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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 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5)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 386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108건(전체의 28.0%)  

- 위원장제안 72건, 의원발의 30건, 정부제출 6건

- 지출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97건, 수입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0건(수입 및 지출 동시 수반 법률 9건)

- 2020년부터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법률 5건, 지출법률 53건 재정소요점검1) 시행 

수입법률 5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356억원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연평균 4,568억원 수입 감소, 지방 연평균 1,788억원 수입 감소 예상 

지출법률 53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7,693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2조 2,377억원, 지방 연평균 5,31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2조 3,475억원 지출 증가 예상

1.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0년 1분기 국회는 386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28.0%인 108건 

�   재정수반법률 108건 중 지출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97건, 수입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20건,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초래하는 법률은 9건

1)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주요 용어 소개 

•재정소요점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제·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에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

•재정변화: 법 시행전과 비교, 법률 시행으로 ‘추가 혹은 신규’ 발생하는 재정소요의 증감

•수입법률: 수입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지출법률: 지출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2019.7.5.) http://www.nabo.go.kr 및 NABOSTAT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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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표 1 2020년 1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소계1) 지출법률 수입법률

386
108
(58)2)

97
(53)

20
(5)

주: 1) 재정수반법률 108건에는 수입 및 지출을 동시에 수반하는 법률 9건이 함께 포함 

2) 재정소요가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점검 대상이 된 법률 수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   (제안자별) 2020년 1분기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108건은 위원장제안 72건, 의원발의 30건, 정부제출 6건 

�   제안자별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은 위원장제안(197건 중 72건, 36.5%), 정부제출(29건 중 

6건, 20.7%), 의원발의(160건 중 30건, 18.8%) 순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그림 1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 및 재정수반법률 
현황: 제안자별

■ 정부   ■ 의원   ■ 위원장 (단위: 건)

386

108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197 
(51.0%)

160 
(41.5%)

72 
(66.7%)

30 
(27.8%)

29 
(7.5%)

6 
(5.6%)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재정소요점검 결과

그림 2
2020년 1분기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지출

■ 수입   ■ 지출 (단위: 억원)

연평균

-6,356억원

연평균

27,693억원

수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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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1) 수입부문 

2020년 1분기에 가결된 수입법률 시행 시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6,356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단위: 억원)

표 2 2020년 1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합계
(연평균1))

수입유형별 재정주체별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6,356
(100.0%)

-6,330
(99.6%)

-26
(0.4%)

-4,568
(71.9%)

-1,788
(28.1%)

주: 1) 향후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금액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이하 동일

주: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 )안은 수입합계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재정소요점검 결과 

그림 3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유형별

■ 조세수입   ■ 세외수입

조세수입 세외수입

연평균

-6,330억원 

연평균

-26억원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재정소요점검 결과

그림 4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수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4,568억원 

연평균

-1,788억원

0

-1,000

-2,000

-3,000

-4,000

-5,000

�   (수입유형별) 전체 수입변동 중 조세수입은 99.6%로 연평균 6,330억원 감소 예상, 세외수입은 0.4%로 

연평균 26억원 감소 예상 

�   조세수입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감면,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따라 

연평균 4,053억원의 국세수입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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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수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기간 2년 연장,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등에 따라 연평균 1,788억원의 지방세수입 감소 예상

�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익 목적 기관 등에 배출권 무상 

할당으로 배출권 매각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24억원의 세외수입 감소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수입은 71.9%인 연평균 4,568억원 감소 예상, 지방자치단체 수입은 28.1%인 

1,788억원 감소 예상  

�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에서 연평균 4,2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연평균 2,129억원 수입 감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연평균 24억원 수입 감소) 순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 개정 관련, 

연평균 4,200억원 수입 감소)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 일몰기간 2년 연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연평균 2,129 수입 감소)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공익목적 기관 등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으로 배출권 매각대 수입 감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연평균 24억원 수입 감소)

(단위: 건)

표 3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 수입분야

위원회

수입 재정수반법률

수입 소계
(A+B)

추계
(A)

추계곤란 등
(B)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억원)

법제사법위원회 2 0 0 2

정무위원회 2 0 0 2

기획재정위원회 2 2 -4,200 0

행정안전위원회 8 1 -2,129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 0 0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0 0 1

환경노동위원회 1 1 -24 0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1 -2 0

합 계 20 5 -6,356 15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동시에 초래하는 법률 9건 포함

3. 추계곤란 등의 건은 전체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만 집계, 추계 건에는 재정수반조문 중 일부 추계한 건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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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부문 

2020년 1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시행 시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조 7,693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단위: 억원)

표 4 2020년 1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합계
(연평균)

지출유형별 재정주체별

의무지출 재량지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27,693
(100.0%)

23,475
(84.8%)

4,218
(15.2%)

22,377
(80.8%)

5,316
(19.2%)

주: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재정소요점검 수치는 개정된 법률에 기초한 추가재정소요로 2020년 예산상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의미함

4.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 )안은 지출합계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6 재정소요점검 결과: 재정주체별

■ 국가   ■ 지방

국가 지방

2조  

2,377억원

(연평균)
5,316억원
(연평균)

그림 5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유형별

■ 의무지출   ■ 재량지출

4,218억원

(15.2%)

2조 

3,475억원

(84.8%)

�   (지출유형별) 전체 지출 중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2조 3,475억원(84.8%), 재량지출은 4,218억원(15.2%) 추가 소요 예상 

�   의무지출 관련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등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따라 연평균 2조 3,475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재량지출 관련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에 따라 연평균 

4,218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부담은 연평균 2조 2,377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연평균 5,316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국가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의 경우, 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인상과 

적용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연평균 1조 8,070억원 추가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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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의 경우, 기준연금액 인상 등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비로 연평균 5,014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위원회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이 연평균 2조 6,0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연평균 348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연평균 

314억원) 순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인상 및 적용기간 조정 등 (「기초연금법」 등 

10건, 연평균 2조 6,086억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수산식품클러스터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1건, 연평균 348억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전기안전 사고로 인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 보호 등 

(「전기안전관리법」 등 7건, 연평균 314억원) 

(단위: 건)

표 5 2020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지출분야

위원회

지출 재정수반법률

지출 소계
(A+B)

추계
(A)

추계곤란 등
(B)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억원)

국회운영위원회 0 0 0 0

법제사법위원회 8 2 190 6

정무위원회 8 3 35 5

기획재정위원회 2 0 0 2

교육위원회 7 1 67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0 0 0

외교통일위원회 1 0 0 1

국방위원회 3 3 47 0

행정안전위원회 8 2 18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1 48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 11 348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7 314 3

보건복지위원회 15 10 26,0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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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지출 재정수반법률

지출 소계
(A+B)

추계
(A)

추계곤란 등
(B)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억원)

환경노동위원회 9 6 244 3

국토교통위원회 8 7 297 1

여성가족위원회 0 0 0 0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0 0 1

합 계 97 53 27,693 44

주: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동시에 초래하는 법률 9건 포함

3. 추계곤란 등의 건은 전체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건만 집계, 추게 건에는 재정수반조문 중 일부 추계한 건이 포함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결과(위원회별)

3. 2020년 1분기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사례 

�   2020년 1분기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중 주요 법률을 사례로 제시하며, 2020년 1월 20일 신종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수반법률을 우선 검토

코로나19 대응 주요 재정수반법률

2020년 1분기 국회는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4건2)을 가결하였으며, 주요 

재정수반법률 추계 결과를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안, 2020.3.17. 의결)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에 따라 연평균 4,053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며 주로 2021년에 집중(2020년 시행, 시행일 조문별 상이) 

�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신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구매 개별소비세 등 인하, 2020년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2)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률안은 사례로 소개된 법률 외에 2020년 2월 26일 가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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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코로나19 대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233 0 0 0 0 -5,233 -1,047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2,929 -2,929 0 0 0 -5,858 -1,172 

감염병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0 -3,400 0 0 0 -3,400 -68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0 -3,449 0 0 0 -3,449 -690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한도 상향 0 -1,886 0 0 0 -1,886 -377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확대

0 -437 0 0 0 -437 -87 

합 계 -8,162 -12,101 0 0 0 -20,263 -4,053

주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은 2020년 4월 조특법 개정에서 추가로 상향되었으며, 본 세수효과는 1분기 가결 사항만 계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0.2.26. 의결)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100명 이상,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두도록 함에 따라 

역학조사관 30명을 추가로 신규 임용·배치할 경우 연평균 23억원의 추가 소요 예상(2020.9.5. 시행) 

(단위: 억원)

역학조사관 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역학조사관의 추가배치 8 26 27 27 28 116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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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법률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0.1.9. 의결) 

�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면제기간을 2년 연장하고, 택지 개발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일몰규정을 3년 연장하는 등에 따라 세수가 연평균 2,129억원 감소 예상(2020.1.1. 시행) 

�   수소·전기자동차 정부 보급목표치(‘20년 5.8만대, ’21년 8만대, ’22년 11.4만대)3)에 나타난 추세를 

기반으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을 추정하고, 최근 5년간 토지 재산세 평균 감면수준이 향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단위: 억원)

표 6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입 변동: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일몰 연장

-854 -1,176 0 0 0 -2,030 -40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 연장

-918 -918 -918 0 0 -2,754 -551

도시철도공사 등록면허세 등 일몰연장 -372 -434 -452 0 0 -1,258 -252 

농수산물공사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744 -814 -883 0 0 -2,441 -488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568 0 0 0 0 -568 -114

기타1) -687 -718 -185 -2 -3 -1,595 -319

합 계 -4,143 -4,060 -2,438 -2 -3 -10,646 -2,129 

주: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등 포함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관계부처합동(2018)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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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수정안, 2020.3.6 의결)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함에 따라 배출권 매각대 수입이 연평균 24억원 감소 예상(2021.1.1. 시행) 

�   배출권 무상 할당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의료기관 등으로 가정하고, 배출권 매각단가는 

2019년 평균단가 29,126원/톤을 적용 

(단위: 억원)

표 7 공익기관 등 배출권 무상할당에 따른 수입 변동: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공익기관 등 배출권 무상할당 0 -30 -30 -30 -30 -120 -2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 사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0.1.9. 의결) 

�   2020년과 2021년 소득하위 20~40%와 4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 적용기간을 매년 1~12월로 앞당김에 따라 연평균 2조 3,084억원 추가 소요 예상 

(2020.1.21. 시행) 

�   추계 대상은 소득하위 20~40% 및 4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수이며, 지급 유형별 지급 

대상자 수에 기초연금 전액 지급액과 감액유형별 감액 지급액을 구분하여 추정한 1인당 지급액을 

곱하여 추정

(단위: 억원)

표 8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기초연금인상

국비 8,917 18,403 19,653 20,980 22,396 90,349 18,070 

지방비 2,435 5,109 5,461 5,834 6,232 25,071 5,014 

합계  11,352 23,512 25,114 26,814 28,628 115,420 23,08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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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0.1.9. 의결) 

�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납부 예외자였던 지역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역가입자로 다시 

복귀하였을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가 지원하고(2020.7.1. 시행),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2,501억원 추가 소요 예상 (2020.1월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9년 월100 만원) 이하인 

경우로 가정하며, 국가의 지원비율(50%)은 사업장가입자 지원 사례를 준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의 규모와 지원비율(50%)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단위: 억원)

표 9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272 565 587 609 632 2,665 533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1,906 1,936 1,967 1,999 2,031 9,839 1,968 

합계  2,178 2,501 2,554 2,608 2,663 12,504 2,50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2020.3.6. 의결)  

�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로 의심되는 대형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거용 시설 전기발생 사고 시 응급조치 등 전기안전 사고로 인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경우 연평균 208억원의 추가 소요 예상(2020. 4.1. 시행) 

�   제정안에 포함된 전통시장 점포 전기설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제외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응급조치 시행비용은 모든 주거 시설로 확대하려는 제정안의 의도를 고려하여, 응급조치 예상호수에 

응급조치 시행비용단가(58,262원/호당)를 곱하여 산정하며, 전기안전검사·점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은 유사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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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표 10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공동주택안전점검 - 56 111 163 165 494 99

응급조치 - 31 79 180 183 474 95 

검사·점검기준 운영 - 3 3 3 3 12 2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26 10 11 11 58 12

기타1) - 1 0.0 0.0 0.0 1 0.0

합 계 - 116 204 356 362 1,038 208

주 1) 전기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 등 포함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 2020.1.9. 의결)  

�   ‘접경지역’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국방상 등의 이유로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할 경우 연평균 14억원의 추가 소요 예상(2020.1.29. 시행) 

�   수산직접지불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대상 어가는 약 1,770어가로 직불금 단가는 기 시행중인 도서지역 

어가 직불금 단가(2020년 70만원)에 추세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국비보조율(80%) 및 대상 어가 수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단위: 억원)

표 11 접경지역 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재정수반요인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접경지역 어업인
수산직불금 지급

국비 10 11 11 11 11 55 11

지방비 2 3 3 3 3 14 3

합 계 13 13 14 14 14 68 1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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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누적) 1~3월 세수는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 감소

�   법인의 영업실적 둔화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대비 6.8조원 감소(△30.8%)한 가운데,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1) 및 통관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2조원(△7.4%) 감소

�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조원(8.1%) 증가하며 국세수입 감소를 일부 완충

�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른 거래량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4조원(32.8%) 증가 

*    ’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를 ’20년 6월 30일까지 유예

�   세수진도비는 23.9%로 전년 동기(26.6%)에 비해 2.7%p 낮은 수준

(단위: 조원, %)

표 1 2020년 1분기(1~3월) 국세수입 실적 

구 분
3월 실적 1~3월 누계

’19
실적

’20
예산

’19.3 ’20.3 증감액 ’19.3 ’20.3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28.8 22.8 △6.0 78.0 69.5 △8.5 △10.8 293.5 291.2

 •소 득 세 3.0 3.2 0.2 20.6 22.2 1.7 8.1 83.6 88.4

    - 종합소득세 0.1 0.1 0.0 1.5 1.5 0.0 0.3 16.8 17.4

    - 양도소득세 1.1 1.5 0.4 4.1 5.5 1.4 32.8 16.1 16.8

    - 근로소득세 1.2 1.0 △0.2 12.1 12.1 △0.1 △0.4 38.5 41.8

 •법 인 세 19.4 13.4 △6.0 22.2 15.4 △6.8 △30.8 72.2 64.3

 •부가가치세 1.3 1.3 0.0 16.1 14.9 △1.2 △7.4 70.8 68.6

 •과년도수입 0.6 0.3 △0.2 4.2 2.6 △1.6 △37.5 5.9 5.4

1)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비율이 2019년 15%에서 2020년 21%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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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월 실적 1~3월 누계

’19
실적

’20
예산

’19.3 ’20.3 증감액 ’19.3 ’20.3 증감액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1 1.2 0.1 3.5 3.8 0.3 8.3 14.6 15.7

 •관 세 0.6 0.4 △0.2 2.0 1.7 △0.3 △16.1 7.9 8.8

 •기타 2.8 3.0 0.1 9.4 8.9 △0.5 △5.3 38.6 39.9

주: ’20년 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당월) 3월 세수는 22.8조원으로 전년 동월(28.8조원)대비 6.0조원(△21.0%) 감소

�   (법인세) 수출 둔화 등의 영향에 따른 ’19년 법인 실적 부진에 기인하여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6.0조원(△31.1%) 감소

�   유가증권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감률(%): (’17) 59.5 (’18) 1.2 (’19) △55.2

�   금융업 당기순이익 증감률(%): (’17) 20.5 (’18) 0.1 (’19) 0.9

�   (소득세) 2월 임금 증감률 둔화 등으로 근로소득세(△0.2조원)는 감소하였지만,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0.4조원)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전년동월대비 0.2조원(8.1%) 증가

�   2월 임금 증감률 둔화는 ’19.2월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설연휴: (’19)2.4~6→(’20)1.24~27) 기저효과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급 감소 등에 기인

주: 2017~2019년 실적대비 진도비, 2020년은 예산대비 진도비

자료: 기획재정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최근 4년간 1분기 국세수입 진도비(%)

27.5
27.0
26.5
26.0
25.5
25.0
24.5
24.0
23.5
23.0
22.5
22.0

26.3
26.8 26.6

23.9

2017 2018 2019 2020

자료: 기획재정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주요 세목 실적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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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 월평균 임금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대비%)

■ 임금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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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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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9.3 4 5 6 7 8 9 10 11 12 20.1 2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

■ 전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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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

보훈 관련 개정안 동향과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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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엽·태정림·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4)

1. 논의 배경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교역 및 공급체인 변화, 가계 소비감소와 기업투자 축소, 실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 

�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 보다 악화된 -3% 수준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IMF, 

2020)

�   IMF는 1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지만, 4월 전망에서 6.3%p 하향 조정 

�   주요국의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년대비 -6.8%(1992년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최초의 

역성장), 미국은 전년대비 -4.8%(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4분기(-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역성장)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대비 -1.4%를 기록(전년동기대비로는 1.3% 성장)

(단위: %, %p)

표 1 IMF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및 1분기 실적

국가 2019년
2020년 전망

2020년
1분기 실적

2020.1월 발표 2020.4월 발표 조정폭

전세계 2.9 3.3 -3.0 -6.3 -

 미국 2.3 2.0 -5.9 -7.9 -4.8

 유로 1.2 1.3 -7.5 -8.8 -3.8

 -이탈리아 0.3 0.5 -9.1 -9.6 -4.8

 -프랑스 1.3 1.3 -7.2 -8.5 -5.8

 -독일 0.6 1.1 -7.0 -8.8 -1.9

 -스페인 2.0 1.6 -8.0 -9.6 -5.2

 한국 2.0 - -1.2 - -1.4

 중국 6.1 6.0   1.2 -4.8 -6.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14, 2020.; 미국 상무부, 유럽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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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위기 발생 및 봉쇄 단계를 거쳐 점진적 완화에 따른 회복기, 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 대응 기조도 코로나19 진행 단계별로 차이 존재

�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 및 근로자 보호, 가계에 

대한 소득보조,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 확대 등 위기 발생 및 봉쇄 단계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 성격

OECD(2020)는 코로나19 진행 단계를 위기-봉쇄-전환-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대응기조를 제시함

�   (1단계-위기 발생)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공급 및 소득보조를 위한 긴급 조세지원 요구

�   핵심 정책목표는 유동성 지원과 소득지원이며 정책수단은 납부유예 및 면제, 조기환급 등 세무행정을 활용

�   (2단계-봉쇄&완화 단계) 봉쇄와 완화(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조세지원 실시

�   봉쇄 기간의 경과에 따른 기업 유동성·지불능력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납부유예, 

사회보장세(SSCs) 및 임금지원과 같은 다각적인 조세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

�   (3단계-전환기)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정부양책 등 재정적 자극 실시

�   기업·가계부채 증가, 실업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적 자극 필요

�   (4단계-포스트 코로나)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도모하고, 조세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

�   코로나19 위기 비용 충당,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세원확보 관점에서 새로운 조세정책 논의 촉발

그림 1 코로나19 진행 단계별 조세지원대책 대응 기조 

코로나19 진행 단계

위기 발생 봉쇄 & 완화 전환기 포스트 코로나

조세정책 대응

유독성 & 소득지원
유동성,  

지불능력 & 소득지원
경기 부양 세수 확보

정책 대응 단계 01 02 03 04
즉각 대응 충격 완화 회복기 회복탄력성 & 부채관리

자료:    OECD, “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 2020, p.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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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점진적 완화 단계에서는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 효율화 및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봉쇄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지원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되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모색

�   전례 없는 위기의 발생은 연대 부담금, 탄소세 등 보다 진보적 관점의 조세개혁 논의를 촉발하며, 국경을 

초월한 활동에 대한 과세 및 다국적 기업의 최저한세 부과 등 세수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

다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2.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대책

가. 한국

지난 3월 17일 소상공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과 소비촉진 등이 포함된 1차 조세지원대책을 

실행하였고, 4월 29일에는 가계 및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추가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2차 조세지원대책이 

국회를 통과

�   1차 조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등으로 구성되며 세수감소는 2조원 규모

�   감염병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1)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는 12.9조원으로 ’19년 GDP 

대비 0.67%

�   2차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추가 확대, 선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등으로 구성되며 세수감소는 0.1조원 규모

�   긴급재난지원금을(12.2조원)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규모는 12.3조원으로 ’19년 GDP 대비 0.64%2)

1) 구체적으로 감염병 검역 등 지원 2.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1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 3.5조원, 지역경제회복 1.2조원으로 구성

2) 납부유예 11.2조원을 포함할 경우 23.5조원이며, ’19년 GDP 대비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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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의 조세지원대책 12건 중 11건은 위기 발생(1단계) 및 봉쇄&완화 단계(2단계)의 조치3)에 해당

�   지원목표별로는 가계 및 기업 유동성 지원 및 소득보조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촉진책 5건 순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지원에 해당

표 2 코로나 19 대응 조세지원 주요 내용 

구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세수효과

’20.3.17

소득보조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하) VAT 부담 경감 1단계
(’20)△2,929

(’20~’21)△5,858

소득보조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 1단계 (’20)△437

유동성 지원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법인세 등 감면(소기업 60%, 중기업 30%) 1단계 (’21)△3,400

소득보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인하액의 50%) 1단계 추정곤란

소비촉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6월까지, 감면한도 100만원) 2단계 (’20)△5,233

소비촉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3~6월 사용분) 2단계 (’21)△3,449

소비촉진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0.03~0.05%p 상향(’20년 한시) 2단계 (’21)△1,886

경기부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3단계 추정곤란

’20.4.29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1단계
(’20)△1,2542)

(’21)+1,254

유동성 지원
개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유예
(납부일 ’20.6.1→8.31, 특별재난지역 등은 신고·납부 모두 유예)

1단계 -3)

소비촉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추가 상향(4~7월 사용분) 2단계 (’21)△781

소비촉진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시 세액공제(1%) 신설(4~7월 선결제분) 2단계 (’21)△174

주: 1) OECD의 코로나19 진행단계별 조세정책 대응기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2) ’21년에 발생할 환급을 ’20년에 조기 집행하는 것으로 ’20년은 세수감소가, ’21년은 세수 증가가 예상되어 세수효과 순계는 0임 

3) 납부유예 규모는 11.2조원으로 예상되나, 금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하 각국의 조세지원대책을 OECD의 코로나19 진행 단계별 조세지원 대응기조에 따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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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지난 3월 27일 기업과 가계의 현금 유동성 지원 및 재난대응을 위한 대규모 조세·재정지원을 실시, 조세지원 

방식은 납부유예 및 면제와 세금환급으로 구성

�   약 2조억 달러 규모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재난대응 지원법안(CARES Acts)4)을 시행. 

대출·보증을 제외한 조세 및 재정 지원은 1.4조억 달러(GDP의 6.9%) 규모(’20.3.27.) 

�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비용인정 범위 확대,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 납부유예, 

소득세 환급을 통한 가계 소득지원 등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표 3 미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주요 내용

시기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20.3.27.

유동성 개선

[기업]
급여세(pay-roll tax) 및 각종 소득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영업손실에 대한  소급공제 적용(loss-carryback)
이자비용 등 비용인정 범위 확대
[가계]
소득세 환급(Recovery Rebate): 개인 $1,200(부부 $2,400), 자녀 $500
소득세·사회보장세(SSCs) 납부유예 및 면제, 연체처분 중지

1단계

고용지원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SSCs) 납부유예 및 감면
500명 미만 사업체 및 면세기관에서 지불한 병가·유급휴가자 임금지불액 환급(자영업자 동일)

1단계

재난대응
항공수송용 유류 및 항공수송용역에 대한 소비세 면제(tax holiday)
손소독제에 대한 소비세 면제

1단계

주: 1) OECD의 코로나19 진행단계별 조세정책 대응기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자료:    OECD,“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코로나19 crisis(2020.5.2.update)”, KPMG. “코로나19 Global Tax 

Developments Summary(5.11.updat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EU

개별 국가 차원에서 250억~1,560억유로(2019년 GDP의 1.4~4.5%)5) 규모의 조세·재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조세지원대책은 주로 소득세·법인세 및 사회보장세의 감면·납부유예 조치 등으로 구성 

�   이탈리아는 250억유로(GDP의 1.4%) 규모의 재정조치 발표(’20.3.11)

�   의료지원(32억유로), 고용 및 소득지원(103억유로), 기업·가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51억유로), 

근로자·기업에 대한 세금납부유예 및 세액공제(16억) 조치 등으로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4)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약칭 CARES Act)

5) 기업대출에 대한 국가보증 등 유동성공급 조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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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1,100억유로(GDP의 4.5%) 규모의 재정조치 발표(’20.4.15.; ’20.3.17 조치 포함)

�   조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유예 및 감면,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485억유로) 조치 등은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   병원근로자 및 봉쇄기간 중 근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실업지원 및 자영업자 지원(임대료 및 공과금 

유예) 등 봉쇄기간 동안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는 2단계 조치에 해당

�   독일은 1,560억유로(GDP의 4.5%) 규모의 재정조치 발표(’20.3.23)

�   소득세·법인세·매출세 납부유예, 법인세 중간예납 경감,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지원, 제약사 

등의 알코올(소독제 원료) 소비세 면제 등은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   실업 보험 및 육아휴가 혜택 기간의 일시적 연장, 개인 및 법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세액경감 적용요건 

완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인하(20.’7.1이후) 등은 봉쇄&완화단계에서의 지원을 담은 2단계 조치에 해당

�   스페인: 338억유로(GDP의 2.7%) 규모의 재정조치 발표(’20.4.15.; ’20.3.17 조치 포함)

�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유예, 사회보장세 감면 및 유예,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 정책(157억유로) 등6)은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   문화분야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봉쇄단계에서의 

추가지원을 담은 2단계 조치에 해당

표 4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주요 내용  

시기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20.3~4.

유동성 지원

각종 세금(개인/법인소득세,소비세) 및 사회보장세(SSCs) 납부유예 및 감면 
(영국,이탈리아,벨기에,헝가리,프랑스,스페인,독일,아이슬랜드,네덜란드 등)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영국, 벨기에, 프랑스, 아이슬란드 등)
당해 법인 영업손실 소급공제 적용(노르웨이)
개인·자영업자 세금환급(영국)
음식점 부가가치세 인하(독일)
개인 및 법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세액경감 요건 완화(독일)
상업용 임대료 60% 세액공제(이탈리아)

1~2단계

고용지원
병가 등 유급휴가자 급여지불액 환급(영국)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지원(독일)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스페인)

1단계

6)  IMF의 코로나19 경제 대응 자료를 토대로 작성(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 Policy- Responses-to-코로나19 접속일자: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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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20.3~4. 재난 대응

특정 업종(호텔/식당/항공 등) 소비세 및 재산세 면제
•아이슬랜드:호텔세 폐지(2021년말까지)
•노르웨이: 항공여객비행세 인하(12% → 8%)
•영국:  전 업종의 사업용 재산세(business rates) 면제, 소매·레저·접객업의 재산세 면제기간 확대
마스크 등 의료용품 부가가치세 감면(프랑스)
제약사 등의 알코올(소득세 원료) 소비세 면제(독일)

1단계

주: 1) OECD의 코로나19 진행단계별 조세정책 대응기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자료: OECD,“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코로나19 crisis(2020.5.2.updat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중국

중국은 2월 28일 전염병 예방과 통제, 의료장비 생산, 실업보험 지급, 세금ㆍ사회보장세 유예 및 면제 조치 

등을 포함하는 2.6조위안(GDP의 2.5%)7) 규모의 조세지원대책 발표8)

�   전염병 예방 및 구호를 위한 기부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의료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은 

유동성 지원과 재난대응 조세지원으로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   생필품 관련 업종 증치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은 봉쇄&완화단계에서의 지원을 담은 2단계 조치에 

해당

표 5 중국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주요 내용

구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20. 2. 28

유동성 지원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SSCs) 한시면제 및 감면
코로나 피해업종의 당해 영업손실 이월공제 기한 확대(5년 → 8년)
소상공인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3% → 1%)

1단계

소비촉진
생활 업종(음식,숙박,미용,세탁,운송,배달 등)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중고차 판매 부가가치세 인하

2단계

재난대응
코로나19 관련 물품 생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 및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1단계

주: 1) OECD의 코로나19 진행단계별 조세정책 대응기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자료: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보도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정확한 규모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결정될 예정. 통상 3월에 개최되는 양회가 코로나19로 5월(정협 21일, 

전인대 22일)로 연기

8)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0.2.28) ,「六部门印发应对疫情影响加大对个体工商户扶持力度的指导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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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

일본은 4월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개인 및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9.5조엔 

규모(2019년 GDP의 7.1%)의 조세·재정지원을 발표하였으며, 조세지원대책은 주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의 납부유예 조치 등으로 구성

�   2월 14일(103억엔)과 3월 10일(4,308억엔)에 발표된 1,2차 긴급대응책(재정 및 금융지원으로 

구성)을 포함하여 4월 7일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에는 39.5조엔 규모의 조세·재정지원 대책과 

추경예산안(18.6조엔)을 발표9)

�   매출급감 납세자에 대한 납부유예,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등은 위기 발생 단계에서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1단계 조치에 해당

표 6 일본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주요 내용  

구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조세정책
대응기조1)

’20. 4.7

유동성 지원

매출 급감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1년 연장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자본금 1억엔 → 10억엔)
매출 급감 법인의 소비세 환급 세무행정 완화
재산세 및 도시개발세 감면

1단계

재난 대응
중소기업의 원격근무를 위해 취득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특별 대출 계약 체결에 대한 인지세 면제

1단계

주: 1) OECD의 코로나19 진행단계별 조세정책 대응기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분류

자료: 일본 내각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4월 말까지 주요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대책은 위기 발생 및 봉쇄 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지원, 고용보호 및 위기업종 지원에 초점

�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가계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직접적인 소득보조 정책 추진

�   고용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세 감면과 함께 항공·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및 

면제(tax holiday) 등 보다 과감한 지원 실시

�   한국의 1~2차 대책 역시 비상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계위험 축소를 

위한 조세지원에 주력

9) 内閣府(2020. 4.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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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세지원대책 요약  

구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법인세

유동성 지원

당해 영업손실 소급공제 적용(loss-carryback)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감면
법인세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 체납에 대한 연체이자 탕감
이자비용 등 비용인정 범위 확대

고용지원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SSC) 납부유예 및 감면
병가 등 유급휴가자 급여지불액 환급형 세액공제
고용 인센티브 지급 횟수 확대(연 2회 → 매월)

법인세 투자촉진 가속감가상각 허용, R&D 투자비용 조기 세액공제

소득세 유동성 지원
소득세 환급(rebate, refundable tax credit)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유예 및 면제, 연체처분 중지
코로나19 의료진 상여금 및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소비세

유동성 지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및 조기 환급, 가산세 감면 및 면제

소비촉진 특정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소비세 면제 또는 세율인하

재난 대응 코로나19 물품(소독액/마스크 등) 세율 인하 및 면제

재산세 유동성 지원
재산세 납부 유예 및 감면
특정 업종(호텔/컨벤션/크루즈) 재산세 환급(rebate)

자료: OECD,“Overview of Country Tax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코로나19 crisis(2020.5.2.updat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조세 및 재정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전세계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화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국민 의료지원과 구호,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수준을 상회하는 재정 대응이 진행 중

�   현 시점(’20.5.7)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을 포함한 전체 재정 대응 규모는 일본이 

GDP 대비 7.1%로 가장 크고, 미국(6.9%), 독일(4.5%), 프랑스(4.5%), 스페인(2.7%), 중국(2.5%), 

이탈리아(1.4%) 순

�   IMF10)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확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채무 규모가 2019년 105.2%에서 

2020년 12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10) IMF, 「Fiscal Monitor」,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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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교착상태가 진행될 경우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과 함께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자본·노동·상품 등 임모빌리티(immobillity) 충격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

�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봉쇄 해제 및 위기 이후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세 정책 마련이 진행 중

�   우리나라도 일자리 위기 극복 및 투자·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조세지원대책 마련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 재정계획의 재점검과 함께 코로나19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세 정책 설계 필요

�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에 대응하고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 

중요

�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경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 및 각종 규제 완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과 바이오산업 등 코로나 시기에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할 시기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세무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과 세정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

�   이와 함께 디지털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또한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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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본고에서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특징을 반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1. 2020년 공시가격 동향 및 정부정책 방향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공적가격으로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부동산의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을 의미

�   정부는 현재 ‘적정가격’을 시세(실거래가)로 간주

�   그러나 부동산 시장 내의 불완전성(정보의 비대칭 등)과 매매행위가 항상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세가 곧 적정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매년 1월 1일 기준 가격조사, 1월 표준단독주택, 4~5월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공시

�   단독주택은 대표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공시

�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  

※    주택 호수 기준으로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  

(공동주택 1,383만호,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개별단독주택 395만호)

�   공시가격은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기타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대상 선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60여 가지 제도에 활용1)

1) 국토교통부,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20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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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분 종부세 및 재산세 과세표준 산식

종부세 과세표준 = (인원별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는 인원별로 과세, 납세대상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총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세기준액: 1세대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 85%(’19년) → 90%(’20년) → 95%(’21년) → 100%(’22년 이후)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공동주택은 1,383만호로 보유세 대상 주택의 76.2%의 비중을 차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향은 주택분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

�   (연도별) 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5.9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2016~2020년간 연평균 5.33% 대비 0.65%p, 2019년 5.23% 대비 0.75%p 높은 수준

�   (가격대별)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 중심으로 상승

�   6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15~30억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로 상승

그림 1 주택 연도별·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률: 2020년

연도별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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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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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16-’20년 평균:5.33%

가격대별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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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0
~3억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 이상

’20년 평균: 
5.98%

-1.9

3.9

8.5

15.2
17.3

26.2 27.4

자료: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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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인상 정책과 관련

  ※    시세반영비율: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공시가격/시세)로 나타낸 지표, 정부 발표자료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동일 개념

�   정부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낮고, 유형별·가격대별로 불균형하다고 평가

�   최근 정부는 시세를 반영하여 공시가격화하는 정책 추진하는 가운데, 2019년 평균 시세반영비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수준

�   유형별로 공동주택·단독주택간의 시세반영비율이 상이하며, 가격대별로는 저가주택 대비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

표 2 주택 유형별·가격대(시세)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 공동주택 vs. 단독주택, 2019년

구분 계 ∼3억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

공동주택 68.1 68.6 68.6 67.2 66.6 66.8 67.4 69.2

단독주택 53.0 52.7 52.2 52.4 51.4 50.6 54.2 62.1

주: 1.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공시(’20.1.),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20.4.) 보도자료 기준

2. 적색 음영은 시세 3억원 이하 구간 대비 시세반영비율이 높은 구간, 청색 음영은 낮은 구간을 의미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년 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시세 9억원 이상)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비율 인상

�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비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시세반영비율이 낮았던 고가주택 중심으로 제고폭을 확대

�   공동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시세 9억원 이상)의 목표 시세반영비율을 가격별로 차등 설정하고, 현재 

시세반영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비율 제고분을 적용하여 인상

※ 목표 시세반영비율: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

�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별 목표 시세반영비율을 55%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대해 

시세반영비율 제고분을 적용하여 인상

�   결과적으로 2020년 시세반영비율은 공동주택 중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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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격대(시세)별 시세반영비율: 공동주택·단독주택, 2019~2020년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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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1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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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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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치는 매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되, 2020년 단독주택은 2019년말 계획(안)의 자료를 참조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4.)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공시가격 상승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 분석

지역별·가격대별 공시가격 상승이 2020년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유세수를 추정

1) 자료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 이용

�   종부세: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와 별도 제공자료

�   지역별·과세표준별 종합부동산세 실적자료, 과세표준별 주택 보유주택수 자료, 1주택 고령자·유기간별 

세액공제 실적 자료 등

※    (지역) 17개 광역시·도,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부터 100억원 초과 등 21개 구간 

(주택보유수) 1주택부터 11주택 이상 등 7개 구간

�   재산세: 행안부, 「2019 지방세통계연감」

�   지역 및 과세표준별 실적자료 등

�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부, 2019~2020년 발표자료

�   공동주택의 지역별·가격대별 상승률 이용

※ 단, 가격대별 상승률은 자료가 가용한 2020년에서만 적용  

(가격) 3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 등 7개 구간



34

추계&세제 분석

2) 추정의 전제

�   (공시가격 상승률 적용)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거주지역내에 보유하며, 

주택별로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

�   주택보유자의 거주지역 기준으로 해당지역 공시가격 상승률 적용

�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의 합산공시가격을 보유주택수로 나눈 가격대별·지역별 상승률 적용

�   (조정대상지역) 2018년 실적에는 조정대상지역 자료 부재

�   2018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의 세율 구분이 없어 해당 실적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행정구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내 18개 지역 지정(’20.2.)

�   (종부세 납세인원)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납세고지를 받은 50.4만명, 2020년은 62.4만명으로 

가정

�   2020년 납세인원은 최근 3년(’17~’19년) 주택분 납세인원 연평균 증가율(23.7%)을 적용하여 추정

�   신규 종부세 납세인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가장 낮은 과표구간(1,000만원 이하)의 인원당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세액추정

�   납세자는 주택을 단독소유한다고 가정하며,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Surtax)는 계산하지 않음

3) 주택분 보유세수 추정방법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우선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후,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를 추정

그림 3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방법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역산
② 공시가격 ③ 과세표준

④ 종부세액

(재산세액) 추정

⑤ 전체 종부세액

(재산세액) 추정
▲

공시가격 

상승률

2018년 2019~2020년

▲

과세기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인원수 

공제액

2단계: 전체1단계: 인원당(주택당)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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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019~2020년 인원당 종부세액과 주택당 재산세액 추정

�   ①~② 인원당(주택당) 공시가격: 과표 기준으로 2018년 구간별 평균 공시가격을 역산1) 후, 

2019~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2)을 적용하여 추정

1)    공시가격(’18년) =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기준액 과세기준액: (종부세) 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등, (재산세)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80%(’18년) → 85%(’19년) → 90%(’20년), (재산세) 60%

2)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역별·가격대별 상승률을 적용 

�   ③ 인원당(주택당) 과세표준: ②의 공시가격에 과세기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려3)하여 추정

3) 과세표준 = (공시가격-과세기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④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 ③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   2단계: 전체 보유세수 추정

�   ⑤    전체세수 추정: ④의 보유세액에 종부세의 경우 인원수, 재산세의 경우 주택(납세물건)수를 곱하고 

공제액 등을 고려하여 차감4)

4) 공제액은 결정세액/산출세액(’18년 기준) 기준, 보유기간·연령 증가에 따른 공제액 증가는 미반영

4) 보유세수 증가분의 요인별 분해

2020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수 증가분을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 납세인원 증가효과, 시세 

상승효과로 요인별 분해

�   (1단계) 종부세수 증가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간주

�   종부세 증가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5%p 인상(2019년 85% → 2020년 90%) 전후의 세액차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효과로 간주

�   (2단계) 공시가격 상승효과에서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와 납세인원 증가효과를 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세 상승효과로 간주

�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 시세 9억원 초과 구간의 시세반영비율의 인상 전후의 세액 차이를 산출

�   납세인원 증가효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납세인원이 최하위 과세구간에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산출

�   재산세수 증가분은 공시가격 상승효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하며, 이를 시세반영비율 인상과 시세 

상승효과로 구분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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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세별 추정결과

(세수) 2020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0.76조원(13.0%) 증가한 6.59조원으로 추정

�   종부세는 전년 대비 0.47조원(48.6%) 증가한 1.43조원, 재산세는 0.29조원(6.0%) 증가한 5.16조원 추정

그림 4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2018~2020년

■ 재산세              ■ 종부세 (단위: 조원)

7.0

5.0

3.0

(조원)

5.16
(+0.29)

1.43
(+0.47)

4.53

0.44

0.96

4.87

2018 2020(추정)2019(추정)

4.97

6.59
(+0.76)

5.83

117.8%

7.4%

48.6%

6.0%

17.2%

13.0%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분, 화살표위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가분의 요인별 분해) 2020년 보유세수 증가분 0.76조원 중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0.67조원으로 추정

�   (1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효과: 종부세 0.09조원(종부세 인상효과의 19.1%), 재산세 없음

�   (2단계) 공시가격 상승효과: 종부세 0.38조원(종부세 인상효과의 80.9%), 재산세 0.29조원(재산세 

인상효과의 100.0%)

�   시세 상승효과: 종부세 0.27조원(57.9%), 재산세 0.20조원(69.1%)

�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 종부세 0.11조원(22.7%), 재산세 0.09조원(30.9%)

�   납세인원 증가효과: 종부세 0.002조원(0.3%)2), 재산세 없음

�   시장요인(시세 상승효과 + 납세인원 증가효과)과 정책요인(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효과)으로 구분시, 시장요인의 비중이 정책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종부세: 시장요인 0.27조원(58.2%), 정책요인 0.20조원(41.8%)

�   재산세: 시장요인 0.20조원(69.1%), 정책요인 0.09조원(30.9%)

2) 단, 납세인원 증가효과는 신규 납세인원이 포함되는 과표구간을 최저과표(1,000만원 이하)로 가정함에 따라 과소추정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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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유세별 증가분의 요인별 분해: 종부세 및 재산세, 2020년

■ 시세 상승        ■ 납세인원 증가        ■ 시세반영비율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단위: 조원, %)

0.20
(69.1%)

0.09
(22.7%)

재산세

시장요인 정책요인

공시가격 상승효과: 0.29조원(100.0%)

0.09
(19.1%)

0.27
(57.9%)

0.11
(22.7%)

0.002
(0.3%)

종부세

시장요인

공시가격 상승효과: 0.38조원(80.9%)

정책요인

주: (  )안은 보유세별 증가분에서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과표구간별 추정결과

(세수) 인원당(주택당) 종부세수 및 재산세수 증가분은 상위 과표구간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

�   (종부세) 과표구간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인원당 약 30만원 증가하였으나,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원당 약 3.9억원 증가

�   (재산세) 과표구간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인원당 약 0.1만원 증가하였으나, 최고 구간인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원당 약 24.1만원 증가

�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높은 상승률과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구조에 기인

그림 6 과표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전년대비 인원당(주택당) 증가분: 2020년

재산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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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만원)

(과표구간) 1.5억 이하 1.5-3억 3억 초과

0.1
3.2

24.1

종부세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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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과표구간) 6억 이하 6-12억 12-50억 50억-94억 94억 초과

 0.3
 2.0

7.8

12.5

38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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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의 요인별 분해) 과표별로 인원당(주택당) 증가분을 요인분해하면 시세 상승효과가 증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과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종부세의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과표 최고구간(94억 초과)을 제외하고는 시세 상승효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 과표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비율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요인의 비중이 증가함

�   재산세는 최고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 구간에서만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가 나타나며, 시세 

상승효과(13.1만원)가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11.0만원)보다 더 크게 영향

�   시세반영비율 인상은 시세 9억원 이상에서만 추진

그림 7 보유세별·과표별 증가분의 요인별 분해: 2020년

■ 시세 상승        ■ 납세인원 증가        ■ 시세반영비율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과표)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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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0.27
(57.9%)

0.0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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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120.0
(3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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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3.3)

2.0
(25.9)

1.6
(20.8)

시장요인(70.0)

시장요인(53.3)

시장요인(30.8) 정책요인(69.2)

정책요인(46.7)

정책요인(30.0)

6억원 이하

12-50억원

94억원 초과

0.00(1.1)

■ 시세 상승        ■ 시세반영비율 인상

(재산세 과표)

(단위: 만원, %)

시장요인 정책요인

1.5억원 이하

1.5-3억원

3억원 초과

0.1

3.2

13.1
(54.2)

11.0
(45.8)

주: ( )안은 보유세별·과표별 증가분에서 각각의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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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분석요약) 2020년 주택분 보유세수는 전년대비 0.76조원 증가한 6.59조원 규모로 추정

�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수 0.47조원, 재산세수 0.29조원 수준의 증가가 예상

�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세부요인별로 살펴보면, 종부세 및 재산세에서 모두 시장요인인 시세 상승효과의 

비중이 정책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상위 과표구간일수록 종부세 및 재산세의 인원당(주택당) 증가분이 높게 나타나며, 요인별로는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의 비중이 상승

(시사점)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 제기

�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 인상

�   정보비대칭,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거래 존재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의문 존재

�   2020년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 시세반영비율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조기에 적용

�   주택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을 가격대별로 차등을 두어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최근 1주택자 세부담 인상 조정 논의 등장

�   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인상 완화 주장이 있었고, 국무총리의 

1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검토가능성 언급3)

�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완화 논의시,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혼인징벌(marriage penalty)’※을 

제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필요

※    결혼한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지칭하며,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의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배제를 의미

3) 매일경제, 「정세균 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되지만 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2020.5.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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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 분석

1. 들어가는 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법을 실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규정한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결

�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중은 40%로 OECD 국가 평균(18.6%) 대비 2배 

이상이고,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1) 보행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0.54명으로 OECD 평균 0.23명 대비 

2.3배 많이 발생

그림 1 OECD 국가별 0~14세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 수(2017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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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로교통공단,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2019

1)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하며, OECD통계와 차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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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사고 이외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2016~2018년 동안 25명이 사망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제도

1)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2)

�   1995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대상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100인 이상 학원) 주변도로에 2019년 기준 16,912개소 지정·관리

그림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2001~2019년)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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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정대상시설의 범위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와 어린이집(2006년~), 학원(2011년~)으로 점차 확대

자료: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5년간(2015~2019년) 어린이 보행 사망자는 154명이고, 이 중 33명(21.4%)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 및 우회전 사고 등으로 사망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41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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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표 1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41 36 35 22 20 15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8 8 8 3 6 33

자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부는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 금액은 2015년 140억원에서 2019년 214억 2,000만원으로 증가

(단위: 백만원)

표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 현황(2015~2019년)

국고보조 대상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자치단체 13,500 6,320 11,505 11,980 21,019 

제주특별자치도 500 240 196 70 70 

세종특별자치시 - - - - 331 

합계 14,000 6,560 11,701 12,050 21,420 

자료: 행정안전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

�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시설은 해당 법률3)에 근거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을 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

3)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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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린이 통학버스 구비요건

구분 내용

구조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의무적으로 구비
(예: 색상은 황색, 좌측 옆면 정지표시장치 설치 등)

표지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

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가입

소유관계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
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을 맺은 자동차

자료: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2014년 67,363대에서 2018년 122,233대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도 증가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014년 248건, 사망자 2명에서 2018년 583건, 사망자 13명으로 증가

표 4 어린이 통학버스 및 관련 교통사고 현황(2014~2018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 통학버스(대) 67,363 72,753 96,586 108,877 122,233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248 288 278 764 583

사망자 수(명) 2 3 6 6 13

주: 2014~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학교안전공제회, 2016년부터는 경찰청 자료 활용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사회교육사업4)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사회교육 실시를 위하여 2014년 46억 7,300만원, 2018년 38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이수자는 2014년 5.6만명에서 2015년 이후 12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5)

4)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부녀자, 통학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 관련 기초질서를 비롯한 교통안전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사업

5)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미신고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본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수, 교육 이수자 수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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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만명)

표 5 교통안전사회교육사업 집행 및 실적 현황(2014~2018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안전사회교육 예산 집행액 4,673 4,324 4,298 3,978 3,812 

교육 이수자 수 384.6 396.9 387.8 420.0 305.5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5.6 12.1 14.2 14.1 12.6

성인 교육 117.6 126.5 130.2 159.4 65.3

어린이·청소년 교육 261.3 258.3 243.3 246.6 227.6

자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주요 현안별 재정소요 분석

1) 주요 현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와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079호, 2019.12.10. 의결)이 

2020년 3월 25일 시행

�   20대 국회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을 규정한 10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표 6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관련 법안 발의: 2016~2019년(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2016.7.8.)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  
신호기 우선 설치 및 관리

이용득의원
(2016.7.21.)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

박남춘의원
(2016.12.1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

박명재의원
(2017.7.24.)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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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2017.9.22.)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손금주의원
(2018.4.3.)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

이용주의원
(2018.11.8.)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김수민의원
(2019.8.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강훈식의원
(2019.10.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

이명수의원
(2019.10.15.)

교통안전시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전부 지원

주: 발의된 법안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079호)에 반영되어 처리되었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어린이 대상 각종 스포츠교육시설(축구, 농구클럽 등)의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동승보호자 교통안전사회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915호, 2020.4.29. 의결)이 11월 27일 시행

�   20대 국회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확대,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12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표 7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강화 관련 법안 발의: 2016~2019년(20대 국회)

구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2016.7.15.)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권칠승의원
(2016.8.11.)

어린이 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김학용의원
(2017.4.12.)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

김순례의원
(2017.5.26.)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 및 안전교육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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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2018.8.30.)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

김민기의원
(2018.12.7.)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동승보호자를 포함

이용호의원
(2019.5.2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

표창원의원
(2019.8.21.)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하고, 좌석안전띠 등 구비요건 강화

전혜숙의원
(2019.6.21.)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

이정미의원
(2019.6.27.)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윤상현의원
(2019.9.6.)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

이용호의원
(2019.9.19.)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 보호장구, 좌석안전띠 등  
구비요건 강화

주: 발의된 법안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915호)에 반영되어 처리되었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현안별 재정소요 분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추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실시

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8,986억원 4,400만원, 연평균 1,797억원 2,900만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수량(연간 3,194대)6)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비 1대 당 비용(2020년 기준 설치비용 3,000만원, 유지관리비용 

1,005만원)을 곱하여 산출

6)  2019년 9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820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되었고,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15,969개소이며 1개소 당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1대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추계기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설치수량은 연간 3,194대(=15,969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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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수(연간 2,402개소)7)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개소 당 신호기 설치비용(2020년 기준 492만원)을 곱하여 산출

표 8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수량(A,대) 3,194 3,194 3,194 3,194 3,194 15,970  3,194  

1대당 설치비용(B,만원) 3,000 3,054 3,112 3,174 3,238 - 3,116 

설치비용(C=A×B) 95,814  97,539  99,391  101,371  103,415  497,530 99,506 

누적수량(D,대) - 3,194 6,388 9,581 12,775 31,938 7,985 

1대당 유지관리비용(E,만원) 1,005 1,023 1,043 1,063 1,085 - 1,044 

유지관리비용(F=D×E) - 32,675  66,627  101,846  138,609  339,757 67,951 

신호기

횡단보도 수(G,개소) 2,404  2,402  2,402  2,402  2,402  12,012 2,402 

횡단보도 1개소당
신호기 설치비용(H,만원)

492  501  510  520  531  - 511 

설치비용(I=G×H) 11,828  12,034  12,250  12,490  12,755  61,357 12,271 

추가재정소요(=C+F+I, 백만원) 107,642 142,248 178,268 215,707 254,779 898,644 179,729  

주: 1. 횡단보도 수의 5년 합계를 맞추기 위하여 2020년에는 2개소가 추가된 2,404개소 설치

2.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상의 내용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위하여 2020년에 총 1,063억 9,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중8)

나.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 확대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로 인하여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1억 8,600만원, 연평균 12억 3,700만원으로 

추계

7)  2019년 6월 말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수는 35,613개소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비율을 66.27%(경찰청 자료 참고)로 가정.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수는 총 12,012개소이고 추계기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2,402개소(=12,012개소÷5년)

8)  행정안전부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에 1,033억 5,000만원, 경찰청은 장비 운영비용으로 30억 

4,300만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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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4915호, 2020.4.29.의결)에 따라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안전사회교육(2년 마다 정기교육) 대상자 수는 연간 94,851명으로 추정

그림 3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수 추정

94,851명

÷ 2년

기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동승보호자

동승보호자 246,904명

: 어린이 통학버스 122,233대(2018년 기준)

: 버스당 동승보호자 2명 가정

확대된 대상시설의 교육대상자
(유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기도, 축구교실 등으로 확대)

교육대상자 17,172명

:    통계청의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한 결과, 어린이 통

학버스 대상 시설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4,293개소

:    사업체당 어린이통학버스는 1대, 대상자는 4명(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2명) 가정

자발적 교육이수자

자발적 교육이수자 74,475명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동승보호자 중 자

발적 이수자 수는 2016년 88,980명, 2017

년 62,127명, 2018년 72,017명으로 연평균 

74,475명

+ -

�   교통안전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인력 증원(28명) 등에 대한 계획을 활용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9)

�   인건비는 연봉,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으로 구성되며, 도로교통공단 7급 연봉(3호봉, 2019년 기준 

3,050만원)에 최근 3년간(2017~2019년) 임금 평균상승률 2.63%를 적용하여 연봉을 산출하고, 산출된 

연봉을 기준으로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 계산

�   기본경비는 산출된 인건비에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3년(2016~2018년) 기본경비 비율 5.8%를 적용하고, 

자산취득비는 2021년에만 발생(1인당 536만원)

�   교재제작비는 2019년 기준 5,483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단위: 백만원)

표 9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1~2025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연평균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A) 1,120 1,149 1,178 1,207 1,236 5,890 1,178 

교재제작비 등(B) 57 58 59 60 62 296 59 

추가재정소요(=A+B) 1,177 1,207 1,237 1,267 1,298 6,186 1,237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육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 증원,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인력 증원 등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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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으로 특징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정소요의 대부분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는 연평균 1,809억 6,6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에 연평균 1,797억 2,900만원(99.3%),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안전사회교육 

대상자 확대 시에 연평균 12억 3,700만원(0.7%) 예상

재정 투입 대비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제한속도 점검 및 정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자격증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 개선 등 관련 

정책 검토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과태료 인상 등의 처벌 강화 검토

�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 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량 등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가 40~60 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이 2018년 말 기준 588개소10)가 있어 

제한속도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 및 정비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자격에 관한 기준이 없어 운전 미숙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미국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0시간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신체검사, 필기 및 실기시험, 약물·안전검사를 필수적으로 통과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 정책에 따른 재정소요 점검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통계 개선 필요 

�   초등학교 등 지정대상시설 당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수 존재하지만,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지정대상시설 수와 동일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

10)  경찰청에 따르면, 588개소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청이 2020년 6월까지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는 곳인지 조사하고 가능하면 제한속도를 

강화할 예정으로 2020년 말경에는 제한속도가 40~60 km 이내인 어린이 보호구역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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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개정안 동향과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등 전망 

1. 서론

보훈대상자의 노령화 추세 등을 고려한 보훈대상자 유형별 추계에 기초하여 보훈급여금등1)의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보훈급여금등 인상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논의 시 기초자료 제공 목적 

보훈급여금등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어 왔고, 다수 개정안의 내용이 

보상 자격 확대, 보상금 또는 수당 인상, 보상금 유족 승계 관련

�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보상금 인상 등 개정안 내용 반영 시 재정소요 규모에 대한 논의 

2. 우리나라 보훈보상제도

1) 제도 개요

국가보훈제도는 1961년부터 운영된 국가유공자의 훈공에 보답하기 위하여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행하는 

일련의 보상제도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2)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범주는 보상금과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본 고에서는 보상금과 수당 이외에 

의무지출사업인 재해보상금, 진료보상금 성격의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보철구지급, 고엽제환자검진, 교육보상금 성격의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훈급여금등”이라 통칭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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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관련 법령은 법률 16개3), 대통령 15개, 총리령 16개로 구성되며, 보훈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1984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후 2005년에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

2) 현황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8개의 법률에 의해 다양한 근거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는 고령층에서만 출현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   보훈대상자는 1962년 15만명에서 2020년 현재는 84만명으로 확대되어 수급대상자는 5.6배 증가

(단위: 명)

표 1 소관 법령별 보훈대상자 현황

소관법령 대상자 2016 2017 2018 2019 202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7,483  7,548  7,697  8,036  8,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4·19사망· 
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순직·상이공로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
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377,097  383,182  389,461  396,229  398,08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5·18민주운동사망·부상자)  4,225  4,377  4,415  4,410  4,4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 사망자,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3,690  3,714  3,764  3,786  3,7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335,879  319,630  301,723  284,631  279,9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0,975  51,553  51,825  51,793  51,9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71,864  77,774  83,648  89,633  90,76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3,143  3,857  4,545  5,252  5,487 

합 계 854,356 851,635 847,078 843,770 842,507 

주: 위 수치는 본인과 유족의 합계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독립기념관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보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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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및 보훈급여금등) 2020년 정부 총지출(513.5조원) 대비 보훈예산(5.6조원)은 1.1%이며, 

보훈급여금등(4.7조원)은 전체 보훈예산의 83%를 차지

�   보훈급여금등에서 기본급여 성격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3%이고, 나머지 37%는 

부가적 급여인 수당과 수시보상금, 진료비 등

(단위: 억원, %)

표 2 보훈예산 및 보훈급여금등(의무지출) 예산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보훈예산
47,782 
(100.0)

49,333 
(100.0)

54,863 
(100.0)

55,116 
(100.0)

56,211 
(100.0)

4.1

보훈급여금등(의무지출)
40,405
(84.6)

41,776
(84.7)

46,399
(84.6)

45,988
(83.4)

46,847
(83.3)

3.8

그 외 재량지출
7,377
(15.4) 

7,557 
(15.3)

8,464 
(15.4)

9,128 
(16.6)

9,364 
(16.7)

6.1

주: ( ) 안은 보훈예산 대비 비중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림 1 보훈급여금등(의무지출) 종류별 지급 현황

(단위: 억 원)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고엽제환자검진

보철구지급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29,444 

552

2,730

627

6,839

11 

84

148 

3,817

2,268 

60

30

237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정의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대부분 의무지출이나 이 중 생활조정수당은 경직성지출로 추계에서 제외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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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개정 동향

8개 보훈관련 법률의 개정 동향을 보면, 제20대 국회 기준 254건이 발의되어 43건이 통과되어 공포되었고, 

172건이 계류 중

추후 보훈대상 범위 확대, 보상금 상향, 수당 병급 허용 등의 내용을 수반한 계류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국가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점검 필요 

�   (통과법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등록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 인상하는 등, 

보훈관련 통과법안은 보훈대상 범위 확대, 보상금 인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

�   (계류법안) 172건의 계류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연평균 

2,190억원)하거나,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보상금 상향(연평균 8,144억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연평균 1조 1,846억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수당간의 

병급 허용(연평균 3,434억원), 6.25전쟁과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경우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연평균 24억원)하는 등,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표 3 보훈관련 법 개정 현황

근거법령

 발의건수

처리건수
계류
건수

공포
대안반영

페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2 6 8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6 9 8 49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 4 3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1 4 4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4 4 4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5 6 6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6 4 2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 6 4 10

합 계 254 43 39 172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0. 5.7.)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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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모형 및 결과분석

1) 추계모형

보훈급여금등 전망은 13개 의무지출 사업별 보훈대상자를 추정한 후 각 보훈대상자별·등급별 지급단가에 

인상률을 적용한 후, 이를 각각 곱하여 소요재정을 추계

보훈대상자 추계 

(현황) 2020년 4월 기준 보훈대상자는 84만명으로 이 중 2020년 예산기준 보상금 수급대상자는 19만명이고, 각종 

수당 수급대상자는 33만명

�   국가보훈대상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2009년 66세에서 2018년 71세로 9년간 5세 증가하였고, 특히 

독립유공자 본인은 94세로 가장 높음

(추정) 보훈대상자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추정

�   성별·연령별, 본인·유족별, 보훈계층별 보훈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을 적용하여 지원법률에 

따라 구분된 보훈대상자를 추정한 후, 보훈급여금등 13개 의무지출 사업별 보훈대상자는 2020년 예산기준 

보훈대상자 등급별 분포에 지원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4)  

�   향후 보상금 대상자는 본인의 수는 감소하더라도 유족의 수는 증가하므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대부분 고령층으로 신규진입 또한 거의 없으므로 감소추세이며, 그 

외 급여금 대상자는 뚜렷한 증감추세 없이 횡보

그림 2 전망모형

01 02 03

× =

보훈대상자

성별·연령별·본인·유족별·보훈계층별 보훈

대상자 실적치에 사망률, 진입률, 이탈률  

적용하여 대분류별 보훈대상자 추정

보훈급여 등 13개 의무지출 사업별 대상자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대분류별 보훈대상자  

증가율 적용

지급단가

1안: 최근변동률 적용

2안: 물가상승률 적용

보훈급여금 등

(13개 의무지출사업)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보훈병원진료

•위탁병원진료

•고엽제환자검진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4)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수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측모형 개발 및 보훈급여금 전망』에서는 2011~2018년간 성별, 연령별, 본인·유족별,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사망률 등을 고려하여 보훈인구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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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표 4 보훈대상자 추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상금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0  201  202 

무공영예수당  14  13  12  11  10  9  9  8  7  7  6 

참전명예수당  177  165  154  143  133  124  115  107  100  93  87 

4.19혁명공로수당  0.3  0.3 0.3  0.3  0.2 0.2 0.2  0.2 0.2 0.2 0.2

간호수당  3  3  3  2  2  2  2  2  2  2  2 

6.25자녀수당  33  34  34  35  35  36  37  37  38  38  38 

사망일시금  7  7  7  7  7  7  7  7  7  7  7 

재해보상금  0  0  0  0  0  0  0  0  0  0  0 

보훈병원진료  4,237  4,235  4,233  4,232  4,232  4,231  4,232 4,232 4,233 4,235 4,237 

위탁병원진료 4,056 4,073 4,094 4,120 4,150 4,184 4,222 4,265 4,312 4,312 4,312 

고엽제환자검진  11  11  10  10  10  10  10  9  9  9  9 

보훈대상자 
교육비지원

 23  22  20  19  17  16  15  14  13  12  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급단가 추계

(현황) 보훈급여금등 지급단가는 중장기 계획 및 공식적인 조정절차가 없으며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및 

국회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에 대한 일관성 결여  

�   보훈급여금등 지급단가는 급여 대상이나 종류별로 상이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 

(단위: 천원)

표 5 보훈급여금등 월 지급단가 및 증가율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간 연평균증가율

보상금 167~5,080 173~5,258 438~5,521 453~5,714 482~6,000 4.1%

간호수당 712~2,228 737~2,306 737~2,306 763~2,387 801~2,506 3.0%

6.25자녀수당 970~1,141 118~1,181 124~1,240 257~1,283 270~1,34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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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간 연평균증가율

무공영예수당 260~280 280~300 360~380 360~380 360~380 10.0%

참전명예수당 200 220 300 300 300 12.5%

4.19혁명공로수당 167 173 300 311 311 3.5%

사망일시금 1,127~3,268 1,127~3,268 1,127~3,268 1,127~3,268 1,127~3,268 0.0%

재해보상금 87,172 73,642 87,172 82,047 85,560 -1.8%

보훈병원진료
(국비진료: 국가유
공상이자 국비진료)

(입원) 124,935원
(외래)  78,144원

(입원) 133,551원
(외래)  75,782원

(입원) 138,576원
(외래)  76,586원

(입원) 158,545원
(외래)  72,546원

(입원) 149,759원
(외래)  76,435원

(입원) 4.6%
(외래)  -0.6%

위탁병원진료
(국비진료)

(입원) 35,538원
(외래)  18,626원

(약제비)  49,001원

(입원) 39,499원
(외래)  20,390원

(약제비)  48,561원

(입원) 43,839원
(외래)  20,711원

(약제비)  46,589원

(입원) 43,987원
(외래)  22,593원

(약제비)  51,448원

(입원) 50,342원
(외래)  23,733원

(약제비)  54,930원

(입원) 9.1%
(외래)  6.2%

(약제비)  2.9%

보철구지급

60억원
(44종: 팔의지 7종, 
다리의지 9종, 보조
기 5종, 특수보철구 
5종, 구매품 20종)

60억원
(44종: 팔의지 7종, 
다리의지 9종, 보조
기 5종, 특수보철구 
5종, 구매품 20종)

60억원
(44종: 팔의지 7종, 
다리의지 9종, 보조
기 5종, 특수보철구 
5종, 구매품 20종)

60억원
(44종: 팔의지 7종, 
다리의지 9종, 보조
기 5종, 특수보철구 
5종, 구매품 20종)

60억원
(44종: 팔의지 7종, 
다리의지 9종, 보조
기 5종, 특수보철구 
5종, 구매품 20종)

0.0%

고엽제환자검진 358 358 277 300 277 -22.6%

보훈대상자교육비
지원

817~5,545 778~5,175 792~4,401 882~4,799 891~4,004 0.6~1.6%

주: 1.    보상금은 애국지사는 5개등급(1-3등급, 4등급, 5등급, 포장, 표창), 상이군경은 11개 등급(1-1, 1-2, 1-3, 2, 3, 4, 5급, 6급1항, 6급2항, 6급3항, 

7급)별로 차등지급

2. 간호수당은 구법대상자는 4개 등급(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신법 대상자는 2개 등급별(상시, 수시)로 차등지급

3. 6.25자녀수당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자녀, 신규자녀생계곤란, 제적자녀위로가산금 별로 차등지급

4. 무공영예수당은 훈격(테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별로 5만원씩 차등지급

5.    사망일시금은 훈격(애국지사, 애국지사 유족,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자, 상이 2급 이하 유족 연금 비승계자, 상이 2급 이하 유족연금 승계자, 전몰군경유족 

등)에 따라 차등지급

6.    보훈병원진료는 국비진료(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등급미달자), 감면진료(일반감면, 참전감면)로 구분되며, 상기 표는 국비진료(국가유공상이자) 기준

7. 위탁병원진료는 국비진료, 응급통원진료, 감면진료(일반), 감면진료(참전)으로 구분되며, 상기 표는 국비진료 기준

8.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은 사립대국고보조(전문대/일반대/원격대/학점기관), 수업료등 국비보전,(고등학교/전문대/일반대/원격대/학점기관), 

외국인학교수업료보전으로 구분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추정) 보훈급여금등 지급단가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정책적 기조 하에 결정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향후 지급단가를 

2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

�   (시나리오 1: 최근 단가변동률) 보훈급여금등 별 지급단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참조하여 가정

�   보상금은 4.1%, 간호수당은 3.0%, 6.25자녀수당 및 고엽제환자검진은 4.1%, 4.19혁명공로수당은 

3.5%, 사망일시금 및 보철구 지급, 고엽제환자검진단가는 동결, 보훈병원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는 

대상자별/진료종류별(입원/외래/약제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단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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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0.0%, 12.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중장기전망 추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단가 상승률인 3.5%를 적용

�   (시나리오 2: 물가상승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제도와 유사한 국내 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인상률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지급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6 보훈대상자의 보상금과 유사 사회보장제도 산정 기준 비교

구  분 보훈보상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준거지표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
기준소득월액(연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보상금)
평균임금

인상률 수준 국회 심의 물가상승률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60세 이전)

물가상승률(60세 이후)

자료: 임완섭 외. 2017. 국내·외 보훈보상 유사제도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교연구. p.76.

2) 추계결과  

(현행 제도 유지) 보훈급여금등의 소요예산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시나리오 1(최근 단가 변동률)은 연평균 

3.0%씩, 시나리오 2(물가상승률)는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1: 최근 단가 변동률) 보훈급여금등(의무지출)의 재정소요는 2020년 4.7조원 대비 1.6조원(연평균 

3.0%)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2: 물가상승률)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2020년 대비 

0.5조원(연평균 1.0%)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5)

(개정안 반영) 다수의 법률안에서 언급된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몰·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 만큼 인상하는 등의 개정안 반영 시 보훈급여금등의 소요예산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기준선은 시나리오2 물가상승률 적용) 

�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2020년 기준)인데, 53만원(2020년 1인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물가상승률 적용

�   전몰·순직군경 유족(배우자 기준) 보상금은 162만원(2020년)인데,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 

246만원(2019년)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물가상승률 적용

5)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10 기준의 전망치로 추후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변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전망결과의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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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훈급여금등 추계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1(최근 단가변동률)     시나리오2(물가상승률)     정부 중기재정계획     개정안 반영 (단위: 조원)

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보훈급여금등은 연평균 0.9%씩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요약 및 시사점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는 사례와 같이6)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단가도 관련법에 따라 지급수준의 준거지표나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검토 필요7) 

�   보훈급여금등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추계한 바와 같이 지급단가의 객관적인 인상지표 없이 

정책적으로 증가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 전망은 가변적

�   보훈급여금 등에 대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연평균 0.9%로 시나리오2(물가상승률) 보다 낮게 나타나 가장 

보수적 개정 기조

�   지금까지는 보훈급여금을 인상할 때에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사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 필요

현재 보훈관련 계류의안은 자격확대, 보상금이나 수당 인상 관련이 대부분으로 이들 개정안 통과 시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통과가 어려우므로 보훈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여력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지급 혜택의 기준 조정 등 고려 

6)  「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

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7)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년 연구용역 과제로 보상금 지급수준의 준거지표 설정, 대상별 보훈급여금의 적정지급수준 확보방안, 보상금 인상률 결정 등에 관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 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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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추계  

국가결산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이슈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미 의회예산처(CBO) 보고서 동향: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I)

주요국의 장기 재정전망 동향: 캐나다(PBO)

추계&세제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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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 은 추계세제분석관 (788-4645)

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 추계  

I. 개관

�   2020년 1월 20일,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인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확진1)되면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이 시작

�   2020년 1월 27일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상태(Public Health Emergency)를 선포

�   2020년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재난법」과 「재난안정과 긴급지원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를 

선포

�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발생(1,271,645명, 2020.5.11.기준)

�   2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추가예산 25억달러를 의회에 요청, 미 의회는 

3월 6일 이에 3배 규모인 83억달러의 코로나19 긴급추가경정지출승인법을 가결

�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위기사태 선포 전부터 본격적인 지원(3.6. 첫 법안 가결)을 시작, 3~4월 

동안 4건의 코로나19 대응 예산법을 통과시켜 2.4조달러(미 의회예산처 CBO 추정)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만큼 가계와 기업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은 3차 추경까지 논의되고 있는 우리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고에서는 

4건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수반법률과 CBO의 비용추계 결과를 검토

 

II. 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수반법률의 추계 결과 

1. 의의 

�   미 의회는 3월과 4월 총 4건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지원법을 가결하여 2.4조 달러(CBO, 추계)의 재정을 

투입

1) 질병관리본부. 2020.1.20. 보도자료; WHO, https://covid19.who.int/region/amro/country/us 2020.5.14. 검색. 



61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2

�   미 의회예산처와 양원합동조세위원회는 해당 법률의 추계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재정소요를 점검2)

2. 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수반법률과 추계 결과 

1) 제1차 코로나19 대응 법률3)

�   미 의회는 2020년 3월 6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에 예산을 

주로 책정한 제1차 코로나19 대응법을 가결(83억달러 예산권한 부여)4)

�   CBO 추계5)에 따르면 2020~2030년 동안 재량지출에 76억달러, 의무지출에 4.9억달러 등 총 

81억달러 지출 증가 예상6)

표 1 제1차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 추가경정지출승인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30년

주요내용
CBO 추계

(단위: 억달러)

재량지출 76

• 보건복지비상기금(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Emergency Fund: PHHSE)을 신설하여 백신,  
치료제, 진단 검사 등에 필요한 의료 용품 구매를 위한 예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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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 검사 및 실험실 등 지원

•식품의약부, 국립보건원, 중소기업부의 재난대출 프로그램, 국무부 영사관 운영 및 대피비용 등 13

의무지출 4.9

•공중보건비상 기간 동안 메디케어 수급자들의 원격 의료 진료비용 지불 4.9

비용 합계  81

주 1. 추가경정세출법안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을 제시(CBO, CBO, "How CBO Prepares Cost Estimates", 2018)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만을 포함하였으므로, 기타 소개하지 않은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개별프로그램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CBO Estimate for H.R. 6074, 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as posted on March 4, 

202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미 의회예산처(CBO)는 지출법률과 적자, 양원합동조세위원회는  수입 법률의 추계결과를 제시함 

3) 법률명은 코로나바이러스 준비 및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지출승인법(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4) 지출을 하기위해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사용기간도 1년, 다년도, 무기한 등 다양함

5)  CBO Estimate for H.R. 6074, the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as posted on March 4, 

2020

6) CBO의 추계는 법률에서 수권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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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코로나19 대응 법률7)

�   미 의회는 제1차 법안 가결 후 2020년 3월 20일 1,918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하는 제2차 코로나19 

대응법안을 가결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 실업자 등을 보호하는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의무지출이 대부분

�   CBO의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2020~2030년까지 1,918억달러의 연방적자 예상

�   (지출) 2020~2030년 동안 953억달러의 의무지출 증가, 재량지출 24억달러 지출 증가 등 총 977억달러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2020~2030년 동안 942억달러 수입 감소 예상  

표 2 제2차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가족 우선 법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30년

주요내용
CBO 추계

(단위: 억달러)

의무지출 953

• 실업보험: 연방정부가 평상시 50% 주정부에 보전하던 실업급여를 100% 보전하고, 급여 수급조건 유지 
(4월말)

• 긴급유급병가(Emergency Paid Sick Leave): 상근근로자 총 80시간의 유급병가를 인정 등 
50

•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방 매칭 지원비율 6.2%p 상향 500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및 의사면담비용 전액 지원
• 보험 없는 이에게도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비용 100% 지원 등

88

• 영양보조프로그램: 일명 푸드스탬프 수급조건 자동 연장(4월까지), 임시식량수요 지원 등 210

재량지출 24

• 공중비상기간동안 연방기관 추가 예산 지원 24

수입 -942

• 유급병가와 유급가족돌봄병가 세제혜택  (Tax Credits for Paid Sick Leave and Paid Family Medical 
Leave) -942

비용 합계  1,918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만을 포함하였으므로, 기타 소개하지 않은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개별프로그램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CBO Estimate for of the Effects of H.R. 6201, 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April.2, 2020.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7) 법률명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가족 우선 법률(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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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코로나19 대응 법률8) 

�   미 의회는 2020년 3월 27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2조 달러의(미국 GDP의 약 11%, 2020년 

미국 예산의 1/2) 재정지원을 담고 있는 제3차 코로나19 대응법안9)을 가결. 앞선 코로나19 대응 2건의 

법안보다 실업자금 지원 및 의료시설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한 CBO의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2020~2030년까지 1.8조원의 연방적자가 예상

�   주 로  2 0 2 0 년 과  2 0 2 1 년  예 산 에  영 향 을  주 며 ,  가 장  많 은  적 자 를  발 생 하 는  사 업 은 

중소기업급여보호프로그램(PPP), 1인당 소득지원(회복리베이트) 및 실업보험의 확대

�   (지출) 2020~2030년 동안 의무지출 9,880억달러 증가, 재량지출은 3,260억 등 총 1조 3,140억달러 

지출 증가 예상  

�   (수입) 2020~2030년 동안 4,460억달러 수입 감소 예상

표 3 제3차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도움, 경제안정화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30년 

주요내용
CBO 추계 결과 
(단위, 억달러)

의무지출 9,880

• 근로자 고용유지
 -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출지원, 경제적재난대출 등 대출 확대(200억달러) 등  
3,770

• 개인과 근로자, 기업지원 
 - 실업급여 확대(주당 600달러 추가지원), 13주 추가되어 최대 39주까지 지원
 - 자영업자 등에게도 펜데믹실업급여 확대(39주간)
 -    개인재난수당(Recovery Rebates for individuals): 1회성,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가구  

1,200달러 지급(자녀 1인당 500 달러＋, 맞벌이 가구 2,400달러) 등 

4,170

• 보건의료교육지원
 - 메디케어 COVID19환자에 정부지원율 20% 상향 등
 - 학자금대출 원금 상환 중지 및 이자면제
 - 지역사회헬스케어센터 등 보건의료기관 지원 등

80

• 타격 입은 산업에 대한 경제안정화지원
 - 연방준비제도에서 중소기업 비상융자 지원
 - 항공분야 임금 보조금

250

8) 법률명은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도움, 경제 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

9) The Coronavirus Relief Fund (CARES Act, Title V): Background and State and Local Allocations. CRS 20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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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CBO 추계 결과 
(단위, 억달러)

• 코로나안정화기금
 - 각 주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총 1,500억달러 주·지방정부 등에 지원(2020~2021년 주로 지출)

1,500

재량지출 3,260

• 공중비상기간동안 연방기관 추가 예산 지원 3,260

수입 －4,460

• 기업 영업손실 과세소득 상계 허용 등 －4,460

비용 합계   17,590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만을 포함하였으므로, 기타 소개하지 않은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개별프로그램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CBO. Preliminary Estimate of the Effects of H.R. 748, the CARES Act. 2020.4.1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 재작성

�   유례없는 지원으로 평가받는 제3차 법안부터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의회 내 행정부에 대한 예산    

집행감독 규정을 포함10) 

�   (의회 내 기구) 의회 내 의회감독 위원회(Congressional Oversight Commission)를 설치하여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감독11)(2008년 설립한 “문제있는 자산구제프로그램”과 유사함), 

GAO(미 회계감사원)가 제3차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법안에 따른 재정지출 계획과 감사와 조사 

계획을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   (행정부 내)12) 재무부 내에 팬데믹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Pandemic 

Recovery)을 두고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 예산 집행을 감독하고, 의회13)에 보고

4) 제4차 코로나19 대응 법률14)

�   미 의회는 2020년 4월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제4차 코로나19 

대응법안을 가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경제적재난대출, 경제적재난대출 보조금,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부에 대한 추가예산지원 등을 포함 

10) CRS. Congressional Oversight Provisions in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P.L. 116-136). 2020. 4.17. 

11)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감독 

12)  이 밖에도 팬데믹대응책임위원회(a 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를 “청렴과 효율을 위한 감사관 위원회(The Council of the 

Inspectors General on Integrity and Efficiency, CIGIE)내에 두고, 연방정부 기관들의 코로나19예산 집행과정을 감독·감사하여,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연 2회 보고, 제3차 코로나19 대응법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의회의 해당 세출위원회 등에 보고할 새로운 의무를 부여. (CRS, Congressional 

Oversight Provisions in the CARES Act(P.L.116-136). 

13) 상원 세출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짐(앞의 보고서 참고). 

14) 법률명은 급여보호프로그램 및 건강보험관리법(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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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부가 4월 3일부터 제3차 코로나19 대응법안에 따른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배정된 예산 3,480억 달러 한도에 도달하여 4월 20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재난대출(EIDL) 역시 4월 15일 예산한도에 도달하자, 관련 지원예산을 증액15) 

�   CBO의 추계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2020~2030년까지 4,83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16) 

�   (지출) 2020~2030년 동안 의무지출은 3,213억달러, 재량지출은 1,617억달러 등 총 4,830억달러 지출 

증가 예상

표 4  제4차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도움, 경제안정화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0~2030년

주요내용
CBO 추계 결과 
(단위, 억달러)

의무지출 3,213

•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추가 예산 지원 3,213

재량지출 1,617

• 긴급예산추가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750억달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진단, 

구매, 관리 비용 추가지원(250억달러), 중소기업부 급여 및 대출 프로그램 추가지원(620억달러)
1,617

비용 합계  4,830

주 1.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사업만을 포함하였으므로, 기타 소개하지 않은 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 개별프로그램의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CBO. CBO Estimate for H.R. 266,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2020.4.2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4차 법안에서도 행정부의 자금 집행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회보고 요건 신설

�   법 제정 후 60일 이내(2020.6.23.)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료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승인된 

750억달러의 자금 사용 등을 보고하고,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매 60일마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 부과 등 

자금 집행감독 강화17)  

�   동 법 제정 후 21일 이내(2020.5.15.)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하원의 에너지와 

상업위원회, 상원의 보건, 교육, 노동 및 연금 위원회에 코로나19 진단 관련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15) CRS, Fourth COVID-19 Relief Package (P.L. 116-139): In Brief. 

16) CBO, CBO Estimate for H.R. 266,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17) CRS, CRS Insight, Congressional Oversight Provisions in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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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재난 시기의 비용추계제도 운용

�   미 의회가 가결한 4건의 코로나19 대응법안에 따라 2020~2030년까지 예상되는 비용18)은 2.4조 달러 

수준으로 CBO의 추계19)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원 등과 같은 의무지출 분야(1.3조달러)에서 주로 발생하고, 

제3차 법안(일명 CARES act)의 효과가 대부분(1.8조원) 

�   CBO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예상되는 비용은 2.2조달러 

�   이 중 가장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진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인의 소득보장 순20)

�   이러한 미 의회의 지원은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진 2009년 금융위기 시 제정된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7,898억달러21) 재정규모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 

�   코로나19대응 법안의 Pay-as-You-Go 준칙의 면제

�   미 의회의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 가결한 코로나19 대응법안에서는 의무지출과 세입의 변동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줄 때 적용되는 PAYGO 준칙22)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대응의 긴급성을 확인하고, 

재정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긴급입법의 경우 PAYGO 준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23)는 2013년 허리케인 Sandy 안정화법안 

(The Hurricane Sandy relief bill)시에도 적용  

18) 법안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계는 지출의 증가, 수입 감소의 합

19)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기간과 백신, 치료약 등과 같은 보건의료적인 이슈에 따라 지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현 수준의 법률이 유지한다는 가정하의 추계 

결과이며, 일부 조문의 경우 추계가 곤란한 것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수권금액과 다를 수 있음  

20) NPR, Kelsey Snell, 2020.5.15, Here's How Much Congress Has Approved For Coronavirus Relief So Far And What It's For. 2020.5.25. 검색

21) 법제처, 미국의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 법제연구-2009년 경기부양법(ARRA)를 중심으로, 

22)  미 의회는 의무지출과 세입에 영향을 주는 법에 대해서는 해당 입법이 재정수지에 중립적이도록 하는 PAYGO제도를 운영(「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에 근거하여 도입), CBO와 OMB(미 관리 예산처)의 비용추계에 따라 PAYGO 수준이 정해지며, 의회에서 PAYGO 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대통령은 해당 의무지출에 대해 강제삭감(Sequestratio)명령을 내려 재정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함

23)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의 Section 11의 g)는 준칙의 예외 중 하나로 긴급입법(Emergency legislation)의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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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한민국 20대 국회 코로나19 대응 주요 법률안 

20대 국회 코로나19 대응 주요 법률안1)

법률명
대표 발의자

(제안일)
주요내용 처리상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2020.2.20.)

• 감염병 위기지역에서 입국(경유)한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교육위원회  
계류중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
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2016.9.2.)

•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공공 의료전담의과대학 및 병원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2017.7.11.)

• 메르스 사태 등 감염병 국가관리의 중요성, 국무총리산하  
질병관리처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계류중

정춘숙의원 등
(2017.6.27.)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6.6.22.)

•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원격의료 도입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 

유기준의원등
(2018.2.1.)

•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 등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 등 
(2020.2.13.)

• 법정 감염병 격리기간 또는 휴업 등의 기간 내에  
유급돌봄휴가를 제공

환경노동위원회 
계류중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2020.3.31.)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등 
(2020.2.28.)

•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시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실시

기획재정위원회 
계류중

주 1) 코로나19 대응 가결 법률은 제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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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이슈

정부는 2011년도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부채에 포함하고 있음 

2019년도 결산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대비 4.3조원 증가한 것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처음 측정한 201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임 

본고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연금충당부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국민·사학연금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

1. 국가회계에서의 연금충당부채

1) 제도 개요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국가회계법」을 2007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

�   그 이전의 예산회계법은 정부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 계리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현재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부담하게 될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관심 증가

�   충당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1))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는 

부채2)를 의미

1)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국가회계편람」, 8.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 「국가회계편람」, 8.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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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연금제도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해 연금 운영자에게 

연금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장래에 지출할 연금급여를 보험수리적 모형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

�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발생주의 관점에서 연금기금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가능

국가가 운영하는 4개 연금사업3) 중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하여만 국가재정상태표에 

계상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연금지급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연금회계준칙에서 규정4)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의 근로자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퇴역)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에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인이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장래에 

지출할 연금급여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연금급여 지급액 부족에 대하여 국가의 보전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

�   국가회계실체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연금기금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연금사업 개요, 통계, 장기재정추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연금보고서5) 제공 

3)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사업

4)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기획재정부, 2012년 12월)의 ‘결론도출근거’ 중 ‘국가회계실체의 연금사업 중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에서 인용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등을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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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법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급여지급의무의 포괄범위 결정 기준6)으로서 국가회계는 ‘현재 발생 부채’(AL: 

Accrued-to-date Liability) 기준 적용

�   현재 발생 부채(AL: 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급여지급의무만 반영

�   평가시점 기준 수급자: 수급자는 이미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 부채 인식

�   평가시점 기준 가입자: 평가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는 부채에 포함하지만, 평가시점 

이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지급의무는 부채에 미포함

현재 발생 부채(AL)의 구성 항목 중 가입자의 급여지급의무는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은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7) 방식 적용

�   PBO: 가입자의 예상가입기간을 기초로 연금급여를 추정하되, 연금급여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 

금액은 승진, 승급 등을 반영한 예상 퇴직 시 보수기준 적용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예측단위적립방식 적용

�   예측단위적립방식: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 근무기간 중 현재까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하는 방식

6)  현재 발생부채(AL) 기준 외에도 평가시점 현재 가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급여지급의무를 반영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현재 가입자 폐쇄형 포괄 부채(PL: 

Projected liability)’, 평가시점 현재 가입자와 평가시점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지급의무를 모두 반영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개방형 포괄 부채

(OL: Open-system liability)’ 기준이 있음(Van der Noord an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1993)

7)  연금급여 지출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예측급여채무(PBO) 이외에 확정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으로 구분. VBO는 평가시점 연금수급권 확보 수급권자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시점 수급권 미확보자는 일시금을 

적용하고, ABO는 평가시점 연금수급권 확보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연금급여와 일시금을 계산하되, 연금급여는 평가시점까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급여액의 크기는 VBO < ABO < PBO의 순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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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금충당부채 구성 항목

내  용

연금수급자 ㆍ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가입자

ㆍ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연금추정지급액: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 반영하여 산정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 금액: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3)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

연금 회계처리지침의 ‘7.연금충당부채의 측정원칙’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   보험수리적 가정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를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고,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필요

�   보험수리적 가정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아래표 

참조

표 2 인구통계적 가정

주요 변수

공무원연금 ㆍ퇴직률,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승진율, 유유족률 등

군인연금 ㆍ전역률, 연금(퇴역/상이/유족)수급자와 현직 군인의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각종 유족전환율, 진급률 등

표 3 재무적 가정

변수 주요 내용

할인율

ㆍ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 참조하여 결정 (현재, 만기별 국고채수익률의 과거 10년 평균 적용)
ㆍ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
ㆍ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시기까지 보간법으로 추정한 값을 

할인율로 적용

임금상승률
ㆍ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 내 적용값과 

호환 가능

물가상승률
ㆍ물가상승률은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간 적용값과 일치 필요
ㆍ재정상태표일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추세 반영 필요

자료: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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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결산의 연금충당부채

1) 연금충당부채 현황

2019년도 결산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공무원 758.4조원, 군인 185.8조원)으로 2018년도 대비 

4.3조원 증가

�   2019년도의 4.3조원 증가는 연금충당부채를 처음 측정한 201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가장 높은 증가액은 159.4조원(2012→2013년도)이었으며, 최근 3년간(2016~2018년도) 90조원 이상 

증가 추세 지속

�   2019년도의 낮은 증가폭(4.3조원)은 직전연도에 비해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낮아진 것에 주로 기인

연금충당부채가 2011년도 351.0조원에서 2019년도 944.2조원까지 593.2조원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제도, 측정방식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등이 있음

① 2013년은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식을 누적급여채무(ABO)에서 예측급여채무(PBO)로 변경

②  2015년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53조원 감소 반영

③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국고채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매년 약 70조원 증가(’15년 3.42%~4.40% → ’19년 2.26%~3.05%)

④    2015년~2018년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물가상승률, 보수인상률 가정을 2019년 결산 시 최근 경제 수준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면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 감소

(단위: 조원)

표 4 연금충당부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금충당부채 351.0 436.9 596.3 643.6 659.9 752.6 845.8 939.9 944.2

  전년도 대비 증감 +85.9 +159.4 +47.3 +16.3 +92.7 +93.2 +94.1 +4.3

  (증가율, %) (24.5) (36.5) (7.9) (2.5) (14.0) (12.4) (11.1) (0.5)

공무원연금 289.8 351.4 484.4 523.9 531.8 600.5 675.3 753.9 758.4

군인연금 52.2 85.5 111.9 119.8 128.1 152.1 170.5 186.0 185.8

비 고 ① ② ③ ④

자료: 기획재정부, 2013~2019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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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충당부채 구성항목

2019년도 말 연금충당부채 944.2조원은 기존 수급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347.2조원과 재직자가 

평가시점까지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연금충당부채 596.9조원으로 구성

(단위: 조원)

표 5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내역: 2019년도 결산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계

연금충당부채(AL) 758.4 185.8 944.2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A) 283.0 64.2 347.2

재직자 연금 및 일시금 연금충당부채(B) 475.3 121.6 596.9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은 직전 연도에 비해 

낮아짐

�   임금상승률의 경우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값이 2018년도 값에 비해 높지만,  실제 모형에 

적용된 임금상승률은 2019년도 값이 2018년도 값에 비해 낮음

�   임금상승 요인은 처우개선과 승급효과로 구분되는데, 2018년도의 임금상승률은 승급효과(모형에서 

별도 반영)를 제외한 처우개선율만 반영된 값이며, 2019년도의 임금상승률은 승급효과와 

처우개선율을 합한 값으로,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 불가

�   연금충당부채 측정 모형에는 승급효과와 처우개선율을 합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므로,  승급효과와 

처우개선율을 합한 임금상승률의 비교 필요

※    2019년도가 2018년도 결산에 비해 평가기간(2020~ 2090년) 중 36년(2020~2055년)간 평균 1.13%p 감소 

(단위: %)

표 6 연금충당부채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구   분 2019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비  고

할인율 2.26~3.05 2.4~3.42
만기별 국고채수익률의 10년 평균 적용
’18: 2009~2018년 평균 → ’19: 2010~2019년 평균

임금상승률 3.60~4.70 1.80~3.60
’18: 승급효과를 제외한 처우개선율만 반영된 임금상승률
’19: 승급효과와 처우개선율을 모두 반영된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1.7~2.0 2.6~2.0
’18: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적용(2014년)
’19: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적용(2020년)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74

추계&세제 최근이슈

연금충당부채의 2018년도 보험수리적 손실이 56.8조원이었지만, 2019년도는 보험수리적 이익이 

34.1조원 발생한 것은 보험수리적 가정 변화에 기인

�   2018년도 결산에 비해 낮아진 할인율로 인해 연금충당부채 77.0조원 증가 효과

�   할인율이 낮아지면 매년 연금급여 지출액 전망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분모가 작아지므로 

연금충당부채가 커지는 효과 발생

�   2018년도 결산에 비해 낮아진 임금상승률(승급효과 및 처우개선율 합)과 물가상승률로 인해 연금충당부채가 

각각 65.7조원, 30.5조원 감소 효과

�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연금급여 지출액이 작아지므로 연금충당부채 감소 효과 발생

(단위: 조원)

표 7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 계

2019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전기 말(A) 753.9 675.3 186.0 170.5 939.9 845.8

당기근무원가(B)1) 25.7 22.5 7.7 8.2 33.4 30.7

이자원가(C)2) 18.1 18.4 4.5 4.7 22.6 23.1

과거근무원가(D)3) － － － － － －

보험수리적 손익(E)4) △24.8 51.3 △9.3 5.5 △34.1 56.8

할인율 변화 60.9 50.6 16.1 13.5 77.0 64.1

임금상승률 변화 △56.0 － △9.7 － △65.7 －

물가상승률 변화 △22.0 － △8.5 － △30.5 －

기타 △7.8 0.7 △7.1 △8.0 △14.9 △7.3

연금비용 소계
(F=B+C+D+E)

19.0 92.2 2.9 18.4 21.9 110.6

퇴직급여 지급액(G) 14.5 13.6 3.0 2.9 17.5 16.5

당기 말(H=A+F-G) 758.4 753.9 185.8 186.0 944.2 939.9

1) 당기근무원가: 재직자가 1년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충당부채 증가분의 현재가치

2018년 말 추정한 2019년 1년 근무 시 표준보험료 × (1+이자율) 

* 이자율(2.4%): 2018회계연도에 추정한 2019년 적용 이자율(1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10년 평균)

2) 이자원가: ’18년도 충당부채(PBO)의 이자 발생분

2018회계연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PBO) × 이자율 =753.9조원 × 2.4%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PBO) × 이자율 = 186.0조원 × 2.4%

3)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에 따라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감액

4) 보험수리적 가정(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 가정과 실제의 차이 등으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감이 있을 경우 발생

* 할인율: 국고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 반영( ’18년 2.40%~3.42% → ’19년 2.26%~3.05%)

5)  퇴직급여 지급액: 2018년도 충당부채 산정대상 급여 중 지급액 반영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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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에서 재무적 가정 변화(± 0.5%p)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변동폭은 할인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의 순서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할인율이 0.5%p 낮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109.0조원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0.5%p 낮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 감소

(단위: 조원, 2019년 12월말 기준)

표 8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재무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 계

-0.5%p 기준 +0.5%p -0.5%p 기준 +0.5%p -0.5%p 기준 +0.5%p

할인율
연금충당부채 844.2 758.4 684.3 209.2 185.8 166.2 1,053.4 944.2 850.5

기준과 차이 85.8 △74.1 23.2 △19.8 109.0 △93.9

임금
상승률

연금충당부채 729.5 758.4 789.9 180.7 185.8 191.6 910.2 944.2 981.5

기준과 차이 △28.9 31.5 △5.3 5.6 △34.2 37.1

물가
상승률

연금충당부채 711.7 758.4 809.2 171.1 185.8 202.7 882.8 944.2 1011.9

기준과 차이 △46.6 50.8 △14.9 16.7 △61.5 67.5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3. 주요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1)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는 공무원 및 군인 등 직역연금8)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

�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직역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미래 연금급여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국가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가 재무제표와 

별도로 작성하는 사회보험보고서9)에서 연금충당부채 정보 제공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역연금(職域年金)”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지원연금을 의미

9)  미국의 사회보장보고서는 사회보험을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재무제표는 OASDI 등 사회보장제도별 75년간을 예측한 정보로 현재 

수급자 현재 가입자 및 미래 가입자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공시하고 부족한 차액도 함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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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결산보고서 상 주석을 통해 후생연금의 연금부채 계상방식 및 시나리오별 미래 연금급여의 

재원조달 구성내역(보험료, 적립금 운용, 국고부담) 공시

표 9 국가별 연금유형별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공시 현황

항목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등)

부채 부채 부채 부채 ×1) 부채

사회보험
(국민연금 등)

△2) × × × 주석 ×

주: 1) 일본은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직역연금을 후생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미래 연금급여와 관련된 부채 미인식

2)    미국의 사회보장성격의 연금인 OASDI는 미래 연금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채는 국가 재무제표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보장보고서(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에서 연금충당부채 정보 제공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연금충당부채 현황

영국의 연금충당부채는 GDP대비 69.9%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은 51.7% 이었으며 캐나다는 가장 

낮은 12.1% 수준

�   국가 총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은 54.4%이고 캐나다가 가장 낮은 23.1% 수준

표 10 국가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연금충당부채 현황

미국
 (bi USD)

(2017.9.30.)

영국
(bi GBP)

(2016.3.31.)

호주
(bi AUD)

(2017.6.30.)

캐나다
(bi CAD)

(2017.3.31.)

한국
(조 원)

(2017.12.31.)

국가 총자산 3,481 1,742 642 465 2,063

국가 총부채 23,897 3,728 1,034 1,060 1,556

연금충당부채 7,700 1,425 301 245 846

(GDP 대비 %) (42.7) (69.9) (17.2) (12.1) (51.7)

(총부채 대비 %) (32.2) (38.2) (29.1) (23.1) (54.4)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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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이슈

1)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는 가정에 따른 높은 변동가능성 문제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   연금충당부채는 장래에 발생할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므로 현재가치로 만들기 위한 

할인율의 미세한 변동에도 충당부채의 규모에 큰 변화 발생

�   정부는 할인율로 만기별 국채이자율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10년 평균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발생

�   할인율로 적용하는 국고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는 2018년 64.1조원, 2019년 

77.0조원 규모 

※ ’17년 2.73%~3.73% → ’18년 2.40%~3.42% → ’19년 2.26%~3.05% 

�   할인율 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민감도 분석 결과 2019년 결산 기준 할인율이 0.5%p 높아지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원 감소하고 0.5%p 낮아지면 109조원 증가

�   매년 새로 산출하는 할인율과 달리,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있어 모형에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일관성 등 논의 필요  

�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은 2015~2018년은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 (2014년) 적용, 

2019년은 「장기재정전망 공통전제」(2020년) 적용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10)도 할인율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측정 문제를 2019~2023년 

프로젝트에서 검토하기로 결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슈가 있어 할인율에 대한 회계기준 마련 필요성 증가

�   연금충당부채의 합리적 측정을 위한 할인율 결정시 주요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

10)  IPSASB(Ins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을 제정하는 기관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민간부분에서의 국제회계기준(IFRS)와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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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정보 부재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자산은 국가 총자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않으며,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또한 부재한 상황

�   국가 자산과 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포함된다는 것은 동 연금의 재정구조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발생하게 될 지급 의무인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산보고서의 포괄범위에서는 제외되지만 CPP 재정추계보고서를 통해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에 대한 

정보 제공

�   미국은(OASDI) 재정평가결과 발표 시 재정에 대한 평가지표로 연금부채 활용

�   일본은 5년마다 발표하는 재정계산보고서에서 향후 재원(자산) 및 급여(부채)를 추정하고 그 부족분을 

국고부담으로 표시  

표 11 전국민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공시 사례

전국민 
공적연금

연금충당부채 측정 방식 공시

미국 OASDI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부채는 75년간의 수지적자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평가기간동안 수지상등을 만들어주는 보험료율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연금부채 활용

매년  
재정평가결과   

발표

캐나다 CPP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75년간 적립되는 자산 및 지급해야할 부채(Actuarial Obligation)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현행 보험료율 유지 및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비율의 변화 분석위해 부채 활용

3년마다  
재정계산결과  

발표

일본 후생연금

ㆍ현재 및 미래 가입자 대상(OL)
ㆍ95년간 재원(자산) 및 급여(부채)의 현재가치로 측정 
ㆍ 재원은 향후 유입되는 보험료 수익, 운용수익, 국고부담으로 구성되고 급여는 수급자 현재가입자 

및 미래가입자에 대해 향후 유출되는 연금지급 의무발생액으로 구성
ㆍ국고부담은 급여에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계산

5년마다  
재정계산 보고서  

발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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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향후 적립금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산-부채를 고려한 

모형(ALM)11)을 통한 연금재정 관리 검토 필요

�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ALM은 기금운용성과와 보험료율, 급여지급률 등을 

연계시켜 전략적 자산배분이 가능하게 하는 모형

�   ALM의 적용을 위해서는 부채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금충당부채의 측정이 필수적이나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현재까지 연금충당부채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   사학연금은 직역연금이므로 공무원연금 등이 적용한 연금충당부채의 측정 방식을 적용하되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연금보고서에서 정보 제공하는 방식 고려 가능

�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측정 방식에 대하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과정 

통한 의견 수렴 필요

11)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은 인구, 경제, 재정전망을 위한 보험수리적 모형, 자산 및 부채 평가로 구성되며, ALM을 통해 향후 발생하게 될 

연금보험료, 연금급여의 현금 흐름 파악 및 일정 시점의 자산 및 부채 측정이 가능하고, 연금가입자의 장기적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지급능력 

측정 및 적정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운용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기금운용수익률 달성을 위한 자산 배분 방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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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1. 서론

최근 저소득층 지원 및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

동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

�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통한 국세감면액의 총량적 관리, 사전적·사후적 성과평가를 통한 관리, 일몰 

규정의 관리 측면을 검토 

2. 국세감면율 한도의 준수 현황

국세감면율 한도는 국세감면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규정1)

�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액에 비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2)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액 + 국세감면액)} × 100

�   국세감면율 한도는 최근의 국세감면율 수준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급격한 국세감면액의 확대를 방어하는 

유인으로서 역할

국세감면율 한도(%) =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감면액 증가율과 국세수입액 증가율의 상대적 크기로 결정되며, 국세감면율이 최근 

3년간의 추세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

1) 「국가재정법」 제88조제1항(국세감면의 제한)

2) 국세감면액은 조세지출액을 가리키며, 동 절에서는 국세감면율 산식 상 용어의 통일을 위해 국세감면액의 표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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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과 2009년은 국세수입액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감면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상회

�   2014~2017년의 경우 국세수입의 호황으로 국세수입액이 국세감면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하락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하회

�   2019년과 2020년은 국세수입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 및 경기 대응을 위해 국세감면액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5.4%로, 국세수입액이 추경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5.4%를 넘어서는 동시에 국세감면율 한도 14.0%와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존재

그림 1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국세감면 증가액 추이: 2006~2020년

■ 국세감면 증가액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한도 (단위: %, 조원)

20102007 20092006 2011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추정)

2018 2020
(전망)

-1.1

1.6 2.31.3

-0.4

5.8
3.8

0.5 0.5
1.6 1.5 2.2

6.2
4.3

2.7

14.4

12.5

15.9

13.4 13.3

14.7

14.1 14.4 14.3 14.1

13.4
13.0

14.6

13.0

15.4

13.6
14.0

주: 1.    국세감면율은 2019년 국세감면액 추정치와 국세수입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국세감면액 전망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효과를 반영)와 국세수입액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계산 

2. 2020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세수입액이 추경예산을 하회할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가 15.4%를 넘어설 수 있음을 가리키는 표시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년과 2020년 국세감면율 변동 요인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세감면액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국세수입액 감소로, 국세감면율은 

전년도 13.0%보다 1.6%p 상승한 14.6%로 추정

�   (국세감면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3.9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증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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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액) 법인이익 감소 등 경기요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4%p)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감소

�   2020년 경기지원 성격의 국세감면액 증가와 내수침체로 인한 국세수입액 감소로, 국세감면율이 전년도 

14.6%보다 0.8%p 상승한 15.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3)

�   (국세수입액)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6%p), 경기부진의 요인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단, 법인영업이익 축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2020년도 국세수입액이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 가능 

(단위: %, 조원)

표 1 국세감면율과 결정요인: 2019년, 2020년 

연도 2019년(추정) 2020년(전망)

국세감면율 14.6 15.4

국세감면액 (전년대비 증감액) 50.1 (6.2) 52.9 (2.7)

국세수입액 (전년대비 증감액) 293.5 (-0.1) 291.2 (-2.3)

주:   국세감면율은 2019년 국세감면액 추정치와 국세수입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국세감면액 전망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효과를 반영)와 국세수입액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계산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감면율 한도의 준수는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권고적 

규정이므로, 경기 대응 목적 등으로 조세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연도 국세감면율 한도 역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국세감면율의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를 활용할 필요

3)  정부가 2019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년도 국세감면액 전망은 51.9조원이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추가로 반영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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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 제도 운영 현황

2015년부터 국세감면의 요인인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 사전적 평가(‘예비타당성평가’)와 사후적 

평가(‘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도입 및 일몰 연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당해 세법개정안에 반영4)

�   (예비타당성평가) 신설 또는 기존 조세지출 변경 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제외 규정5)) 경제전반의 위축·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의 위축·소득격차 확대 등에 대한 대응으로 

국무회의에서 인정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국제대회나 국가 행사 등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 등

�   (의무심층평가) 일몰이 도래한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

�   (제외 규정6)) 지원대상의 소멸로 폐지가 명백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최근 2년 이내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 등

※ 일몰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임의심층평가’를 실시

�   (성과평가 운영)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대상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조세특례 개선방안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

그림 2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와 주요 일정 

계획 수립

「조세지출기본계획」

3월31일까지 수립

(「조특법」 제142조 제1항)

평가자료준비

「조세지출평가서」,

「조세지출건의서」

4월30일까지 마련

(「조특법」 제142조 제1,2항)

평가결과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후 9월2일까지 

국회 제출 

(「조특법」 제142조 제4항)

성과평가

감면액 300억원 이상

신규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일몰 연장 - 심층평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3항

7)  유사 목적의 조세특례로서 분야별로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 조세감면건의서에 따라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속적 조세특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평가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해당(「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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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연간 300억원 이상 신설 및 일몰도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300억원 이상임에도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가 일부 존재

�   각 항목별로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위에서 언급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상황 

�   (예비타당성평가) 매년 300억원 이상 규모인 항목에 대해 신설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13건의 평가 수행 

�   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에도 예비타당성평가 없이 당해 세법개정안에 신설 항목으로 포함된 경우는 

총 5건으로 추정

(단위: 건)

표 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건수: 2015~2020년

평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행 중)

평가 항목 3 2 2 1 2 3

평가 미시행 항목주 2 - - 2 1 미집계

주:   연도별 평가대상 중 평가 미시행 항목은 다음과 같음

(’15년) 청년고용증대세제(△1,200억원)8)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1,003억원)

(’18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140억원)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64억원)

(’19년)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510억원)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의무심층평가) 매년 일몰이 도래한 3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해 일몰연장 여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평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58건의 평가 수행  

�   직전 3년 간의 조세지출 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도래 항목 중에서 의무심층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항목은 총 6건으로 추정9)

8) 이하, 예비타당성평가에 미포함된 항목의 세수감소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중 정비현황(신설 항목)의 금액을 활용해 작성

9) 연도별로 최근(2019년 이전 3년, 2020년 이후 2년) 심층평가가 시행된 항목은 제외하고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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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표 3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건수: 2015~2020년

평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행 중)

평가 항목 14 6 8 15 3 12

평가 미시행 항목1) 2 - 1 2 1 미집계

(참고) 일몰도래 항목 88 25 50 88 30 462)

주: 1) 연도별 평가대상 중 평가 미시행 항목은 다음과 같음

(’15년)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14,942억원)1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40억원)

(’17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725억원)

(’18년)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34억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313억원)

(’19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463억원)

2)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설된 제도 5건을 포함 시 51건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신규 항목의 도입 여부는 세법개정안에 100% 반영되고 있으며, 의무심층평가의 경우 

제도개선(정비) 방안에 있어 평가결과의 일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

�   (예비타당성평가) 신규도입에 대한 평가의견은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 

�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 2건(’15년 1건, ’19년 1건)만 세법개정안에 포함

�   (의무심층평가) 일몰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은 모두 세법개정안에 반영, 다만 일몰연장 시 확대연장 

또는 축소연장의 제도개선(확대 또는 축소* 방향의 정비)에 대한 평가의견은 일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미반영

* 제도 확대는 감면액의 확대, 제도 축소는 감면액의 축소를 의미   

�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평가결과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경우는 2015년 78.6%에서 2018년 

46.7%로 축소되었다가 2019년 66.7%로 반등

10) 이하, 의무심층평가에 미포함된 항목의 세수감소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의 직전 3개년도 조세지출 실적 금액을 활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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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무심층평가 제도개선(정비) 방향에 대한 평가결과의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2015~2019년

■ 반영              ■ 미반영 (단위: %)

21.4
78.6

33.3
66.7

37.5
62.5

53.3
46.7

33.3
66.7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정부, 연도별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의무심층평가 결과가 당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결과를 살펴보면, 축소 정비안보다 확대 및 단순연장 

정비안의 비중이 더 큰 상황  

(단위: %)

표 4 세법개정안 정비 방향(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시행 항목): 2015~2019년

세법개정안 정비 방향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연장 및 단순연장 64.3 50.0 62.5 86.7 66.7

축소연장 35.7 50.0 37.5 13.3 33.3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일몰 규정 관리 현황

2018년 기준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의 수는 75개, 조세지출액은 28.4조원 수준

�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의 수는 2016년 82개에서 2018년 75개로 축소된 반면, 해당 항목의 조세지출액은 

24.5조원에서 28.4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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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 항목의 특성에 따라 관리유형을 구분하고, 그 중 

관리가능성이 큰 항목들을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구분

�   조세지출 특성인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리 유형을 구분

�   ‘적극적 관리대상’은 3가지 특성을 모두 충족하여 적극적 관리가 가능한 항목

�   ‘잠재적 관리대상’은 폐지가능성이 없고, 특정성·대체가능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곤란한 

항목

�   ‘구조적 지출’은 3가지 특성이 없어 정비가 사실상 곤란한 항목

�   2018년 실적 기준 구조적 지출(8개)은 9.8조원, 잠재적 관리대상(41개)은 14.4조원, 적극적 

관리대상(186개)은 18.4조원 규모

일몰 규정이 없는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은 2018년 51개로 전체(186개) 대비 27.4%, 조세지출액은 

8.1조원으로 전체(18.4조원) 대비 44.0% 수준

�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의 경우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2018년 16개로 전체(41개) 대비 39.0%, 

조세지출액은 10.5조원으로 전체(14.4조원) 대비 72.9% 수준

�   구조적 지출 항목의 경우 모두 일몰 규정 없이 운영

표 5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 추이: 2016~2018년

항목 수(개) 조세지출액(조원)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적극적 관리대상 53 55 51 7.9 8.4 8.1

잠재적 관리대상 21 19 16 9.1 9.8 10.5

구조적 지출 8 8 8 7.5 8.0 9.8

전체 82 82 75 24.5 26.2 28.4

주: 경과규정은 제외

자료: 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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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 중 일몰 규정이 없는 경우, 항목 수와 조세지출액의 비중 모두 2017년 

확대되었다가 2018년 다시 축소된 모습

�   일몰 규정이 없는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 수 비중(%): (’16) 29.0 (’17) 29.1 (’18) 27.4 

조세지출액 비중(%): (’16) 45.1 (’17) 46.7 (’18) 44.0

�   일몰 규정이 없는 잠재적 관리대상    항목 수 비중(%): (’16) 46.7 (’17) 45.2 (’18) 39.0 

조세지출액 비중(%): (’16) 71.7 (’17) 77.8 (’18) 72.9

�   동 기간 구조적 지출 항목은 모두 일몰 규정 없이 운영

그림 4 조세지출 관리유형별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 비중 추이: 2016~2018년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단위: %)

조세지출액 비중(%)

2016 2017 2018

45.1 46.7 44.0

71.7 77.8 72.9

100 100 100

항목 수 비중

2016 2017 2018

29.0 29.1 27.4

46.7 45.2
39.0

100 100 100

주: 경과규정은 제외

자료: 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요약 및 시사점 

조세지출 제도의 관리는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일몰규정의 적용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국세감면액이 확대되고 국세수입액은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상회

�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심층평가의 경우 일몰 

연장 시 제도개정(정비) 방향에 대한 평가결과 중 일부는 세법개정안에 미반영

�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항목의 경우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은 2018년 8.1조원으로 적극적 

관리대상(18.4조원) 대비 4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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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병행될 필요

�   국세감면율 한도의 초과는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므로, 감면액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하고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

�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항목은 신설·확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축소 정비하는 등 세법개정안에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

�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을 중심으로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 대해서도 임의심층평가 등을 활용해 

제도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90

이은미, 최혜진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미 의회예산처(CBO) 보고서 동향: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I) 

본고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모색의 일환으로 미 의회예산처(CBO)가 

2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보고서1)를 

소개

�   CBO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하여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2년 마다 제시

�   보고서 구성

i) 보고서 개관, ii) 주요 의무지출 대안, iii) 주요 재량지출 

대안, iv) 수입 대안, v) 부록

�   동 보고서는 재정적자를 감축시켜야 하는 정책적 선택에 

직면해 있는 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의 정책구상이나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

�   본고는 보고서 소개의 첫 번째 시리즈로 보고서의 발간 배경과 전체적인 구성, 대안의 특징 및 재정추계 

과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보고서 개관”을 소개하고, 추후 의무·재량지출 및 수입 대안에 대해서도 

연재할 예정

1) CBO에서는 특정한 주제별(조세, 메디케어 등)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발간(http://www.cbo.gov/budget-option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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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CBO는 의원들에 대한 입법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 

�   2007~2018년2) 동안 미국의 공공보유 채무3)는 GDP 대비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규모는 향후에도 증가 가능(Box 1 재정현황 및 기준선 전망 

참고)

�   동 보고서는 향후 10년의 전망 시계에서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2018년에 발간된 최신 보고서(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는 

121개의 대안을 제시

�   121개 정책대안 중 112개는 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고, 나머지 9개 

대안은 재정적자 감축 영향이 그 보다 작은 대안으로 구성

�   정책대안 중 장기간에 걸쳐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대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CBO의 재정전망 기준 시계인 향후 10년(2019~2028년)

[Box 1] 재정현황 및 기준선 전망 

2018년 재정 현황과 기준선 전망

�   2018년 재정 적자는 총 7,790억 달러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8%에 해당

�   2018년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17회계연도 보다 0.3%p 증가

�   2018년 공공보유 채무는 2018년 말에 77.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1950년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

�   CBO의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공공보유 채무는 2028년까지 GDP의 

96.1%(또는 28.6조 달러)까지 증가

�   CBO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2022~2025년간 GDP 대비 평균 5.1%까지 증가

�   2026~2028년간 재정적자 전망치는 GDP 대비 평균 4.8%이며, 이는 지난 50년 동안의 평균 

2.9%를 상회

�   2026~2028년간 수입과 지출도 GDP 대비 지난 50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평균을 각각 17.4%, 

20.3% 상회

2) 예산에 사용되는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차년도 9월 30일까지임  

3)  미 연방채무는 “공공보유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와 “정부 내 채무(intra-governmental debt)”로 구분됨. 이 때, 공공보유 채무는 연방정부 이외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국채나 저축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대한 채무이며, 정부 내 채무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신탁기금 등을 

포함하는 연방정부 내부거래에 따른 채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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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보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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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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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CBO (2018),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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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안의 특징

�   정책대안은 크게 의무지출·재량지출·수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각 지출 및 수입 대안은 다시 

국방·의료·사회보장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2018년에 발간된 보고서(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는 의무지출 38개, 

재량지출 34개, 수입 40개 등 총 121개 정책대안 제시

※ 2016년 발간된 보고서(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7~2026)는 115개의 대안 제시

�   각 대안의 내용은 i) 대안 제시의 배경, ii) 대안의 내용, iii) 재정적자 감축규모 추계, iv) 추계의 한계 

및 대안에 대한 찬반논의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술(Box 2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참고)

표 1 주요 분야별 정책대안

구분 분야 정책대안 수

의무지출

환경 1

농업 1

주거 1

교육 5

보건 14

소득보장 4

사회보험 5

보훈 4

복수 프로그램 관련 1

소계 36

재량지출

국방 16

외교 2

에너지 및 과학 2

교통 4

보육 등 사회서비스 3

소득보장 2

보훈 1



94

추계&세제 최근이슈

구분 분야 정책대안 수

재량지출

인사 1

복수 프로그램 관련 2

소계 33

세입

개인소득세율 2

개인소득세 기반 12

개인소득세 공제 3

급여세 6

법인세 등 5

소비세 4

기타 세금 및 요금 7

IRS 보조금 1

소계 40

자료: CBO (2018),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책대안은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거나 포괄적 대안 목록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안의 시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초점

�   특정 대안이 포함되었거나 불포함되었다는 것이 CBO가 그 대안을 찬성한다거나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동 보고서는 제시된 대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한 예산안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할 

뿐, 특정대안들을 묶은 포괄적인 형태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음

�   만약 대안들을 조합하여 포괄적인 예산안을 작성하는 경우, 대안이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대안들이 

상호작용 가능

※    CBO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대안의 주요 예산 항목별, 기능별, 주제별, 일자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제공

�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입법 제안, 다양한 행정 예산 제안, 의회 및 기타 정부 기관, 학계,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 기반하여 선정

�   정책대안의 효과는 향후 10년 지출 및 수입 전망에 기반하여 추계

�   지출대안의 경우에는 『CBO의 2019년 대통령 예산안 분석(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9 

Budge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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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대안은 『CBO의 예산 및 경제전망: 2018-2028(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8 to 

2028)』 활용 

�   10년 이상의 시계로 전망하는 일부 대안의 경우에는 『CBO의 2018년 장기재정전망(2018 Long-Term 

Budget)』 활용

※    2019년 이전 예산자료 활용 시에는 미 연방정부의 재무 분석국, 재무부, 회계국, 최종 월별 재무부 성명서 

및 지출 내역서 활용 

�   보고서에서 제시된 추계결과는 크게 예산지출권한(budget authority)과 지출(outlays)의 두 가지 

예산항목으로 제시 

�   예산지출권한(budget authority)은 정부가 즉시 혹은 미래에 지출하게 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obligations)4)를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

�   지출(outlay)은 실적치를 의미하는데, 자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지출원인행위는 없어지고 지출로 기록

3. 정책대안의 선택 

1) 정책대안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 대안은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이 큰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삭감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측면을 고려 가능

�   감축목표: 수용가능한 연방채무의 수준은 얼마인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자를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가? 

�   감축시기: 적자감축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 

�   감축내용: 연방정부의 적정한 크기는 무엇이며, 연방자원을 배분하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장단기 

경제성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변화가 필요한가? 제안된 정책의 분배적 효과는 무엇인가? 지출 감소 및 

세수 증가 등 정책변화에 따른 부담은 누가 가장 많이 지는가? 

4)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로서,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발생.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 집행되는데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등 예산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집행되는 금액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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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축목표: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가? 

�   연방채무 목표치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규모는 상이 

�   2048년 채무를 GDP의 78%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매년 GDP 1.9%p 수준으로 

국방, 보건의료, 농업 등의 비이자지출(non-interest spending)을 줄이거나 세수를 증가시킬 필요

�   2048년 채무를 GDP의 41%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매년 총 GDP 3%p 수준으로 

비이자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증가시킬 필요

3) 감축시기: 대안은 언제 시행해야 하는가?

�   재정적자 감축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감축전략을 조기에 시행 시 장단점

�   장점: 장기적으로 누적 채무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향후 정책조정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을 감소

�   단점: 현재 입안되는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함께 감소

4. 추계에 활용되는 가정과 추계결과의 차이 가능성

1) 적자감축규모 추계에 활용되는 가정

�   CBO 경제전망 중위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추계

�   절감비용에 대한 추정치는 경제전망에 따라 달라지는데, CBO의 경제전망은 해당연도의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   이자비용 지출(interest payments)과 연방행정명령(Federal Mandate)은 추계에서 제외 

�   정책대안을 시행함으로서 지출절감과 함께 감소하게 될 이자비용 절감은 의회 예산 결의와 같은 포괄적 

예산계획의 일부로 포함. 단, 이자비용 절감분은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5)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행정명령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정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연방 

행정명령은 추계에서 제외 

5)  연방정부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지원 없는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1995년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울 제정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정부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가 시행. 동 법률안에 의해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법안이 발효된 후 의회에서 연방 의무사항이 담긴 연방 사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입법을 하려고 할 때, 주(州), 지방, 지역 정부, 사적 

영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액 대비 지출비용의 효과 여부를 밝히는 보고서를 미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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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량지출의 한도(cap) 내에서 추계 

�   미국의 재량지출은 매년 미 의회(세출위원회)에서 결정됨

�   CBO의 기준선 전망은 예산통제법에서 부과한 재량지출 한도(cap) 내에서 추정

�   재량지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한도를 낮추거나 세출수준을 한도(cap)보다 감축해야 

하는데, 본 보고서의 대안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량지출의 한도(cap)를 낮추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 

2)추계결과의 차이 가능성

�   보고서의 재정적자 감축 추정치는 향후 입안된 법안에 대한 CBO의 비용추계서 및 양원합동조세위원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의 수입추계서와 다음의 경우 차이가 발생

�   제시한 대안(options)과 향후 입안될 법률의 내용 불일치 및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   간접 효과가 나타날 경우: 재정지출이 노동공급이나 민간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면 

간접 효과가 발생하나 비용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음6)

�   보고서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을 결합하여 시행할 경우, 대안 간 중첩 혹은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개별대안의 추정치의 합과 다를 수 있음 

�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은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상황에 따라 

확장 및 축소하여 시행될 수 있음 

�   보고서의 일부 추정치는 연방 정책 변경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주정부의 재정상황 

변화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

6) 동태적 재정소요점검(dynamic scoring): 재정지출정책의 거시경제적 환류효과(feedback effect)를 비용추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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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정책대안 25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사례: 정책대안 25

표 2 연방 사회봉사지원 프로그램(National community service programs)의 연방보조금 감축

(단위: 억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19-
2023

2019-
2028

예산권한 0 -1.0 -1.1 -1.2 -1.2 -1.2 -1.2 -1.3 -1.3 -1.3 -4.5 -10.9

지출 0 -0.2 -0.7 -0.9 -1.0 -1.1 -1.1 -1.2 -1.2 -1.2 -2.8 -8.6

배경

�   연방 사회봉사지원 프로그램(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programs)은 학생, 노인 등 

시민들이 교육, 공공 안전, 환경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   2018년 기준 사회봉사공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후 CNCS)에 

지원된 재정지출 규모는 총 11억 달러 규모

�   CNCS에 지원된 예산은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참가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현물 및 현금보상을 

지원하는데 소요. 노인 및 일반 참가자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임금, 생활비, 훈련 및 건강 보험 및 

육아 보조금 중 하나 이상의 보상을 받음

�   학생의 경우, 지역 사회 내 봉사활동을 완료하면 미국 연방정부 장학 프로그램(Pell 장학금)의 

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2018-2019년 $6,095)을 지원받음

�   2015년에는 약 75,000명이 AmeriCorps에 참여했으며, 약 27만 명이 Senior Corps에 참여

정책대안

�   CBO는 CNCS에 대한 연방지원을 감축하여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모든 연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감축안 추계를 제시 (민간기업 및 재단에서 12억 달러 수준의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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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효과

�   연방정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11억 달러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됨.  

(이 추계에는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된 관리 비용 절감분까지 포함) 

�   2019년에는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당해년 예산은 CNCS의 철수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2020년 이후 절감비용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이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임을 감안하였음 

찬반논의

�   찬성 측에서는 연방정부 보다 주정부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시.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사회 내 필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이 공적자금을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

�   장학금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연방 프로그램과 달리 CNCS의 장학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왔음. AmeriCorps의 참가자는 가구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선발되므로 재정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반면, CNCS에 대한 재정지원 감축에 반대하는 측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 봉사활동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 직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

�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이 CNCS를 대신하지 않으면 현재 CNCS가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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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장기 재정전망 동향:  
캐나다(PBO)

차 병 섭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3)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재정정책이 유지될 경우 나타날 재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현행 재정정책이 미래 인구 

및 경제 여건 변화에도 지속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수단

�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의 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장기 재정전망 동향 

시리즈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점검 사례를 소개

캐나다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r)는 2020년 2월에 75년(2018~2093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인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을 발표1)

�   2010년부터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표

1. 개관

현재의 재정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기적으로 현행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순채무2) 등에 대한 장기 전망 수행

�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의 순채무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행 재정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장기 재정전망의 목적

캐나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2019년 9월 17일 발표) 및 PBO의 자체 거시경제 전망3)을 반영

�   인구는 2018년 3,706만명에서 2093년 6,589만명으로 연평균 0.8% 증가 전망

�   실질GDP는 2018~2093년간 연평균 1.7% 증가 전망

1)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10개 주(province) 정부와 3개 준주(territory) 정부를 포함하지만 본고에서는 연방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만을 정리

2)  순채무(net debt)는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라고도 하며, 정부가 미래 시점에 채무자에게 갚아야 하는 모든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시장채무

(market debt)와 공공서비스급여의무 일시차입금(unfunded public service benefit obligations) 포함]의 합에서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

3) PBO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의 Appendix B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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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캐나다 인구 및 경제 전망 주요 결과

인구 전망 경제 전망

●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율 감소, 인구고령화 진행

- 인구증가율: 1.4%(’18) → 0.7%(’93)

- 인구 중위연령: 40.8세(’18) → 44.6세(’68)

- 노년부양비: 25.7%(’18) → 46.1%(’93)

● 인구고령화로 경제 전체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8) → 1.7%(’93)

- 노동생산성 증가율: 0.2%(’18) → 1.1%(’27~’93)

- 인플레이션: 2.3%(’18) → 2.0%(’93)

- 이자율: 2.6%(’18) → 3.1%(’43~’93)

자료: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2020, 캐나다 중앙은행, 「Annual Report 2018」, 2019,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PBO는 연방정부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일정한 전제에 따라 전망하고, 순채무를 추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   (수입) 연방정부 수입은 GDP 대비 15.0%(’18)에서 GDP 대비 14.5%(’24)로 감소, 그 이후 기간에는 동일

�   (지출) 연방정부 지출 중 프로그램 지출4)의 세부 항목별로 일정한 전제5) 하에 전망

�   연방정부 지출 = 프로그램 지출 + 프로그램 지출 외 지출

�   프로그램 지출 = 개인이전 + 지방이전6) + 기타 프로그램 지출(기타 이전 제외)7)

4)  캐나다 지출관리법(Spending Control Act, 1992)에 따르면, 프로그램 지출(program spending)은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로서 다음 항목은 제외함: ① 특정 

목적 계정 및 기타 계정에 대하여 정부의 공공 부채 차입을 허가하는 의회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의 관리 또는 상환과 관련된 비용, ② 「고용보험법

(Employment Insurance Act)」에 따른 사업 운영에 드는 비용(정부가 고용주로서 지불한 기여금은 제외), ③ 「농가소득보호법(Farm Income Protection Act)」 

13(3) 및 17(1)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④ 비상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급된 지출, ⑤ 1991년 4월 전 제공된 데이터의 수정으로 인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⑥ 공공 계정에서 인정된 1991년 4월 전 생긴 청구들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합의 또는 변제로 인한 지출, ⑦ 「압류재산관리법(Seized Property 

Management Act)」 10조 및 11조에 따라 지급된 지급액

5) 프로그램 지출의 세부 항목별 주요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을 참조

6) 지방이전은 연방정부가 10개의 주 정부와 3개의 준주 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7) 기타 프로그램 지출(Direct Program Expenses) 중 기타 이전(other transfers)은 지방이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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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그램 지출 세부 항목별 전망의 주요 전제

주요 항목 주요 전제

개인이전

노인급여 •65세 이상 수급자 수, 소비자가격지수 등에 따라 전망

아동급여 •18세 미만 수급자 수, 소비자가격지수 등에 따라 전망

고용보험 •수급자 수, 평균임금 등에 따라 전망

지방이전

균등화1)

•명목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 
캐나다보건이전2)

캐나다사회적이전3) •매년 3%씩 증가

준주교부금4)

•명목 GDP 증가율에 따라 증가기타 이전

      기타 프로그램 지출

주: 1)    균등화(Equalization)는 동일한 과세 수준에서 어느 주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교육, 복지, 의료 등)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2)    캐나다보건이전(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연방정부가 캐나다 보건법의 원칙(보편성, 포괄성 등 5개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 및 준주 정부에 

1인당 일정 금액을 이전하는 제도

3)    캐나다사회이전(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고등교육, 사회 보조 및 사회서비스, 유아발달 및 유아교육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 

및 준주 정부에 1인당 일정 금액을 이전하는 제도

4)    준주교부금(Territorial Financing Formula, TFF)은 동일한 과세 수준에서 다른 주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병원, 학교, 인프라, 사회서비스 등)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준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준주 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

자료: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202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준선 전망 결과

GDP 대비 연방정부 순채무 비율은 2018년 28.5%에서 2093년 -82.1%로 110.6%p 감소 전망

�   2047년 연방정부 금융부채보다 연방정부 금융자산이 커져서 순채무가 음(-)으로 전환

연방정부 순채무 감소는 전망기간 동안 기초재정수지8)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그 흑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기인

�   (기초재정수지 전망) 2018년 GDP 대비 1.2%에서 2093년 GDP 대비 2.7%로 1.5%p 증가

�   (수입 전망) 2018년 GDP 대비 15.0%에서 2093년 GDP 대비 14.5%로 0.5%p 감소

�   (프로그램 지출 전망) 2018년 GDP 대비 13.7%에서 2093년 GDP 대비 11.9%로 1.8%p 감소

8)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6」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수입(revenue)에서 프로그램 지출(program spending)을 차감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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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방정부 순채무 전망 결과

■ 순채무(우축)              ■ 수입(좌축)              ■ 프로그램 지출(좌축)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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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프로그램 지출 감소는 주로 노인급여, 아동급여 및 캐나다사회이전의 감소에 기인

�   GDP 대비 노인급여 전망: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코호트가 65세가 되는 2031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면서 GDP 대비 노인급여 비중은 감소

�   (’18) 2.4% → (’31) 2.9% → (’93) 1.9%

�   GDP 대비 아동급여 전망: 2017년 정점(GDP 대비 1.1%)에 도달한 이후 18세 미만 인구 비중 축소에 따라 감소

�   (’18) 1.1% → (’93) 0.5%

�   GDP 대비 캐나다사회이전 전망: 법적으로 매년 3%씩 증가(명목 GDP 증가율 전망치보다 평균적으로 

0.7%p 낮은 수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이 감소

�   (’18) 0.6% → (’9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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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방정부 프로그램 지출 세부 항목별 전망 결과

(단위: GDP 대비 %)

■ 노인급여   ■ 아동급여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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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재정 지속가능성 점검

연방정부 차원의 현행 재정정책은 재정갭(fiscal gap)※이란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

�   연방정부 순채무가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2093년)에 전망시작 시점인 2018년 수준(GDP 대비 

28.5%)으로 안정화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갭은 GDP 대비 -1.8%로 추계

�    프로그램 지출을 GDP 대비 1.8% 확대하거나 수입을 해당 비율만큼 축소, 또는 둘을 조합하여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1.8% 감소킨다면, 2093년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28.5%로 안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

※    재정갭은 전망기간 마지막 연도에서 현행 순채무 수준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분(GDP 대비 비율)을 의미9)하며, 재정갭이 0 또는 음(-)이면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반대로 재정갭이 양(+)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민감도 분석) 인구전망, 경제전망 및 재정정책 변화 시나리오별로 재정갭의 변화를 비교한 바, 캐나다의 

연방정부 재정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

9) 재정갭의 구체적인 도출방법 등은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7」의 Appendix D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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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DP 대비 %)

표 3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별 가정 및 재정갭 추정 결과 비교

시나리오 가정 재정갭

기준선 -1.8

인구전망
고령화 심화 낮은 출산율, 높은 기대수명, 낮은 이민율 -1.4

고령화 완화 높은 출산율, 낮은 기대수명, 높은 이민율 -2.4

경제전망

성장률 증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 0.5%p -2.5

성장률 감소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 0.5%p -1.1

이자율 증가 이자율 전망치 + 50bp -1.6

이자율 감소 이자율 전망치 - 50bp -2.1

재정정책

보건의료지출 증가 의료비지출 전망 시 적용되는 초과비용 증가율1) + 0.25%p -1.8

보건의료지출 감소 의료비지출 전망 시 적용되는 초과비용 증가율1) - 0.25%p -1.8

순채무 100% 75년 후 GDP 대비 순채무 비율 100% -1.3

순채무 0% 75년 후 GDP 대비 순채무 비율 0% -3.0

주: 1)    초과비용 증가율(excess cost growth)은 미국 CBO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보건의료비 지출 전망 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1인당 명목 

보건지출 증가율(고령화 효과를 제외한 증가율)이 1인당 잠재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정도를 의미(「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1」 참조)

자료: 캐나다 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 2020.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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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그림 1 조세부담률

 OECD 평균               한국

주: 1.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신계열 명목GDP 반영(2010년→2015년으로 기준년 개편)

3. 2018년 OECD 평균은 미제출국가(호주, 일본) 전년수준 가정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www.nabostats.go.kr)

 

국민부담률

그림 2 국민부담률

 OECD 평균               한국

주: 1.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임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신계열 명목GDP 반영(2010년→2015년으로 기준년 개편)

3. 2018년 OECD 평균은 미제출국가(호주, 일본) 전년수준 가정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들의 조세부담률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2008 2010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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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3.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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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2.2 32.6 33.1 33.4 33.6 33.7 34.4 34.2 34.3

(7.7%p)

(단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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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7.1 17.4
18.3 18.8

20.0

24.3
23.423.3 23.7 24.1 24.3 24.6 24.7 25.3 25.1 25.0

(5.1%p)

2008 2010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9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2

주요 세목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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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득세 최고세율

 한국               주요국(G7) 평균               OECD 평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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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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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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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1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그림 4 법인세 최고세율

 한국               주요국(G7) 평균               OECD 평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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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가가치세율

 한국               주요국(G7) 평균               OECD 평균 (단위: %)

주: 1.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기준(연방국가의 지방세율은 주별 세율의 가중평균값임)

2.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국제비교 - OECD국가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 OECD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 OECD국가의 부가가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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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2018년)  

그림 6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2018년)

■ 한국              ■ OECD 평균 (단위: %)

주: 1. 우리나라는 신계열 명목GDP 반영(2010년→2015년으로 기준년 개편)

2. OECD 평균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호주, 그리스 미집계; 소비세, 재산세, 기타는 호주, 멕시코 미집계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명목GDP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그림 7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 국세              ■ 지방세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주: 총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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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그림 8 소득세율

■ 국세감면액        ■ 지방세감면액         국세감면율(우축)         지방세감면율(우축) (단위: 조원, %)

주: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 지방세감면율=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입액+지방세감면액)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국세감면 / 지방세감면

 

월별 국세수입액 및 진도율 

그림 9 소득세율

■ 월별 국세수입         전년동기대비 세수 진도율(우축) (단위: 조원, %p)

주: 세수진도율 = 월별 국세수입 누계 / 총 수입예산

자료: NABOSTATS - 간략조회 - 조세통계 - 기초통계 - 진도율(전년동기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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