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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2020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3.5조원 감소한 280.4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1%p 하락한 59.6%

 총수입의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각각 0.5조원 및 6.8조원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이 20.8조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0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7.8조원 증가한 356.0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1.8%p 감소한 65.1%

 총지출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지출 및 기금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29.6조원, 기금 지출은 16.4조원 증가

2019･2020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2019 20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1~7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1)

(D)
7월

(당월)
1~7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 476.4 473.1 293.9 61.7 470.7 54.4 280.4 59.6  △13.5 △2.1

∙ 국세수입 294.8 293.5 189.4 64.2 279.7 35.6 168.5 60.3 △20.8 △4.0

∙ 세외수입 26.9 25.3 15.5 57.6 29.1 2.9 16.0 55.0 0.5 △2.6

∙ 기금수입 154.7 154.0 89.0 57.6 161.9 16.0 95.8 59.2 6.8 1.6

(사회보장성기금)2) 90.9 91.1 52.7 58.0 95.8 7.4 56.8 59.3 4.1 1.4

∙ 세입세출외 - 0.4 0.0 - - 0.0 0.0 - △0.0 -

◆ 총지출 475.4 485.1 318.2 66.9 546.9 40.1 356.0 65.1 37.8 △1.8

∙ 예산 332.6 329.0 224.0 67.4 374.1 27.2 255.9 68.4 31.9 1.0

- 일반회계 280.9 277.7 189.5 67.5 320.1 25.2 219.1 68.5 29.6 1.0

- 특별회계 51.7 51.3 34.5 66.8 54.0 2.0 36.8 68.2 2.3 1.4

∙ 기금 142.8 144.9 83.6 58.5 172.8 12.8 100.0 57.8 16.4 △0.7

(사회보장성기금) 47.6 48.7 28.7 60.4 60.5 5.4 34.3 56.7 5.6 △3.6

∙ 세입세출외3) - 11.2 10.6 -　 - 0.0 0.1 -　△10.4 -　

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3)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9월호,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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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2020년도 7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5.6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51.3조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8.1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49.9조원 증가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총지출의 증가(37.8조원)와 함께 총수입이 

감소(△13.5조원)하였기 때문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1.4조원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 49.9조원 증가

2019･2020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2019 2020(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1~7월

(누계, B)
진도율

(C=B/A)
추경1)

(D)
7월

(당월)
1~7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 총수입(A) 476.4 473.1 293.9 61.7 470.7 54.4 280.4 59.6 △13.5 △2.1

◆ 총지출(B) 475.4 485.1 318.2 66.9 546.9 40.1 356.0 65.1 37.8 △1.8

◆통합재정수지(C=A-B) 1.0 △12.0 △24.3 -　 △76.2 14.4 △75.6 -　△51.3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3.3 42.4 24.0 　- 35.3 2.0 22.5 -　 △1.4 -

◆관리재정수지(E=C-D) △42.3 △54.4 △48.2 -　△111.5 12.4 △98.1 　- △49.9 -

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9월호, 2020.9.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9월호,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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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예산분석과 김윤수 예산분석관(02-6788-4633)

국가채무

2020년도 7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대비 16.9조원 증가한 781.0조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699.0조원 대비 82.1조원 증가

 전월대비 채무 증가의 주된 사유는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의 잔액이 각각 증가(16.2조원, 0.5조원) 

했기 때문이며, 전년대비 증가는 주로 국고채권 증가(80.4조원)에 기인함

※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주로 연중 4회(3･6･9･12월) 이루어지고 있어 상환 달 외에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2019･2020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2018 2019 2020(잠정) 증 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추경1) 6월(C) 7월(D) 전년

(D-B)
전월

(D-C)

◆ 중앙정부 채무 651.8 699.0 47.2 807.4 764.1 781.0 82.1 16.9

∙ 국채2) 648.4 696.3 47.9 804.6 761.1 777.7 81.5 16.7

- 국고채권 567.0 611.5  44.5 719.2 675.7 691.9 80.4 16.2

- 국민주택채권 73.3 76.4 3.2 75.3 76.7 77.2 0.8 0.5

- 외평채권(외화) 8.0 8.3 0.3 10.1 8.6 8.6 0.3 0.0

∙ 차입금 3.2 2.6 △0.7 2.8 2.9 3.1 0.6 0.3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1 △0.1 0.1 0.1 0.1 - -

주: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9월호, 2020.9.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9월호,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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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는 총지출 기준 555.8조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0년 9월 3일 국회 제출

 재정총량

－ 재정규모

   총수입: 483.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하여 2014년 이후 최소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2조원(△3.1%) 감소

   총지출: 5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5% 증가하여,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상회하는 편성기조 유지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72.8조원 적자로서 역대 최대 규모 시현.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기금 등 인구구

조상 큰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하고 있어 통상 흑자를 시현하였다는 

점에서 2020년 이후 2년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계획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

    ※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로 17.6조원 적자, 2015년은 2013~2015년간 이어진 

국세수입 감소현상의 여파로 0.2조원 적자, 2019년은 세수결손, 세수증가세 둔화 등으로 12조원 적자, 2020년은 

본예산 편성 당시 적자 규모를 30.5조원으로 제시했지만, 3차 추경을 거치면서 76.2조원으로 확대 

   관리재정수지: 109.7조원 적자(GDP 대비 △5.4%)로 역대 최대 규모 시현

    ※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09년(△4.1%)을 제외하고 △2%대 이내에서 관리되었으나, 2020년은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3.5%, 3차 추경 이후 GDP 대비 △5.8%로 급속히 악화 

－ 국가채무: 945.0조원(GDP 대비 46.7%)으로 전년 본예산인 805.2조원(GDP 대비 39.8%) 보다 

139.8조원 증가하였으며, 2016년 600조원, 2018년 700조원, 2020년 800조원 돌파에 이어 

1년 만에 900조원 돌파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 & 이슈

9

2021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요약
(단위: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예산안(B)

증 감(B-A)

본예산(A) 추경 증감률

재정
규모

총수입 481.8 470.7 483.0 1.2 0.3

국세수입 292.0 279.7 282.8  △9.2 △3.1

총지출 512.3 546.9 555.8 43.5 8.5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42.3 -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38.2 -

(GDP 대비 비율) (△3.5) (△5.8) (△5.4) (△1.9) -

국가채무(D1) 805.2 839.4 945.0 139.8 17.4

(GDP 대비 비율) (39.8) (43.5) (46.7) (6.9)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요내용

－ 투자 목표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며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

할 것을 제시

－ 4대 중점투자분야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방향으로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제시

4대 중점투자분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 고용유지지원금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 소비 및 수출활력 제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생활 SOC 등 3대 핵심과제 본격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 R&D·인재·금융·조달 등 혁신생태계 조성 
 ▪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실시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과 군 사기 진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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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경제회복과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평가 가능

    ※ 2020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투자방향은 ① 혁신성장 가속화, ② 경제활력 제고, ③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④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⑤ 튼튼한 국방·외교를 제시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정부는 UN·IMF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정부지출을 12대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제시

   12대 분야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22.9%), 환경 분야

(16.7%), R&D 분야(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4대 중점투자분야로 본 정부의 관심이 12대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 가능

   한편,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199.9조원이 계획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1. 보건·복지·노동 180.5 199.9 19.4 (10.7)

2. 교 육 72.6 71.0 △1.6 (△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17.2 17.7 0.5 (2.6)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 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 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 지방교부세 제외시 26.8 34.8 8.0 (29.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중기재정계획(2020~2024년)

－ 재정규모: 5년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3.5%, 총지출 증가율은 5.7%로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2.2%p 높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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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의 높은 증가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 악화 

전망. 다만, 2024년에는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관리하여 수지적자 축소 계획

    ※ 통합재정수지(조원): 2020년 △30.5, 2021년 △72.8, 2022년 △83.7, 2023년 △87.9, 2024년 △88.1

관리재정수지(조원): 2020년 △71.5, 2021년 △109.7, 2022년 △123.2, 2023년 △128.2, 2024년 △127.5

－ 국가채무: 2020년 805.2조원에서 2024년 1,327.0조원으로 521.8조원 증가, GDP 대비 비율

은 2020년 39.8%에서 2024년 58.3%로 18.5%p 증가

재정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구분
’19년

(본예산)
’20년

(본예산)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
규모

총수입

’19~’23 476.1 482.0 505.6 529.2 554.5 - 3.9

’20~’24 - 481.8 483.0 505.4 527.8 552.2 3.5

변동 - △0.2 △22.6 △23.8 △26.7 - △0.4

총지출

’19~’23 469.6 513.5 546.8 575.3 604.0 - 6.5

’20~’24 - 512.3 555.8 589.1 615.7 640.3 5.7

변동 - △1.2 9.0 13.8 11.7 - △0.8

재정
수지

통합재정수지

’19~’23 6.5 △31.5 △41.3 △46.1 △49.6 - -

’20~’24 - △30.5 △72.8 △83.7 △87.9 △88.1 -

변동 - 1.0 △31.5 △37.6 △38.3 - -

관리재정수지

’19~’23 △37.6 △72.1 △81.8 △85.6 △90.2 - -

’20~’24 - △71.5 △109.7 △123.2 △128.2 △127.5 -

변동 - 0.6 △27.9 △37.6 △38 - -

국가채무
(GDP 대비 %)

’19~’23 740.8 805.5 887.6 970.6 1,061.3 - 9.4

(37.1) (39.8) (42.1) (44.2) (46.4) - -

’20~’24 - 805.2 945.0 1,070.3 1,196.3 1,327.0 13.3

- (39.8) (46.7) (50.9) (54.6) (58.3) -

변동 - △0.3 57.4 99.7 135 - 3.9

(단위: 조원, %, %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전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년 총지출 규모를 546.8조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년의 총지출 규모를 555.8조원으로 일부 수정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대로, 연평

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9.4%로 설정하였으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로 설정하여 2024년에는 58.3%에 달하고,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

은 13.3%로 설정하여 3.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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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총괄과 진달래 예산분석관(02-6788-4687)

국회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원칙을 기준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할 예정

 최근 6년간 예산안 심의 일정

－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12월 초 예산안 본회의 의결 완료

－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6년 연속 ｢국회법｣ 제85조의31)에 따른 법정시한(11월 30일)

을 준수하지 못하여, 같은 조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

최근 6년간 예산안 심의 일정

구분 ’15 예산안 ’16 예산안 ’17 예산안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29 10.27 10.24 11.1 11.1 10.22

예결위 상정 11.6 10.28 10.25 11.6 11.5 10.18

본회의 부의 12.1 12.1 12.1 12.21) 12.32) 12.1

본회의 의결 12.2 12.3 12.3 12.6 12.8 12.10

주: 1) ’18 예산안 심사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를 거쳐 12월 2일로 부의일자 연기
2) ’19 예산안 심사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를 거쳐 12월 3일로 부의일자 연기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 6년간 예산안 심의 결과

－ 국회는 최근 6년간 매년 총지출 및 국가채무 규모를 순감액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 6년 평균 순감액규모는 총지출 0.55조원, 국가채무 0.35조원

최근 6년간 예산안 심의 결과

구분 ’15 예산안 ’16 예산안 ’17 예산안 ’18 예산안 ’19 예산안 ’20 예산안

총지출

증액(A) 3.0 3.5 13.3 4.2 4.3 7.9

감액(B) 3.6 3.8 13.5 4.3 5.2 9.1

순증감(A-B) △0.6 △0.3 △0.2 △0.1 △0.9 △1.2

국가채무 △0.2 △0.3 △0.3 △0.7 △0.2 △0.4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1)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
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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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정부는 2015년에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2020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법 제7조 ➃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와 KDI 거시전망지표(’20.4월)를 공통지표로 활용하고, 

8개 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종합

장기재정전망협의회1)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인구·
거시변수

국세수입 국민/기초 건강/노인 공무원 사학 군인 고용/산재 기타복지

통계청, KDI
조세재정
연구원

복지부
국민연금

공단

복지부
건강보험

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

공단

교육부
사학연금

공단
국방부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전망전제) 정부는 시나리오 분석으로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지되는 경우(현상유지(정책無대응)),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로 전망

 총지출증가율이 중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량지출 비중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총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할 것으로 가정

1) 민간위원 8명, 9개 부처 국장 등 29명(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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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결과)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81.1% 범위로 전망하였으며, 

정책조합 분석결과 47.1~92.0% 범위로 전망

시나리오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구분
주 요 전 제 2060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인 구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KDI)

현상유지(정책無대응) 시나리오 중위 중립 81.1

성장대응 시나리오 중위 적극 64.5

인구대응 시나리오 고위 중립 79.7
 

정책조합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구분
주 요 전 제 2060년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인 구 거시지표

현상유지(정책無대응) 
시나리오

중위 중립

신규 의무지출 도입 92.0

수입확대 54.5

신규 의무지출 도입 + 수입확대 65.4

성장대응 시나리오 중위 적극

신규 의무지출 도입 72.5

수입확대 47.1

신규 의무지출 도입 + 수입확대 55.1

인구대응 시나리오 고위 중립

신규 의무지출 도입 89.7

수입확대 54.6

신규 의무지출 도입 + 수입확대 64.6

주: 1. 신규 의무지출 도입: (’25~’40년) 매년 총지출 10조원씩 증가 → (’40~’50년) 매년 총지출 20조원씩 증가 → (’50~’60년) 
매년 총지출 30조원씩 증가

2. 수입확대: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 확대 후 유지 가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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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전망 결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연금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 

 (국민연금) 현행유지 시나리오는 2041년,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2043년 적자전환되고 2060년 

연금수지는 각각 GDP의 △5.8% 및 △4.9%로 전망

 (공무원연금) 2060년 GDP 대비 연금수지는 현행유지 시나리오는 △0.6%,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5%로 전망

 (사학연금) 현행유지 시나리오는 2029년,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2038년 적자전환되고 2060년 

연금수지는 각각 GDP의 △0.08% 및 △0.06%로 전망

 (군인연금) 국방중기계획을 반영하여 군인 수(가입자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2060년 GDP 대비 연금수지는 현행유지 시나리오는 △0.17%,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0.14%로 

전망

4대 공적연금 당기 수지
(GDP대비, %)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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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총괄과 이강구 예산분석관(02-6788-4626)

(시사점) 정부는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상세한 전망/추계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도입 등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연금·보험 개혁)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은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군인연금은 ’15년 연금개혁(공무원·사학) 사례를 바탕으

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 (성장률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술발전 

및 신산업 육성, 교육과정의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

－ (수입기반 확충 및 지출관리)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 (재정준칙)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어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장기재정전망 

산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는 3가지 시나리오 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향후 재정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논의하기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되어 지출구조조정 가정이 전제되지 

않는 ‘기준선 전망’ 및 시나리오 전망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될 필요

－ 일시적인 경제 충격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평상시에는 강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국회에서 재정준칙 의무의 준수 여부, 재난 및 

경제충격 등의 시기에 재정준칙 예외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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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2020.9.11.)

 개요

－ 편성목적: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민생 및 경기의 어려움 극복 지원(8.27. 정부 보도자료)

－ 의안구성: 1개 추가경정예산안 및 6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규모·재원: 총 7.8조원(국채 7.5조원 및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으로 충당)

 주요내용

－ 사업구성: 총지출 기준 6개 부처 18개 세부사업(지출 총계 기준 7개 부처 26개 세부사업)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한 대응을 위해 사업수 최소화

－ 분야별 사업 내역

분야별 사업 내역

구분 규모 세부사업수 주요사업

4대 
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8조원 5개
- 소상공인성장지원: 3조 2,460억원(업종별로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지원)
- 소상공인재기지원: 1,019억원(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고용안정 지원 1.4조원 5개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소득감소 특수
고용직·프리랜서에 150만원 이하 일시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25억원(구직활동 참여후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특별지원금 지급)

- 희망근로 지원사업: 804억원(직접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0.4조원 3개 - 긴급복지: 3,509억원

돌봄지원 등
(통신비 포함)

2.1조원 3개
-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1조 635억원(초등생 이하 양육비)
-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 9,289억원(통신비 지원)

기타 0.1조원 2개
- 예비비: 1,000억원
- 국고채이자상환: 396억원

합계 7.8조원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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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020.9.22.)

 심의 경과: 국회 제출 후 11일 만에 본회의 의결 → 2020년도 제1~3회 추경안 보다도 조속히 

의결되었으며, 2002년(3일) 및 2006년(11일) 이후 가장 빠른 처리

－ 정부 추경안 제출: 9.11.

－ 위원회 심사: 상임위(6개) 9.14. ~ 21. / 예결위 9.18. ~ 9.22.

－ 본회의 의결: 9.22.

최근 5년간 추경안 심의 경과 비교

구분
2016
제1회

2017
제1회

2018
제1회

2019
제1회

2020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국회 제출(A) 7.26. 6. 7. 4. 6. 4.25. 3. 5. 4.16. 6. 4. 9.11

예결위 상정 8.16. 7.10. 5.16. 7.12. 3.11. 4.28. 6.30. 9.18

본회의 의결(B) 9. 2. 7.22. 5.21. 8. 2. 3.17. 4.30. 7. 3. 9.22.

심의기간(B-A)
※ 초일불산입 기준

38일 45일 45일 99일 12일 14일 29일 11일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경규모 및 재원 변동

－ 규모 변동: 국회 심의과정에서 △296억원 순감(7조 8,444억원 → 7조 8,148억원)

   ※ 순감규모 △296원은 증액 +5,881억원과 감액 △6,177억원으로 구성

최근 5년간 국회 심의시 추경규모 증감 현황

구분
2016
제1회

2017
제1회

2018
제1회

2019
제1회

2020

제1회 제2회 제3회 제3회

추경안 규모 11.0조원 11.2조원 3.9조원 6.7조원 11.7조원 7.6조원 35.3조원 7.8조원

증감

증액 +0.4조원 +1.1조원 +0.4조원 +0.5조원 +2.4조원 +4.6조원 +1.3조원 +0.59조원

감액 △0.5조원 △1.3조원 △0.4조원 △1.4조원 △2.4조원 - △1.5조원 △0.62조원

순증감 △0.1조원 △0.2조원 △0.02조원 △0.9조원 - +4.6조원 △0.2조원 △0.03조원

추경예산(확정) 규모 11.0조원 11.0조원 3.8조원 5.8조원 11.7조원 12.2조원 35.1조원 7.8조원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재원 변동: 당초 7.8조원의 추경안 규모를 국채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으로 충당

    → 국채발행액만 추경규모 감소분(△296억원)만큼 감소

    ※ 중소기업진흥채권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재원인데, 해당 기금 규모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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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분야별 규모변동

－ 규모 순증: 감염병예방 +0.23조원, 고용안정지원 +0.0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0.06조원

－ 규모 순감: 돌봄지원·통신비등 △0.31조원, 저소득층생계지원 △0.004조원, 기타 △0.09조원

주요 정책분야별 추경규모 증감 현황

구분 총규모

4대 패키지
감염병 예방
(국회 반영)

기타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돌봄지원 ․
통신비 등

추경안 규모 7.84조원 3.84조원 1.36조원 0.46조원 2.05조원 - 0.14조원

순증감 △0.03조원 +0.06조원 +0.08조원 △0.004조원 △0.31조원 +0.23조원 △0.09조원

추경예산(확정) 규모 7.81조원 3.90조원 1.44조원 0.46조원 1.74조원 0.23조원 0.05조원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 아동양육 한시지원(+2,074억원):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인당 15만원 지원 신설

－ 코로나19 백신구매(+1,839억원):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 반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315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백신접종비용 반영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810억원): 소득 감소 법인택시기사에 인당 100만원 지원

－ 소상공인새희망자금(+640억원): 2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 지원대상에 추가

 주요 감액사업

－ 정보격차해소지원(정보화)(△5,206억원):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

－ 목적예비비 증액규모 일부 축소(△500억원): 목적예비비의 잔여 소요를 재검토하여 증액규모를 

1,000억원 → 500억원으로 축소

 주요 부대의견: 총 8개의 부대의견 채택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각 추경사업 소관 부처는 올해 편성한 4차례 추경예산의 회차별, 사업별 실집행 현황을 2021회

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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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총괄과 윤여문 예산분석관(02-6788-4625)

제4회 추경예산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재정규모

－ 총수입: 470.7조원으로 추경안과 동일. 다만, 세입경정 등으로 본예산 대비 △11.1조원 감소

－ 총지출: 554.7조원으로 추경안 대비 △0.03조원 순감. 다만, 본예산 대비 +42.4조원 증가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118.6조원 적자로 추경안 대비 0.03조원 개선. 다만, 본예산 대비 

△47.1조원 악화되어 역대 최대규모 적자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회계연도(결산)에는 △43.2조원, 2019회계연도(결산)에는 △54.4조원 

등 기록

 국가채무(D1)

－ 규모: 846.9조원으로 추경안 대비 △0.03조원 감소. 다만, 본예산 대비 +41.7조원 증가

－ GDP 대비 비율: 43.9%로 추경안과 동일. 다만, 본예산 대비 4.1%p 증가

※ 작년 결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38.1% 대비로는 5.8%p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1997~1998년간 

증가폭인 3.9%p(11.4%→15.3%)를 상회

재정총량 변동 요약

(단위: 조원, %, %p)

구분
본예산

(A)

3차추경 4차추경 증감

추경안(B) 국회확정(C) 추경안 대비(C-B) 본예산대비(C-A)

재정
규모

총수입 481.8 470.7 470.7 470.7 - △11.1

총지출 512.3 546.9 554.7 554.7 △0.03 +42.4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18.6 △118.6 +0.03 △47.1

국가채무(D1)
(GDP 대비)

805.2
(39.8)

839.4
(43.5)

846.9
(43.9)

846.9
(43.9)

△0.03
(△0.0)

+41.7
(+4.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9.22.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결언

 정부는 긴급한 경기대응을 위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총 4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편성

 이에 이번 추경예산의 경기대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내 집행·실집행을 위하여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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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7.14.)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

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입할 계획

－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디지

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입 계획

－ (그린 뉴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73.4조원 투입 계획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하여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28.4조원 투입 계획

한국판 뉴딜의 비전 및 정책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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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에 대응하여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 4개 분야는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로 분류

    ※ 디지털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pp.25~28. 참조

 (그린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시급해지면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며,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

－ 3개 분야는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분류

    ※ 그린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pp.29~32. 참조

 (안전망 강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미래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

－ 2개 분야는 ① 고용·사회 안전망, ② 사람 투자로 분류

    ※ 안전망 강화의 분야별 세부과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pp.33~37. 참조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의 분야
(단위: 조원, 만개)

정책 방향 분 야 총사업비 국비 일자리

디지털 뉴딜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 디지털화

58.2 44.8 90.3

그린뉴딜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73.4 42.7 65.9

안전망 강화 ① 고용·사회 안전망 ② 사람 투자 28.4 26.6 33.9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

－ (10대 대표과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AI)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 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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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단계별·분야별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계획

 한국판 뉴딜의 투자 전략은 ① 대전환 착수기, ② 디딤돌 마련기, ③ 대전환 착근기의 단계별 추진

－ (대전환 착수기) 2020년까지의 대전환 착수기에는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

며,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 계획

－ (디딤돌 마련기)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디딤돌 마련기에는 제도개선 및 재정·민간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경로를 창출하고자 하며,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88.7만개를 창출할 계획

－ (대전환 착근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전환 착근기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단계로,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자하고 누적 일자리 190.1

만개를 창출할 계획

 한국판 뉴딜의 2025년까지의 총 사업비는 160.0조원으로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으로 구성

－ (디지털 뉴딜) 2022년까지 총사업비 23.4조원(국비 18.6조원) 투자 및 일자리 39.0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및 일자리 90.3만개 창출을 계획

－ (그린 뉴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2.5조원(국비 19.6조원) 투자 및 일자리 31.9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을 계획

－ (안전망 강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1.8조원(국비 10.8조원) 투자 및 일자리 17.8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을 계획

한국판 뉴딜의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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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사업평가과 김소연 예산분석관(02-6788-3734)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의 협업체계 보강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점검 필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협업체계 보강 필요

－ 현재 정부 내 논의체계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하는 구조를 통해 당정 협업 체계 구축

－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및 미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목표인 만큼, 민간전문가나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가 보강될 필요

－ 또한 한국판 뉴딜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관계장관회의가 실질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까지 정책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및 지속적인 성과점검이 필요

－ 한국판 뉴딜이 효과를 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립한 단기과제 및 

중장기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수정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정책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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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추진전략인 ‘디지털뉴딜 계획’ 발표(2020.7.14.)

 디지털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방향 중 하나로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산업 육성

－ (추진전략) 전자정부 인프라 등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한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

 디지털뉴딜은 총 4개 분야, 12대 과제로 구분

디지털뉴딜 분야별 추진 과제

분야 12대 추진과제 주관부처 관계부처

D.N.A. 생태계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1·2·3차 전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행안부 과기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과기부 중기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교육부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교육부 고용부

비대면 산업 육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복지부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기부 고용부, 과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중기부 과기부

SOC 디지털화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과기부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국토부, 산업부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국토부 해수부

 

자료: 정부,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 계획」,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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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전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연계·유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등)→AI 활용에 이르는 과정 종합적 지원

－ (1·2·3차 전 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실감콘텐츠, 스마트박물관·전시관, 자율주행차 및 

선박 상용화 기술 개발, 비대면스타트업 육성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

－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등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 육성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및 노후 PC·노트북 교체

－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대학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원격근무·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18개) 및 환자 건강 상태 

감지를 위한 IoT센서 활용 환자 관리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및 전국 주요거점에 화상회의실 구축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스마트화

 SOC 디지털화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SOC 인프라 디지털화 및 스마트시티·산단·물류체계 

구축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교통·디지털 트윈*·수자원·재난대응 분야에 ICT

를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디지털화하여 동일하게 구현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횡단보도·수요반응형 대중교통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산업단지의 실시간 안전·교통·방범관리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ICT기술 활용 물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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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디지털뉴딜 예산안 편성내용 및 향후 재정투입 계획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디지털뉴딜 예산 7.9조원 편성

－ 2021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안(21.3조원)의 37.1% 차지 

－ 분야별로 D.N.A. 생태계 강화(5.4조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0.1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

(0.5조원), SOC 디지털화(1.9조원) 편성

    ※ 2020년 3차추경을 통해 확정된 디지털 뉴딜 예산 2.63조원: 분야별로 D.N.A. 생태계 강화(1.3조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0.13조원), 비대면 산업 육성(0.75조원), SOC 디지털화(0.45조원) 

한국판뉴딜 예산안 편성 및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예산안
2020 예산 +
2021 예산안

2020~2022 
계획

2020~2025 
계획(3차추경) 

정부안
(3차추경) 
국회확정

디지털뉴딜 2.7 2.63 7.9 10.5 18.6 44.8

 D.N.A. 생태계 강화 1.3 1.30 5.4 6.7 12.5 31.9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0.2 0.13 0.1 0.2 0.6 0.8

 비대면 산업 육성 0.7 0.75 0.5 1.4 1.1 2.1

 SOC 디지털화 0.5 0.45 1.9 2.4 4.4 10.0

그린뉴딜 1.4 1.22 8.0 9.2 19.6 42.7

고용안전망 강화 1.0 1.00 5.4 6.4 10.8 26.6

합계 5.1 4.85 21.3 26.2 49.0 114.1

주: 디지털뉴딜 예산규모는 국비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0.9.1.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0.6.3.,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2021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투입액은 당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계획한 금액보다 증가한 규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시(2020.6.3.) 한국판 뉴딜 전체 76.4조원, 디지털 뉴딜 36.4조원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시(2020.7.14.) 한국판 뉴딜 전체 114.1조원, 디지털 뉴딜 44.8조원

    ※ 한국판 뉴딜 전체: 37.7조원(49.3%) 증가, 디지털뉴딜: 8.4조원(2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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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예산분석과 이광근 예산분석관(02-6788-4629)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정부의 한국판뉴딜 중장기 투자 및 소요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2022 2023~2025 합계
3차추경 정부안 3차추경 국회확정

디지털뉴딜 2.7 2.63 10.7

23.0 36.4

 D.N.A. 생태계 강화 1.3 1.30 5.1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0.2 0.13 0.6

 비대면 산업 육성 0.7 0.75 0.7

 SOC 디지털화 0.5 0.45 4.3

그린뉴딜 1.4 1.22 11.5

14.0 26.9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0.3 0.40 5.5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5 0.35 1.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6 0.47 4.8

고용안전망 강화 1.0 1.00 4.0 8.0 13.0

합계 5.1 4.85 26.2 45.0 76.4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0.6.3.

디지털뉴딜 예산안 관련 고려사항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여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 촉진 필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전절차를 생략하였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하였던 일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목표와 계획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필요

 약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결과 손실 발생 시, 재정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설계함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가능성 고려 필요

－ 정부는 뉴딜사업의 성격에 따라 총 7조원의 범위 내에서 리스크 분담 비율 결정 예정

    ※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재정 투입(114.1조원) 외에도 약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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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추진전략인 ‘그린뉴딜 계획’ 발표(2020.7.14.)

 (추진배경) 코로나19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 탄소

중립(Net-zero) 또는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EU)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공정전환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 발표 등

－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저탄소·탄소중립 경제 및 사회 구조 전환의 필요성 증가

∙ 2000~2017년 기간 중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약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추진전략) 친환경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 확산 및 녹색산업 기반 마련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 (인프라)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의 녹색전환을 통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 공고화

－ (에너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 (녹색산업)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주관부처 관계부처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국토부 교육부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환경부 해수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산업부 국토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산업부 해수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환경부 과기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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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뉴딜’ 예산안 편성내용 및 향후 재정 투입계획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1.2조원(국비)을 편성하였고, 21년 예산안에서는 핵심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8.0조원(국비) 편성

－ 2021년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안 21.3조원(국비) 중 37.6%의 비중 차지

－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4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

산’에 4.3조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3조원 편성

 2022년까지 32.5조원(국비 19.6조원),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를 통해 65.9만개 

일자리 창출 및 온실가스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 감축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원) 등에 집중투자 계획

그린뉴딜 총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목표
(단위: 조원, 만개)

구분
’20년 

3차 추경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총 투자계획 일자리 창출

’20년 추경
~’22년

’20년 추경
~’25년

’20년 추경
~’22년

’20년 추경
~’25년

그린뉴딜 1.22 8.0 9.2 19.6 42.7 31.9 65.9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0.4 2.4 2.8 6.1 12.1 20.8 38.7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0.47 4.3 4.8 10.3 24.3 7.9 20.9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0.35 1.3 1.7 3.2 6.3 3.2 6.3

주: 그린뉴딜 예산 규모는 국비 기준
자료: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2020.9.1.)를 바탕으로 작성

2021년 ‘그린뉴딜’ 예산안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추진

－ 2021년에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4조원 투입 계획

－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 & 이슈

3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주요 추진과제(예시)
(단위: 조원)

추진과제 세부내용 2021년 예산안

그린 리모델링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시설(박물관·도서관 등), 정부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0.7

그린 스마트 스쿨
초·중·고 노후건물(’25년까지 총 2,83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0.1

스마트 상·하수도
전국 상수도(광역·지방상수도) 및 하수도(하수처리장·관망)를 대상으로 AI·IC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0.1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2020.9.1.)를 바탕으로 재구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 2021년에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3조원 투입 계획

－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개 창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주요 추진과제(예시)
(단위: 조원)

추진과제 세부내용 2021년 예산안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 보증 융자 확대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관련 기술 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등
수소생산-활용 全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추진

1.3

그린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 차량 친환경 전환 및 조기폐차
관공선 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

2.4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2020.9.1.)를 바탕으로 재구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

－ 2021년에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 

1.3조원 투입 계획

－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원(국비 6.3조원) 투자, 일자리 6.3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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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예산분석과 정성영 예산분석관(02-6788-463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주요 추진과제(예시)
(단위: 조원)

추진과제 세부내용 2021년 예산안

스마트 그린산단 및 
친환경 제조공정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사용 실시간 감시 예측 제어 등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1), 환경규제 대응 및 공정상 오
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작업장 진단, 설비교체 등 생산방식 전환 지원

0.7

주: 1)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공정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
장을 의미하고, 클린팩토리는 기업별 배출특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온실
가스·미세먼지를 저배출하는 공장을 의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2020.9.1.)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린뉴딜 예산안 관련 고려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 측면

 하지만 단순한 재정투입만으로는 탄소중립(Net-zero) 사회·경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린뉴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제도·조직의 정비 필요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 계획·전략과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일관성 확보 필요

－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

로 정비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

지정책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에서 그린뉴딜을 통합적으로 논의·결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녹색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정책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재정투입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 기법을 단순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온실가

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신재료를 적용하는 등 그린뉴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운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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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추진전략인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2020.7.20.) 및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2020.7.14.) 발표

 (추진배경) 코로나19에 노출된 노동시장 내 약자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및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사람 투자 확대

－ 코로나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으나, 고용·사회안전망에 한계

∙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7.9%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기타종사자 수는 7.5% 감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에 한계

－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 및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재배치 지원

 (추진방향)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고용시

장·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람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중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

안전망 강화 8개 추진과제

강점 약점 추진방향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취약한 고용·사회안전망
(고용보험, 기초생보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 산업안전·근무환경 혁신

사람투자 확대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 미래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 디지털 접근성 강화

기회 위협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

√디지털+그린 뉴딜에
따른 新일자리 창출

√전통적 일자리 축소 및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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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주요 추진과제 및 목표

 취약계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서비스 

통합·디지털화,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1,367만명(2019년)→2,100만명(2025년)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 

확대(7.8만명(2019년)→16.6만명 이상(2025년))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성

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추진

－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50만명을 지원하

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재기·성장 지원

－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별 일자리 정보를 통합·디지털화하고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고용률 제고(66.8%(2019년)→70% 이상(2025년))

－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고위험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축소(1만명당 0.46명(2019년)→0.2명(2025년))하고 일터혁신을 지원하여 연간 

근로시간 축소(1,957시간(2019년)→1,850시간(2025년))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제고를 위해 AI·SW 및 녹색 융합기술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체계를 개편 

－ AI·SW 및 녹색융합기술 분야의 수준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AI·SW 핵심인재 양성 

확대(1만명(2020년)→10만명(2025년)) 및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확대(735명(2020년)→2만

명(2025년))

－ 신기술분야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여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을 확대

(4%(2019년)→20%(2025년)하고 미래형 핵심인재 18만명(2025년) 육성

－ 농어촌의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공공 WiFi를 고도화하는 등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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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추진과제 중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 (2020.7.14.)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신규 약 18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생계급

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할 계획

(2021년 예산안 국비기준 4조 6,062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

－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

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 산출방식의 개편으로 현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중위소득이 높음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될 예정(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가계금융복지

조사 중위소득 508만원(12.5% 증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상병수당’ 도입

－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

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 구축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2021년 예산안 15억원)

 기초·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

－ (기초연금) 2021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인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지원

(2021년 예산안 국비기준 14조 9,414억원)

－ (장애인연금) 2021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인 전체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원

(2021년 예산안 국비기준 8,2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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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강화를 통한 현재와 미래 비교

구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20년1) ’22년 ’25년

고용
사회 

안전망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가입자수(만명) 1,367 1,700 2,100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만명) 7.8 16.6 16.6+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보 수급자수(만가구) 95 113 113

기초연금 수급자수(만명) 569 628 736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 안정 지원

국민취업제도 연간 지원자수(만명) - 50 50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자수(만명) - 3.5 3.5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고용서비스 연간 이용자(만명) 390 480 560

고용률(%) 66.8 68 70+α

AI추천 연간 취업 건수(만명) 1.2 5 10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산재사고 사망자 수(1만명당) 0.46 0.27 0.2

연간 근로시간(시간) 1,957 1,900 미만 1,850

사람
투자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AI·SW 핵심인재 양성(만명) 1 4 10

산업계 AI기술 서비스 이용률(%) 0.6 기존인력 재교육 1.2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명) 735 8,000 20,000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미래형 핵심인재 육성(만명) - 4 18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 4 15 20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농어촌 마을 인터넷망
2,000여개

미구축
전 농어촌 마을에 구축

공공 WiFi 노후화 고도화 -

디지털 역량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38 50 70

주: 1) 고용보험 가입자수,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수, 고용서비스 연간이용, 고용률, AI 추천 연간 취업건수, 산재사고 사망자
수, 연간 근로시간, 직업훈련 중 신기술분야 비중, 디지털 역량의 현재 상황은 2019년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0.7.20.을 바탕으로 재구성

‘안전망 강화’ 예산안 편성내용 및 향후 재정투입 계획

 정부는 2022년까지 11.7조원(국비 10.8조원), 2025년까지 총 28.4조원(국비 26.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 3차 추경에서 1조원, 2021년 예산안에 5.4조원을 편성

－ 2021년 예산안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2.4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고용 

지원에 1.0조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에 0.6조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에 

0.6조원 등 사회·고용 안전망을 위해 4.7조원을 편성

－ 또한, 디지털 그린인재 양성에 0.2조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0.3조원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에 0.7조원의 예산안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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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사업평가과 전수연 예산분석관(02-6788-3741), 사회예산분석과 이은미 예산분석관(02-6788-4638)

안전망 강화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향후 투자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예산안
2021
~2022

2023
~2025

합계
3차추경 정부안 3차추경 국회확정

사회·고용 안전망 0.93 0.9 4.7 9.3 12.4 22.6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00 0.0 0.1 0.8 2.4 3.2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0.00 0.0 2.4 4.3 6.1 10.4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 지원 0.58 0.6 1.0 3.0 3.62 7.2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24 0.2 0.6 0.9 0.06 1.2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11 0.1 0.6 0.3 0.19 0.6

사람 투자 0.07 0.1 0.7 1.5 2.4 4.0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0.00 0.0 0.2 0.5 0.6 1.1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0.07 0.1 0.3 0.6 1.6 2.3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00 0.0 0.2 0.4 0.2 0.6

합   계 1.00 1.00 5.4 10.8 14.8 26.6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2020.6.3.;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0.9.1.; 
고용노동부,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0.7.20.을 바탕으로 재구성

‘안전망 강화’ 예산안 관련 고려사항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소요되는 지출규모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설계 필요

－ 2019년 말 고용보험기금의 적립배율이 실업급여 계정 0.8배, 고안·직능계정 0.4배로 모두 

법정 적립배율1)보다 낮은 수준

 인재양성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강화 등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세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필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 가구의 발굴,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필요

1)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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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개요

 (치료제 정의) 병원체 감염 후 투여하는 것으로, 감염된 병원체를 비활성화 시키거나 병원체의 복제를 

억제하는 치료 기능의 의약품

 (백신 정의) 병원체를 약하게 만들어 인체에 주입하여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그 질병에 저항하는 

후천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정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약물의 약력·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임상시험 절차) 임상시험의뢰자는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1)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시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승인신청을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IRB에서는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연구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및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

는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의미함

 (임상시험 단계) 제1상 임상시험~제4상 임상시험, 연구자임상시험 등으로 구분

임상시험의 단계별 구분

구 분 내용

제약업체

제1상 임상시험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제2상 임상시험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제3상 임상시험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 

제4상 임상시험 약물의 최적 사용법 등을 포함한 부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진행 

연구자 연구자 임상시험
임상시험자1)가 외부의 의뢰없이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허가되어 시판중인 의약품으로 수행

주: 1) 임상시험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미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1) 임상시험계획서에는 시험의 제목, 단계, 목적, 설계 내용,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자료 관리, 시험모집단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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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승인 및 진행 현황2) 

 9월 1일 기준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22건(치료제 20건, 백신 2건)으로 나타남 

－ 승인된 임상시험 총 22건 중 5건(치료제 5건)이 종료3)되어, 현재는 총 17건의 임상시험(치료제 

15건, 백신 2건)이 진행 중

－ 구체적으로는, 제약업체가 진행중인 임상시험은 12건(치료제 10건, 백신 2건), 연구자가 진행하

는 임상시험은 5건(치료제 5건)으로 나타남

－ 승인된 임상시험 중 3건(치료제 2건, 백신 1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결정((주)셀트리온 및 

(주)제넥신 임상시험 8월 19일 선정, (주)녹십자의 임상시험 8월 26일 선정)되었으며, 추후 

선정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선정될 예정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승인 및 진행 현황
(단위: 건)

구 분 승인 진행 종료

제품분류

치료제 20 15 5

백신 2 2 -

합계 22 17 5

임상주체

제약업체

1상 치료제3, 백신 2 5 -

2상 치료제 7 7 -

3상 치료제 2 - 2

4상 - - -

연구자 치료제 8 5 3

합계 22 17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940억원 편성

－ 보건복지부는 국내 유망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940억원을 편성

2)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의약품)와 면역조절제(면역작용을 조절하
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백신의 경우에는 DNA백신(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RNA형태로 투여)임 

3)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히 임상시험계획서상 명시된 내용이 수행되면 임상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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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을 위하여 450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을 위하

여 490억원을 지원4)

－ 2020년 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간의 협약을 통해 전액 실집행이 이루어졌음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1,314억원 2021년 예산안 편성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예산안에 1,314억원을 편성하였음(치료제 임상지원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 

687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비용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21년 예산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450 627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490 687

계 940 1,314

자료: 보건복지부

 지원과제 선정 등 사업 추진 현황 

－ 과제 공모 결과 총 20건의 과제(치료제 15건, 백신 5건)가 신청·접수되었으며 과제 선정평가5)를 

통해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총 3건(치료제 2건, 백신 1건)의 과제가 선정되었음

－ 대부분의 평가기준은 만족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질환동물모델 유효성 데이터가 미비한 과제의 경우에는 

예비선정됨 

－ 총 5건(치료제 3건, 백신 2건)의 과제가 예비선정되었으며, 해당 과제들에 대한 최종 선정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는 10~11월 진행될 예정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신청 및 선정과제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접수 과제 선정 과제 예비선정 과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15 2 3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5 1 2

자료: 보건복지부

4) 세부사업명: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코드: 일반회계 3031-401),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코드: 일반회계 3031-402)

5)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발표평가, 현장실사, 투자심의를 거치게 되며, 동 사업 투자심의시 평가기준은 예산투입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및 
적절한 시기 출시 가능성, 개발되는 치료제·백신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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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예산분석과 최경덕 예산분석관(02-6788-3728)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선정 및 예비선정 과제 내역 

구분 과제명 임상시험 단계 선정일 지원액 지원기간

선정

치료제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2/3상 2020.08.19

미정 미정
코로나 고면역 글로불린GC5131

(COVID-19 H-lg)의 임상 2상 연구
2상 2020.08.26

백신
코로나19 백신 DNA백신 GX-19의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
1/2상 2020.08.19

예비
선정

치료제

IND승인 후 공개 가능 2상

보완 후
투자심의 거쳐

결정 예정
미정 미정

IND승인 후 공개 가능 1상

IND승인 후 공개 가능 2상

백신
IND승인 후 공개 가능 1/2상

IND승인 후 공개 가능 1/2상

주: 지원액 및 지원기간은 연구비 산정 근거에 대한 엄밀한 검토 후 협약협의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지원액과 지원기간
이 확정되면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될 예정임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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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2020.6.19.)

 평가근거 및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

－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의 연차별 보고서, 계약 이행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

－ 법률상 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준정

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됨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법률과 달리 평가유형이 공기업은 사업 특성(SOC, 진흥사업)에 따라 

공기업 I, 공기업 Ⅱ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법률과 동일한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과 정원 

등이 소규모인 기관에 대해 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강소형으로 구분됨

 평가절차: 2020년도에는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 2020년 6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유형 구분

유 형 유형구분 기준 예시

공기업

공기업 Ⅰ
∙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

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Ⅱ 
∙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

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
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위탁
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
로 지정된 기관 (강소형기관은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강소형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
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
관(2018년말 기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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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9년도 기준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

(D,E)’는 17개(13.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2015∼2019년도)

기관유형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아주 미흡)

공기업

2015 30 0 8 10 6 4 2

2016 30 0 4 15 5 5 1

2017 35 0 5 13 11 4 2

2018 35 0 6 15 9 4 1

2019 36 0 6 14 13 3 0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5 31 0 6 20 4 1 0

2016 32 0 3 16 9 3 1

2017 48 0 8 18 16 3 3

2018 50 0 9 17 18 6 0

2019 50 0 10 21 12 6 1

강소형

2015 55 0 6 23 20 4 2

2016 57 0 9 17 24 5 2

2017 40 0 4 14 17 2 3

2018 43 0 5 19 13 6 0

2019 43 0 5 16 15 7 0

전체

2015 116 0 20 53 30 9 4

2016 119 0 16 48 38 13 4

2017 123 0 17 45 44 9 8

2018 128 0 20 51 40 16 1

2019 129 0 21 51 40 16 1

 

자료: 기획재정부 각 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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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평가과 이동엽 예산분석관(02-6788-4681)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특징

 사회적 가치 강조: 2017년 이후로 정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

    ※ 배점 확대(2점→최대 6점), 적부평가제 도입(중대재해+귀책사유시 0점)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히 평가

 주요사업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여부 중점 평가

 혁신성장 강조: 혁신성장(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조달 등) 및 경제활성화 적극 추진 여부의 중점 평가

－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업체 지원 등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후속조치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경영개선계획 등의 조치를 추진

－ (실적부진기관) 경영평가 실적 종합등급 ‘미흡이하(D, 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

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

－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

－ (예산상 조치) 종합등급 ‘미흡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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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법무부)

 법무부는 쉰들러, 론스타, 게일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 Investor-State Dispute) 

제소에 따른 중재 수행 및 대응을 위하여 2020년 추경예산 대비 20억 4,800만원을 증액한 48억 8,200만원 편성

－ 쉰들러 사건1): ’18년 10월 중재 제기, ’19년 2월 쉰들러측 요청으로 절차 중단 및 협의 진행

’19년 9월 절차 재개

－ 론스타 사건2): ’12년 12월 중재 제기, ’20년 3월 의장중재인 사임, ’20년 6월 새 의장중재인 선정

－ 게일 사건 등3): ’19년 6월 게일 중재의향서 접수, ’20년 7월 중국투자자 중재 제기

2021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세부내역 20년 추경 21년 예산안

쉰들러 사건
- 중재수행비용 15억 2,700만원 
- 심리기일 참석비용 6,900만원
- 중재수행 전략회의 500만원

16 16

론스타 사건
- 중재수행비용 11억 8,100만원
- 심리기일 참석비용 4,100만원
- 중재수행 전략회의 400만원

12 12

게일 사건 등 
- 중재수행비용 18억 3,300만원 
- 심리기일 참석비용 8,300만원
- 중재수행 전략회의 500만원

0 19

국제법 전문위원(2명) 상용임금 등* - 상용임금 등 1억 3,300만원 0 1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업 내 국제법 전문위원(ISD 전담) 2명에 대하여 동 사업으로 이관
자료: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사건별 분쟁 

진행경과의 면밀한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국제투자분쟁의 경우 의장중재인 사임(론스타 사건), 중재절차 중단(쉰들러 사건) 등 분쟁 진행

경과 예측이 어려워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19년 24%, ’20년 8월말 기준 25.4%에 불과하므

로, ISD 사건별 분쟁 진행경과의 면밀한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분쟁이 빈번한 분야에 대한 점검 및 국제투자분쟁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ISD 사전 예방 노력 필요

－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가 신설됨(’20. 8월)에 따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이 빈번한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하여 ISD 사전 예방 노력 필요

1) 쉰들러 사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의무 해태를 문제 삼아 중재를 제기한 사건

2) 론스타 사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을 문제 삼아 중재 제기한 사건

3) 게일 사건 등: 미국 부동산투자회사 게일이 인천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계약체결 강요 등을 
문제 삼아 중재 제기한 사건 및 중국투자자가 자신이 설립한 백익 인베스트먼트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등을 문제 삼아 중재 제
기한 사건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 & 이슈

47

정무위원회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년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뉴딜분야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

－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母펀드 조성

∙ (母펀드) 공공부문이 5년간(’21∼’25) 7조원(연 1.4조원) 조성(전체의 35%)

      * (정부) 5년간 3조원(연 0.6조원), (산은·성장사다리펀드) 5년간 4조원(연 0.8조원)

－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子펀드 결성

∙ (子펀드) 母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21∼’25) 20조원(연 4조원) 

규모의 子펀드 결성

2021년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투자자 투자목적 비고 재원규모

정부
-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 투자위험 부담

- 5년간 3.0조원(연 0.6조원)

정책금융기관 - 5년간 4.0조원(연 0.8조원)

은행·연기금
- 투자 수익 창출

- 자펀드 조성시 민간 매칭
- 5년간 13.0조원(연 2.6조원)

일반 국민 -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

자료: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0.9.3.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 분야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투자대상 분야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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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공공혁신 조달사업을 통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조달청·기획재정부)

 조달청은 2019년부터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발굴 및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공혁신 조달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및 2021년 사업 확대를 통해 혁신지행 공공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상용화 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테스트하고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술혁신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정·구매하여 테스트기

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2019년 기업이 먼저 기술혁신제품을 제안하는 공급자(기업) 제안형에서 2020년 공공기관의 

혁신수요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솔루션을 모집하는 수요자(공공기관) 제안형이 추가됨

∙ 기존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한 혁신시제품 외에 

R&D 부처(과기부, 산자부 등) 연기개발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한 R&D 혁신제품 

등 다양한 혁신제품을 수요기관에 제공

공공혁신 조달사업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공공혁신 조달사업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본예산 제1회 추경 소계 본예산 제3회 추경 소계

예산규모 12 12 24 99 194 293 415

자료: 조달청

 기획재정부는 2020년 국고국 내 혁신조달팀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는 ‘혁신조달지원’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

－ 이 사업을 통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주요 사전절차(공공기관 수요발굴, 혁신제품 평가 등)를 실시하는 회의체 운영

－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한 예산사업이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다부처에 걸쳐 편성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기능 및 예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검토 필요

혁신조달지원 예산 추이
(단위: 억원)

혁신조달지원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본예산 제1회 추경 소계 본예산 제3회 추경 소계

예산규모 0 0 0 0 0 0 4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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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신규 도입(교육부)

 교육부는 개선이 시급한 노후학교시설 536동을 그린과 스마트가 융합된 미래형 학교로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계획

－ 2021년 목표물량 536동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는 사업비는 3조 2,696억원이며, 이 중 

1차년도 사업비의 30%(868억원)를 국고로 편성하고 나머지 7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 또한 교육부는 2021년 추가로 179동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조 919억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동 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과제로 2021~2025년 동안 추진 계획

－ 40년이 경과한 건물 중 2,835동을 선별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등 미래교육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증·개축

－ 2021~2025년 총사업비는 18.5조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0조원

(70%)이며, 사업방식은 (재정사업) 2,126동(75%), (BTL) 709동(25%)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
(단위: 동)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재정사업 536 397 397 397 399 2,126

임대형 민자사업(BTL) 179 132 132 132 134 709

합 계 715 529 526 526 533 2,835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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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및 기초·원천 R&D 등 혁신역량 투자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및 기초·원천 R&D 등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

－ 디지털 뉴딜: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및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 ’20년 본예산 6,473억원 → ’20년 추경 1조 2,834억원 → ’21년 1조 5,296억원

－ 3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20년 본예산 5,201억원 → ’20년 추경 5,574억원 → ’21년 7,089억원

－ 기초·원천 R&D: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소재·부품·장비, 우주·원자력 분야 등 혁신역량 고도화

∙ ’20년 본예산 5조 5,618억원 → ’20년 추경 5조 4,451억원 → ’21년 5조 9,403억원

2021년 과학기술분야 혁신역량 투자 확대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주요 지원 내용
20년
본예산

20년 
추경예산

21년 
예산안

디지털 뉴딜

-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 창출 등
- 5G·6G 이동통신 신시장 창출
- 실감콘텐츠 및 디지털 매체 투자 확대
- K-사이버 방역 강화

4,132
315
919

1,108

9,400
970

1,119
1,345

10,516
1,507
1,383
1,890

3대 신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
- 인공지능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
-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4,281
593
328

4,713
533
328

5,396
1,005

687

기초·원천 R&D

-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소재·부품·장비 국산기술 확보 및 미래원천기술개발
-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원자력·방사선 신산업 창출

21,064
3,359
3,499
3,160

20,683
3,316
3,389
3,012

22,215
4,173
3,334
3,30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3대 신산업 육성 등 혁신역량 분야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재정투자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뉴딜의 경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예산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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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외교부)

 외교부는 비대면·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뉴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 인프라 구축: 고품질 콘텐츠 주기적 제작, 해외국민 대상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 재외공관 역량 강화: 공관주도의 사업 지원, 담당자 교육 및 자문

－ 데이터 활용 방안 연구: 디지털 콘텐츠 전략화 방안 연구

2021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세부내역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55억원
-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10억원
-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2억원

0 6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남북협력기금사업 추진(통일부)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계획액 전년 대비 3.3% 증액 편성(1조 2,012억 4,700만원 → 1조 

2,408억 1,400만원)

 남북관계 경색 국면, 대북제재의 지속 등 대외적 요인을 감안할 때, 사업의 추진여건 조성 및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 병행 필요

※ 기금사업비 집행률: ’16년도 42.2%, ’17년도 7.1%, ’18년도 21.2%, ’19년도 6.7%, ’20년도(7월말 현재) 1.6%

2020년도 및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사업비) 집행 및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도(7월말 현재)

2021년도 계획액
계획액(A) 계획현액(B) 집행액(C) 집행률(C/B)

통일정책 4,125 4,125 1,764 42.8 3,750

남북사회문화교류 20,620 20,620 2,493 12.1 21,341

인도적 문제해결 620,921 656,220 2,019 0.3 653,019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55,581 556,637 13,283 2.4 562,704

합계 1,201,247 1,237,602 19,559 1.6 1,240,814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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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 인건비(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계획에 따라, 총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인력 증원을 추진 

－ 2021년 예산안에는 병 봉급 인상(병장 기준, 2020년 540,900원 → 2021년 608,500원) 및 

간부·군무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737억원이 증액된 18조 2,856억원의 인건비를 편성함 

    ※ 병 봉급은 2022년까지 병장 기준 월 67만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중기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월 96만 3,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임

2021년 인건비 관련 주요 예산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 내용 20년 추경예산 21년 예산안

병 인건비 - 병 봉급 인상, 병 정원 26,624명 감축 20,965 22,326

간부 인건비 - 간부 정원 1,605명 증원 100,025 104,781

군무원 인건비 - 군무원 정원 5,367명 증원 18,927 20,762

자료: 국방부

핵심기술개발 사업 확대(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

－ 핵심기술개발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207억원(53.7%) 증액된 6,318억원 

2021년 핵심기술개발 사업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연구 내용 20년 추경예산 21년 예산안

응용연구/시험개발 -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요구되는 요소기술을 개별 과제로 추진 1,536 2,175

선도형 핵심기술 -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연구개발에 활용 1,017 1,467

선행 핵심기술 - 소요 결정(예정)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국과연 개별과제 660 984

미래도전 기술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연구 580 1,204

국제공동연구 - 국제기술협력 MOU가 체결된 협력대상국가와 협업 150 203

핵심SW개발1) - 무기체계에 소요되는 핵심SW 국산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166 282

기타 - 시험연구 및 일반용역비 2 3

계 4,111 6,318

주: 1) 핵심SW개발은 2020년까지는 타사업(핵심부품·SW개발/신개념기술시범)에 포함되어 있었음
자료: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은 최근 예산 증가율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과제관리가 요구됨

－ 2019년 3,149억원, 2020년 4,111억원, 2021년 예산안은 6,318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

－ 특히 미래도전기술 연구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은 바람

직하나, 미소요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연구과제 선별검토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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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예산 1조 522억원 편성(비교: ’20년 3,121억원)

∙ 227개 지자체 9조원 발행분에 대해 할인율 8% 기준 지원, 4.84조원 발행분에 대해 6% 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발행분 1.16조원에 대해 3~4% 지원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발행예정액(조원)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13.84
 9조원    * 8% = 7,200
 4.84조원 * 6% = 2,904

3,121 10,522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서울, 화성, 성남 1.16  1.16조원 * 3~4% = 418

합  계 15 -

주: 1. 20년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별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사용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어 발행규모가 큰 지자체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기준 보완 필요

－ 부정유통 방지 및 사용처 확대·상품권 모바일화 등 사용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21년 지방교부세 전년대비 4,422억원 감액된 51조 7,646억원 편성(행정안전부)

 내국세 추정액 감소(△11조원)에 따라 지방교부세 51조 7,646억원 편성

－ 국세수입 추정액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2조 2,487억원 감액 예정

－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 증액(8,896억원)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

2021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지방교부세 재 원
’20년 예산액 ’21년 

예산액본예산 추경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467,264 448,965 445,452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14,452 13,894 13,777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총액 33,210 33,210 49,357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 45% 7,143 6,851 9,061

주: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가 지방비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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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문화이용권 등 바우처와 숙박쿠폰 등 할인쿠폰을 통해 코로나 이후 문화· 

체육·관광 분야 수요를 진작시켜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

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20년 

171만명에서 ’21년 177만명으로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장애인(만 12~49세)에게 제공하는 ‘스

포츠강좌이용권’을 전년 대비 12,450명이 늘어난 72,000명에게 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1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만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1인당 

여행적립금 40만원 = 근로자분담금 20만원 + 기업지원금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숙박 쿠폰: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도입한 숙박 쿠폰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2만원권(7만원 미만 숙박) 30만장과 3만원권(7만원 이상 숙박) 120만장 지원

－ 체육 쿠폰: 민간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료 1인당 3만원씩 60만명 지원

문화·체육·관광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 지원 관련 2021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지원 내용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통합문화이용권 -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 활동비 연 10만원 지원 1,033 1,261

스포츠강좌이용권 -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 월 8만원 지원 277 339

근로자 휴가지원 - 국내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10만원 매칭 지원 85 110

숙박 쿠폰 - 온라인 숙박 예약시 2~3만원 할인쿠폰 제공 290 432

체육 쿠폰 - 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 122 1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도서·영화 분야 사용 편중 문제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실집행 저조 문제가 지적된바 있으므로, 2021년도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숙박 쿠폰 사업은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사업 시기와 진행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행지에서의 감염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 2020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박 쿠폰의 경우 올해 8월 14일 발급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8월 20일부터 발급을 잠정중단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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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집중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대책 추진(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7월 28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또는 낙과, 유실·매몰 

피해 발생

－ 농작물 : 벼(25,655ha), 밭작물(2,030ha), 채소류(3,354ha) 등

－ 축산물 : 한우(1,200여두), 돼지(7,100여두), 가금류(191만수) 등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합계
침수

낙과 유실·매몰
소계 벼 논콩 과수 밭작물 채소 기타

34,175(ha) 33,492 25,655 636 691  2,030  3,354  1,126 683 2,937

주: 7.28~8.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8~9월 발생한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인해 34,254ha 규모의 농경지 침수, 낙과, 도복 

등 피해 발생1)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방제 및 재해복구지원 대책 추진

－ 병해충 방제·소독 및 피해복구 지원,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이 필요하며, 농축산물 

관련 다양한 재해대책의 실효성 검토 필요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및 해양수산 산업 지원 확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3. 시행 예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해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수산 공익직불제: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외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어촌 

소득 안정화를 위한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설

∙ ’20년 228억원 → ’21년 510억원

－ 수산물 소비 촉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행사 지원 확대

∙ ’20년 210억원 → ’21년 410억원

－ 해운 금융 지원 기반 확대 : 코로나19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선사 금융 지원

∙ ’21년 300억원 신규 편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유인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신설 유형의 수산직불금 

지급기준을 설계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쿠폰 행사는 시장가격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 추경예산 집행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설계 필요

1)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현황으로 잠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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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지원 2021년 예산안 확대 편성(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2020년 1월에 신설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4,866억원(23.5%) 증가한 2조 5,611억원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2,742억원(21.4%) 증가한 1조 5,58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767억원(29.7%) 증가한 3,353억원 규모 

2021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부처 주요 사업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기술개발(‘20년 6,027억원 → ’21년 8,866억원)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20년 1,834억원 → ’21년 1,944억원)

12,843 15,585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0년 764억원 → ’21년 1,047억원)
- 신용보증기관출연(‘20년 600억원 → ’21년 600억원)

2,586 3,3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노소재기술개발(‘20년 1,088억원 → ’21년 1,954억원) 3,316 4,173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출자(소부장펀드)(‘20년 2,000억원 → ’21년 2,500억원) 2,000 2,500

합     계 20,745 25,611

주: 2020년 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을 포함한 핵심전략품목의 자립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디지털 뉴딜 일환,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원격근무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총 16만 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 1개사 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지원할 예정

2021년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지원 내용 20년 추경예산 21년 예산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중소벤처기업 8만 개사 바우처 지급 2,880 2,880

온라인 회의공간 구축 - 중소기업 밀집지역 1,562개소에 화상회의장 구축 23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단기간에 사업목표대로 충분한 사업 수요 및 공급 기업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구축 중인 바우처 플랫폼의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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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국내 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 계획

－ 유망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

∙ ’20년 450억원 → ’21년 627억원

－ 유망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

∙ ’20년 490억원 → ’21년 687억원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지원 내용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유망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 450 627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유망 기업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비용 지원 490 687

합     계 940 1,314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통해 유망한 기업을 

엄선하여 지원할 필요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계획

－ 생계급여 수급자 중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년 4조 2,121억원(83.6만 가구 지원) → ’21년 4조 6,062억원(85.2만 가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기본 진료비 단가 평균 11.2% 인상)

∙ ’20년 7조 38억원(142만명 지원) → ’21년 7조 6,805억원(142만명 지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대상 전체 수급자까지 확대

∙ ’20년 13조 1,546억원(547만명 지원) → ’21년 14조 9,414억원(598만명 지원)

－ 장애인연금 기준급여액 30만원 적용대상 전체 수급자까지 확대

∙ ’20년 7,862억원(37.5만명 지원) → ’21년 8,291억원(37.7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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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린뉴딜 사업 본격 추진(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 탄소중립(Net-zero) 및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 예산의 확대 추진 계획 

－ 그린뉴딜 사업: ’20년 추경 3조 2,271억원 → ’21년 예산안 4조 5,313억원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5대 분야 녹색산업 육성 지원 

강화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스마트 그린도시 및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본격 추진 등

2021년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지원 내용 20년 예산(추경) 21년 예산안

그린뉴딜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반 강화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32,271 45,313

자료: 환경부

 2021년 예산을 통해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통해 그린뉴딜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1.1. 시행 예정

－ 취업취약계층(Ⅰ·Ⅱ유형)에게 개인적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

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Ⅰ유형 지원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6개월)을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에 따른 생계 지원

－ 2021년 예산안 기준 목표 지원 규모는 59만명으로, 2021년 예산안 기준 1조 2,495억원 편성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21년 지원규모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5만명

선발형 15~64세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청년은 별도 고시)
- 15만명

Ⅱ유형
(舊 취업성공패키지)

15~64세
(고용여건 등 고려,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함)
- - 19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의무지출로 규정된 구직촉진수당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목표 지원 

인원에 대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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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노후 SOC 개선 등 국토교통 안전분야 투자 확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21년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SOC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안전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

－ 도로분야: 1·2종 대형시설 보수 및 생활 SOC(횡단보도 조명설치 등) 지속적 추진

∙ ’20년 본예산 1조 6,800억원 → ’20년 추경 1조 7,530억원 → ’21년 1조 8,393억원

－ 철도분야: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의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시설보수 확대·개량

∙ ’20년 본예산 1조 2,424억원 → ’20년 추경 4,391억원 → ’21년 1조 3,343억원

－ 하천분야: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 확대편성

∙ ’20년 본예산 5,223억원 → ’20년 추경 6,139억원 → ’21년 7,642억원

2021년 국토교통 안전분야 투자 확대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지원 내용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도로안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 교량기능 개선, 교량 및 터널 보수 등 7,944 8,601

도로유지보수 - 포트홀 등 도로포장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6,262 6,644

도로병목지점 개선 - 교차로 개선, 오르막·단구간 개선 등 1,373 1,666

위험도로 개선 -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개선 등 1,221 1,482

철도안전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 선로전환기 개량, 전기설비 및 선로개선 등 10,097 11,512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 전기설비 개량, 교량 내진보강 등 1,398 1,46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 서울·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 929 369

하천안전

국가하천정비 - 국가하천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등 3,415 3,513

국가하천유지보수
- 국가하천시설유지관리,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1,808 4,129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한 확대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아울러 90년대 이후 시설물 확충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노후 SOC의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토교통 안전분야 사업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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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인턴 규모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강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

－ 경력단절여성 인턴 확대: 일경험 제공으로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 ’20년 6,177명 → ’21년 7,777명

－ 인턴 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 추가 지급

∙ ’20년 1인 총액: 300만원 → ’21년 1인 총액: 380만원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 및 고충 상담, 역량 강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지원

∙ ’20년 경력단절예방 지원 인원 60명 → ’21년 경력단절예방 지원 인원 89명

－ 경력이음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 경력단절기간, 일자리경험 등 개인별 특성, 취업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 ’20년 사례관리사 20명 → ’21년 사례관리사 30명

2021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 세부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지원 강화 내용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새일센터 지정·운영

새일인턴 운영
 ․  새일인턴 1,600명 증 
 ․  고용유지장려금 1인당 80만원 증

148 236

새일센터 운영 지원
 ․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29개소 증
 ․  경력이음 사례관리사 10명 증

227 246

직업교육훈련
 ․  장기과정 3개 신설 

190 195

합계 565 678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통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인턴사업 참여자의 적성․성향 등을 고려한 적정 사업장 배치 및 고용유지율의 지속적인 관리․분
석으로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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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2019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을 발표(2020. 4.)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527억 8,000만 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30%

－ ODA 규모는 미국(346억 1,500만 달러), 독일(238억 600만 달러), 영국(193만 6,500만 달러), 

일본(155억 700만 달러), 프랑스(121억 7,600만 달러) 순이고, 우리나라는 25억 2,100만 달러

(29개 회원국 중 15위)임

－ UN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목표치로 두고 있는데, 목표치를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0.71%), 룩셈부르크(1.05%), 노르웨이(1.02%), 스웨덴(0.99%), 영국(0.70%)

2019년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US달러, %)

국가
2019

국가
2019

ODA ODA/GNI ODA ODA/GNI

호주 2,949 0.22 대한민국 2,521 0.15

오스트리아 1,211 0.27 룩셈부르크 474 1.05

벨기에 2,177 0.42 네덜란드 5,292 0.59

캐나다 4,673 0.27 뉴질랜드 559 0.28

체코 306 0.13 노르웨이 4,292 1.02

덴마크 2,546 0.71 폴란드 684 0.12

핀란드 1,126 0.42 포르투갈 373 0.16

프랑스 12,176 0.44 슬로바키아 129 0.12

독일 23,806 0.60 슬로베니아 86 0.16

그리스 308 0.14 스페인 2,896 0.21

헝가리 317 0.22 스웨덴 5,397 0.99

아이슬란드 67 0.27 스위스 3,093 0.44

아일랜드 935 0.31 영국 19,365 0.70

이탈리아 4,900 0.24 미국 34,615 0.16

일본 15,507 0.29 DAC 합계 152,780 0.30

자료: OECD, Aid by DAC members increases in 2019 with more aid to the poorest countries, Table 1(202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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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잠정치)는 2018년 대비 1.4%(20억 9,9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GNI 대비 ODA 비율은 전년 대비 0.01%p 감소

－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 회원국의 ODA 규모는 2018년 대비 증가한 반면, 호주 등 11개 회원국

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

2018~2019년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실적
(증여등가액 기준, 단위: 백만US달러, %)

국가
2018 2019(잠정치)

ODA 증감률
ODA ODA/GNI ODA ODA/GNI

호주 3,149 0.23 3,070 0.22 △2.5

오스트리아 1,170 0.26 1,256 0.27 7.4

벨기에 2,312 0.43 2,259 0.42 △2.3

캐나다 4,660 0.28 4,684 0.27 0.5

체코 305 0.13 313 0.13 2.6

덴마크 2,590 0.72 2,654 0.71 2.5

핀란드 984 0.36 1,163 0.42 18.2

프랑스 12,136 0.43 12,651 0.44 4.2

독일 24,977 0.61 24,627 0.60 △1.4

그리스 290 0.13 322 0.14 11.0

헝가리 285 0.21 326 0.22 14.5

아이슬란드 74 0.28 73 0.27 △1.6

아일랜드 934 0.31 976 0.31 4.5

이탈리아 5,190 0.25 5,136 0.24 △1.0

일본 14,164 0.28 15,224 0.29 7.5

대한민국 2,358 0.14 2,686 0.15 13.9

룩셈부르크 473 0.98 486 1.05 2.7

네덜란드 5,659 0.62 5,429 0.29 △4.1

뉴질랜드 556 0.28 575 0.28 3.4

노르웨이 4,258 0.94 4,671 1.02 9.7

폴란드 766 0.14 707 0.12 △7.7

포르투갈 411 0.18 389 0.16 △5.4

슬로바키아 138 0.13 132 0.12 △4.0

슬로베니아 84 0.16 88 0.16 5.8

스페인 2,890 0.20 3,006 0.21 4.0

스웨덴 6,001 1.07 5,711 0.99 △4.8

스위스 3,101 0.44 3,121 0.44 0.6

영국 19,410 0.70 19,829 0.70 2.2

미국 34,152 0.16 34,009 0.16 △0.4

DAC 합계 153,477 0.31 155,576 0.30 1.4

주: 2019년 잠정치는 2018년 미국 달러 환율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OECD, Aid by DAC members increases in 2019 with more aid to the poorest countries, Table 2(202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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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미국(USAID)

－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개

발처의 Emergency Reserve Fund(ERF-USAID)내 1억 달러의 emergency health funding 

발표(2월 7일)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3월 6일): ERF-USAID 2억 달러, Economic Support Fund(ESF) 2억 

4,300만 달러, Global Health Programs(GHP-USAID) 2억 3,500만 달러, 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IDA) 3억 달러 등 지원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3월 27일): 

USAID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2억 5,800만 달러 등 지원

－ 8월 21일 기준 USAID의 코로나19 대응 총자금 규모는 ERF-USAID 2억 9,900만 달러 등 

총 13억 3,500만 달러

USAID의 코로나19 대응 총자금

구분 금액

ERF-USAID(Emergency Reserve Fund) 2억 9,900만 달러

ESF(Economic Support Fund) 2억 4,300만 달러

GHP-USAID(Global Health Programs) 2억 3,500만 달러

IDA(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5억 5,800만 달러

합계 13억 3,500만 달러

주: 8월 21일 현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발표한 USAID의 코로나19 대응 총자금
자료: USAID, COVID-19-GLOBAL RESPONSE FACT SHEET #8,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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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BMZ)

－ BMZ(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2020년 예산 재설계로 11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보건 및 전염병 통제 등 7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고, 31억 5,000만 

유로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긴급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분야 예산 추가소요 예산

① 보건 및 전염병 통제(Health and pandemic control)
WHO와 협력을 통하여 취약 지역 보건 프로그램 확대 등

2억 유로 6억 유로

② 식량 안전 및 기아 방지(Food security and basic food 
   services to prevent famines)
WFP(World Food Programme), UNICEF 지원 등

2억 유로 6억 유로

③ 난민거주지 안정화 지원(Stabilisation of fragile regions 
   affected by displacement)
UNICEF, UNHCR, WFP와 협력하여 시리아, 예멘, 북아프리카, 남부 
에티오피아 취약지역 지원 등

1억 5,000만 유로 4억 5,000만 유로

④ 글로벌 공급 체인 유지 지원(Social protection and securing 
   jobs in global supply chains)
취약국의 고용 및 소득 유지 지원 등

1억 8,000만 유로 3억 4,000만 유로

⑤ 섬유, 관광과 같은 주요산업 추가지원(Additional economic 
   support for enterprises in key industries such as textiles 
   and tourism)
개발도상국의 주요산업 지원 등

1억 1,500만 유로 4억 유로

⑥ 정부의 유동성 지원(Government liquidity)
개발도상국에 유동성 지원 등

1억 5,000만 유로 3억 5,000만 유로

⑦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UN 기구 등에 기여확대 등

1억 5,500만 유로 4억 1,000만 유로

합계 11억 5,000만 유로 31억 5,000만 유로

자료: BMZ, Emergency COVID-19 Support Programm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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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산분석과 심성택 예산분석관(02-6788-4644)

 프랑스(AFD)

－ AFD(프랑스개발청) 이사회는 2020년 4월 2일 코로나19 대응 원조계획인 THE 

“COVID-19-HEALTH IN COMMON” INITIATIVE 승인

∙ 지원규모: 11억 5,000만 유로(무상 1억 5,000만 유로, 양허성 차관 10억 유로)

∙ 지원대상: 주로 아프리카 국가 중 ODA 우선순위 국가

∙ 지원목적: (단기) 수원국 코로나19 대응 계획 지원, 진단 및 치료

(장기) 보건 시스템 강화, 사회보장 시스템 수립 및 개선

－ AFD는 THE “COVID-19-HEALTH IN COMMON” INITIATIVE의 주요 지원 프로젝트로 

아프리카내 5개 파스퇴르 연구소 지원 등 3개 프로젝트를 들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대상국가 지원액 지원내용

아프리카내 5개 파스퇴르 
연구소 지원

니제르, 세네갈, 기니, 
마다카스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0만 유로

∙ 기술 교육 및 전수
∙ 진단능력 신장

일선 실험실 인적자원 강화 등

ALIMA
(Alliance for International 

Medical Action)

세네갈,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DR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0만 유로

∙ 사망률 축소, 코로나 확산 방지
∙ 보건 시스템 강화

부르키나파소 코로나19 대응 
계획 지원

부르키나파소 700만 유로
∙ 병원 운영 비용, 진단 비용 등
∙ 식수 제공

자료: AFD, THE “COVID-19-HEALTH IN COMMON” INITIATIVE, 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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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R&D 투자동향 비교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2020년 8월) 발표

 OECD는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지표를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이하 ‘MSTI’)를 통해 매년 2회 발표

－ MSTI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지표와 특허, 기술무역수지, 기타 경제사

회지표 등에 대한 시계열 정보를 제공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4%p 증가한 

4.53%로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중 세계 2위 (세계 1위는 이스라엘, 4.94%)1), 

연구개발비는 984억 5,100만 달러(USD)로 세계 5위 수준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0.93%로 세계 

2위 수준 (세계 1위는 노르웨이, 0.99%) 

주요국 연구개발비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018년)

구분 한국(2018) 미국(2018) 중국(2018) 일본(2018) 독일(2018) 프랑스(2018)

연구개발비 (백만USD) 98,451.3 581,553.0 468,062.3 171,293.6 141,299.9 68,441

GDP 대비 비율(%) 4.53 2.83 2.14 3.28 3.13 2.19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

0.93 0.65 0.43 0.48 0.87 -

주: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 프랑스는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미제공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1) OECD 37개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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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구개발비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주: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2014~2018년)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2014년 2위 10위 15위 3위 9위 13위

2015년 2위 11위 17위 4위 9위 13위

2016년 2위 9위 14위 4위 8위 12위

2017년 2위 10위 14위 6위 7위 13위

2018년 2위 9위 14위 5위 7위 12위

주: 1.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

   2. OECD 37개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을 대상
으로 한 순위임

   3. 2014~2018년간 연도별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이 1위로 조사됨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1,908달러(USD)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2)

－ 연구원(FTE3) 기준) 1인당 연구개발비는 241,084달러(USD)로, 독일(325,812USD), 대만

(281,450USD), 일본(252,596USD), 중국(250,823USD), 이탈리아(241,884USD) 등보다 낮

은 수준

2) 1위는 이스라엘로, 1,990달러(USD)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3) FTE는 Full Time Equivalent의 약어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상근상당 연구원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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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인구 및 연구원(FTE) 1인당 연구개발비 (2018년)

주: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임.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료 미제공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우리나라 정부·공공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은 20.5%로, 국가별 연구개발비 규모 

상위 10개국4) 중 이탈리아(32.7%), 독일(27.8%), 영국(25.9%), 미국(23.0%)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2018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연구개발비 규모 상위 10개국 중 정부·공공재원 비중이 우리나라보

다 낮은 국가는 중국(20.2%), 대만(18.8%), 일본(14.6%)임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2018년)

주: 1. 국가별 연구개발비는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 국내총연구개발지출)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율이 적용된 자료. 프랑스는 자료 미제공

   2. 재원유형 중 비영리기구(private non-profit institution)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의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미포함하
였으므로, 국가별 비중합계가 100%가 아닐 수 있음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4) 동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대만, 러시아, 이탈리아임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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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사업평가과 손동희 예산분석관(02-6788-4660), 안윤소 자료분석지원요원(02-6788-3777)

우리나라 삼극특허 수는 세계 5위 수준5)이며, 정부R&D의 특허성과는 주요국보다 낮음

 연구개발을 통한 주요 특허성과 중 하나인 삼극특허6)는 2018년 기준 2,160건으로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 중 세계 5위 수준 (세계 1위는 일본, 18,645건)7)

주요국 삼극특허 수 (2018년)

구분 한국(2018) 미국(2018) 중국(2018) 일본(2018) 독일(2018) 프랑스(2018)

삼극특허 수 (건) 2,160 12,753 5,323 18,645 4,772 2,073

자료: OECD (2020),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0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미국·일본·독일·중국 등 주요 4개국과 특허성과를 비교해보면,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수는 미국, 삼극특허비율은 일본, 우수특허비율은 독일이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정부R&D의 경우, 특허 피인용 지표에서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으며,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

－ 한편, 우리나라 정부R&D의 삼극특허비율과 (미국특허청등록)우수특허비율 지표 상에서는 중

국보다 낮은 수준

정부R&D 특허성과와 주요국 특허성과 비교 (2018년)

구분
한국(2018) 미국(2018)

일본(2018) 독일(2018) 중국(2018)
전체 정부R&D 전체 연방R&D

피인용

평균 피인용수 (회) 4.5 3.1 6.3 5.1 3.5 3.8 2.9

피인용 1회이상 
특허비율 (%)

69.0 59.6 68.8 65.4 68.1 67.6 59.1

삼극특허비율(%) 15.6 10.6 19.4 20.2 35.7 32.0 15.6

우수특허비율(%) 18.0 8.7 14.3 10.1 21.5 26.6 12.8

주: 미국특허청(USPTO) 등록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2020.1.

5) 한편, SCI논문 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이 발표한 논문 수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63,311편이며, 한국의 SCI 발표 
논문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논문 점유율은 국가별 총 발표 논문의 2.50%, 세계 총 논문 수의 3.52%를 기록하였음. 또한 한국의 
SCI 논문은 5년 주기(’14~’18년) 평균 피인용 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세계 평균(6.04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자료: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18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KISTEP통계브리프」, 2020년 제5호)

6)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란 국가별 특허건수를 비교하기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로서, USPTO(미국특허청), EPO(유럽특허청), 
JPO(일본특허청)에 동시에 등록된 특허를 지칭함

7) OECD 37개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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