(또는 도산위험)에 따른 자기조정
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물론 특수법인은 국가(중앙행정기관)와 분리된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정치
적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 공공기관에는 파산위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특수법인의 운영에 정부가 오랫동안 다양한
개입과 통제를 해 왔다면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특정 공공기관에서 출자지분과 이윤의 배당가능성이 규정되어 있
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지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이 기관은 정
부의 정책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윤배당을 목표로 하는 민
간의 지분참여가 거의 미미하다면 이는 공기업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
다. 오히려 일반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이다.31) ‘국가’의 지분이 사실상 100%이며, 더구나 법률에 따라 민간부문
에서 출자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면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희박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
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을 구성한다.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이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 중심의 공공부문도 ‘지방행정기관’, ‘지방 준정부기
31) 유럽연합도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2004년 EUROSTAT에서 발간한 “Long term contracts
between government units and non-government partners (Public-private partnerships)"에
의하면 정부지분이 100%에 가까운 공기업은 영업이윤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민간투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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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방 공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32) 여기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
준정부기관’은 일반정부의 하위부문인 ‘지방정부’에 포함될 것이고, ‘지방
공기업’은 공기업의 하위부문를 형성할 것이다.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조직을 의미하는데, 지방자
치단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지방행정기
관’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운영된
다. ‘지방행정기관’과 달리 ‘지방 준정부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
단체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별
도의 법인격을 갖는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공
사․지방공단과 ‘상법’으로 설립된 출자법인, ‘민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
인 등을 들 수 있다.33)
행정자치부는 매년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과 출자법인 현황을 발
간하고 있다(부록의 <표 A-2> 참조).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분류되는데, ‘지방직
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법률적 개념의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업(수도, 공업용수
도,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지방도로, 하수도, 청소․위생, 주택, 의료, 매
장 및 묘지등, 주차장, 토지개발, 시장, 관광사업)과 조례로서 규정될 수
있는 사업(도축장,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 체육장, 문화예술, 공원 및 기
타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현재까지 SNA․GFS기
준의 통계적 개념인 ‘지방 공기업’은 법률적 의미의 ‘지방공기업’과 일치하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SNA부문 분류에서 지방정부의 공기
업을 뜻하는 ‘지방 공기업’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포
함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SNA부문 분류가 체계적이고 합리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32) 통상 ‘지방공기업’이라 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의된 사업으로서 법률적 개념인데, 본 연구의
‘지방 공기업’은 SNA, GFS지침에서 정의되는 ‘지방정부의 공기업’으로 통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으로 붙여쓰고, 통계적 개념에 대해
서는 ‘지방 공기업’으로 띄어쓰기를 한다.
33) 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라 할 수 있는데, 학술적으로는 제3섹터라
고도 불리운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연구
기관들은 통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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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재정범위가 SNA와 GFSM 등과 같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10여년 전부터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2003년 참여정
부 출범 이후 사회적으로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와 재정건전성은 OECD 선진국에 비해 과연 우려할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재정범위의 적정성에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판단은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 2030의 핵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재정범위의 적정성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거
리가 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발효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
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재정범
위 또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고시 등을 참조
하며, 향후 일반정부 분류기준과 관련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
며 주요 검토사항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자체수입/총수입’의 비율은 ESA 1995 지침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매출수입/생산원가’의
기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기업은
자기책임성이 강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
관의 설립근거법과 거버넌스(또는 지배구조)를 면밀하게 살펴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설
립 및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범위 또는 일반정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규율을 설
정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GDP대비
일반정부 지출 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규율을 설정하기 때문
에 일반정부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긴요한 일이 된
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범위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능한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재정규율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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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부문개혁과 시사점
김 군 수(경기개발연구원)

Ⅰ. 일본 공공부문개혁의 추진경위
일본은 1998년에 “중앙부처(省廳)등개혁기본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중앙
부처를 슬림화, 민영화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그 내용은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
는 사무와 사업의 폐지․민영화, 민간위탁의 추진, 독립행정법인화, 규제완화, 지
방분권, 보조금의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그 후 중앙부처(省廳) 개혁의 성과를 명확화하기 위해, 2000년 12월 1일에 행정
개혁大網(행정개혁 마스타플랜의 성격으로 閣議에서 결정)이 제정되었고, 주요 개
혁내용은 행정의 조직 및 제도의 발본적 개혁,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개혁의 추
진, 행정사무의 전자화 등 전자정부의 실현, 중앙부처 개혁의 실시, 향후 행정개
혁의 추진체제 등이다. 행정개혁大網에 근거, 특수법인 개혁, 행정위탁형 공익법
인 개혁,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12월 24일에는 “향후 행정개혁의 방침”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더욱
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등의 관점에서 행정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행정과
재정 운영의 개선 및 투명화, 국민생활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행정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방침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정부 및 정부관계법
인의 슬림화, 행정효율화의 추진, 행재정의 제도 및 운영상 개선 및 투명화, 규제
개혁의 추진, 전자정부 및 전자자치단체의 추진, 공무원제도개혁의 추진, 공익법
인제도의 발본적개혁,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2005년 12월 24일에 “행정개혁의 중요방침”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이를 토
대로 2006년 3월에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에
관한 법률(약칭: 행정개혁추진법)”이 제정되었다.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간소하
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대해 그 이념을 규정하고, 5가지
의 중점분야(정책금융개혁, 독립행정법인의 개선, 특별회계개혁, 총인건비개혁, 정
부의 자산과 부채개혁)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침과 추진정책 등을 규정함과 동시
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개혁추진본부 설치 근거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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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3월에 공공서비스개혁법과 공익법인제도개혁법을 제정함으로써 공
공서비스공급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확대를 촉진하여 양질이면서 저렴한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공익법인설립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에게
공익활동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그림 1> 2006년 제정된 일본 공공개혁 관련 3대 법안

행정개혁추진법
(정 부의 간 소화와 효율화 )

간소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개혁법
(정부의 간소화 와 효 율화하는 수단 )

공익법인제도개혁 3법

정부

(공 익을 민 간이 담당하기 위한 기반정 비)

주1) 공공서비스개혁법은 경쟁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개혁에 관한 법률임.
주2) 공익법인제도개혁3법안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②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
③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
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06년 8월 31일에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개혁추진을 위한 지침”이 제
정되어 지방공공단체가 주도적으로 총인건비개혁, 공공서비스개혁, 지방공회계개
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공공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 시점에서도 더욱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등의 관점에서 공공개혁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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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공공부문개혁의 추진현황과 성과
1. 중앙부처개혁 : 2001년
일본은 1998년에 “중앙부처(省廳)등개혁기본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2001년
부터 중앙부처를 슬림화, 민영화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일본정부는 2001년 1월 16일
에 복잡한 정책과제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1府 22省廳을 1府 12省廳으로 재편성

하였다. 또한 내각에 “내각부”를 설치하고 다수의 省廳이 관계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각
省보다 한 단계 높은 입장에서 정부내의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내각
부에 정책조정제도를 창설함으로써 각 府省이 서로 자료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교환함
으로써 정책의 조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여 상하관계식 행정의 폐혜를 배제
하도록 하였다.
또한 省廳수를 삭감(1부 22省廳에서 1부 12省廳으로)과 더불어, 관방․局의 수를 128개
에서 96개로(25% 감소), 課․室의 수를 약 1200개에서 1000개로 (약20%감소) 삭감하며,
심의회의 수도 삭감하였다(특히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176개에서 29개로 약 6분
의 1로 감소). 특히 기본정책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상하관계식 행정 또는 밀실행정 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회를 대폭 축소하고, 정책의 결
정은 심의회에서 하기 보다는 내각 또는 국무대신의 책임하에서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
였다.
2. 국가공무원 인원 감축 및 총인건비 개혁
정부부처이던 우정성이 2003년에 우정공사란 과도기를 거치면서 2007년에 일본우정(JP)그
룹(지주회사와 4개 자회사 : 최고경영자는 모두 민간기업 출신이 취임)으로 민간기업화되
었다. 물론 완전민영화를 위해서 정부주식매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다.
□ 공무원정원의 삭감목표
① 국가공무원의 삭감목표 : 2005년부터 향후 5년이내 (2010년까지) 우정공사직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2005년말 현재 68.7만명)을 5%이상 삭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국가 행정기관의 정원 (33.2만명)을 향후 5년이내에 5%이상
삭감하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국가 행정기관의 정원을 2001년부터 2004년까
지 508,452명을 삭감하였다 (2001년 省廳 재편시 840,691명에서 2004년 332,239명으로 감
소). 정원 삭감분 508,452명중, 독립행정법인화, 우정공사화 및 국립대학법인화에 따라 감
소되는 인원이 490,139명이었다.
국가공무원을 삭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업통계관련 업무, 식량관리관련업
무, 북해도개발관련 업무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업무의 대담한 정리를 하도록 한
다. 그리고 지방 支分部局 등의 통폐합, 민간이양, 지방이양 등의 개혁을 한다. 각 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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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별로, 도도부현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방 支分部局에 대하여 사무의 성격에 따라
통폐합과 합리화를 추진하고, 지방에의 보조금배분업무의 정리, 지방에의 권한위양(특히
지역진흥관련 업무)을 통해 업무를 대담하게 삭감하며, 민간기업의 신청수리 및 감독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필요에 따라 도도부현에 위탁하고 조사와 통계관련업무의 외부위탁
및 합리화를 행한다.
□ 국가의 행정기관(33.2만명)의 정원 삭감계획 (2006년 6월 30일 각의결정)
개별중점사항

삭감수

( )는 2005년말 정원
농림통계관계

5,000명

2,400명 이상

식량관리관계

7,400명

2,200명 정도

북해도개발관계

6,300명

1,000명 이상

사회보험청관계

17,400명

3,000명 이상

삼림관리관계

5,300명

2,400명 이상

국립고 도전문의료센터관계

5,600명 정도

5,600명
국유재산관리, 관청營繕

500명 이상

국토지리원, 자동차등록
노동보험, 등기 공탁, 기상청

1,800명 이상

行刑시설, 기타 부문

정원합리화계획 (2005년 10월 4일 각의결정)에 의한 부단한 슬림화와 더불어 더욱
사무사업

의 대담한 개선을 행하여 5년간 (2006년-2010년) 합계 18,900명(5.7%)

이상의 삭감

둘째 自衛官과 특별기관의 직원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25만2천명 정도의 自
衛官의 인원에 대하여도 교육담당, 급식담당, 정비담당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행
정기관에 준하는 인원삭감을 한다. 또한 국회, 재판소, 회계검사원, 인사원 직원의 정원(3
만2천명)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행정기관에 준하는 인원감축을 한다.
셋째 독립행정법인의 비공무원화를 이루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독립행정법인의
공무원 7만1천명에 대해, 가능한 한 모두 비공무원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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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공무원의 삭감목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5](2005년 6월 21일 각의결정)에서 요청한
4.6% 이상의 삭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국가가 정원을 정하고 있는
교육, 경찰, 소방, 복지관련 직원 200만8천명에 대해서 지방의 노력과 국가의 정원기준을
수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실적(5년간 4.2% 축소)를 넘는 삭감을 한다. 특히 인원이 많은
교직원에 대하여 아동과 생도의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삭
감을 하도록 한다.
둘째 지방이 주체적으로 정원을 정하고 있는 분야의 직원 107만5천명에 대해서, 지금
까지의 실적(5년간 5.4% 삭감)을 넘는 삭감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공립대학의 대학
법인화, 공영기업의 지방독립행정법인화(비공무원형)와 민영화 등을 추진한다.
□ 급여제도개혁
공무원의 총인건비는 정원의 대폭 삭감과 강력한 급여제도개혁을 통하여 대담하게 줄
였다. 국가공무원(2005년 현재 94.8만명, 우정공사직원을 포함)의 총인건비는 향후 10년이
내에 GDP대비 기준으로 2분의 1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제도에 대하여는 연공서열의 공무원급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고,
민간급여체계를 반영하며, 근무실적의 급여에의 반영확대하는 등,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
사제도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공무원급여제도는 국가공무원 급여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총무성이
제시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비교가능한 급여정보공개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하고 결정된
급여를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도록 한다.
□ 기타 공적부문의 개혁
첫째 독립행정법인 및 국립대학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주무대신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삭감을 법인에게 요구한다. 이에 따라

상기 법인은 국가공

무원에 준하는 인건비삭감을 향후 5년간 5%이상 하도록 중기목표를 설정한다(단, 일본사
법지원센터와 오끼나와과학기술연구기반정비기구는 제외한다). 직원의 급여제도도 공무원
의 급여구조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 각 법인의 장은 위와 같은 중기목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책정하고 주무대신은 중기목표상 삭감목표의 설정상황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한
삭감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주무대신은 각 법인에게 운영비교부금을
억제한다. 특히 각 省廳에 있는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및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는
각 법인의 인건비삭감의 진행상황, 국가공무원의 수준을 넘는 법인의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엄격한 사후평가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총무성의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에서도 2차평가를 하여 결과를 공표한다.
둘째 특수법인 및 인가법인에 대하여는 주무대신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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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요구한다. 이에 따라 상기 법인은 향후 5년간 5%이상 인원삭감 또는 인건비 삭
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원의 급여제도도 공무원의 급여구조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한다. 각 법인의 장은 위와 같은 인원 또는 인건비삭감계획을 책정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주무대신은 법인의 예산 인가시, 인원 또는 인건비삭감계획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심사한다. 그리고 각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억제한다. 또한 각 법인 및 주무대신은
각 법인의 급여수준에 대해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공표하고 내각관방에게도 정리하여
공표한다.
셋째 공익법인,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무대신은 상근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과 관련된 조치와 함께 직원의 급여수준을 점검
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도록 한다. 특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법인에 대하여
도 직원의 급여수준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독립행정법인, 지방공사 및 제3섹터 등의 인원 및 급여에 관한 정보를 국민
에게 알기쉽게 공개 게시하고 개혁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3. 독립행정법인의 창설 및 개혁
국가 사무사업(공익법인-총수입의 대부분을 국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법인)의 독립행
정법인으로의 이행성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2001년 4월에 국립공문서관 등 국가
사무사업이 57개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2년 4월에 주둔군 등 노동자
의 노무관리사무가 독립행정법인 “주둔군등 노동자노무관리기구”로 전환되었다. 2002년
7월에 자동차검사사무가 자동차검사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4월, 통계센
터, 조폐사업 및 인쇄사업이 각각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독립행정법인 조폐국, 독립행
정법인 국립인쇄국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2003년까지 총 62개의 국가 사무사업이 독립행
정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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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2001년 4월 1일 현재,법률에 의해 설립이 정해진 독립행정법인 일람
이행시기
(내각부)

법인명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총무성)

독립행정법인 통신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소방연구소

(재무성)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

(문무과학성)

독립행정법인 국립특수교육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대학입시센터
독립행정법인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독립행정법인 국립여성교육회관
독립행정법인 국립청년의집
독립행정법인 국립소년자연의집
독립행정법인 국립국어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
독립행정법인 물질․재료연구기구
독립행정법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독립행정법인 항공우주기술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
독립행정법인 문화재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교원연수센터

2001년 4월

(노동후생성)

독립행정법인 국립보건․영양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산업안전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산업의학종합연구소

(농림수산성)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독립행정법인 종묘관리센터
독립행정법인 가축개량센터
독립행정법인 비사료검사소
독립행정법인 농약검사소
독립행정법인 농업인대학교
독립행정법인 임업육종센터
독립행정법인 자원관리센터
독립행정법인 수산대학교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
독립행정법인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농업공학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식품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독립행정법인 삼림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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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시기

법인명
(경제산업성)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보험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국토교통성)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건축연구소
독립행정법인 교통안전환경연구소
독립행정법인 해상기술안전연구소

2001년 4월

독립행정법인 항만공항기술연구소
독립행정법인 전자항법연구소
독립행정법인 북해도개발토목연구소
독립행정법인 海技대학교
독립행정법인 항해훈련소
독립행정법인 海員학교
독립행정법인 항공대학교
(환경성)

독립행정법인 국립환경연구소

2002년 4월

(내각부)

독립행정법인 주류군등노동자노무관리기구

2002년 9월

(국토교통성) 자동차검사독립행정법인

2003년 4월

(총무성)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주 : 그 외 조폐국 및 인쇄국(병원을 포함)에 대해서는 2003년도 전반기에 독립행정법인
으로 이행, 국립병원․요양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독립행정법인으로 이행
이들 법인들은 각각의 독립성을 높힘과 동시에 업무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였다. 평가측면에 볼 때, 소관 대신이 3-5년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달성할 수 있
는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독립행정법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계획을 작성하며,
각 府省 및 총무성의 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중기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더 한층 독립행정법인의 조직과 사무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2005년말까지
56개 법인을 통폐합하여 42개 법인으로 축소정리하였다. 정리통합된 법인의 신분은 거의
민간신분(비공무원)이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위하여 법인들의 일반관리비와 사업
비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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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법인 개혁
□ 조직형태의 개선 : 2005년말까지 개혁대상이었던 163개 법인중, 약 80%정도인 136
개 법인에 대해 법률개정 등의 조치 완료
법률개정 등으로 조치완료된 136개 법인에 대해 특성별로 살펴보면, 폐지된 법인이 16
개 법인 (석유공단, 간이보험복지사업단, 일본육영회 등)이고, 민영화된 법인이 36개 법인
(주식회사 동경지하철, 주식회사 나리타국제공항, 주식회사 도로관계 四公團 등)에 이르
렀다. 또한 독립행정법인화된 곳은 39개 법인 (국제협력기구, 수자원기구, 농축산업진흥기
구 등)에 이르고 공제조합으로서 정리된 곳은 45개 법인 (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등)이다.
□ 재정지출의 삭감
개혁전과 비교하여 개혁후 약 1조8,000억엔의 재정지출을 삭감하였다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1.12조엔 ↓

0.24조엔 ↓

0.04조엔 ↓

0.06조엔 ↓ 0.30조엔 ↓

□ 직원보수의 삭감
특수법인의 직원 급여를 평균 약 10%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3월 각의결정)
○ 대규모 사업단의 이사장 : 15.6% 삭감
○ 중규모 사업단의 이사장 : 14.1% 삭감
또한,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등의 직원 퇴직금을 2002년 3월까지의 수준에 비해 약 3분
의 1로 삭감하기로 하였다. (2002년 3월 및 2003년 12월의 각의 결정)
○ (2002년 3월까지)

(2004년 1월부터 수정)
※업적에 따라 증감

1,771만엔

⇒⇒⇒⇒⇒⇒⇒⇒⇒⇒

최저의 업적 : 0만엔
통상의 업적 : 595만엔
최고의 업적 : 1,190만엔

□ 직원수의 삭감
특수법인에서 이행한 독립행정법인의 직원수를 약 40% 삭감하였다
○ (2003년 4월)
411명 ⇒⇒⇒⇒⇒⇒

(2006년 4월)
248명 (163명 삭감)

□ 경비와 사업비의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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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에서 이행한 독립행정법인에 대해서는, 중기목표에서 일반관리비 및 사업비의
삭감․효율화목표를 설정하였다.
○ 일반관리비 : 평균 약 13% 삭감
○ 사업비 : 평균 약 10% 삭감
5. 지방분권의 추진
1) 市町村(기초자치단체)병합
□ 합병을 통한 시정촌 수의 대폭적 감소
2000년 12월의 행정개혁대강 책정시 시정촌의 수가 3,229개 였던 것이 2005년 3월 22
일 현재 2,596개로 633개가 감소되었고, 2006년 3월 31일까지 2,000개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향후의 목표치는 1,000개 정도이다.
□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조치
시정촌합병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책으로서, 2000년 이전부터 시행해온 합병후 시정촌사
업에 대한 합병特例債, 합병준비경비와 합병이행경비 등 시정촌합병에 따른 특별교부세,
합병직후 임시적경비에 대한 보통교부세 등의 지원조치와는 별도로, 2000년부터는 국비
의 지원조치로서 법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시정촌에 대한 합병준비보조금, 합병후 시정촌
에 대해 보조하는 합병시정촌보조금의 교부, 2002년부터는 합병전의 시정촌사업, 합병전
후의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합병추진債의 지원조치 등을 시행하여 왔다.
2002년 3월 31일에 합병협의회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실시 요청 등의 주민발의제도를
확충함과 동시에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부터는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관점에
서 지역자치구, 합병특례구 제도를 창설하였다.
2)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지방세재원의 확보
□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심의상황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세출과 세입 면에서의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이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자주적
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을 통하여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재정운용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
침 2002, 2003, 2004”를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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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源이양
2005년, 2006년에 소득양여세 및 세원이양 예정 특례교부금을 포함하여 대략 3조엔 규
모를 목표로 세원이양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에 실제로 세원이양된 금액은 1조 7,451억
엔이었다.
□ 지방교부세
2005년,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일반재원의 총액을 확보하였다. 실제로 2005년에 지방재정부족을 해소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총액 16조8,979억엔을 확보하였다.
6. 정책금융개혁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정책금융개혁의 기본방침(2005.11.29) 및 정부․여당합의 ”정책금
융개혁에 대하여(2005.11.29)“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금융의 발본적개혁을 시행하고
2008년부터 신체제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1) 기본이념
□ 필요한 정책금융은 존속, 그 외 정책금융은 폐지
정책금융중, 중소영세기업 및 개인의 자금조달지원 정책금융, 국책상 중요한 해외자금
확보와 국가경쟁력확보에 불가결한 정책금융, 엔차관 (정책금융기능과 원조기능을 함께
함)은 정책금융으로서 존속시키고 그 외 정책금융은 폐지하도록 한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실현을 위해 정책금융을 반액으로 삭감
GDP대비 대출잔고(2004년말 8개기관 90.2조엔)를 반액으로 삭감하고 2008년중에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새로운 재정부담은 하지 않는다.
□ 효율적인 정책금융기관경영을 추구
효율적인 정책금융기관금융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분보증, 증권화, 간접융자 등을 통한
민간금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책금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배치를 폐지하며, 통폐합
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기관에서는 조직을 간소화하고 사업운영을 효율화한다.
2) 정책금융의 기능별 분류
현행의 정책금융의 각 기능을 ①정책금융기능 폐지 ②정책금융으로서 필요하여 존속시킴
③ 현재 필요하지만 앞으로 폐지함 등으로 3가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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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책투자은행 분야 (정책금융기능 폐지)
대기업과 중견기업대상 융자를 주로 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자금부족했던 고도성
장기 때와는 달리 민간시장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며, 회사채와 주식 등 다양한 형태
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능을 폐지한다.
□ 상공조합중앙금고 분야 (정책금융기능 폐지)
예금, 어음할인 등 민간금융기관과 같은 종합금융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금융기능
을 폐지한다.
□ 공영기업금융 公庫 분야 (정책금융기능 폐지)
지방공공단체의 공동채권발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금융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됨
에 따라 정책금융기능을 폐지한다.
□ 중소기업금융 公庫 분야 (일반대출 : 정책금융기능 폐지, 특별대출 : 존속)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자금부족했던 고도성장기가 아니고, 자금잉여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반대출은 국가가 양적으로 자금을 보충할 필요성
이 없어졌다. 따라서 일반대출은 정책금융기능으로서 폐지한다.
그러나 특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서 필요하여 존속시킨다. 특별대출은 정책유도를 목적
으로 한 범위내에서 존속시키되 정기적으로 개선을 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특별대출부터
서서히 폐지시킨다.
□ 국민생활금융 公庫 분야 (정책금융기능 존속)
민간중소금융기관이라도 채산성 측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의 사업자
금대출(경영개선대출, 생활위생자금대출 포함)은 정책금융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시
킨다. 또한, 교육자금대출도 정책금융으로서 필요하여 존속시킨다. 단, 저소득자층의 소액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소득제한을 인상하고 삭감하도록 한다.
□ 농림어업금융 公庫 분야 (일부 정책금융기능 폐지, 일부 : 존속)
농업, 임업, 수산업대상 초장기저금리융자기능은 자본시장이 대체할 수 없는 범위로 한
정하여 정책금융으로서 존속시킨다. 그러나 식품산업대상 금융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
상 금융은 폐지한다. 단 중소기업대상 금융은 10년 이상 대출에 한하여 정책금융으로서
존속시킨다
□ 국제협력은행 분야 (일부 정책금융기능 폐지, 일부 : 존속)
해외경제협력기능(엔차관)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정부개발원조(ODA) 기능인 점을 중시
하여 타 정책금융과는 별도의 기능으로서 존속시킨다. 그러나 국제금융기능(무역금융,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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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 등)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자원확보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능만 존속
시키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능을 폐지한다.
3) 상기 기능별 분류를 통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조직
□ 정책금융기능에서 폐지되는 기관들의 새로운 조직
현행 일본정책투자은행은 완전민영화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이행조치 강구)를 하도록
강구하고 민영화기간은 향후 5-7년으로 하도록 한다.
현행 상공조합중앙公庫는 완전민영화(재무기반정비를 위해 최소한 이행조치 강구)를
하도록 하고 민영화기간은 향후 5-7년으로 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공영기업금융公庫는
자본시장 등을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정책금융기능에서 존속되는 기관들의 새로운 조직형태
정책금융기능중에서 존속되는 5개 기관, ①국민생활금융公庫(교육대출은 삭감) ②중소
기업금융公庫(일반대출은 제외) ③농임어업금융公庫(대기업대상의 식품산업대출은 제외)
④국제협력은행(무역투자금융은 제외) ⑤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公庫 등은 1개의 정책금융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 정책금융기능에서 존속되는 기관들의 새로운 조직형태, 조직설계의 방침
정책금융기능에서 존속되는 기관들의 새로운 조직형태는 특수회사 또는 독립행정법인
에 준하는 법인으로 한다. 조직의 구체적 설계에 대하여는, 책임경영의 명확화, 업무내용
의 공개게시 등 철저한 책임의식 하에 강고한 거버넌스를 확립함과 동시에, 전문성의 활
용․강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정책금융의 시행에 있어 부분보증, 증권화, 간접융자 등의
수법을 가능한 한 활용한다.

정책금융개혁
○국민생활금융公庫, 중소기업금융公庫, 농림어업금융公庫,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公庫 국제협력은행(주1) ⇒ 2008년 10월에 통합
(주2)하고

신정책금융기관을 설치

○일본정책투자은행, 상공조합중앙금고 ⇒ 2008년 10월의 특수회사화 이후

5년-7년후를 목표로 완전민영화
○공영기업금융公庫

⇒ 2008년에 폐지

주1) 해외경제협력관계(엔차관)은 국제협력기구(JICA)로 통합
주2) 오끼나와진흥개발금융公庫는 2012년 이후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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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별회계 개혁
1) 개혁의 기본방향
특별회계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가 충분히 안되 낭비적 지출이 이루어졌
으며, 고정적인 재원에 의해 불요불급의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과다의 잉여금이 존
재하여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도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된 요건을 엄격화함
과 동시에 특별회계개혁 방침을 “행정개혁추진법”에서 명기하고, 향후 5년을 목표로 개
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2007년을 목표로 “가칭) 특별회계정리합리화법안”을 국
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개혁한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자산과 부채 차액이 약 45조엔에 이르고 적립금과 잉여금 또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것을 정밀 조사하여 자산과 부채 및 잉여금의 슬림화를 이루
도록 하고, 향후 5년간 약 20조엔 정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
개혁의 주요 내용
○ 특별회계의 통폐합 (통합 ․ 독립행정법인화 ․ 일반회계화 함으로써
31개 특별회계를 1/2에서 1/3 정도로 축소)
<예 : 공공사업관계> - 2008년까지 통합
▶ 도로정비특별회계 (도로특정재원은 일반재원화를 전제로 구체적 안을 작성)
▶ 치수특별회계
▶ 항만정비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화 검토)
▶ 공항정비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화 검토, 항공기연료세는 향후 일반재원화로
검토)
▶ 도시개발자금융통특별회계

○ 자산 ․ 부채, 잉여금 ․ 적립금 등의 슬림화
(향후 5년간 20조엔 정도의 재정건전화 기여)
○ 5년마다 개개의 특별회계 존속의 필요성을 검토

개혁의 골조
○ 개별 특별회계의 개혁, 재정법의 예외규정의 정리 등을 규정하는
“(가칭)특별회계정리합리화법안”을 2007년을 목표로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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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개혁의 구체적 방침
도로정비특별회계, 치수특별회계, 항만정비특별회계, 공항정비특별회계, 도시개발자금융통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까지 통합한다. 단, 공항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추
후 독립행정법인화를 검토한다.
후생보험특별회계 및 국민연금특별회계는 2007년에 통합한다. 또한 연금사무비는 2007
년부터 수익과 부담 관계의 명확화관점에서 그 일부에 보험료를 충당하는 항구조치를 강
구한다.
선원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10년을 목표로 선원보험사업중 건강보험제도 부분은
사회보험청개혁에 따라 발족하는 새로운 公法人에 이관하고, 勞災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
도 부분은 노동보험특별회계의 제도로 통합한다.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 어선재보험 및 어업공제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통합하도록 하고, 재보험기능의 취급은 다시 검토한다. 지진재보험특별회계은 2008년까지
재보험기능의 취급에 대해 다시 검토하며, 삼림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독
립행정법인화를 검토한다.
무역재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선진국대상 단기보험분야의 민간참여의 촉진을 한층
더 도모하고, 장차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는 여기에서 물러난다. 2008
년까지 개혁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론을 짓는다.
국영토지개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일반회계로의 통합을 이룬다. 국영
사업과 도도부현사업의 구분은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검토를 한 다음, 농정
개혁의 추진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2006년까지 결론을 도출한다.
식량관리특별회계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조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통합하고,
그 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통합 및 독립행정법인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특별회계 및 자동차검사등록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통합하고, 그 후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로의 통합 및 독립행정법인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확대를 촉진한다.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특별회
계에 대해서는, 2010년에 국립암센터 등을 독립행정법인화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한다. 등
기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슬림화하고, 2010년말에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하도록 한다.
특정고유재산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슬림화하고, 2010년을 목표로
일반회계로의 통합을 하도록 한다.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 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
도화대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입법화를 통해 통합한다
산업투자특별회계 사회자본정비계정에 대해서는 무이자대출사업이 종료하는 것을 계기
로 폐지하도록 한다. 산업투자계정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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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한다.
재정융자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財投債

발행액을 반액으로 함과 동시에 확실한 상

환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한 지방에의 융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사무비의 절감을 강력히 추진
하도록 한다. 또한, 국채업무의 일본은행으로의 위탁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여
2007년까지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외국환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사무비에 대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절감하
도록 한다. 이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결산부족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이지만, 차
기년도에 이월되어 잉여금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부분의 잉여
금은 일반회계의 손실을 보충하는 것으로 한다.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차입금상환일정을 조기에 명확히 하도록
한다.
8. 국가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개혁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채무의 증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자산 축
소와 자산․부채관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자산(외환자금, 연금기탁금,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2006년-2015년말), 명목 GDP대비
1/2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감축에 노력을 경주한다. 또
한 자산․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개선을 추진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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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주요 내용
○ 국가 자산의 감축
▶ 재정융자자금 대부금의 잔고 삭감
▶ 세출삭감의 철저
▶ 매각가능한 국유재산의 매각촉진
▶ 잉여금 등의 개선 등

○ 국가의 자산 및 채무의 관리 방향에 대한 수정
▶ 국유재산의 매각가능성 :시가에 기초한 매각수입 및 기회비용을 고려하
여 검토한다
▶ 대부금의 증권화 : 폭넓은 관점에서 그 적부성을 검토한다
▶ 국채에 관한 시책 : 민간의 의견을 활용하여 관계 직원의 전문적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채관리정책의 충실화를 더욱 촉진
▶ 公회계 : 재무서류의 정비촉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

○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자산․채무 개혁
▶ (참고자료) 국가 자산의 상황(2003년말 결산)
현금․예금

대부금

유가증권
113.1

289.9

운용

국유

기탁금

재산

54.2

41.9

단위 : 조엔

공공용재산
131.2

물
품
9.
1

출자 기타
금
36.1 20.4

합계 : 695.9조엔

9. 공공서비스개혁 (시장화 테스트)
공공서비스개혁법은 관민경쟁입찰과 민간경쟁입찰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창
의성을 공공서비스의 시행에 적절히 반영시키고, 국민을 위해 보다 양질이면서 저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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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경쟁입찰
○ 공공서비스개혁 (시장화테스트)이란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관]과 [민]이 대
등한 입장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가격․질의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것은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국가의 추진 프로세스
민간사업자 ․ 지방공공단체
[관민경쟁입찰감리위원회]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공표를
바탕으로 관민경쟁입찰 대상이 되는 업무

로세스의 투명성, 중립성, 공정
성 확보

를 희망

내각
○[공공서비스개혁기본방침]의

각의

결

정
-관민경쟁입찰 또는 민간경쟁입찰과 폐지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선정

불필요한 사업
○ 폐지

-관련되는 규제개혁등의 결정

각 省廳
○ [實施要項] 작성

官이 낙찰

○ 관민경쟁입찰 ․ 민간경쟁입찰을 실시
(질과 가격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공공서

○관이 효율화 노력하에서 계속적
으로 공공서비스를 실시

비스 담당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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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民이 낙찰
○민간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실시
○법령의 특례
- 낙찰받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법령의
특례를 적용

기본방침의 수정
○실시상황을 근거로 해당 공공서

○적정한 공공서비스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비스를 계속시킬 필요성 등에 관한

조치

평가를 행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

- 비밀유지의무, 공무원규정적용

서비스 개혁기본방침을 수정한다

- 적절한 감독 (보고, 출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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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익법인제도개혁
현행의 공익법인제도에 대해서, 법인설립이 간편하지 않고, 공익성의 판단기준이 불명
확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에
서 민으로”의 흐름속에서 정부의 간소화,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이 담당하는
공익”을 일본 사회와 경제시스템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여 그 활동을 촉진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제도가 110년만에 발본적으로 수정된다.
현행 공익법인제도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

재단법

인>

○법인의 설립 : 각 주무관청의 허가 (자유재량, 종속관계)
○공익성의 판단 : 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분리

시행은 2008년에 함. 현행 공익법인은 시행일로부터
5년사이에 신제도로 이행
○법인(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의 설립 : 등기만으로 설립 (準則주의)

새로운 제도

○공익성의 인정 (공익사단법인 ․ 공익재단법인) :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규정
- 일반사단법인 ․ 일반재단법인으로부터의 신청에 대해서, 공익인정위원회(민간전문
가로 구성된 合議制의 기관)의 의견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인정 (도도부현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의견에 기초하여 지사가 인정)

세금과의 관계
세금과의 관계

○정부의 세금기조에 대해서 검토

○법인격과 세금의 우대가 연동

중

- 법인세는 수익사업만 과세

- 법인중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

- 더욱이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특정공
익증진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우대

에 대해서는 우대 (수익사업만 과세,
기부금우대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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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제도개혁
직원의 의욕과 업무의 성과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
○ 하늘이 내린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① 강압적 알선에 의한 재취직의 근절
② 정년까지의 근무도 가능한 인사의 구축 ③ 관민인사교류의 적극적추진 등 제도개정
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 나간다.
○ 인사평가에 대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중에 제2차 시행을 개시하는 등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
○ 능력과 실적주의의 인사관리 철저 등의 관점에서 공무원제도개혁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구체화를 도모한다.

12. 공공사업비 삭감
2003년 9월에 “공공사업비 구조개혁프로그램”을 책정하여 2003년부터 5년간의 사업비
를 2002년대비 15%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2003년의 공공사업비 삭감률이
2002년대비 5.5%를 달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49억엔에 이른다.
13.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으로의 이행
2002년 3월 국립대학법인법이 제156회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4년 4월에 89개의 국립대
학법인과 4개의 대학공동이용기구법인이 발족하였다. 직원의 급여수준 공표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에 준하여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 보수 및 직원의 급여수준의 공표방식등
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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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 신지침 (2006년 8월 31일)
행정개혁추진법(2006년 8월), 공공서비스개혁법(2006년 8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
에 관한 기본방침 2006(2006년 7월 7일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추
진을 향해 신지침을 2006년 8월말에 공표하였다.
□ 총인건비 개혁
지방공무원의 직원수
○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6 (5년간 행정기관내 국가공
무원의 정원삭감 5.7%와 같은 수준의 정원삭감) 등을 삭감

지방공무원의 급여
○ 지역민간급여체계의 반영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공무원-민간
차이의 보다 더욱 정밀한 산정, 공무원-민간 비교대상기업규모의 확대, 설명책
임의 철저 등을 추진

제3섹터의 인건비
○ 직원수와 급여에 관한 정보공개 등의 추진, 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
의 억제

□ 공공서비스 개혁
시장화테스트의 적극적인 활용
○ 지방공사, 지방독립행정법인, 제3섹터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서비스도 포함하여 시장화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시장테스트의 실시에 있어, 공공서비스 질의 유지 향상에 관한 성과지표 ․
경비의 삭감에 관한 수치목표 등 가능한 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목표를 설정
한다
○ 지방공공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서비
스를 적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계약 등에 기초하여 감독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자발적인 조치를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하여는 공공서비스
개혁법에 기초하여 의견청취수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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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회계 개혁 (지방의 자산․채무관리개혁)
공회계의 정비
○“新 지방공회계제도 연구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의 작성기준에 원칙적으
로 準據하여, 발생주의를 활용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 도입을 도모하면서, 기준
모델 또는 총무성방식 개정모델을 활용하고 지방공공단체 및 관련단체 등도 포
함하는 연결 베이스로서 공회계의 정비를 추진한다.
○ 대차대조표, 행정비용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 순자산변동계산서의 4개 표의
정비를 표준형으로 한다
○ 공회계의 정비를 진행중인 지방공공단체, 도도부현, 인구 3만 이상의 도시는
3년후 까지, 공회계의 정비를 하지 않는 지방공공단체, 町村(우리나라의 읍면에
해당), 인구 3만 미만의 도시는 5년후까지 4개 표를 정비 또는 4개 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 게시한다,

자산․채무관리
○ 재무서류의 작성․활용 등을 통해서, 자산․채무에 관한 정보공개게시와 적정한
관리를 추진한다
○ 국가의 자산․채무개혁의 구체적내용, 수순 및 실시시기도 참고로 하면서, 미
이용재산의 매각촉진 및 자산의 유효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채무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3년 이내에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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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1. 공공부문개혁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변화
2001년 고이즈미정권이 출범하였던 당시 일본경제는 최악의 상태였다. 한해 동안 도산기
업이 1만9천개를 넘었고 이 여파로 은행권 부실채권은 30조엔에 이르었다.

또한 기업들

의 잇단 감원조치로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자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0%대의
금리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답보상태이어서 이로 인한 실물경기는 침체상태가 지속되었
다. 실업률은 5%를 넘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고이즈미정권이 경제회생의 해법으로 택한 것은 “작은 정부”, “시장중시”,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역대 공공지출확대가 기업의 ”관에의 의존“ 체질을 심화시켜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재정적자만 늘렸다는 반성에서 이와 같은 반대 성격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거품붕괴이후, 일본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경기가 나빠지면 공공사업에 돈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띄우고 악화되면 다시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는 식이었다. 이런 관행
이 되풀이되자,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힘들때마다 정부에 기대려했다.
무분별한 공공투자확대가 재정적자를 늘린 것은 물론 민간의 자생력까지 상실시킨 것이
다. 2005년 공공사업투자비는 8조2천억엔으로 1998년 당시 “사상 최대의 경기대책” 명목
으로 풀려나간 16조6천5백억엔의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체감경기는 지금이 훨씬 좋아졌
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공공부문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였다.
공공개혁-기업재생-금융안정 선순환 이라는 일본경제의 부활은 기업실적의 개선이 바
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형이다. 기업의 실적개선은 고용증가와 소비촉진, 주가상
승이라는 선순환을 거쳐 다시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
아지면서 막대한 부실채권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5년 3월 결산결과, 2002년 8.4%였던
부실채권 비율이 2.9%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2.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문 변화 비교
□ 정부부처
○ 한국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여년 동안)
- 공무원이 5만7천여명 늘어나 이에 대한 인건비만 연간 5조원정도 추가로 지급.
- 장차관자리도 전 정부의 127개에서 148개로 증가
-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수가 10% 이상 증가한 곳이 여러 곳 있음
-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
○ 일본
- 공무원이 5년간 5%감소, 인건비개혁에 따라 인건비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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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부처 22개에서 12개로 축소, 관방/국의 수를 128개에서 96개로 감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향후 5년동안 약 5% 감소
- 2001년 정부 산하의 176개 심의회가 29개로 축소
□ 공기업
○ 한국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여년 동안)
-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002년말 21만 3천명에서 2006년말 23만8천명으로 4
년사이 2만5천명(12%)나 증가.
- 공기업의 예산이 194조9천억원에서 295조8천억원으로 101조원(52%) 증가
- 공기업의 민영화된 곳이 없음
○ 일본
- 우정공사 임직원 30만명이 2007년 민간화
- 특수법인 163개중 136개가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화 됨
- 공익법인(국가 사무사업) 62개가 60개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이중 56개
법인이 42개로 통폐합됨
□ 규제완화
○ 한국
- 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존속
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일본
- 출자총액제한제, 공업재배치법, 공업등제한법 폐지로 대기업/중소기업 일본내 U
턴 및 투자 증가
3. 한국의 공공부문개혁 방향
한국 경제는 최근 금리상승, 원화강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화, 규제의 존속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저성장에 발목이 묶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강화, 양극화해소 등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공부문의 축소 및 민영
화, 규제철폐로 민간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등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중앙부처의 슬림화, 국가
공무원/공기업 등의 인원을 감축시켜 민영화를 촉진시켜야 하고,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
를 완화시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또한 공기업, 국가의 사무사업, 특별회계 등은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사업들을 중앙단위에서 지방으
로 이전하는 것도 조속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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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기예처가 분류한 공공기관 102개의 유형
유 형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6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
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
공기업
준시장 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형 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
이너부두공단. (18개)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
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
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
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
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
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
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
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
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
위탁 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
집행형 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
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
준정부
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
기관
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
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
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
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
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6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 융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
관리형
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
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2007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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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공기업으로 간주되는 지방정부의 기관 현황
구 분
상수도
지방
하수도
직영
공영개발
기업
지역개발기금
지하철
의료원
도시개발

개수
내 용
106 특별시 1, 광역시 6, 시․군 99
53 광역시 6, 시․군 47
41 광역시 1, 도 5, 시․군 35
15 광역시 6, 도 9
6 특별시 2, 광역시 4
34 특별시 1, 광역시 3, 시․군 30
13 특별시 1, 광역시 5, 도 7
서울농수산물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엑스포
지방
기타
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관광공사,
공사 (지자체
12 광주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용인지방공사,
100%출자)
충남농축산물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
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지자체
하남시도시개발공사(51.0),
4 인천교통공사(59.3),
50%출자
태백관광개발공사(57.0), 장흥표고유통공사(97.2)
시설관리
59 특별시 1, 광역시 8, 시․군․구 50
지방
1 청주시
공단 주차관리
경륜
2 부산광역시, 창원시
센텀시티(49.0),
부산전시컨벤션센터(38.0,
KOTRA 26.0), 부산관광개발(48.0), 대구전시컨벤
션센터(52.1), 대구복합화물터미널(47.4, 철도공사
47.4), 코다개발(49.0), 인천도시관광(30.5), 광주
광역정보센터(25.0), 대전농산물유통센터(33.1), 효
지자체
원(42.0), 안산도시개발(49.0), 부천카툰네트워크
25～50%미 24
(45.9), 부천무역개발(45.0), 김포캐릭터월드(49.0),
만 출자
청원레저(49.0), 와인코리아(48.9), 홍주미트(45.9),
전남무역(32.5), 경남무역(49.0), 가온소프트(경상
출자
남도 25.7, 창원시 5.7, 마산시 5.7), 하미(33.7),
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48.0, 한국관광공사 17.4), JS
(상법
소프텍(40.0), 제주에어(25.0),
)
강남모노레일(24.8), 티아이엔시(23.3), 한국씨이에스
(20.0, 한국지역난방공사 24.2), 대전종합정보센터(대
전시 23.75, 동구 1.25, 중구 2.08, 서구 2.08, 대덕
지자체
구 2.08), 파주시혼합사료(24.0), 경기개발공사(경기도
25%미만
13 24.6, 27개 시․군 36.1), 케이알씨넷(10.7), 아름다운
출자
인제관광(10.0), 삽교호함상공원(충남 24.4, 당진군
24.4), 완도수산물유통(25.0), 경축(경상북도 1.5, 시․
군 14.6), 경북통상(22.5), 농협경북대구유통(21.5, 농
협중앙회 53.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현황」, 2005년 6월 30일 기준, 2005년.

- 206 -

정부개혁과 민영화
2007. 11.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I.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



조성봉(2005),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정부의 역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경제개발기(1960년대 – 1980년대초)
변환기(1980년대 중반 – 1997년)
개혁기(1997년 – 현재) :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 변화 (예) 기업 부채비율
저하,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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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
전통적인 분석 : 시장 대 정부 (예) 김승욱外(2004)
문제의 제기 : 시장 대 정부의 논의로는 해결되지 않는 견해 차이가 존재
(예) 외국인 투자자의 대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한 견해





외국인투자 규제하고 정부가 국적 있는 기업정책 펼쳐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하고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강화하라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폐지하고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기업가역할(Entrepreneurship)
시장을 의미하는 ‘세계화/경쟁’과 ‘정부역할’에 기업가역할을 추가하
여
분석
우리 경제를 보는 세가지 시각 : 관리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
209

<그림
림 1> 우리 경제를
경제 보는 세 가지 시각 : 관리경제,
관리경제 개혁경제,
개혁경제 자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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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우리 경제를 보는 세 가지 시각의 비교
세 가지
시 각

협력적 관계

관리경제

정부역할
+
기업가정신

개혁경제

정부역할
+
세계화/경쟁

자유경제

기업가정신
+
세계화/경쟁

경계대상

강조되는
기관

강조되는
정부의 역할

대표적
주창자

세계화/경쟁

- 은행
- 공기업

- 산업정책
- 보호무역정책

장하준(2002,2003, 2005)
이찬근(2003, 2005)
정승일(2003)

기업가 정신

- 자본시장
- 규제기관

- 지배구조개선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장하성(2001)
김진방(2004)
김상조(2003)

정부역할

- 상품시장
- 규제기관

- 경쟁정책
- 법치주의

공병 (1996, 1997)
공병호(1996,
좌승희(1999, 2003)
민경국(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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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경
경제이슈에 대한 관리경제,
경 , 개혁경제,
경 , 자유경제의
경
입장
장
주요
경제이슈
금융자본·산업
자본의 분리와
금융기관 민영화

관리경제(Managed Economy)
A
-

인위적 분리 반대

- 인위적 분리 필수적

-

해외자본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

의 매각 반대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개혁경제(Reformed Economy)
B

-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민영화는 찬성하나 국내 대기

자유경제(Free Economy)
C
- 인위적인 분리는 반대
-

업의 참여는 반대
-

대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민영화과정에 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필요

-

개방경제 하에서 경쟁하기 위해

하는 역차별이므로 반대

개선하기 위하여 당분간은 경

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폐지

산업정책적인 대기업의 업종전

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유지하

가 필수적

문화는 찬성

는 것에 찬성

-

경영권 방어수단을 없애므로 공
정한 자본시장의 경쟁에 역행

-

외국자본으로부터 대기업의 경

-

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찬성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불합리한 의사결정과 대주주의

-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찬성

소비자의 선택권 없는 공적연금
에 대한 의결권 부여는 반대

-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에 간섭하
므로 반대

-

지배구조개선
-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

공기업 민영화

-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국제적

경영간섭과 개입을 허용하는 경

를 방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표준이상의 급격한 지배구조개

우는 반대

를 없애므로 찬성

선과 중복적 규제는 반대

특히 증권집단소송은 대기업에

-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대
-

투자자보호와 지배주주의 횡포

일반적으로 찬성하나 외국자본
에 대한 헐값매각은 반대

다소 무리가 되는 지배구조 개

-

선도 개혁차원에서 찬성
-

일반적으로 찬성이나 국내 대

반대
-

기업에 대한 매각은 계열사 확
장과 특혜수단일 수 있으므로
반대

증권집단소송은 남소위험으로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민영화 찬성

-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나타나므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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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변화와 남겨진 숙제
관리경제에서 개혁경제로
개혁경제에서 자유경제로
자유경제로의 이행과 남겨진 문제점 :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비대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주식회사 재경부 및 주식회사 산자부로



민영화의 부진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공기업 구조개편의 부진



참여정부의 정부역할 강조 : 분배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언론 개혁, 부동산
정책



시장규율 메커니즘 확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의 역할 강조 : 경제력집
중 억제정책,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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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과 민영화의 Key Word: 자발적 창의성(Spontaneous
Creativity)의 확대
Fukuyama(2004)의 정부개혁의 경로 :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지향
국민국가의 책무 :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
국가 공동체성의 확보


적절한 국가 공동체성의 확보는 필요



지나친 국가 공동체성의 확보 노력은 구성원의 경제적 유인을 훼손



개혁경제에서 자유경제로의 이행



정부의 역할이 새로운 도전

선수, 코치, 심판의 역할 중 심판의 역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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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부개혁의 방향



일하는 방식의 변화
장관/기관장의 책임성과 자율성의 확대
 인사권
 총액예산제 하의 예산운용권
 조직 구성권
감사 및 평가 방식의 전환:
전환 투입(input)보다는
투입(i
t)보다는 산출(output)로
산출( t t)로
정부서비스에 기업 마인드 접목
도덕성과 정직성을 통한 신뢰 회복
 비합리적 규제수단의 철폐: (예) 위생검사, 세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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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지향적, 설계 지향적 업무방식의 지양





기금 통폐합



신규 법안 제출의 제한과 기존 법률의 정리



규제일몰제 등과 같은 업무영역의 한시성 확대 적용



법안에 예시된 각종 정부계획의 정리

*

2006년 1월 현재 총 257개 법률에 537개 정부계획과 164개 관련
위원회/심의회 규정,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조성봉(2006)

인적 자원 관리
업무실명제 도입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부처별 자율임용제도로 전환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
업무평가에 의한 인력 및 구조조정과 성과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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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
공무원 수의 감축


공무원 조직과 세이의 법칙(Say’s Law)



정부지출규모의
정부지출규
의 절약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및 민간과 시장으로의 업무 이양

개별 정부부처의 slim화와 통폐합에 따른 대부처제 추진


세입, 세출, 국고, 예산편성 기능을 일원화



산업정책 관련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



인적자원 업무의 통폐합



보건, 복지, 고용, 노사협력, 산업안전, 여성정책 기능의 통폐합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광 및 환경 관련 정책의 통합

기능의 민간/시장으로의 이양과 outsourcing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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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기능의 조정


(예)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 직
제의 구조적 문제점

각종 상설위원회의 정리
독립적 전문기관의 확대


기존의 한국은행, 금감위, 공정위 같은 독립적 전문기관에 추가하여



통신위원회, 전기위원회 등을 흡수하고 가스,
통신위원회
가스 철도,
철도 상하수도 등 네트워
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공익산업규제위원회를 신설

강화되어야 할 부문: 통상, 복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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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개선
정부서비스의 지방이양


교육기능의 지방이양 및 교육자치 기능의 강화



치안기능의 지방이양



소방기능의 지방이양

교육재정의 개혁


등록금의 현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



취약계층을 위한 공립학교 기능 확충



교육재정의 축소 및 용도 전환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세원재배분



교부세 축소

지자체 규
규모의
의 광역화


지자체간 M&A 유도



大수도, 大영남, 大호남의 3대 메가시티 개발

지자체 파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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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영화


공기업의 문제점
독점성


자연독점적 산업: 전력, 가스, 도로, 상하수도, 철도



법률에 의한 진입금지

다중적 대리인 문제(double agency problem)
우리나라 공기업 특유의 문제


낙하산 인사에 따른 취약한 전문성과 이해상충의 문제



짧은 임기로 인한 단기적 성과주의



정부부처 몸불리기의 일환

주인의식의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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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시장규율 메커니즘


상품시장: 독점성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제약



금융시장: 정부의 암묵적 채무보장에 따른 채권자 감시 기능 취약



자본시장: 한전, 가스공사 등 상장된 공기업은 소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soft budget problem)
자율성과 창의력의 결핍
수익성과 공공성의 충돌


수익성 훼손: (예) 한전의 단전유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치우치는 문제



공공성의 추구를 빌미로 수익사업을 보장받으려는 모럴헤저드의
문제

221



공공부문의 자체적 구조개혁의 한계: 인센티브의 결여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수행할 인센티브의 결여
정부부처와 정치권도 공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낙하산 인사를
없애려는 자발적 인센티브 결여
공무원과 정부부처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교차보조
를 시정하고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인센티브 결여



민영화와 경쟁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의 궁극적인 해결책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출현에 따른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경쟁원리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회복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에 따른 모럴해저드의 최소화
낙하산 인사의 배제와 정부부처 영향력의 최소화에 따른 경영의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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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영화 동향: 김대중 행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성과
8개 공기업 완전 민영화: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부분 민영화: 한국전력, 가스공사
21개 자회사의 자동적 민영화
22개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의 총 매각수입: 7조2천6백억원
공공부문의 총 매각수입: 14조3천5백억원
공공



김대중 행정부 민영화실적의 평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역대 행정부 중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문제점


민영화를 위한 시장여건의 분석과 여건조성 미흡



직접적 이해당사자나 관련 부처에 의하여 민영화 추진



공모주 매각방식을 통한 주인 없는 민영화 → 해외자본으로부터의 경
영권 위협, 정부의 경영개입 논란 (예) 포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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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공부문 정책 평가
소프트웨어적
웨어적 혁신
혁신: 일하는 방식, 공공서비
공공서비스 개선
다양한 혁신활동: 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청렴도
평가, 지배구조 개선
성과


업무흐름 및 경영정보 표준화 및 객관화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 개선

문제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혁신 활동



조직의 긴장감, 내부경쟁, 기능재조정 약화



상세한 평가기준은 세심한 ‘점수관리’를 요구하여 경영의 자율성 제약



관계지향적 성과목표로 인하여 수익성과 무관한 지원사업 지출 증가



소비자간 교차보조 증가



기관내부의 친목과 가족의식 강조되어 집단이기주의적 성향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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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공개혁 및 민영화 유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2단계인 배전부문 분할 중단
중
발전부문의 남동발전 및 한전기공의 민영화 지연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중단
철도산업의 경쟁도입과 민영화 중단


2003년 철도노조 파업 이후 입법화된 ‘철도산업기본법’에서 철도공사
정부지분 매각
매각조항
항 삭제

토공과 주공의 통합 백지화



참여정부 공공혁신의 한계와 문제점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검토와 기능 재조정의 부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을 시장형과 준
시장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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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 지배구조 설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공시, 고
객헌장, 경영목표의 설정, 경영실적의 보고, 경영평가, 연차보고서 작성, 경
영지침 외부감사,
영지침,
외부감사 회계연도 및 회계원칙,
회계원칙 예산,
예산 정관,
정관 이사회,
이사회 임원

⇒

공공기관의 자율성 침해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기능재조정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경쟁도입 그리고 민영
화 가능성을 차단하여 모럴 해저드와 방만한 운영의 문제점 노정
취약한 시장규율 메커니즘: 상품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의 시장감시 기능
부재
관계지향적 성과목표의 부작용


외부적으로는 고객, 주주, 지역사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협력업체, 관련 중
소기업, 언론,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반영



내부적으로는 직원간 정보공유, 노사관계에 관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네트워크 관리,
관리 홍보채널과 각종 위원회 운영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부수적인 일에 시간과 비용 지출



임직원 내부간의 친목과 가족의식의 강조로 집단이기주의적 성향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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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공공개혁 부진의 후유증
전력산업


사실상 수평적, 수직적 독점구조 지속



전기요금구조의 개편 및 사업환경 개선의 지연

가스산업


민간의 참여를 통한 효율성 향상기회 무산



해외 메이저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 무산으로 국제 LNG 시장에서의
구매자 우위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 상실

공기업의 해외사업 중복 진출
기능과 사업영역 충돌


광업진흥공사와 석탄공사



토공과 주공



한전과 발전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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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획일적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개정
 투입보다는 결과로 평가
경쟁도입과 기능 재조정
 현재의 공기업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검토 필요
 초기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세부적으로 설계 필요
민영화



민영화 전략
민영화 의지와 일관된 리더십
전체적인 공공부문 역할의 재검토
 상업성을 분리하여 민간에 위임
 시장규율 메커니즘 확립: 적절한 경쟁 및 규제환경 조성
공사화(corporatization) 이후 민영화(privatization) 과정도 검토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야 민영화를 할 수 있다는 경직적인 태도 경계
Don’t let the perfect be the enemy of th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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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
전력사업


발전부문: 현재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남동발전을 경영권 매각방식으
로 전환할 때 매각가능성 높음.



배전부문: 배전분할 추진 후 민영화



전력부문의 매각물량이 매우 크므로 경영권매각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전력기술(KOPEC) 및 한전기공(KPS)

가스산업


가스공사를 3개로 분할하여 민영화



가스공사는 전국 배관망의 건설과 운영에 특화



계통운영과 수급조절은 가스거래소를 설립하여 담당케 함.

지역난방사업: 전력과 가스산업에서 경쟁도입과 민영화 과정에서 연료
가격의 왜곡과 교차보조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시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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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철도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간접비교를 통한 잣
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 유도

상하수도사업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광역화한 후 민영화
상하수도사업:
우체국


금융업무와 체신업무를 분리



금융업무는 민영화 검토



체신업무는 공사화하여 보편적
편적 서비
서비스에
에 대한 보완장치
완장치
마련 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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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부문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대적 정리 필요
마사회 등 수익성 중심의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민영화
적자 공기업들은 통폐합
민간이 운영할
영 수 있거나 시장이
장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
영
관들도 민영화
법정 사업자단체 등 임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폐지 내지 대대적인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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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방향과 주요 정책대안】

Ⅰ. 공공개혁의 목표

<공공개혁의
<공공개혁의 목표>
목표>
양질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
⇒

적은
적은 세금부담
세금부담

○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나라
○ 세금부담이 적은 나라
○ 시장이 주도하는 나라
○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되는 나라

Ⅱ. 공공개혁의 추진전략
○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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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효율적인 정부
정부
시장경제
시장경제 창달
창달

Ⅲ. 공공개혁의 필요성
○ 『작은 정부－큰 시장』은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등장
－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 감축, 행정조직 축소, 공기업의 민영
화, 법인세 인하 등 강력한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제2의 성장을 모색
－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비대화, 민영화의 중단, 복지지출의 확대 등으로 세
계적 추세에 역행

○ 재정수요의 구조변화와 재정의 위험성 증대
－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의 급속한 증가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의 수급 불균형은 재정의 위험성을 가중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재정지출이 급증
－ 통일과 관련된 불확실한 재정지출 수요가 상존

○ 세입기반의 급속한 약화
－ 성장잠재력 둔화로 세입기반이 크게 위축
－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조세의 급감과 국가간 조세경쟁 심화

○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우려
－ 재정지출의 확대와 세입기반 약화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 성장 잠재력의 둔화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불확실

○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광범위하게 기능하는 국가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강력
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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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1. 총지출 증가 억제와 재정건전성 도모
(1) 경기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재정 운용

－ 재정지출 및 경기변동의 폭을 확대시키는 일시적 경기부양정책 지양
－ 명확한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여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 방지

(2)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관리 강화

－ 잠재성장률 확충과 세입기반확대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대북 협력
비용, 4대 연금 부족액 보전 등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
－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3) 연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정교화와 기금운용의 합리화 방안 모색
－ 투자다변화 및 투자분권화 추진 등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왜곡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연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기구화 등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
회의 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도입 검토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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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동력 확충 및 효율적 공공부문을 위한 재정지출의 구조개선
(1)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 & D 지출비중 확대

－ 성장동력 확충 위해 R& 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
－ 정부재원배분의 방향을 소비적 분야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 R& D 분야로 전환

(2)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개선

－ 공무원 수 감축, 행정조직 개편 등을 통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지출 비
중 축소
－ 유사사업, 동일 목적의 중복사업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일자리창
출지원사업의 축소

(3) 복지재정의 합리화 및 복지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 재정건전성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재정지출 확대 억제
－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억제 및 기존 제도의 합리화
－ 바우처제도 확대 등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로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및 복지서
비스의 질적 제고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복지지출 확대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지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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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운영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1)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 회계 및 기금간 전입 ‧ 전출에 대한 규정의 상세 보완 및 추경편성 남발 방지
를 위한 심의절차 강화
－ 기금의 원활한 폐지를 위해 기금에 종료시점을 명시
－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비 관련 총액의 범위 안에
서 연부액을 초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

(2) 지출상한제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

－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지출상한제에 강제력 부여로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및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연동원칙 수립
－ 경제전망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낙관적 전망을 방지할 제도
적 장치 마련

(3)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개선

－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사업으로 확대
－ 재정사업 투입과 성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개발
을 통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등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운영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 강화 및 지출상한제 도입으로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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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1.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1) 가속화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부담 완화

－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계세율의 단계적
인하와 주민세법인세할 폐지
－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
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 구축
－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는 소급공제를 전면 확대하고 소급기간도 현행 1년에
서 미국과 같이 2년으로 연장
－ 현행 5년의 이월공제기간도 미국과 같이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배당소득공제 수준을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일률 상향조정

(2) 고급인력 확충 및 근로의욕 함양을 위한 개인소득세 부담 완화

－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
득 고급인력의 한계세율 인하 및 주민세소득세할 폐지
－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
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 구축

(3)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증여세의 개편

－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완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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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그 이전에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 최고 세율이 50% 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을 자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주식 평가 시 대주주 등에 대한 10~30% 의 할증 제도 폐지
－ 현행 유산과세형의 상속세를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비상장주식의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와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
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과 부동산 무상 사용수익의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과세

2. 재정안정 및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1)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비과세 ‧ 감면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
－ 조세왜곡 효과가 큰 세목들의 세율은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비중을 높이는 방
향으로 세제개편
－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를 통한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형평성 제고

(2) 조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체계의 단순화

－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하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의 세목 폐지
－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

(3) 소득원천에 따른 세금부담 격차 축소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자본 형태별 ‧ 소득원천별 세금부담 격차를 축소하고 부과 횟수를 단일화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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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부담 격차를 과도하게 유발하게 하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부작용이 크
므로 세율인하 필요

(4)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 재산세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
부동산세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두 세목을 독립적 운용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
－ 위헌소지가 있는 세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3. 장기 세제개편
(1) 국세의 장기 개편방향

－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의 기업세 부과
－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의 노동소득세 추가과세
－ 주류, 담배, 도박 등에 대한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을 위
한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 존치

(2) 지방세의 장기 개편방향

－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
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화
－ 지방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일정한 지표
에 따라 지방정부에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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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1.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1)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
－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행정 각부의 실질적
인 감독권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지원기능을 부여
－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2)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와 소수 대부처 체제로 전환

－ 세입‧ 세출 ‧ 국고‧ 예산편성기능을 일원화
－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기능을 통합
－ 인력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적자원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사회복지정책의 종합적ᆞ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광대역화
－ 사회간접자본 및 환경 관련정책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조정체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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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위원회 및 기획단 조직의 대폭적인 정비

－ 소수 대부처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행정위원회, 기획단 및 유사조직들
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통폐합
－ 행정위원회, 기획단 및 유사조직들의 불필요한 설립을 막기 위한 설치근거,
법적 기반 및 활동시한을 보다 명확히 수립

(4)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 정책ᆞ법안ᆞ제도ᆞ보고서 등에 개인실명제를 도입하고, 업적ᆞ성과를 가급적
객관화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성취동기를 제고
－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관별ᆞ자치단체별ᆞ직렬별로 다양화하고, 성과급의 요소
를 강화
－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공무원 자율임용제도로 전환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
원직은 개방형으로 임용

(5) 반부패제도의 정착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제고

－ 부패 및 비리연루자의 공직피선거권 제한 강화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 부패 및 비리연루자의 불법수익 몰수, 재취업 제한, 가석방․감형 등 처벌 경감
조치 불허
－ 공직자 재산심사 및 조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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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 전략 수립

－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역할 및 기능 재검토와 전반적인 기능재조정 계획의
수립
－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의 조성을 병행
－ 민영화 추진조직에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 부여

(2) 민영화 대상 설정

－ 전력산업의 발전자회사 민영화와 배전부문 분할을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
－ 가스산업에서의 천연가스의 도입․도매 및 인수저장부문에 대한 분할 민영화
－ 지역난방사업의 민영화는 전력과 가스산업에서의 경쟁도입과 민영화과정에서
연료가격의 왜곡과 교차보조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시점에서 수행
－ 철도사업은 철도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위탁
을 통해 간접비교를 통한 잣대경쟁(yardstick com petition)을 유도
－ 상․하수도 사업은 담당하는 주체와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영화하기
보다는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이를 광역화하여 공사화한 후 민영화 추진
－ 우체국은 금융업무와 체신업무를 분리하여 금융업무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체
신업무는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여 공사화한 후 민영화 추진
－ 준공공부문과 지방공기업의 대대적인 정리
－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정 사업자단체 등 임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폐지 내지 대대적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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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서비스 품질제고

(1) 규제총량의 축소와 규제품질 제고

－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의 강화
－ Peer review, 자문, 사후평가의 강화
－ 규제지도작성을 포함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개선
－ 준수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규제의 자동폐기조항 도입

(2) 정책적 규제의 혁파와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
－ 출자총액제한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폐지
와 경쟁정책의 강화
－ 환경․안전․식품위생․보건․의료 등 사회적 규제에 대한 규제수단의 획기적 개선

(3)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방식 전환

－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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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위원회 독립성 및 개혁성 제고

－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조직법상의 독자적 조직으로 개편
－ 규제개혁위원의 민간상임위원 비중을 2/3 이상으로 하여 개혁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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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1. 지방정부의 자주권 강화
(1)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 및 책임성 강화
－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 강화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책임과 조세수입과의 연계성을 강화

(2) 이전재원의 합리화
－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고 자주세원 중심의 분권적 재정정책으로 전환
－ 표준세율에 기초한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 부동산교부세는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하고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 지방교육세는 세율결정권과 세수이용권을 일치시켜 재정책임성 강화
－ 부가세 형태의 지방교육세를 독립과세로 전환

(3) 과세자주권 저해요인 개선
－ 다중부과 방식의 잡다한 지방세의 통폐합
－ 재산세의 탄력세율 활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개정

2. 편익과세원칙에 기초한 지방세제 개혁
(1) 재산세 합리화

－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비례세율로 전환
－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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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을 단일 세목으로 통합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세법
을 개정하여 과세자율권을 확대

(2) 사업소득세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도입

－ 주민세법인세할 및 주민세소득세할 폐지
－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세를 보통세로 전환
－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하고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3) 지방소비세 도입과 부동산 등록세의 국세화

－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소비세 도입과 합리적인 배분지표 개발
－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세수 중립을 위해 부동산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
－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재정불균형 조정

3. 지방자치 구조와 기능의 재편성
－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지역교육구청의 폐지
－ 지방자치경찰의 창설을 통한 지역치안 문제 해결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와 광역시․도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단체 규모의
광역화를 통한 이해관계 갈등 조정 및 지방자치의 비용 효율성 제고
－ 광역화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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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여건 변화와 정책과제】

I. 대내외 여건변화
1. 고령화
○ 낮은 출산율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가임연령 여성 1명당 1.16으로 OEC D
국가 중 최저 수준

<표 1> 출산률 국제비교
2004
2003
2002
2001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1.16
1.19
1.17
1.30

1.29
1.29
1.32
1.33

2.04
2.01
2.03

1.79
1.73
1.65
1.64

1.89
1.88
1.89

1.29
1.26
1.25

1.34
1.40
1.35

－ 반면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8년
14%, 2026년에 20% 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실질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현재 10.1% 에서 2020년에는
21.7% , 2050년에 72.0% 에 달할 전망

<표 2> 노인인구 비율 및 노년부양비율 전망
(단위: %)

2000

2006

2010

2020

2030

2040

2050

65세이상

7.2

9.5

11.0

15.6

24.3

32.5

38.2

노년부양비

10.1

13.2

15.0

21.7

37.7

56.7

72.0

자료: 통계청, 2006년 11월 추계.
주: 노년부양비율 = (65세이상 인구)/(15-64세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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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률 둔화
○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과 자본 공급이 위축되어 잠재성장률이 크게 둔화
－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급속도로 감소할 전망
－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율의 급증으로 저축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08% 수준에서 1.6%수준으로 높이는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1세기 중반이 되면 잠재성장률이 1%대 또는 1% 미만으로 떨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표 3>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전망
잠재성장율추정치
TFR

1.19

1.40

1.60

기간

TFP이외의 성장요인별 기여도

TFP
TFP 증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1.5%가정
2.0%가정

자본스톡
인적자본

TFP
증가율
2.0%가정

TFP
증가율
1.5%가정

2003-10

5.10

4.56

0.66

0.79

1.66

1.62

2010-20
2020-30

4.82
3.56

4.21
2.91

0.31
-0.41

0.62
0.52

1.91
1.47

1.79
1.32

2030-40

2.25

1.60

-0.90

0.33

0.83

0.68

2040-50
2003-10

1.38
5.10

0.74
4.56

-1.13
0.66

0.13
0.79

0.40
1.66

0.25
1.62

2010-20
2020-30

4.81
3.52

4.19
2.88

0.31
-0.41

0.62
0.51

1.90
1.43

1.77
1.28

2030-40

2.24

1.60

-0.85

0.32

0.79

0.64

2040-50
2003-10

1.48
5.09

0.84
4.56

-1.00
0.66

0.10
0.79

0.40
1.66

0.25
1.62

2010-20

4.80

4.18

0.31

0.62

1.89

1.76

2020-30
2030-40

3.50
2.22

2.86
1.58

-0.40
-0.82

0.51
0.31

1.41
0.76

1.26
0.61

2040-50

1.52

0.88

-0.92

0.07

0.39

0.24

주: 2000년 현재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FR)은 1.47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1.19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하였다.
자료: 문형표 외(2004)

○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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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본이나 고급인력의 국외유출을 촉진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억제
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더욱 떨어지고 이로 인해 세입기반이 악화되는 악
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 양극화와 소득재분배 악화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등과 양극화 지수 모두 급속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수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감소와 소득불균등 현상
이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3년간 진행된 소득양극화 정도는 소득불균등 악화보다 심각한 것으
로 추정
[그림 1] 한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ER 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진니계수)

자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주: 지니계수와 ER지수는 서로 다른 지수이지만 1997년 수치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계산

○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지수(ER )는 미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나, 영국과 유
사, 일본 ‧ 스웨덴 ‧ 독일보다는 훨씬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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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2004년도

0.0665
(100)

0.0833
(125.6)

0.0653
(98.2)

0.0563
(84.7)

0.0474
(71.4)

0.0434
(65.3)

0.0507
(76.2)

소득 1만
5천불

0.0562
(2000년)

0.0733
(1983년)

―

―

―

―

0.0363
(1987년)

주: ( )의 숫자는 한국의 ER지수를 100으로 표준화 했을 경우의 수치
자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
－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세계 28위이나 소득균등 정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보다 좋은 13번째를 기록
－ 소득양극화는 영국에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불균등은 선진국
에 비해 양호
[그림 2] 각국의 소득순위와 소득 불평등도 비교(2004년 기준)

자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22 -

<표 5> 전체 가구기준 지니계수 국제비교

지니계수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0.35

0.48

0.31

0.33

0.44

자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주: 기준연도 한국 2005년, 미국 2003년, 일본 2000년, 영국 2001년 호주 2000년.

4.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조세경쟁 심화
○ 경제적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간 조세경쟁 심화될 전망

－ 자본의 국제간 이동에 제약이 거의 없으며, F TA의 급속한 확산과 기술정
보의 추가적 발전 등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국제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
로워질 것으로 전망
－ 노동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
－ 이에 따라 관세는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며, 자본 및 고급인력 유치를 위
한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될 전망
－ 영국은 2008년 4월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30% 와 22% 에서 각각 2%
씩 인하할 계획이며, 싱가포르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2008년부터
법인세를 현재의 20%에서 18% 로 낮출 계획에 있으며, 독일도 현행 38.6%
인 법인세율을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이 밖에도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의 국가는 모두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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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1. 재정지출 현황 및 전망
가. 재정지출의 현황 및 국제비교

□ 재정지출의 추이
○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9.2% 씩 증가하여 2004년에 총지출이 153.5
조원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218.6조원으로 약 65.1조원이 증가할 전망

□ 분야별 지출 현황
○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의 특징은 사회복지‧보건, 통일‧외교, 국토균형발전 분
야의 확대와 SOC 및 기타 경제분야의 지출 축소로 요약
－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연평균 20.1%씩 증가하여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
고 있으며, 통일‧외교가 16.6% , 균형발전이 12.8% 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
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보건의 비중은 2004년에 21.1%에서 30.9%롤 증가하였
으며, 통일‧외교 분야도 0.9% 에서 1.2% 로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SOC 는 2004년에 비해 8.2조가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
야 는 2.5% 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9.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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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야별 예산 증가율(2004~2008년)
25.0

%

20.1

20.0

16.7
15.0
12.8
11.3
10.0

11.2

9.9

9.0

9.2

9.0

7.4
5.9
5.0
2.5
0.0

-5.0
-8.6
총지출

균형발전

공공질서 안전

문화 관광

통일 외교

국방비

환경

산업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SOC

R& D

사회복지 보건

교육

-10.0

<표 6> 분야별 예산
(단위: 조 원, %)
구분

′04

′05

′06

′07

′08

교 육
사회복지∙보건
R&D
수송∙교통∙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환 경
국방비(일반회계)
통일∙외교
문화∙관광
공공질서·안전
균형발전
총지출

24.5
32.4
7.1
27.1
12.4
11.4
3.5
18.9
1.4
2.2
7.6
5.0
153.5

27.6
49.3
7.8
18.3
14.1
11.9
3.6
20.8
2.0
2.6
9.4
5.5
172.9

29.1
54.7
9.0
17.8
14.4
12.4
3.8
22.9
2.7
2.9
10.2
5.9
185.8

31.4
61.4
9.8
18.4
15.9
12.6
4.0
24.5
2.4
2.9
10.9
7.2
201.4

35.7
67.5
10.9
18.9
16.5
12.6
4.4
26.7
2.6
3.1
11.6
8.1
2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보고서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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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04

08

증가율

비중

비중

9.9
20.1
11.3
-8.6
7.4
2.5
5.9
9.0
16.7
9.0
11.2

16.0
21.1
4.6
17.7
8.1
7.4
2.3
12.3
0.9
1.4
5.0

16.3
30.9
5.0
8.6
7.5
5.8
2.0
12.2
1.2
1.4
5.3

12.8
9.2

3.3
100.0

3.7
100.0

□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전체 재정지출규모는 대부분의 유럽 사회복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재정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
에 도달
－ GD P 대비 일반정부 지출: 중앙일보 37.9% , 한국은행 28.1% 1)
－ 반면에 우리나라 통계는 재정지출항목 중에서 이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순취득 등 2000년 기준 약 4.8조원(총재정 규모의 2.5%)에 달하는 일부항
목이 누락2 )

<표 7> IMF와 OECD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지출규모
(단위: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호주

IMF

58.7

55.4

46.5

53.7

46.8

43.7

40.1

37.5

36.1

35.8

OECD

58.7

55.1

46.7

53.5

47.0

43.9

43.9

37.5

36.4

35.9

주: 중앙일보, 2006.04.10 보도

1) 정부(한국은행)는 정부산하기관 중 소비자보호원, 중소기업진흥공단, KDI 등 80여개의 비영리공
공기관을 일반정부에 포함시킨 반면 중앙일보는 61개 산하기관의 비영리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일반정부 규모를 추정하였음
2) 박형수(2005) 현안분석, 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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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IEC (Internat ional Expendi ture Com parison)는 90.24로 OEC D 평균
97.62 보다 낮은 수준이나 미국, 이태리, 스페인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4] GDP대비 총지출 IEC지수
그

리

스

93 .9 4
1 03.34

네 덜란 드
노 르웨 이
덴

마

독

9 3.83
94 .57

크
일

11 2.69
98 .57

룩 셈부르 크
미

90.15

국

벨

기

에

스

웨

덴

스

페

인

9 8.37
95.74
8 9.61
9 6.43

슬 로바키 아
아 일랜 드

112 .7 8
93.37

아 이슬랜 드
영

국

92.74

오스트 레일리 아

9 5.82

오 스트리 아

97.6 3

이 탈리 아
일

89.09
102 .0 0

본

체

코

94 .9 0
101.2 9

포 르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핀

란

드

헝

가

리

한

1 10.02
96.41
89 .03
10 8.01

국

9 0.24
97.6 2

평 균(전 체)
평균(한 국제 외)

97 .9 3

평 균(2만 불 이 하)

97.6 8
1 02.34

평 균(1만 불 이 하)
93 .9 5

평균(1 ~2만 불)

9 8.08

평 균(2만 불 이 상)
60.0 0

7 0.00

80 .00

90.00

10 0.00

11 0.00

1 20.00

자료: 전승훈(2006),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국방,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환경,
보건, 오락 ․ 문화 및 종교, 교육 분야 등에서 한국의 IEC 지수가 O ECD평균
보다 높음
－ 공공질서 및 안정, 주택 및 지역개발,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등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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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P대비 분야별 IEC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음.

<표 8> GDP대비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일반행
총지출
정

지
출
비
중

IEC
지수

국방

공공질
서및
안정

경제
사업

환경

주택
및
지역개
발

오락
․ 문화
보건
및
종교

교육

사회보
장및
복지

한국

24.6

2. 2

2.6

1.4

6.5

0.7

0.9

3.1

0.6

4.3

2.4

OECD평균

46.8

7. 4

1.6

1.6

5.0

0.8

1.1

6.2

1.0

5.9

16.4

소득1만불

51.1

10.5

2.0

2.0

6.7

1.1

2.0

5.5

1.1

5.8

15.6

1~2만불

44.8

8. 2

1.8

1.8

4.6

0.7

0.8

5.8

0.9

5.1

15.2

2만불 이상

46.4

6. 4

1.5

1.5

4.7

0.8

0.9

6.5

1.1

6.1

16.9

한국

90.24

90. 78 119.54

97.22

OECD평균

97.62

89. 41

104.14

96.38

소득1만불

102.34 100.00 121.09 101.54

96.29 116.62

1~2만불

93.95

84. 78

81.09

114.40

96.37 101.17

74.58

105.58 142.21 103.88

95.65

2만불 이상

98.08

88. 05

94.47

101.88

98.19

89.72

105.22 104.94 107.76 101.71

96.96

증가

증가

감소

소폭증
가

감소

증가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따른 변화 방향

96.12

126. 98 105.08
98.67

85.20

125.76 198.68 114.97

33.25

92.36

106.15 114.39 104.22

95.27

75.82

106.50 81.73 111.38 103.99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증가

자료: 전승훈(2006),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나. 재정지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전망
○ 2007~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6.9%씩 증
가하여 2011년에 3,112조원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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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단위: 조 원)

2005년
계획

2004

2004년
계획
196.2

2005

208.0

208.7

2006
2007

220.7
234.2

221.4
234.8

224.1
238.5

238.4

2008

250.9

249.9

253.8

257.3

266.0

269.9
287.0

274.1
292.1

6.4

311.2
6.9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6.3

6.3

2006년
계획

2007년 계획

○ 분야별 지출은 S OC 및 여타 경제사업 예산의 점진적 축소와 국방 및 사
회복지 관련 분야의 확대로 요약
－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연평균 9.7% 씩 증가하여 2011년에 총지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33.2% 에 달할 전망
－ 국방분야도 연평균 9% 씩 증가하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에
12.9% 에 달할 전망
－ 반면 2011년의 수송 등 S OC 사업예산 비중은 2007년에 비해 1.7%p 하락
하여 6.6% 에 그칠 전망
○ R &D 예산은 연평균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지만 2011년의 지
출규모가 14조원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 에 크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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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7～2011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 원, %)
비중(%)

지출규모
’07

’08

’09

’10

’11

연평균

’07

’08

’09

’10

’11

R&D

9.8

10.9

11.8

12.8

14.0

9.3

4.9

5.0

5.0

5.1

5.2

사회복지•보건

61.4

67.5

74.7

81.9

88.9

9.7

30.5

30.9

31.9

32.7

33.2

교육

31.4

35.7

38.0

40.7

43.7

8.6

15.6

16.3

16.2

16.3

16.3

수송교통•지역개발 18.4

18.9

18.9

19.2

19.9

1.9

9.1

8.6

8.1

7.7

7.4

농림•해양수산

15.9

16.5

16.8

17.2

17.7

2.8

7.9

7.5

7.2

6.9

6.6

산업•중소기업

12.6

12.6

12.7

12.9

13.1

1.0

6.3

5.8

5.4

5.2

4.9

환경

4.0

4.4

4.6

4.7

4.9

4.9

2.0

2.0

2.0

1.9

1.8

국방비(일반회계)

24.5

26.7

29.1

31.7

34.5

9.0

12.2

12.2

12.4

12.7

12.9

통일•외교

2.4

2.6

2.7

3.0

3.2

6.9

1.2

1.2

1.2

1.2

1.2

문화•관광

2.9

3.1

3.1

3.2

3.2

3.1

1.4

1.4

1.3

1.3

1.2

공공질서•안전

10.9

11.6

12.4

13.1

13.9

6.2

5.4

5.3

5.3

5.2

5.2

균형발전

7.2

8.1

9.2

9.9

10.9

10.7

3.6

3.7

3.9

4.0

4.1

총지출

238.4

311.2

6.9

100

100

100

100

100

1)

257.3 274.1 292.1

주: 분야별 재원배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계기준
자료: “2007～2011 국가재정운영계획”, 기획예산처

□ 경제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지출 전망
○ 1970-2005년 기간 동안의 IMF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분야별 재정수요
의 변동추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째 유형은 순환적 변동(cycl ical fluctuation)을 보이는 것으로서 경제개발
관련 재정수요, 주택건설 재정수요 및 교육 재정수요가 이에 속함
• 2006-2011년 기간 동안 경제개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주택건설 재정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둘째 유형은 점진적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일반행정 재정수요와
국방 재정수요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유형은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사회보장 재정수요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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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오락 재정수요 및 기타 재정수요가 이에 속함

<표 11> 재정수요전망 (2006~2011)
규모(억원)
경제개발
대GDP비중(%)
순
규모(억원)
환 주택건설
대GDP비중(%)
형
규모(억원)
교육
대GDP비중(%)
규모(억원)
감 일반행정
대GDP비중(%)
소
규모(억원)
국방
형
대GDP비중(%)
규모(억원)
사회보장
대GDP비중(%)
증
규모(억원)
가
기타
대GDP비중(%)
형
규모(억원)
문화오락
대GDP비중(%)
자료: 김성태(2007)

2006
380,580
4.31
81,850
0.94
271,115
3.11
89,090
1.02
206,895
2.37
401,955
4.62
325,606
3.74
205,348
0.23

2007
418,734
4.50
82,145
0.88
283,592
3.04
96,223
1.03
217,319
2.33
490,378
5.27
329,271
3.53
221,819
0.23

2008
446,377
4.46
84,431
0.84
296,722
2.96
104,123
1.04
231,133
2.31
577,296
5.77
337,596
3.37
235,128
0.23

2009
506,586
4.71
87,196
0.81
309,844
2.88
110,612
1.02
241,587
2.24
681,854
6.34
346,383
3.32
247,341
0.23

2010
548,811
4.74
90,474
0.78
325,047
2.81
117,497
1.01
257,422
2.22
775,836
6.71
363,218
3.14
258,261
0.22

2011
642,697
5.17
94,385
0.75
337,979
2.72
124,820
1.00
270,377
2.17
947,456
7.52
373,218
3.00
267,269
0.21

○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경제개발 지출 감소를 통해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님
－ 일반행정 재정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일반행정 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조직과 행정제도를 개편하
여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국방 재정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방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증가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재원충당의 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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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 국가채무 추이
○ 외환위기 이전까지 감소추세이던 G 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1997~1999
년과 2003~2005년의 기간 동안 크게 증가
－ 외환위기 이전 1992~1996년 기간 동안 국가채무의 증가율은 경상GDP 증
가율을 크게 하회 하여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이 감소
－ 외환위기 이후 1997~1999년 기간 동안 국가채무의 증가율은 평균 33% 를
상회하며 국가채무 G DP 대비 비율은 1996년 8.2%에서 1999년 18.6% 로
급증
－ 2000~2002년의 기간 동안 국가채무 증가율이 10% 안팎으로 둔화되어 국
가 채무 GDP 대비 비율은 19.5% 내외를 유지
－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동안 저조한 경상GDP 성장률과 더불어 평
균 23% 수준의 높은 국가채무 증가율에 기인하여 국가채무 GDP 대비 비
율은 다시 급증하여 2005년 30.7% 수준
－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
－ 2003년부터 급속히 증가한 국가채무에는 2006년 종료예정인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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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추이
(단위: 조 원, %)

국가채무
규모(A)
증가율

경상GDP
규모(B)
증가율

GDP 대비 비율
비율(A/B)
증가율

1992
1993
1994

31.0
32.8
34.4

11.9
6.0
4.8

257.5
290.7
340.2

13.9
12.9
17.0

12.0
11.3
10.1

-1.8
-6.1
-10.4

1995
1996
1997

35.6
36.8
60.3

3.5
3.4
63.7

398.8
448.6
491.1

17.2
12.5
9.5

8.9
8.2
12.3

-11.7
-8.1
49.6

1998
1999

80.4
98.6

33.3
22.6

484.1
529.5

-1.4
9.4

16.6
18.6

35.3
12.1

2000
2001
2002

111.4
122.1
133.6

13.0
9.6
9.4

578.7
622.1
684.3

9.3
7.5
10.0

19.3
19.6
19.5

3.4
1.9
-0.5

2003
2004
2005

165.7
203.1
248.0

24.0
22.6
22.1

724.7
779.4
806.6

5.9
7.5
3.5

22.9
26.1
30.7

17.1
14.0
18.0

주: 1997년부터 국가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이전 자료와 시계열 불일치
자료: 재정경제부 협조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년 4/4분기,” 2000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6
e-나라지표, http://index.go.kr

□ 국가채무 전망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6년 국가채무는 283.5조원으
로 GDP 대비 비율은 33.4% 이며 2008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0년 3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06년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종료로 2007년부터 국가채무의 증가율과
G 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
－ 2003~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에 소요된 지출은 53조원 규모
－ 이를 제외한 국가채무의 증가율(2002~ 2006년 기간)은 연평균 14.6% 로 최
근 경상GD P 증가율의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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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시점별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전망결과
(단위: 조 원, %)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
국가재정운영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채무

204.5

243.4

271.2

283.5

296.5

GDP 대비
비율

26.2

28.9

29.8

28.8

27.9

국가채무

248.1

279.9

298.5

314.1 325.8

GDP 대비
비율

30.4

31.9

31.7

31.1

국가채무

283.5

302.9

320.4 336.9 350.5

GDP 대비
비율

33.4

33.4

32.9

국가채무

302.0

318.8 335.3 353.3 369.1

GDP 대비
비율

33.4

32.9

30.0

32.3 31.3

32.3 31.8 31.0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호

□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 일본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보
이고 있는 국가 (2005년 172.1%, 2007년 전망 177.3%)
－ 1990년대 초반 70%를 하회하던 일본의 국가채무 GD P 대비 비율은 90년
대 중반 이후 연평균(1996~ 1999) 10%를 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9
년

128.9%에 달하였고, 2000년 이후 연평균 4.6% 의 둔화된 증가율을 보

이며 2005년 172.1%의 높은 수준
○ 1995~2000년 기간 동안 OEC D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G DP 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율도 우리나라나 일본
보다 상당히 낮은 1.9%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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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본의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단위: %)
18 0

172.1
168.1
160.2
154.0
145.2
137.1
128.9

16 0
14 0
12 0

114.9
102.3

10 0

95.3
87.7

80

68.6 64.8 68.6

60

74.7

80.2

199 0 1 991 19 92 1 99 3 1 994 19 95 199 6 1 997 19 98 199 9 2 000 20 01 200 2 2 003 20 04 200 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표 14> 주요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유로 OECD
지역 평균

1990

21.9

74.5

16.5

38.6

41.5

68.6

47.7

46.7

33.0

66.6

48.4

56.3

1995

41.9

100.8

65.1

62.6

55.8

87.7

68.9

82.0

52.7

74.2

72.2

71.7

2000

23.5

82.7

52.9

65.0

59.9

137.1

66.0

63.9

45.7

58.1

75.1

70.8

2005

14.4

69.3

48.6

76.5

69.6

172.1

50.4

59.3

47.2

64.1

77.5

77.7

2006전망

13.3

62.5

48.8

75.9

71.3

175.2

47.6

54.4

50.3

64.1

77.5

78.1

2007전망

12.7

57.5

49.9

75.1

71.1

177.3

45.5

49.4

52.8

64.7

77.0

78.4

13.9

6.2

31.6

10.2

6.1

5.0

7.6

11.9

9.8

2.2

8.3

5.0

95~00 -10.9

-3.9

-4.1

0.8

1.4

10.6

-0.9

-4.9

-2.8

-4.8

0.8

-0.3

00~05

-9.4

-3.5

-1.7

3.3

3.0

4.6

-5.3

-1.5

0.6

2.0

0.6

1.9

90~07

-3.2

-1.5

6.7

4.0

3.2

5.7

-0.3

0.3

2.8

-0.2

2.8

2.0

평
균
증
가
율

90~95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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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금
□ 특별회계 및 기금의 현황
○ 우리나라의 기금운용개수는 2006년에 총 61개로 2002년에 비해 13개가 증
가 하였으며, 기금운영규모도 2006년에 358조5520억 원으로 2002년도 144
조7760억 원에 비해 147.6% 증가하였음

<표 15> 연도별 기금운용․총조성규모
(단위: 10억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운용규모
(기금개수)

144,776
(48)

205,570
(49)

312,330
(57)

319,704
(57)

358,552
(61)

총조성누계

655,279

801,154

1,110,667

1,317,173

1,545,712

173,284
83.5

188,913
108.8

187,898
166.2

195,745
163.6

203,103
176.5

684,263
21.1

721,345
28.5

779,053
40.1

839,164
38.1

906,297
39.6

824,228
79.5

888,989
90.1

925,904
119.9

961,088
137.0

1,009,142
153.2

재정규모
- 재정규모대비
운용규모
경상 GDP
- 경상 GDP대비
운용규모
총통화
- 총통화대비조성규모

주 : 1. 당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57개이지만, 이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역
신문발전기금 ·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의 3개 기금이 운용계획 및 총조성액에 추가되었음.
2. 운용규모(사업비+차입금상환·내부거래+여유자금운용 등)는 수입 또는 지출규모로서 총계규
모임. 2005년부터는 금융성기금(9개)가 포함되었음.
3. 총조성액은 출연금, 부담금, 차입금, 운용수입 및 평가계정으로 구성되며, 이 중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을 포함한 사용액을 빼면 순조성액이 산출됨.
4.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일반+특별)의 총계기준임.
5. 2005년 및 2006년의 경상GDP 및 M2(평잔 기준)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물가 일정을
가정)에 대한 정부 측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된 것임.
자료 :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국회예산 정책처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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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및 기금의 문제점
○ 특별회계와 기금은 재정구조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는 요인
으로 작용
－ 자금의 전출입을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정구조이
고 동시에 회계와 기금별로 재원을 경직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운
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많이 설립함에 따라 회계와 기
금간의 사업역할이 불분명해지고 중복되는 재정사업을 수행하여 재정운
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각 회계와 기금별로 재원을 경직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정책우선순위가 낮
은 사업에 과다한 재원이 투입되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에 따른 재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재정운용의 불투명성
으로 인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한 예산총액배분 자율성제도의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2007년 5월 현재 사업장가입자 8,881,363명, 지역
가입자 8,968,203명 및 기타 임의가입자 52,271명 등 총 17,901,837명에 달
함
－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7월 27일 개정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1일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수준이 하위 100분의 70이하인 자를 수급대
상으로 함
○ 보험료
－ 국민연금 :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3%의 낮은 보험료로 출범하였으
나5년 뒤인 1993년에 6%로, 다시 5년 후인 1998년에는 9% 로 인상되어
2007년 8월 현재까지 9%로 유지
－ 기초노령연금은 재원이 일반 조세에 의해 조성되도록 되어 있어 기초노령
연금 수급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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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국민연금 :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평균 소득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
우 2007년까지는 평균소득액의 60%, 2008년에는 50% , 2009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 로 함.
－ 기초노령연금 : 2008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개정 국민연금법 51조 1항 1
호에 의해 규정되는 ‘평균소득월액’의 5% 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지급되나 2028년까지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연금액으로 상향조
정되어 지급될 예정임
○ 국민연금 기금 추이 및 전망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약 20% 이상 증가한 국민연금기
금은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07년 5월 현재 225조6,440원에 이르
고 있으며 향후 2010년에 300조원, 2012년에는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당초 204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

[그림 6] 국민연금 기금 전망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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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현황 및 계획
－ 2007년 5월 현재 전체 기금 225.6조원의 약 85.3% 에 이르는 192.5조원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운용기금 중 약 99.6% 에 이르는 191.8조원이 금융
부문에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복지부문 및 기타부문에 운용되고 있음.
－ 2007년 5월 현재 금융부문에 투입되어 있는 192.5조원의 약 79.1%가 국내
채권에, 약 8.6%가 해외채권에, 그리고 약 9.2%가 국내주식에, 약 1.0% 가
해외 주식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음. 나머지 약 2% 는 정기예금, SOC 투
자 및 사모투자 등의 대체투자, 기타 단기자금 등에 운용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중기(‘08~’12) 자산배분(안) 및 이에 따른 2008년 국민연금기
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및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16>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 현황 및 계획
구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말

2012년말

금액(조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주식 전체

21.9

11.7

16.4

23.8

30% 이상

국내주식

20.6

11.0

13.6

17.0

20% 이상

해외주식

1.3

0.7

2.8

6.8

10% 이상

채권 전체

165.0

87.2

81.5

73.3

50% 이상

국내채권

148.6

78.5

74.0

66.4

50% 미만

해외채권

16.4

8.7

7.5

6.9

10% 미만

대체투자

2.1

1.1

2.1

2.9

10% 미만

계

189.0

100.0

100.0

100.0

100.0

○ 기금관리구조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회에 의해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을 심의, 의
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실무수행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
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심의, 평가를 수행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재정경제부차
관,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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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 6인과 사용자단체 추천 3인, 근로자단체
추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농어업인단체 추천 2인, 자영자 관련 단체
추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2인), 관계 전문가 2인 등 총 14
인의 위원장 추천 위원으로 구성됨(총 21인).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과 당연직위
원(공단 이사장 제외)이 지명하는 소속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사용자단체
추 천 3인, 근로자단체 추천 3인,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6인(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각 2인), 관계 실무 전문가 2인 등 총 21
으로 구성됨.

4. 재정시스템

□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
성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
성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
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정보 조
항을 명시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교부금정산, 채무상환, 추경편성 순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
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감면이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함
－ 또한, 국회의 예산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항들을 마련하
고 정비한 것도 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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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안은 그 동안 재정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개선
의 여지가 있음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 필요하
며,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폐
지가 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지침의 통보시점을 한달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의 전략적 필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와 부합함
－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안에서 연
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재정에 대
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 국가재정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 직한 것으로 평가됨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재정운영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
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계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제성장률,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명확한 원칙과 목표 없이 매년 계획마다 크게 달라지
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의 자동안정화 기능도 미약한 것으로 평가
－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총수입 규모는 작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총지출은 커지고 통합재정수지 규모가 줄어들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
아지는 양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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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성장률

4.6

5.0

4.8

4.8

4.8

2007년

총수입
총지출

250.6
238.4

274.2
257.3

291.7
274.1

311.7
292.1

333.9
311.2

계획

통합재정수지

12.2

16.9

17.6

19.6

22.7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14.8
302.0

-11.1
318.8

-10.8
335.3

-9.9
353.3

-7.4
369.1

실질성장률

5.0

4.6

4.9

4.8

4.8

2006년

총수입
총지출

235.3
224.1

251.8
238.5

269.8
253.8

289.0
269.9

309.1
287.0

계획

통합재정수지

-0.9

13.3

15.9

19.0

22.1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14.9
283.5

-13.7
302.9

-12.1
320.4

-10.3
336.9

-9.0
350.5

실질성장률

3.8

5.0

4.9

4.9

4.8

2005년

총수입
총지출

222.4
208.7

235.6
221.4

253.6
234.8

272.7
249.9

293.2
266.6

계획

통합재정수지

1.7

2.2

18.8

22.8

27.2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12.1
248.1

-11.7
279.9

-10.7
298.5

-10.5
314.1

-9.7
325.8

5% 대
213.1
225.6

244.9

263.0

283.7

실질성장률
총수입
2004년

총지출

196.2

208.0

220.7

234.2

250.9

계획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3.3
-7.2

5.6
-8.2

12.2
-5.4

28.9
-2.9

32.8
-0.5

국가채무

204.5

243.4

271.2

283.5

296.5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2005,2006, 2007 대한민국정부
주: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총지출,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총액배분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예산편성은 소관
부처가 담당함으로써 일선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
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보의 비대칭성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의사소통구조가 원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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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운영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예
산총액을 결정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팔요성이 높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수정됨에 따라 예산총액배분 자율평성제도가 재
정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이에 따라 지출
상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높
일질 수 있음

□ 성과관리예산제도
○ 성과관리제도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바탕으
로 한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방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환류(feedback)가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재정투입과 연계하여 성과제도를 운영
하기 어려움
－ 재정지출의 성과는 국민의 만족도로 나타나게 되나 국민의 만족도를 계량
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함든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재정사업 투입과 성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성과 지표를 개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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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지출 관련 주요 이슈
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논란

○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를 사회적 통합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를 추정할 경우,
외환위기 전후로 지니계수는 7.4% 증가하였으나, 양극화 지수는 67%~310%
증가(신동균․전병유[2005], 전병유 외[2007])
－ 따라서 소득양극화가 사회통합의 지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
문에 양극화문제를 소득불평등도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
－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은 소득구간 조정시 요구되는 반올림으로 인해 측정
오차가 크고, 복수응답비율이 높아 통계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를 추
정할 경우 양자간의 통계적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3)
－ 유경준(2007)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지수는 외환위기 전후로
15~20% 상승하여 지수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18> 소득불평등도지수와 극화지수의 비교(가국소비실태조사)
Gini

W

EGR(a=1)

EGR(a=2)

1996

0.292

0.251

0.065

0.124

2000

0.348
(19.3)

0.303
(20.6)

0.075
(15.4)

0.143
(15.3)

자료: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유경준(2007), 한국개발연구원
주: 1) W= Wolfson 지수, EGR=Esteban, Gradin, and Ray 지수
2) 상대적 빈도에 대한 가중치
3) ( )은 1996년 대비 증가율
4)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1인가구 포함), 가구원 수를 동등화지
수로 조정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구하였음.

3) 유경준(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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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복지에 대한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
－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인식
－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현재의 복지 정책은 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층을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양
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성장의 둔화에 따라 절대 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는 악화
－ 강석훈(2006)의 각 소득분위별 소득비중의 연간 증가율과 경제성장율 간
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1분위의 상관계수가 0.657로 가장 높고 2분위
가 0.550이고 3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0.5수준 그리고 9분위 0.462 10분위
0.278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이 1분위 계층이며 10
분위 계층이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함
－ 유경준(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과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절대적 소득불평등
도와 빈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됨
－ 절대적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은 성장의 저하를 가져와 오히려
절대빈곤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분배정책의 목표는 소득불평등도가 아닌 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층
을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나. 복지지출의 적정성 논란

○ 참여정부 들어 국정운영방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복
지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 분야의 2007년도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9.6%증가하여 61조3,849
억 원으로 정부의 총지출의 25.6%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16.1%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79.4조
원으로 정부의 총지출증가율 보다 2.5배 빠르게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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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복지재정지출 규모 : 2004~2010년
(단위: 억 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연평균
증가율

정부총지출
(A, 조원)
복지재정
지출(B)
복지재정지
출비중(B/A)

196.2

208.7

224.1

237.1

253.8

269.9

287.0

1,676.8

6.5

323,610

378,887

560,259

613,849

669,228

728,624

794,125

4,068,582

16.1

16.5

18.2

25.0

25.9

26.4

27.0

27.7

24.3

-

[분야별]
사회복지
보건

280,035

328,626

505,151

560,958

611,757

668,411

730,471

3,685,409

17.3

43,575

50,261

55,108

52,891

57,471

60,213

63,654

383,173

6.5

[회계별]
예산
기금

128,688

146,729

172,514

168,186

184,293

205,024

230,370

1,235,804

10.2

194,922

232,158

387,745

445,663

484,935

523,600

563,755

2,832,778

19.4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2006.
2.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 예산개요」, 2007b.
3. 「NABO 재정 브리프」, “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 박인화, 2007.6 에서 재인용

○ 2004년에 예산: 기금 비중이 4:6이던 것이 2010년에는 기급사업비의 증가로
3: 7로 역전될 전망
－ 기금의 사업비증가는 국민연금의 성숙도 증가 등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급 여비의 증가 때문임
○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고 재량적 지출비중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어 복지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
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음
－ 사회보험지출, 기초생활보장금여지원, 보훈급여금 등 법정지출은 90% 를
상회하고 재량적 지출 비중은 10%내외에 불과하여 보육,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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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부분별 지출규모 : 2004~2010년
(단위: 억 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8,306

46,225

53,438

65,831

71,464

81,088

94,340

450,692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16.2

취약계층 지원

8,671

10,345

7,175

9,108

9,916

10,609

11,352

67,176

4.6

공적연금

139,758

160,582

172,025

189,955

214,824

244,850

273,638

1,395,632

11.9

보육·가족·여성

4,556

6,786

9,426

12,135

15,247

17,100

18,755

84,005

26.6

노인·청소년

-

-

5,729

7,532

9,591

10,550

11,605

45,007

19.3

노동

65,657

78,341

93,186

104,294

114,003

123,547

135,578

714,606

12.9

국가보훈

23,087

25,006

26,985

29,711

32,732

36,167

39,527

213,215

9.4

주택

(113,049)

(116,821)

135,459

139,664

140,832

141,084

142,016

699,055

1.2

사회복지 일반

-

1,341

1,729

2,726

3,148

3,417

3,660

16,021

22.2

건강보험 지원

37,842

40,375

42,962

41,350

43,533

44,977

46,991

298,030

3.7

보건의료

4,641

8,686

10,605

9,888

12,208

13,428

14,771

74,227

21.3

식품의약품안전

1,092

1,200

1,541

1,654

1,730

1,809

1,892

10,918

9.6

[보건분야]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2006.
2.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 예산개요」, 2007b.
3. 「NABO 재정 브리프」, “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 박인화, 2007.6 에서 재인용

○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빠른 지출증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 지출비중이 낮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음
－ “IMF 정부재정통계연감 2006”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지출 비중은
O ECD 30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13.0% 수준임
－ 대한민국 정부의 “2007년도 나라살림”에 의하면 보건분야 2.2% , 사회복지
분야 23.7%로, 복지재정지출은 25.9%에 달함
• 현재 정부재정에는 연간 지출액 25조원(2007)인 건강보험재정의 17%(4.1
조원)만 포함되어, 정부 총 지출 규모와 보건분야 지출이 과소 계상
－ 정부재정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건강보험지출을 완전히 반영하여 복지재정
지출 비중을 산출하면, 보건분야 10.1% , 사회복지분야 21.7% 로 정부 총지
출의 31.9%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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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부 OECD 회원국의 복지재정지출 비중 비교

(단 위: %)

88

52
26

32

55

52

61
O ECD
평균(49)

38

13

한국a

한국b

한국c

일본

영국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

주 : 1. 중앙정부재정대비복지재정지출(social protection+health)비중.
2. 기준년도 : 한국a(2005 잠정치, IMF통계), 한국b(2007, 정부통계), 한국c(2007, 정부통계 + 건
강보험재정), 일본(1993), 영국(1999), 스웨덴2003), 미국(2005), 프랑스(1993), 독일(2005).
3. 일반정부 기준시 : 스웨덴(2003) 55%, 일본(2004) 52%, 영국(2005) 52%, 프랑스(2005) 56%
4. OECD 평균 : 회원국에 따라 1993~2005년 중앙정부통계 적용.
자료 : 1. IMF,GovermentFinanceStatisticsYearbook,2006.
2. 기획예산처, 「2007 나라살림 : 예산개요」, 2007b.
3. 「NABO 재정 브리프」,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 박인화, 2007.6 에서 재인용

○ 이상의 단순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O ECD 평균의
27% ~65%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를 과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박인화(2007)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성숙도는 OECD 회원국의 1/6~1/3 수
준에 불과하고, 노인 인구비중도 2번째로 낮고, 1인당 국민소득도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
－ 또한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에 따른 보건 및 의료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에 있어 지금의 복지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건
전성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요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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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실업대책의 한계

○ 2007년 현재 노동부, 복지부 등 15개 부처가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102개
세부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직업훈련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 노동부와 복지부가 전체 세부사업의 33.3%와 19.5% 를 차지하여 일자리지
원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

<표 21> 일자리지원사업 부처별 세부사업 배분 현황(2007년 예산기준)
세부
사업수

세부
사업수

노동부

산자부

복지부

중기청

농림부

정통부

행자부

문화부

34

2

20

5

3

2

4

7

외교부

교육부

여성부

산림부

환경부

청소년
위원회

문화재청

계

1

9

6

3

2

2

2

102

자료: 이남수‧서세욱(2007),“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유사사업 또는 동일목적의 중복사업이 많아 예산의 비효율성 야기
－ 노동부의 공모형 사업과 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사업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
－ 이 밖에도 장애인 취업사업(노동부)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복지부), 신
규 실업자 직업훈련사업(노동부)과 전업주부 재취업훈련지원사업(여성가족
부),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여성가족부)과 자영업창업지원(노동부) 등을 중
복사업으로 꼽을 수 있음
○ 일자리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를 초래
－ 대학생중소기업 현장체험사업, 국민연금상담사 체용사업,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파견사업,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사업,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사회서비t m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지출
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2007년도 규모는 2006년도 6,777억원 보다 2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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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1조 4,442억원에 달함
－ 부처별 사업비중은 보건복지부가 27.6%로 가장 크고, 여성가족부가 26.8%,
산림청이 17.4%, 노동부가 10.6%, 교육인적자원부가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2>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부처별 재정규모
(단위: 억원, %)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복

지

부

1,132

비중
16.8

4,035

비중
27.9

2,904

256.6

여

성

부

2,972

44.0

3,868

26.8

896

30.2

산

림

청

1,622

23.7

2,511

17.4

889

56.9

노

동

부

517

7.7

1,527

10.6

1,010

195.3

교

육

부

87

1.3

1,518

10.5

1,431

1,645.2

문 화관 광부

281

4.2

583

4.0

301

106.6

청소년위원회

93

1.4

146

1.0

53

57.0

환

경

부

73

1.1

124

0.9

51

68.9

행

자

부

-

-

63

0.4

63

100.0

문화 재청

-

-

48

0.3

48

100.0

농 림 부
합
계

6,777

100.0

19
14,442

0.1
100.0

19
7,665

100.0
113.1

자료 : 2007년도 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일시적이고 저임금 위주의 정부주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고
임금의 민간 주도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문제 야기
－ 월 평균임금 40~69만원 수준의 일자리는 총 지원 일자리수 17만 5,842개의
14.2%인 2만 4,888개이나, 동 임금 수준의 일자리는 월 최저임금 예정액 수
준인 72만 7,320원에 미치니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임
－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수가 없는 공익형 일
자리수가 92.9%를 차자히고 있으며 수익형 일자리는 7.1%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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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1개 부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형태별․평균임금별 세부내역
(단위: 억 원, 몇, %)

지
원
금
액

지
원
금

월 평균임금

2006

2007(안)

증감액

증감률

40~69만원

809

1,418

609

75.3

공익형

70~99만원

1,233

2,073

840

68.1

수익형

100~180만원
70~99만원

4,284
414

7,568
1,527

3,284
1,113

76.7
268.8

소 계

6,740

12,586

5,846

86.7

바우처
합 계(바우처포함)

38
6,777

1,856
14,442

1.818
7,664

4,784.2
113.1

40~69만원

13,308

24,888

11,580

87.0

70~99만원
100~180만원

38,379
53,220

49,790
86,164

11,411
32,944

29.7
61.9

6,000
110,907

15,000
175,842

9,000
64,935

150.0
58.5

바우처

864

36,672

35,808

4,144.4

합 계(바우처포함)

111,771

212,514

100,743

90.1

공익형
수익형

액

70~99만원
소 계

주 : 1. 「공익형」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익의 발생 없이 정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금만을 받
는 형태이고, 「수익형」은 수혜자
부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케 하는 사
업을 의미함.
2. 바우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바우처를 포함한 지원인원 합계는 바우처지원 1인당 일자
리가 1개 증가한다는 가정에 근거함.
자료 : 2007년도 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라. 분배와 성장

○ 성장 기여론자들은 소득분배의 개선은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함으
로써 저축, 투자 등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주장4)
○ 반면 성장 저해론자들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성장을 저해
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된다고 주장5)
－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고소득자 또는
기업가의 소득과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경제성
장을 둔화시킴
4) Fields(1989), Anand and Kanbur(1993), Galdor and Zeira(1993), Perotti(1993), Broun et al.
(1998) 등 참조
5) Kaldor(1956), Stiglitz(1969), Brown(1988), Clarke(1992), Randolph and Lotti(1993), Ogwang(1995),
Ram(199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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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의 둔화는 조세원천을 손상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복
지(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조경엽(2007)은 지출규모가 연평균 1,00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보건복지지출이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주택건설, SOC 투자, 이전소득 순으로 클 전망
－ 소득분배 악화 효과는 R& D 투자, 순수공공재, 교육 순으로 클 전망
－ GDP 증가효과는 R &D, 교육 순으로 클 전망
－ GDP 감소효과는 주택건설, 순수공공재, 이전소득, SOC 순으로 클 전망
－ 고용 증가효과는 R &D, 교육, 주택건설, SOC 순으로 클 전망
－ 고용 감소효과는 순수공공재, 이전소득 순으로 클 전망

<표 24> 분야별 지출 증가의 효과 비교
(단위: %)

지니계수

10분위 배분율

GDP

고용

순수공공재

0.098

-0.149

-0.049

-0.069

보건복지

-0.009

0.011

-0.024

-0.022

SOC

-0.027

0.035

-0.003

0.017

주택건설

-0.092

0.123

-0.119

0.066

교육

0.013

-0.011

0.264

0.174

R&D

0.111

-0.109

1.480

1.239

<표 25> 정책별 우선 순위
순위

소득재분배

고용 및 경제성장

1

주택건설

R&D

2

SOC

교육

3

보건복지

주택건설

4

교육

SOC

5

순수공공재

보건복지

6

R&D

순수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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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지출 개혁 방향
가. 기본방향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과 시장의 역할 확대
○ 정부의 역할 제고를 통한 작은 정부 시현
－ 정부 조직 및 인력조정을 통한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해소
－ 민간부분의 역할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간으로 이양
－ 정부가 추진해야할 사업은 사업의 목표, 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
탕으로 중장기 경제사회여건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업을 선택
○ 기업을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고 기업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총지출 규모의 증가율 억제와 재정건전성 도모
○ 일시적 경기부양 보다는 재정준칙을 통한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
－ 경기순환을 고려한 평균적 재정수지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확대
－ 정책시차로 인해 정부지출증가는 경기변동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관리 강화
－ 사회안전망 확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대북협력 비용, 4대 연금
부족액 보전 등으로 향후 세출 압력은 가중될 전망
－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충분한 세입기반의 확대를 기대하기 불가능하
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
○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의 정교화와 기금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
－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모색

□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복지향상을 추구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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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와 저성장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복지재정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낭비적인 요소 제거
－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의 제도를 다듬고 합리화하여 사회적
복지비용을 축소
－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가 고용의 확대
와 생산성 제고로 선순환될 수 있는 복지 모델 구축

□ 재정운용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 4대 재정개혁시스템(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성과관리제
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효율성 강화

나. 세부적인 재정정책 방향

□ 일시적 경기부양 보다는 경기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재정을 운영
○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은 정책시차로 인해 경기 변동의 폭을 확대
－ 국가채무증가는 물가 및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 민간투자를 위축시킴
－ 재정지출 확대는 세금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재정지출의 확대는 시장에서 퇴출될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
시키고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를 유발
○ 명확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를 방지
－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재정지출 증가는 재전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률
을 높여 긍극적으로 성장을 저해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지출비중 확대
○ R & D 역사와 축적된 R& D 자본스톡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핀란드․프랑스․독일․아이슬랜드․스웨덴․미국의 경우 1981년 이후 줄곧 GDP대
비 정부 R &D 예산 비중이 1%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0.73%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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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D 분야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보다 확충하고 선발 선진
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R& 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정
책들이 필요
－ 정부재원을 소비적 분야에 우선 배분하기 보다는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방향으로 재원배분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R & D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예산에서 R& D 분야의 비중
을 더욱 확대할 필요

□ 사회복지 분야의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사회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사회복지재정 지출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동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를 억제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성숙도가 OECD 회원국의 1/6~1/3 수준에 불과하고,
노인 인구비중도 2번째로 낮고, 1인당 국민소득도 1/3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은 낮은 수준이 아님
－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에 따른 보건 및 의료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에 있어 지금의 복지재정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바우처제도를 확대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전달체계의 개선

□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개선 방향
○ 유사사업 또는 동일목적의 중복사업이 많고 부적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대폭적인 축소가 요구
○ 민간부문 육성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
할 경우에도 수익형 사업을 통한 높은 임금을 받는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
－ 일시적이고 저임금 위주의 정부주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민간 주도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문제 야기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고실업률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잃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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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보다는 무엇 보다 기업의 생산능력 향상과
경쟁력 있는 재화와 용역의 개발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국가채무 관리 방안
○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비한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
－ 잠재성장률 확충과 세입기반확대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대북 협
력비용, 4대 연금 부족액 보전 등 향후 세출압력 가중에 대비
○ 국가채무 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
－ 경제전망 기관들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대
한 안전장치 마련
－ 국가채무의 잔액, 만기구조, 이자구조 등 국가채무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

□ 재정운용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 국가재정법안의 개선방향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 필요하며,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폐지
가 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지침의 통보시점을 한달 정
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와 부합함
－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안에서 연부
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 국가재정법안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
직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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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방향
－ 명확한 중기재정의 운영 목표와 실행 목표를 수립
• 중기재정운용 목표를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친 평균적 개념에서 관리대상수
지 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 목표로 지출상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규율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출상환제가 도입된다면 이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연동원칙을 수립
• 대규모 재해복구, 심각한 경기침체, 국가적 위기상황 등의 위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동태적 장기 대응계획(cont ingency pl an)을 도입하여 명확한 연동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음
• 기본계획안과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 보수적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전건전성
을 제고
○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개선 방향
－ 일선부처의 자원 낭비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사업계획의 합리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이를 위해 현재 건설업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전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예산총액배분 자율평성제도를 운영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총
액을 결정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고 이에 따라 지출상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성과관리예산제도 개선방향
－ 재정사업 투입과 성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는 성과지표 개발
－ 이를 위해 현재 도입되었으나 아직 정착하고 있지 못하는 재정의 성과관리제
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등을 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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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구조 개선방향
○ 재정지출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특정분야에 대한 지출증가는 다른 분야의 지
출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임
○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확대보다 고용창출효
과가 큰 분야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가계로 일괄 이전되는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직접적
인 소득증가의 원인이 되지만, 이러한 소득증가는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유
인을 저해하여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 복지지출의 증가는 주택건설이나 S OC 투자지출 증가보다 오히려 소득분배
의 개선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GDP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사회보
장 및 복지지출(이전소득) 확대보다는 오히려 SOC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
로 평가됨
○ 공무원 수 감축, 행정조직의 개편 등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급한 과제
－ 일반행정 등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 확대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분배를 개선하기위해서는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통
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시급함
○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과 R &D투자를 확대하는 정
책이 요구됨
－ 교육과 R& D는 외부효과로 인해 모든 산업과 모든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
킬 전망
－ 교육과 R& D에 대한 지출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가 개선되는 하향평준화의 정책은 작은 정부
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순수 공공재에 대한 지출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및 R& D
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령화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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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대에 걸 맞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 특별회계 및 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폐합
○ 특별회계와 기금은 재정구조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일반회계로 통페합이 어려운 분야는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법규
정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규율을 확립하고 새로이 추진되는 각 부처의 신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

□ 국민연금 개선 방향
○ 기금운용의 시장왜곡 최소화 방안 마련
－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시장, 민간저축, 노동시장 등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데
특히 연금지급이 본격화될 시점에 급속한 자산유동화로 인한 자산시장의 혼
란, 연금 거대화와 이에 따른 보수적 자산운용에 따른 이자율 왜곡, 연금의
주식보유 확대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논란(소위 ‘기금사회주의화’ 우려)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장왜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은 주식(국내주식, 해
외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다변화를 추진
하고 있고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연기금 전문컨설팅사에 의한 기금운
용컨설팅 등을 통한 투자분권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촉위원 중에는 가입자 대표 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기금운용
결정이 수익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음
－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정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현행 국민연
금기금 지배구조 하에서 인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여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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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맡도록 함으로써 연금기
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새로운 국민연금기금지배구조 하에서도 국
민연금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영향 등의 부작용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연금기금운용의 시장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정부
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화가 필요
○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확정기여형 개인계정
부분 도입 검토
－ 현행 확정급여방식 급여구조 하에서는 국민연금의 현 세대에 대한 급여혜택
축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립 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Defined C ontribution) 개인계정을 부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연금구조를 균등 부분 및 개인계정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개인계정
부분은 확정기여형 완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균등 부분은 현행
확정급여형 하에 부과방식의 비중이 큰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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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1. 조세제도의 현황

□ 조세체계
○ 우리나라의 조세는 15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총 31개)로 구성
－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목적세 그리고 관세로 구분
－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성되고, 간접세는 일반소비세
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구성
－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짐
－ 도세 중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포함되
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서 특별회계로 편입됨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
세, 사업소득세는 시‧군 단위에서 부과되는 세금로서, 이들 중 도시계획세와
사업소득세는 목적세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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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의 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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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정경제부(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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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조세부담률
○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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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
－ 선진국은 사회보장성 기금 등이 성숙기를 지남에 따라 지난 10년간 국민부
담률 수준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빠른 고령화를 고려할 경우 국민부담률도 미국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추
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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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단위: %)
조세부담률
1995

국민부담률

2000

2004

1995

2000

2004

한국
18.1
19.6
19.5
미국
20.9
23.0
18.8
영국
28.8
30.9
29.3
프랑스
24.5
28.4
27.3
독일
22.7
22.7
20.6
일본
17.9
17.6
16.5
OECD 평균
26.1
27.5
26.5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19.4
27.9
35.0
42.9
37.2
26.9
35.1

23.6
29.9
37.2
44.4
37.2
27.1
36.6

24.6
25.5
36.0
43.4
34.7
26.4
35.9

○ ITC(International Tax Com parison) 지수 비교
－ 주어진 경제‧사회적 여건과 인구구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ITC 지수를 통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정상치를 상회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6)
－ 사회보장부담률을 제외하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모두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7> 한국의 ITC 지수
국민부담

조세부담

사회보장부담

2000

2003

2000

2003

2000

2003

나성린․이영(2002)

116

―

126

―

82

―

이영(2006)

104

112

95

102

186

169

□ 실질부담 수준
○ 국민들이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 복무제에 의한 용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
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질부담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7)
6) 이영(200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TC 지수는 국민부담률은 112, 조세부담률은 102로 정상
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7) 신종익(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준조세 관련 건수는 준조세관련 법령수는 부담금 333건,
부과금 140건, 예치금 50건, 조성비 1,037건, 수수료 1,063건, 사용료 295건, 요금 280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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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요금 등이 포함된 준조세 규모는 1997년 23조
4,251억원에서 2005년에는 62조 9,691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
－ 사회보험료가 1997년 13조 2,959억원에서 2005년 41조 9,262억원으로 치솟고
같은 기간 부담금도 5조 4,281억원에서 11조 4,2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
－ 행정요금 등은 1997년 4조 7,012억원에서 2005년 9조 6,133억원으로 상대적
으로 상승폭이 작았음.

<표 28> 한국의 준조세 규모추이
(단위: 십억 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보험료

13,295.8 15,796.6 18,948.4 21,600.7 25,838.1 30,204.6 35,001.2 38,620.7 41,926.2

부 담 금
행정요금 등

5,428.1
4,701.2

3,896.8
4,453.2

4,177.2
5,081.3

4,849.7
8,591.2

7,089.2
9,441.3

7,821.5 9,183.1 10,041.5 11,429.6
10,532.9 10,665.8 10,954.2 9,613.3

합
계 23,425.1 24,146.6 28,206.9 35,041.6 42,368.7 48,559.0 54,850.1 59,616.3 62,969.1
증 가 율
3.1
16.8
24.2
20.9
14.6
13.0
8.7
5.6
자료: 김창배(2007)에서 재인용

2. 조세제도의 문제점

□ 개방화시대에 취약한 조세구조
○ 법인세, 재산세 등 자본에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세수구조
－ 다른 나라에 비해 소비세, 재산세, 법인세 비중은 높은 수준에 있으며, 개인
소득세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음
－ 개인소득세 비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파
악률, 많은 예외조항, 높은 소득공제 때문임
－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율과세, 다양한 조세유인 등
평균세율을 낮출만한 제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나고 있는 원인은 연결납세제도의 미비, 결손이월기간의 제한, 법인 간 배당
237건, 이행강제금 23건, 가산금 184건, 과료 41건, 과태료 1,291건, 범칙금 33건, 분담금 84건, 벌
금 8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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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엄격한 과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표 29> 개인 소득세 비중
(단위: %)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19.2
35.8
28.6
11.4
27.5
22.4
27.1

14.6
41.9
29.3
18.0
25.3
21.1
26.0

13.6
34.7
28.7
17.0
22.8
17.8
24.0

3.7
10.0
10.0
4.9
10.2
6.0
9.8

3.4
12.5
10.9
8.0
9.4
5.7
9.8

3.4
8.9
10.3
7.4
7.9
4.7
9.1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표 30> 법인세 비중
(단위: %)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995

2000

한국
12.3
14.1
미국
10.3
8.7
영국
8.0
9.8
프랑스
4.9
6.9
독일
2.8
4.8
일본
15.9
13.8
OECD 평균
8.1
10.1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GDP 대비 비중
2004

1995

2000

2004

14.3
8.7
8.1
6.3
4.5
14.2
9.6

2.4
2.9
2.8
2.1
1.0
4.3
2.8

3.3
2.6
3.6
3.1
1.8
3.7
3.7

3.5
2.2
2.9
2.8
1.6
3.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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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재산세 비중
(단위: %)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995

2000

한국
14.8
12.4
미국
11.1
10.1
영국
10.4
11.5
프랑스
6.7
7.0
독일
2.8
2.3
일본
12.2
10.5
OECD 평균
5.5
5.5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GDP 대비 비중
2004

1995

2000

2004

11.3
12.0
12.0
7.6
2.5
10.0
5.6

2.9
3.1
3.6
2.9
1.0
3.3
1.8

2.9
3.0
4.3
3.1
0.8
2.8
1.9

2.8
3.1
4.3
3.3
0.9
2.6
1.9

<표 32> 소비세 비중
(단위: %)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995

2000

한국
43.1
38.3
미국
18.0
16.1
영국
35.3
31.9
프랑스
27.3
25.7
독일
28.0
28.1
일본
15.8
19.3
OECD 평균
32.4
31.6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GDP 대비 비중
2004

1995

2000

2004

36.3
18.3
32.0
25.6
29.2
20.0
32.3

8.4
5.0
12.3
11.7
10.4
4.3
11.2

9.0
4.8
11.9
11.4
10.5
5.2
11.4

8.9
4.7
11.5
11.1
10.1
5.3
11.4

<표 33> 사회보장성기금 비중
(단위: %)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995

2000

한국
7.0
16.7
미국
24.8
23.2
영국
17.7
17.0
프랑스
42.9
36.0
독일
39.0
39.0
일본
33.5
35.1
OECD 평균
24.7
24.5
자료 : OECD,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GDP 대비 비중
2004

1995

2000

2004

20.7
26.3
18.8
37.1
40.7
37.7
25.9

1.4
6.9
6.2
18.4
14.5
9.0
9.0

3.9
6.9
6.3
16.0
14.5
9.5
9.1

5.1
6.7
6.8
16.1
14.1
10.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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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ITC 지수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정상치보다 매우 낮으나,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는 정
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됨
－ ITC 지수를 고려할 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와 재
산세의 인화가 요구됨
－ 소비세가 효율적인 조세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개방화라는 경제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소비세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표 34> 세목별 ITC 지수

2003년도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54.2

102.6

136.4

123.7

자료: 이영(2006),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과 구조의 평가

□ 복잡한 조세체계
○ 국세 15개와 지방세 16개 등 31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목수가 많아
높은 징세 및 납세비용을 초래
○ 목적세가 많아 예산정책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
○ 다중부과 형태로 부과되는 세목이 많아 조세체계가 복잡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을 초래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0.5%), 특소세액(15%~30%), 교통세액
(15%), 주세액(10 ~30%)에 추가하여 부과됨
－ 농어촌특별소비세도 조세감면액(20%), 저축감면액(10%), 특별소비세액(10% ),
증권거래금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임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20% ), 경주마권세액(60%), 주민세균등할세액(10% 또
는 25%), 재산세액(20%), 자동차세액(30%), 담배소비세액(50%), 종합토지세
액(20%)에 추가하여 부과됨
－ 주행세도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 ~ 30% 범위안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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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감 조정이 가능한 부가세임

□ 비효율적 조세구조
○ 부가가치 항목 마다 두 번 이상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의 당기순이익
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등 세 번 혹은 그 이상 과세되고 있음
○ 이윤획득의 주체가 법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다르고, 같은 자본소득
이라도 배분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내용과 횟수가 다름
○ 집세의 경우에도 소유형태와 소유 주체에 따라 세부담의 횟수와 종류가 달라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
－ 자가 거주 주택의 귀속임료는 재산세 만을 부담하지만, 임대용 부동산으로
부터의 부가가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부담하며 임대
소득을 얻는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까지 부담하고 있음
－ 여기에 개별소비세, 몇 가지 목적세, 상속 증여세 등 다른 세목까지 고려하
면 과세의 중복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35> 부가가치 항목별 세부담의 중복현황
부가가치
구성항목

조세
구분

인건비

당기순이익

부가세

법인세

0

소득세

0

0

0

유보

0

0

비법인 이윤

0

0

0

0

0

자가거주 주택
집세

재산세

0

배당

지급이자

자본이득세

0

자가사업용

0

(0)

0

0

임대사업용

0

(0)

0

0

주: 1. 자가사업용 자산의 부가가치는 당기순이익으로 포함됨
2. 법인기업의 자가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수익은 법인세 부담

○ 소득원천별 세금부담의 격차가 심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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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마다 필요경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각 당해 소득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너무 과도한 세율이 부과되
어 부동산 동결효과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과도한 조세왜곡 유발
○ 기업형태와 규모에 따른 세제지원 격차가 심하여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하고 글로벌 경쟁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야기
○ 일반법인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배당수입공제 허용범위가 낮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지주회사와의 세제지원 격차로 인해 회사설립의 자율
권이 저해
－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배당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거
나, 배당수입공제 비율을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
를 완화해야 함

<표 36> 한국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상장법인

지주회사

일반법인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30%~40%

70%

40%~100% 미만
100%
30%이하
30%~100% 미만
100%

90%
100%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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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50%(밴처기업 20%)
~ 80%이하
80%~100%미만
100%
50%이하
50%~100%미만
100%

익금불산입률
70%
90%
100%
30%
50%
100%

<표 37> 미국의 배당수입공제
지분율

타회사 지분

공제율
20% 이하

70%

20%~80%

80%

80% 이상

100%

계열사

100%

○ 이월‧소급공제도 기업규모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
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저하 요인
으로 작용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1년간 소급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월공제
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5년간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일반 주식회사에게 2년 소급공제와 20
년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결손금 이월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밖에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상속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
증평가” 등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조세지원이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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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규정
구

분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
(법법 25조 1항)

연12,000,000원

연 18,000,000원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법령 62조 1항)

부도 후 6월이 경과해도
대손처리 불가능

부도 후 6월이 경과하면
대손처리가능

결손금소급공제
(법법 72조 1항)

소급공제 불가

소급공제 가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조)

해당사항 없음

사업용 자산 투자액 ×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해당사항 없음

법인세의 5%∼30% 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10조)

직전 4년 평균발생액
초과액 × 40%(법 소정
위탁연구․인력개발비 50%)

다음 중 선택
① 직전 4년 평균발생액 초
과액 × 50%
② 당해 연도 발생액 × 15%

최저한세율(조특법 132조)

13%
(과표 1천억 초과분 15%)

10%

분납기한(법법 64조 2항)

1월

45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령 167조
주)
8항)

20%(대주주의 1년 이내
양도 30%)

10%

상증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조특법 100조의 2)주)

할증평가

2005.1.1부터 2009.12.31까지
할증평가 배제

주: 위의 표의 두 규정은 중소기 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보다 범위
가 넓음)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이철재, “세법강의”, 2007.

□ 높은 조세지출비중
○ 조세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이 남발되고 다양
한 이해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조세제도에
반영시킴으로써 조세지출은 더욱 복잡해지고 균형을 잃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비율은 약 14%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승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음
－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직접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세가 36.1%,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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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36.5%를 차지하고 있고, 8)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서 17.9%의 조세지출
이 일어나고 있음9)
－ 2004년도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보면 근로자 지원이 22.1%, 농어민 지원이
14.3%, 설비투자 및 R& D 지원이 37.2%,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11.4%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이 11.0% 등을 차지하고 있음

<표 39>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 원,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전망)

조세지출(A)
직접세
간접세
관 세

132,824
95,147
36,293
1,384

137,298
97,183
39,025
1,090

147,261
101,676
44,323
1,262

175,080
123,311
50,558
1,211

186,270
135,842
49,294
1,134

관련국세(B)

832,214

886,020

964,086

1,075,599

1,130,705

조세지출비율
A/(A+B)

13.8

13.4

13.3

14.0

14.1

자료: 재경부(2005)

○ 조세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조세원천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율이 절대수준으로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
은 아니나 과도한 조세지출로 인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
고 있음
－ 세원이 좁은 세제는 수평적 공평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 아니
라 수직적 공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 비과세 감면이 많아지면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조세행정비용과 납세
자의 납부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비과세 감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자격제한 규정들을 만들
게 되고, 어려운 제도에 순응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
대로 받지 못하는 불공평이 야기될 수 있음10)
8) 일가구일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비과세 등에 의한 조세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의한 조세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면세가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세연구원의 비공식 추정에 의하면 이 금액이 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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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조세지출과 높은 면세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의 납세자 비율이 80%를 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득
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의 절반 정도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표 40> 근로소득세의 납세자 비율 비교
(단위: %)

한국

구분
근로소득세
납세자비율

미국

1995년

2003년

68.8(39.6)

51.0(51.3)

영국

일본

캐나다

80

83

1999년
83

80

주: ( ) 안은 사업소득세 납세자 비율

□ 불합리한 과세체계
○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이 물가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 소득세 부담이
매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너무 과도하여 부동산의 수익권을 몰수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원본을 침해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음
－ 과도한 보유세는 순수 주거목적의 주택소유자(특히, 노인계층)의 주거․복지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
－ 과도한 보유세는 거래가격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거주자들에게 기준금
액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형태 변화를 유도
○ 누진구조인 종부세 세대단위합산과세의 위헌성 문제 대두
－ 누진구조를 가지면서 세대단위로 합산과세는 종부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10)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유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
제로 영세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유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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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
○ 종합부동산세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한
다는 논란의 소지가 일고 있음
－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써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데,
보유기간동안 보유세를 과세한 후 양도시에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으
로써 동일 과세물건(보유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중복 과세함.

□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 양도소득세
○ 세율과 세부담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음
－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조세부담총액이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판정을 받을 수 있음11) .
－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50% ~ 60%에 달
하는 높은 세부담에 직면.
－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
지만 동결효과로 인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가져와 수
요가 증가하는 주거선호지역의 경우 지속적 가격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
게 됨.
<표 41> 양도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9~36(누진세율)

○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40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60

○ 미등기자산

70

○ 주권상장주식 ․ 코스닥상장주식 (단, 중소기업주식 : 10%)

20

○ 비상장주식 (단, 중소기업의 주식 : 10%)

20

* 중소기업 외의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미만 보

30

유하다 양도하는 주식
○ 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없음)

9~36(누진세율)

11) 독일법원의 재산세(Vermogensteuer: 순부유세)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재산보유과세는 수익세이
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부담의 총액이 재산수익(기대가능수익)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위헌이 될 수 있다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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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상속세
○ 캐나다는 1972년,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으
며, 미국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 총세수입에서 1997년도 상속과세의 세수입 비중이 1% 를 넘는 나라는 프랑
스･일본･한국‧미국 등을 꼽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상속과세는 유산과세형으로 되어 있어 조세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
니라 부의 분산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증여과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과세권자에 제한 없는 유추해석을 허용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 폭넓은 재량적 판단권을 부여하
여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 다음에서 예시하는 증여과세 등의 규정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임
－ 모든 사람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
－ 증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
－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에 대한 증여과세
－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3. 세제개편 방향
가. 기본방향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 복무제에 의한 용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소득수준의 격차 등을 고
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가져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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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 초래
○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본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근로자 등 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의 부담으로
전가
－ 앞으로 생산요소로서의 가치가 자본보다도 고급인력에 더 부여될 것이라고
보면 과도한 누진 소득세 구조에 의한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음
○ 조세의 효율 극대화
－ 세원이 넓고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높이고, 세원이 좁고 비효율적 세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
－ 누진세율구조를 완화하여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 조세지출의 규모를 줄여 세원을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

나.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 방식의 세목 폐지
○ 목적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목을 폐지하고 일반세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유연
성을 제고
○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세제를 단순화와 과세기반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

□ 법인세제 개편
○ 국제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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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소득세할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세율을 인하를 도모
－ 현재의 2 단계 과세구간을 미국과 같이 다단계 과세구간으로 확대
○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배당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배당수입공제 비율을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 강화해야함
○ 소급‧ 이월제도 확대 및 강화
－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1년간 허용되는 소급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
기간도 미국과 같이 2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도 현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리스크 관리 역
량을 강화
○ 법인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한계세율 인하
－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면서 R &D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
대에 도움이 되는 유인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강
－ 이와 더불어 세율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여 실질 세부담이 없도록 함

□ 개인소득세 개편
○ 실효세율 인하
－ 최고세율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
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 구축
－ 주민세소득세할의 폐지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하 도모
○ 배당소득은 모두 원천분리과세하는 방안 검토
○ 개인소득세의 면세점문제를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
－ 면세점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수준을
장기간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세점 인하효과 추구
－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공제제도상의 불공평 해소
－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
－ 과표양성화율에 맞춰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의 증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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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원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 특히 양도소득 세율이 너무 높아 수익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있어 부동산 거
래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을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여야 함

□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 다양한 세목들의 정비와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의 감소는 부가가치세 비중
확대를 통해 보완
－ 조세왜곡 효과가 큰 세목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여가
는 방향으로 개편
○ 세율조정, 비과세 및 감면 축소
－ 금융기관 등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
제법과 가산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면세대상을 획기적으로 감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 재산세의 명실상부한 자주재원화를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두 세목의 독립적 운용
－ 납부한 재산세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종합부동
산세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세목이 독립적인 효과를 유지
○ 종부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
－ 현재보다 과세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
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위헌소지가 있는 세대합산과세제도 폐지
○ 종부세의 신고납부를 부과납부제도로 전환
○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과세권을 강화
－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를 개편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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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재산세는 “응익성”과 “응능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
토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세금은 지역간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재
산세는 이러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목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선진국들은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중심 세목으로 하
고 세율도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지방정부의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방분권
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1 2)

□ 상속증여세의 개편방향
○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세율인하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
－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하는 데 만족
할 정도의 소득세제상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
－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라를 완비한
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인하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
는 방향으로 상속세과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 시 10% ~ 30%의 할증 제도 폐지
－ 제도적 개선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임
12)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을 인상
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
의 수입도 증가하므로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정부계층의 세수를
확대시키므로 지방정부의 세율인상 유인이 반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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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
가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라 소득세로 과세

다. 장기 세제개편
○ 고령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본과 고급인력의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충실한 장기세제개편은 아래에 정리된 바와 같음
－ 기업세로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의 조세 부과
－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의 추가과세
－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과세되는 개별소
비세 형태의 조세 존치
－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사업용부동산
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의 세원화
－ 지방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여 일정한 지
표에 따라 지방정부에 분배
<표 42> 장기 세제개편 방향
구분

국세

지방세

세목
기업세
(국세분; 모든
형태의 기업 대상)

내용
[매출액－매입액(투자포함)+수입액]에 단일세율 적용, 수출에는 0세율
적용; 지방세와 공동세로 운영

노동소득세

인건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만한 누진세율 적용

개별소비세

술, 담배, 도박, 환경오염유발 물질(탄소연료 등)

기업세(지방세분)
재산세

공동세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

자료: 곽태원․전영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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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1. 공공부문 규모
가. 공공부문 규모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 재정규모의 국제적 분류기준
○ UN의 국민재정체계(S NA)
－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경제를 비금
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일반정부부문, 가계지원 비영리기관부문, 가계부문
등 상호배타적인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분
－ 산출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은 통제 및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또는 ‘일반정부’로 분류되는데,
정부에 의해 통제 및 주로 자금조달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모두 일반정부부문으
로 분류됨13)
－ 유럽연합의 ESA지침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의 판단기준으로서 ‘50% 규칙’
을 제안하고 있음
－ 50%규칙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은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 비영리기관’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간주
○ IMF 의 GFSM 지침
－ GFSM에서 규정하는 제도단위와 제도부문의 정의와 분류, 일반정부의 내용은
SNA지침과 모두 동일
－ GFSM은 일반정부의 하위부문으로서 중앙정부, 주 ․ 성 ․ 지역정부, 지방정부를 분
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각종의 사회보장기금들을 묶어 사회보장제도라는 별도의 하위부문을 구성
할 수 있음
－ GFSM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묶어 공공부문이라 정의하고 있음

13) 여기서 통제란 비영리기관을 관리하는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일반적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82 -

□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의 논쟁
○ 우리나라의 재정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1 4)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규정되는 재정범위는 정부활동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재정통계 지침에 따라 재정통계의 규모가 상이
－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UN의 SNA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국민계정』(한국은
행)과 IMF의 GFS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한국의 통합재정수지』(재경부)가
있음
－ 『한국의 통합재정수지』에 정부의 출․투자 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비영리공
공기관의 활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음
－ 사회보장기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통합재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국민계정에서는 일반정부에 포함
－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IMF와 OEC D 재정통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43> IMF와 OECD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지출규모
(단위: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호주

IMF

58.7

55.4

46.5

53.7

46.8

43.7

40.1

37.5

36.1

35.8

OECD

58.7

55.1

46.7

53.5

47.0

43.9

43.9

37.5

36.4

35.9

주: 중앙일보, 2006.04.10 보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4년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설립하고
재정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 GDP대비 20%대로 알려져 왔던 그 동안의 재정규모가 35%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
－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주장하며 재
정지출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온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부담으로 작용
14) 옥동석(199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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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4월 5일부터 약 일주일간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재정규모 논쟁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15)
○ 중앙일보는 IMF 기준에 따라 재조정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의 지
출은 정부의 공식통계치보다 약 77조원 가량 높다고 발표
－ 재산정결과, 우리나라의 총지출은 2004년 기준 295.7조원으로 GDP대비 37.9%
라고 발표 (정부 공식통계 : 28.1%)
－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 재정통계의 문제점은 산하기관(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만을 포괄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의 자체지출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부
지출이 과소 추계된 면이 있다고 지적

<표 44> 중앙일보(06. 4. 5)가 제시 일반정부 지출 규모
(단위: 조 원, %)
정부

지출규모
(GDP대비 비중)

228.2

산하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316개)

178.2

50

67.5

합계
295.7
(37.9%)

주 1. 정부지출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재정분석결과를 따랐음.
2. 정부 산하기관에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일반정부 부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한 255
개 기관에 61개 기관을 추가하였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구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공부문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을 일반정부 부문으로 정의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비중(=자체수입액/총수입액) 50%를 기준으로
구분
－ 이에 따른 총공기업 수는 102개인데, 시장형 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
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5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로 각각 구분
15) 2006년 4월 5일 중앙일보는 ‘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탐사기획보도에서 우리나라의 GDP대
비 재정규모가 정부통계처럼 28.1%가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37.9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기본질서 왜곡‘ ’통계조작‘ ’악의적이고 정치적 의도‘라고 즉각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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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머지 196개 기관들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 공공기
관’으로 분류
<표 45> 기예처가 분류한 공공기관 102개의 유형
유 형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
시장형
만공사. (6 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
공기업
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준시장형 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
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 8개)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
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
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
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
위탁 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
집행형 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준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
기관
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
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
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6 5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
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형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
사. (13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2007년 4월 2일.

□ 일반정부 분류의 주요 쟁점
○ 자체수입 비율의 적정성
－ ESA 1995 지침은 ‘매출액/생산원가’는 공공기관의 산출물 생산비용이 시장기능
에 의해 보전되는 비중을 반영하므로 이는 당해 공공기관의 시장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회계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자체수
입/총수입’ 비율을 적용하여 시장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자체수입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
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지표로서 부적합16)
－ 사실상 강제되는 유형 C와 유형 D는 조세 또는 행정수수료로 해석되는 것이
16) 예를 들어, 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 검사료수입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담금수입이 100원일 때 그 중
25원을 ’시장기능으로 획득한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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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바람직
<표 46> 자체수입 산정방법
수입유형

개념

가중치(%)

사 고유목적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강제(유형 D)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강제(유형 C)

25%
50%

업 사업수입

▪법령상 공급독점 & 이용비강제(유형 B)

75%

▪법령상 공급독점 아님 & 이용비강제(유형 A)

100%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

50%

▪고유목적사업 및 기타사업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가중평균

수입총액
▪손익계산서상의 출연금․보조금 등 정부로부터의

비율 적용

정부직접
지원액

이전수입액

수
입 기타사업
수입
사업외수입

0%

자료: 기획예산처,「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2007년 2월 9일, p. 22.

○ 법인의 자기책임성 문제
－ ESA 1995 지침의 50% 규칙을 산정할 때 생산원가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포
함되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한 각종 경제적 자원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평가됨
－ 정부가 제공하는 국공유재산,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독점사업
(예컨대 관광공사의 면세점 또는 카지노사업), 특수법인 형태의 암묵적 보증 등
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법인의 자기책임성을 저해할 정도로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소
유권을 행사한다면 당해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특정 공공기관에서 출자지분과 이윤의 배당가능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공공부문의 지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면 이 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및 운영기관의 분류 문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부문이 중앙행정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구
분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 중심의 공공부문도 ‘지방행정기관’, ‘지방 준정
부기관’, ‘지방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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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인력규모

○ 우리나라 공무원의 전체규모는 2007년 9월 현재 95만 771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6만 5,607명이 증가하였음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 인원 2만 9,997명을 포함하면 증가 인원은
9만 5,604명에 달함
－ 국가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2006년 20조 4,000억원으로, 현정부 출범 직전
인 2002년 15조 3,000억원과 비교하여 33.3% 증가

<표 47> 역대정부의 공무원 정원 변화
(단위: 명)

구 분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국가

477,146

565,115

561,952

576,223

603,721

지방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7,050

합계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50,771

증감

110,175

176,877

43,322

-34,240

65,607

자료 : 행정자치부

○ 참여정부 이후 고위공무원수도 대폭 증가
－ 장관급 자리는 33개에서 40개로 7개 증가하였으며, 차관급 자리는 73개에
서 96개로 23개의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출범이전 행정부 3급 이상의 공무원수가 930명이던 것이 참여정
부 출범이후 248명 증가하여 현재 1,178명에 달함
<표 48> 고위 공무원수 변화
(단위: 명)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증감

장관급

33

40

7

차관급

73

96

23

3급이상 공무원

930

1,178

248

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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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들어 위원회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예산도 기하 급수
적으로 증가
－ 2006년 망 위원회 숫자는 403개로 2002년 말 364개에 비해 39개 증가
－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18개에서 28개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34개에서 49개로 각각 10개와 15개 늘어났음
－ 대통령소속 위원회 예산은 2002년에 540억원에서 올해 2,352억원으로 4배
증가

다. 공공기관의 규모

□ 공공기관 분류
○ 현재 총 공공기관 수는 314개로 정부 출자기관이 31개, 출연기관이 113개,
보 및 위탁기관이 97개, 그리고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이 73개로 공공기관의
총 수는 314개에 달함

<표 49>참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
구분

자원유형별 판단기준

기관수

출자기관

정부가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31

출연기관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113

보조․위탁기관

정부지원 (보조 + 위탁․독점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
출자, 출연, 보조․위탁기관이 최대지분
소유 또는 재출연한 기관

97

합계

314

자회사․재출연 등

73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
○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와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음
－ 참여정부 전반부인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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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6명에서 48,979명으로 7.2%가 증가하였음
－ 이들에 대한 총인건비는 2조4백9십5억 원에서 2조5천3백억 원으로 23.5%가
증가하였으며 일인당 평균 인건비도 15.1% 가까이 증가하였음1 7)

<표 50> 정부투자기관의 종업원수 및 인건비의 변화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한국관광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도로공사
KOTRA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조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합

계

2003년

2005년

종업원수

총인건비

종업원수

총인건비

750
315
6,530
4,542
576
860
2,311
3,727
553
1,550
3,061
1,786
19,115

30,295
14,053
232,585
192,025
27,691
42,606
79,650
149,392
21,260
75,650
134,514
84,311
965,544

766
327
6,441
4,869
615
1,024
2,343
4,186
586
1,553
3,634
2,280
20,355

37,841
14,848
262,897
220,282
38,171
60,266
97,886
201,245
28,215
88,910
189,447
124,582
1,165,690

45,676

2,049,576

48,979

2,530,280

라. 공기업 비대화와 비효율성

□ 공기업의 독점성과 공정거래 저해
○ 공기업은 잠재적인 민간의 진입과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하
○ 공기업 체계를 유지하려는 관련 공무원, 경영진, 임직원 및 노조의 지대 추구
로 재원의 낭비를 초래

□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 공기업은 경영형태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위임하고, 공
17) 이 자료는 동기간 동안에 새로 정부투자기관에 편입된 철도공사는 제외한 수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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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이 공기업 경영진에게 경영을 위임한 다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주인
의식이 결여되어 효율성이 매우 낮음
○ 공기업의 경영진은 정치권에 가까운 비전문가나 퇴직관료가 임명되는 경향이
있어 공기업 자체보다도 정부 특히 주무부처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하기 쉬움
○ 일반적으로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관
심을 기울이게 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공기업에 대한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감시기능이 약해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 onal asym metry)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기업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soft budget problem)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
부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이 예산제약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없이 공기업을 운영하여 큰
비효율성과 무책임이 나타남

□ 자원배분의 왜곡
○ 공기업은 여러 공공적 기능을 수익사업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본래의 사
업성격과 다소 동떨어진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소비자간, 사업자간, 지역간 교차보조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상대
가격체계의 왜곡을 초래

□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수단
○ 공공부문은 일단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역할을 축소하지 않고 예산극대화라
는 목적함수를 갖고 자신의 몸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갖고 있음

2.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평가

□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 참여정부는 민영화, 인력감축, 자산감축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대
신 일하는 방식, 공공 서비스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에 역점
－ 경영평가, 혁신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등 공공기관별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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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확산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
하여 2005년도에 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최초로 평가하는 등 선진 경영기
법을 도입하여 재무성과를 높이고 고객중심의 경영문화를 확산
－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근본적
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혁신

<표 51> 참여정부의 연도별 주요 혁신활동
2003년
단계별
정부혁신
추진전략
공공기관
혁신목표
공공기관
혁신활동

2004년

•정부혁신 로드맵 작성

•변화관리 도입

2005년
•혁신의 실행과 확산
•혁신의 내재화(2006~)

•혁신당위성 인식․공유 •혁신 제도화, 혁신경쟁유발
및 혁신확산 기반조성 - 정부혁신관리 대상에 편입
•고용기관 혁신수준 진단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 •산하기관 최초 고객
•산하기관 최초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혁신토론회 운영
제정
•공공기관 지배구조개선방안
•우수사례 발굴․공유
•투자기관 관리 내실화
마련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자료: 행정자치부(2006), 329쪽.

□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의 평가
○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
－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상세한 경영혁신 방법에 따라 업무흐름을 표준
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표준화된 방법론과 IT관련 시스템을 도입
함으로써 경영정보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과거보다 더욱 고객을 의식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음
－ 공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외부적인 지배구조를 제시하여 향후 공공기관
을 감독하고 그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기획예산처가 경영감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무부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이 나타날 경우 여러 장치에 의하여 문제제
기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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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한계와 문제점
－ 하드웨어적인 개선 없이 소프웨어적인 혁신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검토와 기능 재조정이 부재하여 일부 공기업에서 임
금 과다 인상, 불필요한 조직․인력 운영 등 방만경영 행태가 재현되고 있음
－ 참여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은 새로운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구조와 공기업의 기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영혁신을 추진
함으로써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으며 한전이
나 가스공사와 같은 일부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의하여 규율 받
지 않고 있으며,
－ 정부에 의한 암묵적인 채무보증이 전제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여 있지 않고 있어 매우 취약한 시장규율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음
－ 참여정부 공공혁신은 지나치게 관계지향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공
공기관들이 본질적인 경쟁력의 향상에 주력하기보다는 다양한 커뮤니케이
션 경로와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홍보채널과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관계지향적 성과 목표에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중단된 공기업의 구조개혁 현황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과 남동발전 민영화의 지연
－ 1999년 1월에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력산업은 발
전경쟁 → 도매경쟁 → 소매경쟁의 단계를 거쳐 완전 민영화를 추진할 계
획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3단계로 진행되려던 전
력산업 구조개편은 그 첫 단계에 머물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
－ 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부문의 민영화 지연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여전
히 100% 한전의 자회사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인 발전부문의 경쟁도 그 효
과가 제한적임
○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의 중단
－ 가스공사의 설비부문은 가스공사에 존치시키되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
부문은 분리시켜 이를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한 후 그 중 2개를 민영화하며,
인수․저장설비 및 전국 배관망에 대한 공동이용제(Open Access System,
OAS )를 도입하고 가스수급을 조절하며 설비계통의 운영을 담당할 가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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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소를 가스공사로부터 분리시켜 발족할 계획이 있었음
－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실패한 이후로 가스
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신규진입만을 허용
하는 소극적인 경쟁도입을 추구하고 있음
－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의 주요 메이저
가스사업자의 진출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LNG 구매자우위를 구
체적으로 구현하고 시장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
○ 철도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중단
－ 건설교통부는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 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며 철도운영부문은 효율
적 경영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한 후 단계적으로 민
영화할 계획이었음
－ 2003년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에 새롭게 제출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산
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운영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공사
화하였고 정부지분의 민간매각 및 민간위탁 등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하
여 당초 철도구조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 토공과 주공은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양 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며 중복된 기
능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통
합이 추진되었음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수의 반대에 부딪쳐 심의가 유보되었다가 2003
년 5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을 전면 백지화되었음

3. 규제개혁과 반부패

□ 규제개혁과 반부패 추진의 필요성
○ 규제개혁과 반부패 정책에서의 성패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민과 기업의 경
쟁력 우위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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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당면한

대내외

여건은

지역주의(reginal ism )와

세계화

(globalization) 추세에 따라 이제는 국경의 완전한 개방을 피할 수 없는
형편임
－ 이러한 여건변화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국제무역 관련 사안
들은 물론이고 경쟁정책, 반부패, 환경, 노동, 표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
야에서 범세계적인 공동의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통합 노력의 가속화를 초
래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국가주권의 배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세계 각국이 제도적 호환성에 기반한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규제개혁과 반부패는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제도변화를 최적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책수단
－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과 반부패 정책에서의 성패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민과 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규제개혁과 반부패 추진 목표
○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는 시장의 확대와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
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기책임 강화하는 것임
－ 그러므로 규제개혁이 추구하는 광의의 비전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시장
역할 증대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규제개
혁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은 규제시스템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 ent ) 단계로 규제개혁을 업그레이드함
으로써 소위 “보다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을 실현하는 것임
○ 사회적 부패 고리가 청산되고 모든 부문에서 시장경쟁에 입각한 경쟁력을 확
보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임
－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사
회갈등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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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사
회적 부패고리가 청산되고 모든 부문에서 시장경쟁에 입각한 경쟁력이 확
보되어야 함
－ 부패방지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
－ 결국 부패방지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사회
와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권력균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내의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규
제개혁기획단 등 현재의 추진체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 국회의원 제안 법률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생략하므로 신설
규제 도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규제개혁추진체계 내부의 구성과 인력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비상근직이므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가 결여
－ 규제집행의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존재하나 유
명무실하며 중앙과 지방간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연계 및 상호협력 체계의
미비
○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우선 1998년 이후 도입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이 유명무실화되어 신
설ᆞ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 규제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규제등록 단위도 그 일관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규제의 규모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움
－ 결국 이러한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은 효율적이고도 최적적인 규제관리시
스템의 구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
－ 도입되는 규제의 존속기관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와 정부의 각 부처청이
가진 규제의 총량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총량제의 형식적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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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 규제총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규제개혁 전문가들의 심사(peer review)와 청문(hearing) 등이 형식적으로 진
행되고 있음

□ 반부패 추진의 장애요인
○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치적 사면이 관행적으로 지속
－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쉽게 정치적으로 사면되는 관행이 지
속되어서는 법치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 제도적 장치들의 실질적 성과 미미
－ 제도적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아직까
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른 많은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반부패 관련 제도들도 도입되었으나 제
도의 체화나 성숙 정도는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공공부문의 개혁 방향
가. 기본 방향
○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명확한 개혁방향 설정
－ 글로벌 스탠더드, 우리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이를 통해 정부개입, 예산규모, 조직 및 인력, 규제, 민영화 등 명확한 개혁
방향을 설정

○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
－ 기업가 정신의 제고, 생산성향상, 경쟁을 통한 책임경영, 시장 지향적 관리
등 시장의 효율적 구성 원리의 도입 필요
－ 평가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 고위공무원단제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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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아웃소싱의 확대 등을 통해 내부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의 경쟁도 확대

○ 독립적인 상설조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
－ 내부의 자발적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개혁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이나 조직관리기능을 가진 대통령 직속 기관 설립
필요

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조직화 방안

□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 청와대는 국정의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사안들에 초점을 두고 세세한 정책 사
안들은 가능한 주무 부처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대
한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의 거버넌스 방식을 정착
○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국무총리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행정
각부의 실질적인 감독권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지원기능을 부여
－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중앙관리기관들에 의한 집권적인 통제를 완화
－ 조직관리에 있어서 각급 행정기관들이 업무특성과 조직문화 등을 반영하면
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팀(team )제 등을 통해 보다 신축성 있게 하부조
직 개편
－ 전통적인 사전적이고 절차적인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던 감사원으로
하여금 사후적이고 성과중심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능 전환

□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축소와 소수 대부처체제 전환
○ 재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기능을 일원화
－ 세입ᆞ세출ᆞ국고ᆞ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재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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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출ᆞ세입 기능을 동 부서로 흡수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종합적
ᆞ중립적인 시각에서 기획ᆞ조정
－ 예산에 관한 미시적인 근접통제를 거시적인 원격통제로 전환하고 행정 각
부의 자율과 재량을 확대해서 동 부서의 독주를 예방
－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의 예ᆞ결산 심의 보좌기능 확대를 통해 동 부서
의 재정권 남용을 견제
○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 기능을 통합
－ 전통산업의 IT화 및 IT, B T, N T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핵심기
술부문의 육성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정책관련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
－ 정보화 추진,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 등에 있어서 유관부처들간의 유기적
인 업무협조와 조정
○ 인력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적자원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 인적자원 육성 및 평생직업교육 확대, 기초과학 인력 양성, 직업능력 개발,
청소년 육성 기능 등을 조정ᆞ통합
－ 인적자원 통합부서에서 교육자치 및 대학 지원 총괄 기능은 폐지
－ 종합국립대학교 관련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특수분야의 대학만
국립으로 운영
○ 사회복지정책의 종합적ᆞ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광대역화
－ 보건ᆞ복지, 고용ᆞ노사협력ᆞ산업안전, 여성정책 기능 등을 통합
－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기능은 자치단체로 이양
○ 사회간접자본 및 환경 관련정책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조정체제를 구축
－ 건설, 교통, 물류 등의 사회간접자본 정책, 관광정책 및 환경 관련정책 기
능을 통합

□ 행정위원회 및 기획단 조직의 대폭적인 정비
○ 소수 대부처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의 행정위원회, 기획단 및 유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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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통폐합
○ 행정위원회, 기획단 및 유사조직들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서는 설치근
거, 법적 기반 및 활동시한을 보다 명확히 수립

□ 공정하고 유연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 낙후된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공직자의 핵심역량 저하와 고급인력의 이탈 가
속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ᆞ유연한 인사시스템을 확립
－ 정책ᆞ법안ᆞ제도ᆞ보고서 등에 개인실명제를 도입하고, 업적ᆞ성과를 가급
적 객관화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성취동기를 제고
－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관별ᆞ자치단체별ᆞ직렬별로 다양화하고, 성과급의 요
소를 강화
－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공무원 자율임용제도로 전환하고, 3급 이상 고위공
무원직은 개방형으로 임용
－ 실무자가 중간관리자로 승진하는 경우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병행하고
6~7급 실무자까지는 졸업형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며 기능직은 공개 채용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문회 준비기간(14일)과 청문회 기간(2
일)을 두 배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법에 국회 청문결과의 존중의무 조항을
명시하며, 장기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인준청문회로 전환하여 국회에 임명동
의권을 부여

□ 반부패제도의 정착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제고
○ 부패 및 비리연루자의 공직피선거권 제한 강화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 부패 및 비리연루자의 불법수익몰수, 재취업 제한, 가석방․감형 등 처벌 경감
조치 불허
○ 공직자 재산심사 및 조사기능강화와 돈세탁방지 규정의 부패방지법 추가
○ 공직자 재산심사 및 조사 기능 강화
○ 내부고발자 보상 및 보호제도의 내실화

- 99 -

[ 일본 사례]

□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이후 추진된 일련의 개혁이 침체되었던 일본경
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1년에 행정부청에 대해 1부 22省廳을 1부 12省廳으로 통폐합하였고,
관방局의 수를 128개에서 96개로(25% 감소), 課․室의 수를 약 1200개에서
1000개로 (약 20%감소) 축소
○ 공무원수도 508,452명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18,900명(5.7% )을 추
가적으로 더 감축할 예정
○ 심의회의 수를 176개에서 29개로 축소하는 등 행정의 슬림화를 적극 추
진 하였음
○ 2003년부터 5년간의 공공사업비를 2002년대비 15%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고, 2003년 한해의 공공사업비를 2002년대비 5.5%를 삭감하는 데 성
공

□ 2006년에 일본의 공공개혁 3대 법안을 재정하여 공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개혁법: 공공서비스공급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확대를 촉진하여
양질이면서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 공익법인제도개혁: 공익법인설립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에게 공
익활동의 범위를 확대
○ 지방공공단체 행정개혁추진법: 지방공공단체가 주도적으로 총인건비개혁,
공공서비스개혁, 지방공회계개혁을 하도록 유도

□ 결과적으로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공공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 시점에서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
간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등의 관점에서 공공개
혁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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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 민영화 전략 수립
－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역할 및 기능 재검토와 전반적인 기능재조정 계획의
수립
－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의 조성을 병행
－ 민영화 추진조직에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 부여

□ 민영화 대상
○ 전력산업의 발전자회사 민영화와 배전부문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
－ 현재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남동발전은 공모주매각방식이 아닌 경영권매
각방식으로 전환
－ 이와 함께 배전분할을 추진한 후 배전부문에서도 민영화가 발전부문과 함
께 진행되어야 함
－ 전력부문의 매각물량이 워낙 크므로 경영권매각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 한국전력기술과 한전기공도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체제에 편입되어야 함
○ 가스산업에서의 수입 및 도매 부문에 대한 분할 및 민영화
－ 천연가스의 도입․인수ᆞ저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가스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스공사는 전국 배관망의 건설과 운영에 특화하며 이에 대한 계통운영과
수급조절은 가스거래소를 설립하여 담당케 함
○ 지역난방사업의 민영화는 전력과 가스산업에서의 경쟁도입과 민영화과정에서
연료가격의 왜곡과 교차보조 문제가 해소되어 가는 시점에서 수행
○ 철도사업은 철도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위탁
을 통해 간접비교를 통한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을 유도
○ 상․하수도 사업은 담당하는 주체와 기관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민영화하기
보다는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이를 광역화한 뒤에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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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나 수자원공사가 사업규모를 대규모화한 이후에 이를 민영화 추진
－ 급격하게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경우 국내 물시장을 외국기업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사업자를
키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우체국의 금융업무와 체신업무를 분리하여 금융업무의 민영화를 검토하여야
하며 체신업무의 경우에도 공사화
○ 준공공부문과 지방공기업의 대대적인 정리
－ 마사회 등 수익성 중심의 정부산하기관들과 지방공기업들을 대대적으로 민
영화해야 하며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통폐합을 통해서 정리
－ 민간이 운영할 수 있거나 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들에 대해서도 민영화 추진
○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정 사업자단체 등 임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폐지 내지 대대적인 축소가 필요

라.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서비스 품질제고

□ 규제총량의 축소와 규제품질 제고
○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의 강화
○ 규제영향분석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와 분석지침서의 개선
○ P eer review, 자문, 사후평가의 강화
○ 규제지도작성을 포함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개선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유효성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및 국내전문가 네트워
크 구축
○ 준수율이 일정수준 이하인 규제의 자동폐기조항 도입

□ 정책적 규제의 혁파와 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
○ 출자총액제한 규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폐지
와 경쟁정책의 강화
○ 환경․안전․식품위생․보건․의료 등 사회적 규제에 대한 규제수단의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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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규제방식 전환
○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분야별 전략과제별로 설정하고 이에 장애가 되
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하는 성과지향적 benchm arking
방식의 규제개혁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국회의 규제심사기능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조직법상의 독자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
○ 규제개혁위원의 민간상임위원 비중을 2/3 이상으로 하여 개혁성 제고
○ 국회를 통한 규제심사 우회를 방지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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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1. 지방재정의 현황
□ 국세와 지방세수 비중
○ 2000년 이후 지방세 비중이 20%대를 넘어 2005년 현재 약 23%에 달함
－ 2005년 현재 총 조세수입은 약 158조 원이며 그 중 국세가 77%인 122조
원이고 지방세가 23%인 36조 원을 차지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까지 지방세의 비중은 15% 미만이었으나 지방자치제 도입에
대비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지방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990년
19.2%에 이름
－ 2000년 이후 지방세 비중이 22%를 넘은 이유는 주로 2000년도에 도입되어
확대된 주행세와 2001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세 때문임

<표 52> 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조세총액

1975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2,17
135,314
332,260
720,914
1,132,963
1,224,327
1,355,513
1,477,262
1,519,551
1,567,392
1,734,048

국세
세액
13,910
118,764
268,474
567,745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1,223,916*
1,353,336*

지방세
비율
89.8
87.8
80.8
78.8
82.0
78.2
76.7
77.6
77.5
77.3
78.1

세액
1,588
16,549
63,786
153,169
203,616
266,399
315,835
330,620
341,594
359,769
380,712

주: 2005년까지는 결산액, 2006년은 최종예산액, * 관세 불포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6;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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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2
12.2
19.2
21.2
18.0
21.8
23.3
22.4
22.5
22.7
21.9

□ 중앙과 지방의 재원비중
○ 세입 기준의 재원비중
－ 국세와 지방세수입 비중은 80%:20% 수준
－ 이전재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65%, 지방정부 35% 수준
－ 교육자치단체로의 재원이전 후 중앙정부 세원비중은 50.8%, 지방정부는
31.7% , 교육자치단체는 17.5% 를 차지

<표 53>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의 조세수입배분(2006년 예산)
(단위: 10억 원)
구분
조세수입

중앙정부

교육자치단체

지방정부

135,334 (79.3%)

35,275 (20.7%)

(국세)
△24,186

(지방세)

지방교부세

20,606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내국세의 19.24%)

이전규모

부동산교부세 1,020

⇒

+ 24,186

(종합부동산세)
균특(주세)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 후

2,560

111,148 (65.1%)

59,461 (34.9%)

(①-②)

(①+②)

△24,473
교육재정교부금 24,473

⇒ + 24,473
△5,339

교육재정 이전규모
+ 5,339

⇐

지방교육세 3,747
기타 세원공유 1,592

교육자치단체로의 재원

86,675 (50.8%)

29,812 (17.5%)

54,122 (31.7%)

(③-④)
이전 후
(③-④)
④
주: *) 균특에 의한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총액임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6; 재경부, 교육비특별회계의 구성 및 조세개요,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6을 이용하여 작성

○ 세출 기준의 재원비중
－ 세출을 기반으로 할 때 각 정부계층간 보조금은 그 수혜정부의 재원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각 정부가 징수한 세외수입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 105 -

－ 세외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 아니라 교육자치단체도 수업료 등의 자
체수입을 얻음
－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지방정부 비중은 22.7% 로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 비
중은 76.7% 로 감소
－ 정부계층간 이전재원에 법률에 의한 조세수입이전 뿐 아니라 각 정부계층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보조금을 모두 추가하여 조정한다면 중앙정부 비중은
45.2% 로 줄고 지방정부 비중이 36.6%로 커지며 교육자치단체 비중은 조금
감소한 16.1%를 나타남
－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재정에 포함시키면 중앙정부재정 비중이 61.4%가 되지
만 지방정부에 포함시키면 지방정부재정 비중이 54.8%에 달함

<표 54>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의 재원 배분(2006년 예산)
(단위: 10억 원)

구분
중앙조세수입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규모

중앙정부

교육자치단체

지방정부

조세: 135,334

자체수입:

조세: 35,275

세외수입: 14,769

1,088

세외수입: 9,243

합계: 150,103 (76.7%)
△36,965

비중: 0.6%

합계: 44,518 (22.7%)

⇒

+ 36,965

지방교부세

20,606

부동산교부세 1,020
국고보조금 15,339*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 후

113,138 (57.8%)
(⑥-⑦)⑧⑨①-②)

1,088 (0.6%)

81,483 (41.6%)
(⑥+⑦)

△24,584
교육재정교부금 24,473

⇒ + 24,584

국고보조금 111
교육재정 이전규모

△5,880
+ 5,880 ⇐

지방교육세 3,747
기타 세원공유 1,592

교육자치단체로의 재원

88,554 (45.2%)

31,552 (16.1%)

기타 보조금 541
75,603 (38.6%)

이전 후

(⑧-⑨)

(⑧+⑨)

(⑧-⑨)

주*: 균특에 의한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총액임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6; 재경부, 교육비특별회계의 구성 및 조세개요,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6을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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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의 국제비교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비중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포괄범위에 교육재정을 포함하건 포함하지 않건 지방
정부의 조세수입비중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며 재정지출비
중은 상당히 크게 평균을 초과함
－ 특히 교육재정을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포함시킨다면 캐나다와 덴마크에 이
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그림 10] 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비중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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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원자료는 OECD의 National Account와 Revenue Statistics 등에서 수집된 것임
2) KOR1은 교육재정을 배제한 것이고 KOR2는 교육재정을 지방정부에 포함시킨 것임
3) 점선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Joumard and Kongsrud(2003)의 <표 1>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 지방세의 구조
○ 재산과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순으로 비중이
높음
－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기인 1991년의 경우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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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소비세가 21.9%를 차지
－ 이후 재산과세의 비중이 줄어들어 2004년에 재산과세의 비중이 50.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소비과세는 15.3%, 소득과세는 14.5%, 면허세, 사업소세 등
기타 과세가 19.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 중 재산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재산과세의 많은 부
분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재산거래 단계에 부과되는 과세로 편성
－ 2004년에 재산거래과세는 37.5%에 달하는 반면 재산보유과세의 비중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55> 과세유형별 지방세 구조

재산
과세

과세유형

1991

1995

2003

2004

소득과세

8.9

14.1

14.0

14.5

소비과세

21.9

15.9

14.1

15.3

재산거래과세

42.9

41.8

40.1

37.5

재산보유과세

15.1

17.1

12.0

13.3

소계

58.0

58.9

52.1

50.8

기타

11.2

14.0

19.9

19.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소득과세는 주민세와 농업소득세,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레져세, 도축세, 주행세, 재산
거래과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보유과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기타는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각각 나타냄; 2003년
까지는 세입순계결산, 2004년은 최종예산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 과세자주권
○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세율결정권을 인정
－ 세목 결정권은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세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한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과세표준 결정권에 관해서는 2005년 초의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가액 평가과정에서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짐으로
써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제한된 과세자주권을 가졌음
－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재산세의 과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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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법률에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지게 되어 자치단체의 과표결정
권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단지 지방세법에서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세율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세법상 16개 지방세 중 13개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 보장
－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개정
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
목은 실제로 11개 세목
－ 레저세, 면허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4개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세율결정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실제 탄력세율은 조세수출과 조세경쟁의 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지역개발세는 부담주체가 지역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지
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 이상의 세율을 적용
－ 항공기와 선박 등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를 표준
세율보다 낮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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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세 목

내

용

관련 조항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취득세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 제112조
제6항

등록세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 제131조
제5항

주민세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소득할).

법 제176조
제3항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개인 균등할)

법 제176조
제1항

재산세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 제188조
제6항

자동차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은 제외)의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6조의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세
5 제3항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담배 담배소비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소비세* 조정할 수 있다.

법 제229조
제3항

교통세의 세율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법 제196조의
주행세*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제2항
1.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법 제234조의
초과하지 못한다.
도축세
2 제1항,
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분의 도축세의
제3항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도시 2.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
계획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37조
제1항 제2항

공동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시설세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 제240조
제3항

사업소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세
표준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48호
제2항

지역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개발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 제25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법 제260조의
지방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3 제2항
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제외)
주*: 탄력세율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는 탄력세율은 아님
자료: 지방세법, 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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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화 측정 지수 현황
○ 일반적으로 지방분권화지수로 인건비 충당정도, 재정자립도, 보통교부세 조정
비율 및 재정력 지수 등이 사용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
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건비 충당 정도
－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151개
로 전체의 60%에 이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
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42개로 17%를 차지하고 있음
－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의 주민일인당 인건비가 시지역의 일인당
인건비에 비해 두 배에 달할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시지역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표 57> 주민 1인당 인건비 및 증가율
(단위: 만 원, %)

연도

통합시

기준시

기준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9.3

14.8

7.4

13.8

11.0

18.3

1995

11.4

6.5

8.9

9.9

14.3

10.0

2000

13.8

4.5

10.9

1.9

19.2

4.9

2003

17.8

7.9

13.5

6.3

26.2

10.1

2004

21.3

19.7

15.7

16.3

31.4

19.8

평균 증가율

8.6

7.7

10.9

주: 통합시는 1995년 도농통합 조치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 39개 시를 의미하며 기준시는
통합시 지역의 통합직전 인구 규모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시로 유지되고 있는 시들, 그리
고 기준군은 통합시 군지역의 통합직전 인구규모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군으로 유지되고
있는 군들을 의미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주만수(2006)에서 인용함

○ 재정자립도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일반회계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0년 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0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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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를 기록하였음
－ 반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중앙정부의 일반재원 이전규모가 예산규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
80%를 상회하고 있음

<표 5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정자립도

63.5

59.4

57.6

54.8

56.3

57.2

56.2

54.4

재정자주도

-

-

75.7

75.1

76.5

77.4

81.6

80.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04, 2006

○ 보통교부세 조정비율과 재정력 지수
－ 현재 지방교부세 배분을 위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
고 그 차액인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
－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하며, 교부세조정비율은 보통교부세액이 재정부족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2000년대에 재정력지수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낮은 40% 중반을 유지하
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조정비율이 2000
년대 초반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 재정부족액의 86% 정도만 충족
시킬 뿐 14%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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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율과 재정력지수
(단위: 10억 원, %)

연도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B)
(C=A-B)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준재정수요액
(A)
금액

보통교부세
(D)
금액

증가율

조정비율 재정력지수
(D/C)
(B/A)

1998

15,830

7.2

8,043

9.3

7,788

6,599

5.4

84.7

50.8

2000

16,858

16.5

9,363

30.0

7,495

6,932

22.1

92.5

55.5

2001

21,693

28.7

9,707

3.7

11,985

9,312

34.3

77.7

44.7

2002

24,067

10.9

10,369

6.8

13,698

10,623

14.1

77.5

43.1

2003

27,741

15.3

12,252

18.2

15,490

11,832

11.4

76.4

44.2

2004

29,378

5.9

13,106

7.0

16,272

12,822

8.4

78.8

44.6

2005

35,901

22.2

16,090

22.8

19,811

17,078

33.2

86.2

44.8

2006

37,406

4.2

16,732

4.0

20,674

17,754

4.0

85.9

44.7

자료: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년도

2. 지방재정의 문제점
□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문
제 야기
○ 국세위주의 조세구조로 인해 세출부문의 분권수준에 비해 세입부문의 분권수
준이 낮아 지방공공지출의 상당부분을 이전재원에 의해 해결
○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지방세)간의 연계를 통한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수행
－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
전재원확충을 통해 재정지출 증대를 추구
－ 또한 재정지출에 있어서 주민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필요성이 없음
－ 주민들도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를 감시할 유인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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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중앙정부의 재량권과 통제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훼손

□ 과세자주권을 활용할 유인 부족
○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조세조항을 예상하여 정치적인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임
－ 이는 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에 의한 추가적 지방공공재 소비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지방공공재 공급이 과소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음
○ 지방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세입확대의 편익이 이전재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비록 지방교부세법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표준세율을 이용하도
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하므로 어
떤 지방정부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기준재정수입 산정액이 증가하
여 그 지방정부의 교부액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음
○ 다중부과방식의 조세체계로 인해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
되고 다른 정부계층의 세수를 보존하는 불합리성이 존재
－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탄력세율을 이용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의 수입도 증가
－ 탄력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세수를 보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의 세율인상 유인이 반감됨

□ 재산세의 편익과세로서의 역할이 미약
○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는 응익적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지방세로 평가
되고 있음
－ 자산 및 부동산은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수출 및 조세경쟁의 문
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의 척도로 합리적
○ 현행 재산보유세제는 재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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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유형을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며 건축물
은 공장용건축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로 구분
－ 주택은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구분
－ 재산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
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이 부과되며, 이중 지방세
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4개임
－ 재산세와 공동시설세는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가짐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의 가치만을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과세
체계는 수평적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
－

동일한 재산가치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재산을 한 지역에 보유한
소유자는 여러 지역에 분산 소유한 소유자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

－ 또한 재산을 보유할 때 여러 지역에 분산 소유하도록 유도함으로 재산보
유 해위를 왜곡시킴
○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
정할 수 없어 편익과세 원칙으로서의 재산세의 기능이 미약
－ 종합부동산 세제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에
지방세법을 개정
－ 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의 과세자주권은 없는
상태임
－ 또한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의 경우 자치단체가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부담
을 경감시키면 동일한 크기로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결
정권은 무의미한 상태
○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가 심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과
세자율권이 미약
－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중 시군세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도세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뿐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이르기까지 6개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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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정 조세의 인상 혹은 인하에 따른 세액의 변화가 어
떤 정부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이는 각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비합리적 지표에 근거한 재원배분
○ 인건비 충당 정도에 기초한 재원 배분의 불합리성
－ 공무원 수는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
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확대하거나 지출
구조를 조정할 유인이 없음
－ 실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의 주민일인당 인건비가 시지역의
일인당 인건비에 비해 두 배에 달할 만큼 클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시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조세수입이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배분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자
체수입으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
입으로 인건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방재
정의 영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재정자립도의 불합리성
－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자체재원 뿐만 아
니라 이전재원과 지방체를 포함한 일반회계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
로 측정됨
－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원이 일정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원 이전
규모를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순이 발생
－ 이와 같은 측정상의 문제로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지표로 이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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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 조정비율과 재정력 지수의 문제점
－ 보통교부세 조정비율과 재정력지수를 측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
요액은 관료의 재량적‧정책적 판단에 기초한여 산정됨
－ 실제 행정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측정단위당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
－ 2000년 재정부족액에 대한 교부비율이 92.5%에 달했으며 2001년 지방교부
세율이 내국세의 13.27% 에서 15% 로 상승하여 보통교부세액이 34%나 증
가하였으므로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음
－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행정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측정단위당 비용
을 인상함으로써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율을 다시 낮추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8.3% 로 상승하여 그 재원
이 33.2% 상승한 2005년에 다시 발생하였음

3. 지방재정의 개혁방향
가. 기본 방향

□ 지방정부의 자주권 강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와 복지수요 증가, 국방력 증강 및 남
북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 증가 등의 여건변화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확대
○ 우리나라의 세입분권화 수준은 OECD 평균수준에 있는 반면 지출 분권화 수
준은 OEC D 국가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따라서 과세자주권을 강하하여 자체재원 조달 비중을 높이고 이전재원 비중
을 줄이고 합리화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 효율적 자원배분과 편익과세로서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
○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기초한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공
평성과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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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칙과 소비지원칙에 부합한 세목의 지방세화
○ 행정 및 순응비용 최소화 원칙에 기초한 조세 할당

□ 지방자치 구조의 재편성 및 기능의 근본적인 재분배
○ 재정력 격차의 축소를 위해 자치구조의 재편성 고려
○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의 일원화

나. 지방세제 개편

□ 재산세의 합리화와 과세자주권 강화
○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단일세율로 설정하고 지방정부가 비례세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산세를 지방공공서비스의 편익에 입각하여 과세하지 않고 응능적 요소를 고
려하여 지역별 합산 재산에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수직적형평성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 중복과세를 폐지하고 단순화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
－ 재산보유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
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을 단일 세목으로 통합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보유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부여
－ 부동산 가격 안정 혹은 부의 재분배 등 국가적 목표는 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정책 혹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

□ 주행세의 배분 방식 개선
○ 응익과세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행세를 개편
－ 현행 주행세는 자동차세율의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교통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도입되었으며 주로 자동차세 징수세액에 따라 지역간 배분
－ 주행세는 자동차 유류에 대해 과세하는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징수세액을 각 지역에서의 유류소비액 혹은 유류소비량에 따라 배분함
으로써 주행세를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용자에게 과세하여 응익과세
원칙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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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법인세할의 폐지
○ 누진체계로 과세되고 있는 주민세법인세할 폐지하여 법인의 세금부담을 완화
－ 기업할동의 결과인 법인소득은 지방공공서비스의 혜택에 비례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응익과세라고 할 수 없음
－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지방세수의 불
안전성을 야기
－ 주민세 법인세할에 대한 부분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중과세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세를 강화
－ 주민세 법인세할을 폐지하는 대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소세의 과세
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 등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응익과세원칙에 부합
－ 동시에 현행제도는 사업소세를 목적세로 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세로 전환

□ 지방소득세할 폐지와 지방소득세 도입
○ 누진체계로 과세되고 있는 주민세소득세할 폐지
－ 소득재분배를 위한 지방세는 이동성이 적은 저소득계층에게 조세가 귀착되
거나 경제적 입지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소득세할 수입의 상당부분의 납세지가 소득자의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아
소득세할 세수의 서울집중현상을 유발18)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할은 납세의무지가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
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그 소득세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혹은 주 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여 그 소득의 지급
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됨
○ 주민세 소득세할 폐지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
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

18) 2005년 주민세 소득할 2억 9092억원의 57.7%인 1억 6700억원이 원천징수의무지가 징수하는 특
별징수액임. 이 특별징수 소득세할의 서울 집중도는 49.9%로 거주지원칙이 유지되는 신고납부
소득세할의 서울집중도는 43.2%, 보통징수 소득세할 41.8%보다 높아서 주민세 세액의 서울 편
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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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면 중앙정부가 의도하는 소
득재분배효과를 왜곡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때 세율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탄력세율 구간은 현재의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할의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결정19)
－ 과세표준이 소득세액이 아니라 소득으로 전환하므로 고소득층 거주자가 밀
집된 지역에서는 납세자 수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과세표준의 상대적 비중
이 감소하여 지방소득세수 비중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과세표준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여 지방소득세수
비중은 증가하여 지역간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

□ 지방소비세 도입과 부동산 등록세의 국세화
○ 소비지과세원칙에 입각한 지방소비세 도입
－ 지방소비세는 지방정부들이 세율결정권 등 과세 자주권을 포기하고 관련
국세재원의 일정 부분을 소비지표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을 의미
－ 지방정부가 응익적인 소비세를 갖기 위해서는 소비지과세원칙에 입각한 재
원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는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소비세를 도
입하려고 한다면 적절한 소비지표(소매업 매출액, 숙박 및 음식업 매출액,
국지적 서비스업 매출액 등)를 설정하고 재원을 배분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 지방교부세의 크기를 조정하여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재원비중이 변화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심화
될 수 있는 지역간 재정불평등을 충분히 조정하여야 함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세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록세를 국세
로 전환 필요
－ 부동산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 자주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부동산거래세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자
19) 국세인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의 조세저항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가능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일정범위를 탄력세율 구간으
로 설정한다면 모든 지방정부가 최고세율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됨

- 120 -

치단체의 재정수입의 불안정을 야기
－ 따라서 등록세를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세의 자주성을
향상시키며 응익원칙에 부합할 수 있고 개별지역의 재정수입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주만수(2007)에 따르면 2005년도 부동산 등록세 부과액 약 5조 5,200억원
을 국세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역별로 배분할 경우, 지역
별 재정 형평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
－ 경기도, 충남, 경남, 인천의 세수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전망, 제주, 전북의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이와 같은 세목교환은 부동산교부세 제도를 폐지할 수 있어 재정제도의 단
순화에도 기여할 전망
<표 60> 지방세제개편 방향
구분

현재

개편

주민세 소득할

과세표준이 소득세액

과세표준을 소득으로 전환

주민세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 과세

주민세 법인세할의 폐지 및 사업소세
강화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지표
사용하고 형평성은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소비세과
지방정부 사이의 형평성 고려한
개선 도모
부동산등록세의
도입 고려
부동산등록세와의세목교환은 지방재정의
국세화
형평성을 제고
주행세

자동차세액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

유류사용량에 따른 배분

재산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 대하여 누진세율 과세

비례세율로 전환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과세
다중부과방식의 조세체계

연기기준 과세, 단일소비세

중복과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이
동일세원에 대해 중복과세

재정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가세
형태의 세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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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재원의 합리화

□ 지방교부세의 합리화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체 수입확보의 인센티브를 강화
－ 탄력세제 활용이 지방교부세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
식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을 지원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과정에서 이용되는 지역개발세와 같이 조세수출을 추구
하는 세목은 세율인상이 비효율을 확대시키므로 실제 적용세율로 기준 재정수
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전전연도의 지방세 추계액과 결산 징수액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조정하는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은 현재의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감소를 가져와 지방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제한
－ 부동산교부세를 각 지방정부의 소득 혹은 소비 등에 비례하여 교부한다면 지방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큰 재원
을 확보할 수 있음
－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고 남는 재원의 80%는 재정여건을 기초로 배분하는 현
행 부동산교부세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통합
○ 과도한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제를 단순화하여 재정지출책임과 조세수입과의
연계성을 강화

□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합리화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재정책임을 분명히 구분
－ 지방교육세는 탄력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는
교육자치단체에 이전해야하는 재원을 확대하고자 그 세율인상을 시도할 가
능성은 매우 희박
－ 교육세의 탄력세율 결정권을 교육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교
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재정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지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세액에 일정비율을 과세하
는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일부 세목에 탄력세율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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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율을 변경하면 지방교육세의 세액도 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특
정세목의 세율을 변경하려는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음
－ 과도한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제를 독립적인 과세형태로 전환하고 단순화

<표 61> 이전재원 합리화 방안
구 분

현재

개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실제
세액 사용, 전전년도 지방세
추계액을 결산액으로 보정

조세수출 의도를 제외한 세목은 표준세율에
의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보정에 의한 조
세수입 확대노력 감소할 위험에 대비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지방세 감소분 보전 을 위해
배분
지방교육세 세율결정권은 지
방정부가 보유하나 세수이용
지방교육재정 권은 교육자치단체가 보유,
등록세와 재산세 등에 부가
세로 과세

재원을 보통교부세로 통합 혹은 지방정부의
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배분
방식 전환
세율결정권과 세수이용권을 일치시켜 재정
책임성 강화, 부가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독립적 과세

라. 지방자치 구조와 기능의 재편성
○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지역교육구청의 폐지
○ 지방자치경찰의 창설을 통한 지역치안 문제 해결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와 광역시․도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단체 규모의 광
역화를 통한 이해관계 갈등 조정 및 지방자치의 비용 효율성 제고
○ 광역화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권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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