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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정동호** 김의준***

국문초록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5년부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으로 평가항목을 

구분하고 사업시행 여부 결정 시 평가자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의 확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사전가중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구역 및 낙후도 수준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확대는 수도권 및 개발수준이 높은 지역의 AHP 종합점수

는 낮췄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 

AHP 종합점수는 높이고 경제성을 일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통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사전가중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과 평가자들의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주제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계층화분석법, 사전가중치



4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Ⅰ. 서 론

정부가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상 가장 큰 특징은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이하 ‘예타’라고 한다)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재정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부처에
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
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구분된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
석을 토대로 B/C 비율로 도출되고 정책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가의 정책 방
향, 사업추진의 여건, 지역균형발전 등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할 수 없는 항목들을 분석
한다. 최종적으로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종합평가의 한 방법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
한다.

AHP는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000년부터1) 사용되기 시작하
였으며 처음에는 평가항목에 별도의 사전가중치2)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자들
이 평가항목에 부여하는 실제가중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2004년 하반기 사업부
터 도로ㆍ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의 사전가중치를 45~65% 부여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 사업부터는 모든 사업에 사전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2005년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정책성 분석의 하위 평가항목
에서 분리되면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하 ‘지균’이라 한다)에 사전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이후 경제성의 사전가중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지균의 사전가중치는 점차 확대되
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었다.3)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 즉 B/C에 의해 사업의 타당

1) 2000년도 착수된 사업 중 기획예산처 직접 발주 사업은 제외하고 KDI에서 수행한 사업부터 적용되었다.

2) 사전가중치란 평가자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제1계층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
역균형발전)에 사전에 부여되는 가중치로 통상 범위 값으로 주어진다.

3)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예타 제도 개선, 2005. 9. 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타 제도개선 방안,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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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좌우된다는 의심 하에 B/C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예타의 
평가항목 중 지균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수도권
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의 사전가중치
는 처음으로 50% 이하로 낮아지고 지균 사전가중치는 5%p 높아졌다.

지금까지 지균 사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이해
관계자들은 지균 사전가중치가 사업시행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타 도입 이후 지
균 사전가중치 변화가 AHP 종합점수(시행점수)4)로 평가되는 사업의 타당성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예타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행정구역 및 낙후도 수준별로 구분하여 지역구분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4) 일반적으로 AHP 종합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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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예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도자체 및 방법론 개선에 대한 연구와 예타 평가항목이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자료를 토대
로 예타의 평가항목이 종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특히 지균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박인권(2013), 한성민(2014), 유경호(2014), 이현정ㆍ
김재훈(2017), 김태일(2019)이 있다. 

박인권(2013)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본 예타의 한계와 개선과제’에서 2010년
부터 2012년의 예타 연차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AHP 종합점수에 B/C, 수도권 여부, 
사업비, 건축사업 여부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준화계수 값을 통해 경제성
(B/C)과 지균(수도권 여부)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지균은 사
전가중치에 비해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는 AHP 종합점수에 경제
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지균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개별
연도와 전체연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분석을 경제성 분석과 독립
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진 구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지균이라
는 속성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가중치 변화의 효과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한성민(2014)은 ‘AHP 항목별 가중치 조정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
였다. 지균의 실제가중치가 증가했을 때를 2개의 시나리오(정책성의 실제가중치 감소, 
경제성의 실제가중치 감소)로 구분한 뒤 지균 실제가중치의 변화가 B/C 결과의 범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C가 1보다 큰 사업에서는 지균 
실제가중치의 증가는 AHP 종합점수를 낮추고, B/C가 0.8과 1.0 사이에 있는 경우 
사업에 따라 (+), (-)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B/C가 높은 지역은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B/C가 0.8보다 낮은 사업에서는 지
균 실제가중치의 상승은 AHP 종합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균 실제가중치 
변화가 B/C 값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만 시나리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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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기 때문에 지균의 실제가중치 및 사전가중치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유경호(2014)는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00년부
터 2013년까지 수행된 예타 보고서 576건의 B/C, 지역낙후도지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 등의 자료를 구축한 뒤 이들이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였다. 박인권(2013)의 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이 지침의 사전가중치보다 실제 영
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균의 경우 2005년까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
하다가 2006년 이후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사전가중치에 비해 낮은 비중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 조
정, 지균 분석 지표의 개선, 상향평준화된 정책적 분석 관련 지표의 계량화 및 고도화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위 연구는 지균 가중치의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균 사전가중치 도입 시점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05년 사전가중치 도입 이후 지속적인 변화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낙후 수준,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이현정ㆍ김재훈(2017)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1999년 
이후 수행된 예타 자료를 토대로 예타 조사결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분석하였다. 유경호(2014)와 비교할 때 평가항목의 가중치, 특수평가항목, 사업
유형, 출판시기별 집권당 등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직접영향과 간
접영향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하였으며, 회귀모형은 AHP 종합점수가 0에서 1사이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AHP 종합점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B/C, 부정적인 특수평가항목, 사업계획 변경 여부, 
경제성 가중치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낙후도순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김태일(2019)은 예타에서 정책성(지균 포함)의 역할 및 경제성의 중요성으로 인해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통과가 실제로 어려운지를 2009~2018년 건설사업 예타 자료로 
검증하고 2019년 5월 정부개편안의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AHP 종합점수를 
경제성과 정책성(지균 포함)으로 구분하고 사업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성은 B/C 0.7 이상 1.0 미만인 사업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제시하였다. 이는 B/C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 낙후지역 사업의 통과에 정책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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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B/C가 1.0 이상인 사업은 모두 통과하여 정책성이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을 탈락시키는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업통과율과 AHP 종합점수로 비교하였는데 AHP 종합점수가 비수도권이 더 높고 통
과율은 큰 차이가 없어 비수도권에 예타가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
론을 제시하였다. 2019년 제도개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
분한 후 변경된 가중치5)를 부여하고 개편 후 지균이 제외된 수도권의 정책성 점수가 
비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0.049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사업의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비수도권을 낙후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낙후수준 및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라 사업통과율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김태일(2019)의 후속연구 성
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B/C, 수도권 여
부, 경제성ㆍ정책성ㆍ지균의 실제가중치, 지역낙후도순위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균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경제성에 비해서 낮고, 사전에 부여
된 지균 가중치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토대로 지균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주요 문제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개된 예타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사전가중치의 최대, 최솟값 
자료, 실제가중치, 지역낙후도순위, AHP 종합점수, B/C 등을 구축하여 지균의 사전가
중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균 사전가
중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온 정부의 정책이 사업의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이 선행연구와 차이점이다.

5) 경제성과 정책성 비중은 수도권은 65대 35, 비수도권은 35대 6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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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 분석

1. 분석 방법

먼저 계량모형으로 사전가중치 변화가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HP 종합점수는 예타의 다양한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0.1에서 0.9 사이의 점수로 표
현되며 0.5 이상일 때 사업시행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해석된다. 권태형(2008), 김태
일(2019)에서 언급하였듯이 9점 척도를 사용하는 AHP 구조 상 B/C 및 지역낙후도순
위와 AHP 종합점수와의 관계는 선형이 아닌 0.1과 0.9 사이에서 S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수식 (1)과 같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되 선형함수로 전환할 
수 있는 로짓함수를 활용하였다.

 



 ln  

   (1)

식(1)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모형을 세울 수 있다.

ln  

   



   (2)

ln  

  

 



 


   (3)

는 사업시행 AHP 종합점수로 0.1~0.9 사이에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제시된다. 


 는 사업 미시행 점수 대비 사업시행 점수의 비율로 설명될 수 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B/C, 정책성 실제가중치, 지역낙후도순위를 사용한
다. B/C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적용하는데 이는 9점 척도로 변환 시 자연로그를 취
하기 때문이다.6) 반면 지역낙후도순위는 선형결합으로 9점 척도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
대로 순위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AHP 종합점수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6) 로그를 취하지 않을 경우 B/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로짓함수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
도 동시에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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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중치와 평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평점은 보고서 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변수를 고려하였다. 다만 경제성의 
실제가중치는 B/C와 중복될 수 있어 설명변수에서 제외한다. 이 때 지균 가중치는 2가
지 방식으로 고려한다. 먼저 지균 실제가중치()가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데 이것이 수식 (2)이다. 지균 실제가중치는 지균 사전가중치 안에서 결정되고 
연속변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지균 실제가중치를 지균 사전가중치의 대리변수로 가
정하여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식 (2)는 설명변
수로 지균 실제가중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균 사전가중치가 AHP 종합점수에 미치
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수식 (3)을 추가로 
분석한다. 수식 (3)은 지균 사전가중치는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라는 점을 고
려하여 이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식이다. 이 모형은 최초 사전가중치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AHP 종합점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수식 (2)와 (3)은 종속변수가 비율형태로 제시되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
다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식 (4)와 같이 일반 선형모형을 추가로 분석한다. 각각
의 평가항목의 합인 AHP 종합점수는 산포도를 보면 S자의 관계가 희석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로짓함수를 활용한 선형모형과 추정계수값 비교를 통
해 이 모형의 적절성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4)

이상의 회귀모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다. 이 때 비수도권은 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발전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낙후도순위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는 지역을 행정구
역으로 구분할 경우 비수도권 도지역이라 할지라도 창원, 포항, 청주 등 낙후되지 않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2010년 이후 168개 또는 170
개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순위를 산정하고 있어 50위까지를 상위, 100위까지를 중위, 
101위부터 마지막까지 하위로 가정하였다.7)

7) 분석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3등분 할 때 상위지역은 19위까지, 중위지역은 63위까지 하위지역은 그 
아래이나 이는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발전정도와 차이가 있다. 지침 상에는 순위만 제시되어 있
지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지 개발된 지역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 50위까지를 상위지역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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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HP 종합점수는 0.5 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에 사업의 통과여부를 0(“사업 미시행”)과 1(“사업 시행”)로 구분하여 이항모
형으로 지균 가중치 변화가 사업의 시행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록 AHP 종
합점수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는 아니지만 의견의 일치도가 낮을 경우 조사 연
구진은 집단역학 관리기법을 사용해서 상호 토론과 논쟁을 통해 공감대를 높이도록 하
고 있기 때문이다.8) 설명변수는 앞서 회귀분석과 동일하나 B/C는 AHP 종합점수의 
결정요인이 아니므로 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을 적용한다. 평가자들이 사업시행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로그를 취한 B/C가 아닌 B/C 값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균 
가중치는 실제가중치와 사전가중치 더미로 각 모형에 한 가지 형태로 반영하며 낙후도 
수준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눠서 분석한다.

로짓회귀모형은 수식 (5)와 같다. 오차항( )의 평균이 0이면서 분산이 1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오차항의 확률밀도함수가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수식 (5)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9) 지균 사전가중치가 더미로 바뀌는 
경우 수식 (5)에서  대신 로 바꿔 추정하면 된다.

   i f  ≥ 
 

   


     ∼ log

     
 ≥  

  


   ≥  
  ≥   



 

  ≤  


 

  


   ∙  



(5)

것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발전된 지역, 즉 수도권 도시지역, 광역시, 도지역의 중심도시(청주, 창원, 
전주, 춘천, 구미 등) 등이 속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시지역이 100위권이고 나머지 군 및 시지역이 
그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ㆍ보완 연구(제5판)」, 169쪽

9) AHP 종합점수 점수가 0.5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절편 계수에 0.5를 더해
주면 평균이 0인 분포와 동등해지고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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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B/C와 AHP 종합점수를 두 축으로 하여 사분위10)를 설정한 다음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B/C와 AHP 종합점수의 분포를 지역의 발전정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지균 사전가중치의 점진적인 확대는 B/C가 낮더라도 낙후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의 AHP 종합점수를 높여 0.5 이상이 될 정도로 유의미한 정책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가 AHP 종합점수를 높이더라도 0.5 이상 수준까지 
높이지 않으면 사업 미시행 결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라서 B/C가 낮더라도 사업시행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사업의 빈도수를 통해 지균 사
전가중치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2. 자료의 구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공개된 예타 보고서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부터 수행된 예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사업별로 
사업유형, 주무부처, 사업추진 지역, 발주연도, 적용 할인율, 총사업비(사업계획, 조사결
과), B/C, AHP 점수, AHP 사전 및 사후 가중치(경제성, 정책성, 지균), 지역낙후도순
위 자료를 구축하였다.

다만 AHP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11)과 지균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기타비투자재정, 
R&D 일부, 정보화), 시ㆍ군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여러 
사업이 묶여 있어 사업비 구분이 어렵거나 B/C 대신 수익성지수(PI)로 산정한 사업, 
보고서 상 가중치 확인이 어려운 사업, 2019년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이관된 
사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결과 총 623개 사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다.12)

착수시기별로 예타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 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2005년과 2002년, 2011년이 많았다. 최근 들어 착수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다만 2015년 이후 사업건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종료

10) B/C는 X축으로 기준점은 1이며, AHP는 Y축으로 기준점은 0.5이다.

11) AHP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 착수사업, 2000년도 착수하였으나 기획예산처가 직접발주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12) 다만 분석에서는 1개 사업 내에서 2개 이상의 대안 또는 시나리오로 AHP를 수행한 사업은 실제 분
석 시에는 별도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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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면 비수도권에서 추
진된 사업이 2.4배 가량 많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업도 18건 
있었다. 비수도권을 광역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동남권 사업이 가장 많고 호남권과 
대경권, 충청권은 비슷한 사업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에서 추진된 사
업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업
이 약 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철도사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관광 등 건축, 수자원 사업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수
시기 수도권 비

수도권
수도/비수도

중복 합계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 중복

2000 1 16 1 5 2 2 1 5 　 17
2001 10 26 3 6 4 4 6 3 1 37
2002 11 33 2 5 8 2 13 3 2 46
2003 9 22 1 6 7 2 5 1 1 32
2004 14 27 3 3 8 6 5 2 41
2005 17 31 3 4 7 6 7 1 3 1 49
2006 15 25 1 4 6 7 6 1 0 3 43
2007 10 30 2 2 7 12 5 1 1 40
2008 6 32 2 9 6 9 6 0 38
2009 11 47 2 8 17 8 6 1 5 58
2010 11 18 1 9 3 1 3 1 0 3 32
2011 17 26 1 7 6 8 3 1 3 46
2012 11 23 5 7 3 4 1 3 34
2013 4 23 3 4 6 2 7 1 2 29
2014 9 21 1 5 4 3 5 1 2 1 31
2015 9 12 1 2 5 3 1 0 21
2016 7 10 1 2 4 1 2 1 18
2017 3 7 2 1 2 2 0 10
2018 1 0 10
합계 176 429 25 82 106 86 89 9 32 18 623

[표 1] 연도별/지역별 예타 수행 현황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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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료 분석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예타 수행 건수 및 통과율을 살펴
보았다. 지균의 사전가중치는 ’05년 하반기에 15~25%로 도입되었다. ’08년에는 사
전가중치의 최댓값이 5%p 상승하여 15~30%가 되었으며, ’11년 하반기에는 사전가
중치의 최솟값의 5%p 상승하여 20~30%가 되었다. 그리고 ’17년 하반기에 사전가중
치의 최솟값과 최댓값이 모두 5%p씩 상승하여 25~35%가 되었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되 다시 비수도권은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고 발전정도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하여 통과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통과율을 보면 수도권 68.2%, 비수도권이 62.5%로 수도권이 5.7%p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에 비해 통과율이 2.5%p 높다. 
개발정도에 따른 통과율을 보면 상위지역이 중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통과율에 비해 
7.6%p, 18.8%p 높은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3)

지균
사전가중치 구분 전국 수도권 비

수도권
수도/비수도

중복 상위 중위 하위광역시 도지역 중복

없음
사업수 193 54 134 24 96 14 5 100 53 40
통과수 120 41 76 10 54 12 3 71 33 16
통과율 62.2 75.9 56.7 41.7 56.3 85.7 60.0 71.0 62.3 40.0

15~25
(’05년)

사업수 131 36 92 29 57 6 3 79 30 22
통과수 80 23 55 19 30 6 2 54 20 6
통과율 61.1 63.9 59.8 65.5 52.6 100.0 66.7 68.4 66.7 27.3

15~30
(’08년)

사업수 132 33 96 28 58 10 3 77 35 20
통과수 87 20 66 21 40 5 1 52 21 14
통과율 65.9 60.6 68.8 75.0 69.0 50.0 33.3 67.5 60.0 70.0

20~30
(’11년)

사업수 142 43 93 40 45 8 6 95 31 16
통과수 94 28 63 26 33 4 3 63 18 13
통과율 66.2 65.1 67.7 65.0 73.3 50.0 50.0 66.3 58.1 81.3

25~35
(’17년)

사업수 25 10 14 6 5 3 1 18 3 4
통과수 17 8 8 5 3 1 14 1 2
통과율 68.0 80.0 57.1 83.3 60.0 0.0 100.0 77.8 33.3 50.0

합계
사업수 623 176 429 127 261 41 18 369 152 102
통과수 398 120 268 81 160 27 10 254 93 51
통과율 63.9 68.2 62.5 63.8 61.3 65.9 55.6 68.8 61.2 50.0

[표 2] 지역균형발전분석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예타 통과율
(단위: 건수, %)

13) ’17년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통과율은 사업 수가 많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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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균 사전가중치 변경에 따른 통과율을 보면 전국은 60% 안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도입 이후 통과율이 감소한 이후 60% 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통과율이 50%대에서 60%대로 상승하였다. 다만 광역시의 경우 ’05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도지역의 경우 ’08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여 시점에 따른 차이는 있다. 개발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상위지역과 중위지역의 통과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하위지
역의 통과율이 ’0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가 낙후지역의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도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통과율을 높이는 시점이 다른 것은 
지균 사전가중치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사업의 통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은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실제가중치, B/C 및 AHP 종합점수의 평균
값을 보여준다.

개발수준 지균가중치변경 실제가중치 B/C AHP 종합점수

상위

없음 0.063 1.29 0.599
15~25% 0.194 1.21 0.518
15~30% 0.211 1.10 0.506
20~30% 0.220 1.04 0.487
25~35% 0.260 1.35 0.512

소계 0.172 1.17 0.529

중위

없음 0.092 1.11 0.575
15~25% 0.213 0.94 0.540
15~30% 0.219 0.98 0.522
20~30% 0.235 0.86 0.510
25~35% 0.264 0.48 0.440

소계 0.178 0.98 0.540

하위

없음 0.108 0.74 0.499
15~25% 0.220 0.61 0.472
15~30% 0.244 0.90 0.549
20~30% 0.235 1.26 0.591
25~35% 0.279 1.14 0.592

소계 0.185 0.84 0.521

합계

없음 0.080 1.13 0.572
15~25% 0.203 1.05 0.515
15~30% 0.218 1.04 0.517
20~30% 0.225 1.02 0.504
25~35% 0.263 1.22 0.516

소계 0.176 1.07 0.531

[표 3]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실제가중치, B/C 및 AHP 종합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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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균 실제가중치는 하위지역으로 갈수록 높아 평균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발전된 
지역의 감점 역할보다는 가점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실제 가중치 변화를 보면 상위지역과 중위지역에서는 지균 실제가중
치를 높였으나 일부14)를 제외하고 사전가중치 평균값보다는 항상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의도만큼 실제가중치의 평균이 이동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하위지역에서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실제가중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균 사전가중치가 15~30%에서 20~30%로 상승하
였을 때 실제가중치는 0.244에서 0.235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하위지역의 
B/C 및 AHP 종합점수는 다른 지역보다도 높아 예외적으로 지균 실제가중치를 많이 
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통과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1]을 보면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라 지균 실제가중치와 AHP 종합점수 사
이에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실제가중치와 AHP 종합점수의 분포도

14) 하위지역의 지균 사전가중치가 15~30%일 때만 평균 22.5%보다 높은 24.4%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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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균 실제가중치가 높다고 해서 AHP 종합점수가 높거나 낮음을 분포도 상으로는 확
인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AHP 종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균 사전가중치의 효과를 [표 3]과 [그림 1]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AHP 종합
점수, B/C, 평가항목별 실제가중치 및 지역낙후도순위를 변수로 구축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HP 종합점수 0.531 0.141 0.172 0.876
사업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0.639 0.481 0 1

B/C 1.07 0.92 0.01 16.21
지균 실제가중치 0.176 0.073 0.012 0.300

정책성 실제가중치 0.344 0.071 0.167 0.775
평균 지역낙후도순위 49.8 43.9 1 170

주: AHP 종합점수와 가중치는 실제 분석에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B/C는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하여 단위를 맞췄으며 표준편차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임.

[표 4]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4. 분석 결과

먼저 수식 (2)를 분석한 결과가 [표 5]와 [표 6]이다. 전국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
할 때 B/C가 10% 증가하면 미시행 대비 사업시행 비율을 평균적으로 약 6.75% 상승
시키며 그 크기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가장 크고 비수도권 도에서 가장 낮아 B/C가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행 대비 
사업시행 비율이 6.75% 증가했을 때를 시행점수로 환산하면 시행점수에 따라 0.006~
0.016까지 상승시킨다.15) 개발수준에 따른 구분을 보면 B/C 상승에 따른 효과의 크
기는 중위지역, 상위지역, 하위지역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위지역에서 B/C가 사업
통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아울러 B/C의 표준화 계수값은 모두 0.7 이상
으로 B/C의 계수값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 B/C가 시행점수에 미치는 영향
이 절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5)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시행 AHP 종합점수 상승폭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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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_광역시 비수도권_도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ln(B/C) 0.6750*** 0.7506 0.7190*** 0.7046 0.7300*** 0.8321 0.6153*** 0.7520

지균
실제가중치 -1.7520*** -0.2097 -3.2383*** -0.4050 0.2928 0.0334 -0.5609 -0.0642

정책성
가중치 -0.6798 -0.0786 -1.1570 -0.1385 1.5919 0.1774 -0.3224 -0.0373

지역낙후도
순위 0.0025*** 0.1809 0.0034*** 0.1143 0.0071*** 0.1276 0.0009 0.0575

상수 0.6423*** . 1.0385*** . -0.6437 . 0.4561 .

N 623 176 127 261

R2 0.6037 0.6766 0.6519 0.5612
주: 1) 중복된 지역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함.

2) 강건성을 확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3)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 회귀분석 결과 Ⅰ-1(종속변수: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

변수
상위 중위 하위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ln(B/C) 0.7457*** 0.7499 0.7819*** 0.7508 0.4515*** 0.7048

지균 
실제가중치 -2.5695*** -0.2978 -1.3040* -0.1571 2.6813*** 0.3584

정책성
가중치 -0.5463 -0.0580 -0.9194 -0.0943 1.5412* 0.2564

지역낙후도
순위 0.0057*** 0.1210 -0.0008 -0.0192 0.0012 0.0469

상수 0.6799** . 0.9031** . -0.8803** .

N 369 152 102

R2 0.6988 0.6285 0.5294
주: 1) 강건성을 확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2)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 회귀분석 결과 Ⅰ-2(종속변수: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

다음으로 관심변수인 지균 실제가중치의 영향을 살펴보면 하위지역을 제외하고는 (-)
값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균 실제가중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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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상승하면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8.8% 감소하고 이는 시행
점수를 0.008~0.023 낮춘다. 하위지역을 제외하고 계수값이 (-)값을 보인 이유는 상
위지역 및 중위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건수가 많아 지균 실제가중치의 증가가 시행점수
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현정ㆍ김재훈(2017) 연구에서도 지균 실제가중치는 음의 값으
로 추정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위지역에서 지균 실제가중치가 5%p 
상승하면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을 약 13.4% 상승시켜 지균 사전가중치의 증가가 
시행점수를 0.011~0.031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
균 사전가중치 5%p 상승에 따라 시행점수가 0.469였던 사업이 0.5가 되어 통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시행점수가 0.469보다 낮은 사업은 지균 사
전가중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지균 사전가중치 증가가 사업
의 통과여부에 미친 영향은 이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균 실제가중치의 표준화
계수도 하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하위지역에서 지균 가중
치가 시행점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록 B/C가 시행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나 지균 가중치가 
상위지역에서 시행점수를 낮추고 하위지역에서 시행점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준이 사업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수식 (3)과 같이 지균 사전가중치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7]과 [표 
8]과 같다. 지역 및 개발수준에 따른 구분의 모형 설명력을 [표 5] 및 [표 6]과 비교하
면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B/C가 시행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없이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는 지균 사전가중치와 실제 가중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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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_광역시 비수도권_도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ㅣn(B/C) 0.6830*** 0.7594 0.7100*** 0.6958 0.7228*** 0.8238 0.6180*** 0.7553

지
균
사
전
가
중
치

15~25% -0.1878*** -0.1248 -0.5032*** -0.3251 -0.0898 -0.0694 -0.0323 -0.0212

15~30% -0.2393*** -0.1594 -0.5500*** -0.3439 -0.0661 -0.0504 -0.0833 -0.0551

20~30% -0.2413*** -0.1650 -0.5412*** -0.3726 -0.1699 -0.1452 0.0030 0.0018

25~35% -0.2333*** -0.0747 -0.6331*** -0.2348 -0.0989 -0.0386 0.1945 0.0424
정책성 가중치 -0.2500 -0.0289 -1.0353 -0.1239 0.7967 0.0888 -0.0242 -0.0028
지역낙후도

순위 0.0021*** 0.1484 0.0026** 0.0857 0.0066** 0.1180 0.0007 0.0436

상수 0.3652** . 0.8618*** . -0.2163 . 0.2960 .
N 623 176 127 261
R2 0.6007 0.6815 0.6598 0.5638

주: 1) 중복된 지역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함.
2) 강건성을 확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3)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7] 회귀분석 결과 Ⅰ-3(종속변수: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

수식 (3)으로 분석한 것은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하는 목적인데 
수식 (2)의 결과와 유사하게 하위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의 계수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7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기준으로 지균 사전가중치 최초 도입 시 
시행점수는 약 0.016~0.047 낮아진 것으로 계산된다.16) 상위지역의 경우 지균 사전가
중치 도입에 따라 시행점수가 하락하였고 지속적인 사전가중치 상승에 따라 하락 폭이 
더 커졌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하위지역은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사업시행 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어 지균 사전가중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사업통과의 가
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사전가중치 더미의 효과는 사업
시행 점수를 0.036~0.121까지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지역에
서 B/C의 표준화계수가 0.7 이하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 이는 지균 사전가
중치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B/C의 영향력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2005년 지균 사전가중치 도입에 따른 시행점수( )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는 지균 사전가중치 도입 전 시행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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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상위 중위 하위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ln(B/C) 0.7538*** 0.7580 0.8128*** 0.7805 0.4303*** 0.6718

지
균
사
전
가
중
치

15~25% -0.3772*** -0.2452 -0.0824 -0.0542 0.1253 0.0930

15~30% -0.4285*** -0.2760 -0.2073** -0.1442 0.2607** 0.1867

20~30% -0.4594*** -0.3184 -0.0911 -0.0607 0.3909*** 0.2564

25~35% -0.5099*** -0.1741 0.1442 0.0331 0.4861*** 0.1702
정책성 가중치 -0.4783 -0.0508 -0.3540 -0.0363 0.5907 0.0983
지역낙후도순위 0.0042*** 0.0888 -0.0011 -0.0256 0.0016 0.0668

상수 0.5569** . 0.5874 . -0.2858 .
N 369 152 102
R2 0.7079 0.6307 0.5438

주: 1) 강건성을 확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2)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8] 회귀분석 결과 Ⅰ-4(종속변수: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 비율)

지균 사전가중치 더미의 계수값 변화분도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총 4차례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시행점수의 변화분을 계산한 결과가 [표 9]이다. 시행
점수 변화분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변화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다. 2017년에는 사전가중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모두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점수의 변화분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비록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하위지역의 시행점수를 높이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평가자
들이 생각하는 지균 실제가중치의 임계치가 있어 정책적으로 의도한 크기만큼 지균 실
제가중치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의도와 평가자들의 생
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균 사전가중치가 범위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 3]에서 
지균 사전가중치의 평균값과 실제가중치의 평균값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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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점수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시행점수 시행점수 변화분
(A)

15~25%
(2005년)

(B)
15~30%
(2008년)

(C)
20~30%
(2011년)

(D)
25~35%
(2017년)

(B)-(A) (C)-(B) (D)-(C)

0.350 0.379 0.411 0.443 0.467 0.032 0.032 0.024
0.400 0.430 0.464 0.496 0.520 0.034 0.032 0.024
0.450 0.481 0.515 0.547 0.571 0.034 0.032 0.024
0.500 0.531 0.565 0.596 0.619 0.034 0.032 0.023
0.550 0.581 0.613 0.644 0.665 0.033 0.030 0.022
0.600 0.630 0.661 0.689 0.709 0.031 0.028 0.020
0.650 0.678 0.707 0.733 0.751 0.029 0.026 0.018

[표 9] 하위지역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시행점수의 변화

이상을 통해 지균 사전가중치의 지속적인 확대는 상위지역의 시행점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하위지역의 시행점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다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균 사전가중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시행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수식 (4)를 기준으로 분석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지균 사전가중치 더미
와 개발수준에 따른 구분 결과만 제시하였다.

변수
전국　 상위 중위 하위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추정계수 표준계수
ln(B/C) 0.1580*** 0.7661 0.1730*** 0.7632 0.1910*** 0.7946 0.1007*** 0.6732

지
균
사
전
가
중
치

15~25% -0.0366*** -0.1059 -0.0784*** -0.2237 -0.0111 -0.0316 0.0297 0.0943

15~30% -0.0480*** -0.1395 -0.0902*** -0.2550 -0.0401* -0.1210 0.0636** 0.1951

20~30% -0.0488*** -0.1454 -0.0979*** -0.2976 -0.0125 -0.0362 0.0927*** 0.2605

25~35% -0.0478** -0.0666 -0.1090*** -0.1632 0.0401 0.0399 0.1106*** 0.1659
정책성 가중치 -0.0324 -0.0163 -0.0837 -0.0390 -0.0486 -0.0216 0.1524 0.1086
지역낙후도순위 0.0005*** 0.1493 0.0009*** 0.0863 -0.0002 -0.0189 0.0004 0.0617

상수 0.5703*** . 0.6135*** . 0.6142*** . 0.4301*** .
N 623 369 152 102
R2 0.6019 0.7025 0.6398 0.5482

주: 1) 강건성을 확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사용
2)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0] 회귀분석 결과 Ⅱ(종속변수: 시행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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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함수를 응용한 선형모형과 비교해보면 모형의 설명력 및 계수값 및 표준화계수의 
크기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에서 전국기준으로 B/C가 10% 상승
할 때 시행점수는 0.006~0.017점 상승하는데 시행점수와 미시행 점수가 비슷한 지역
(시행점수가 0.350~0.650 사이)에서는 0.015~0.017점 수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표 9]에서도 유사하게 B/C가 10%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약 0.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 사이에 분석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 더미의 계수값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B/C 및 지
역낙후도순위 변수가 시행점수와 선형에 근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시행점수의 경우 각 요소의 시행점수의 합으로 계산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 및 평
점이 여러 평가자들의 기하평균으로 산정됨에 따라 평가자 단위에서 개별 설명변수와 
시행점수의 비선형관계가 희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시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짓모형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변수
(1) (2) (3) (4)
전국 상위 중위 하위

B/C 10.883*** 12.769*** 14.524*** 6.651***
지
균
사
전
가
중
치

15~25% 1.099** 0.490 2.394* 0.823

15~30% 1.028** 0.641 1.025 2.467***

20~30% 1.083** 0.722 0.994 2.664***

25~35% 1.411** 1.243 4.139** 1.061
정책성 가중치 10.585*** 14.680** 10.922 8.003**
지역낙후도순위 0.008* 0.029* 0.027 0.007

상수 -13.796*** -16.938*** -18.670*** -9.952***
Pseudo R2 0.605 0.619 0.705 0.530

주: *은 10% 수준에서, **은 5% 수준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1] 회귀분석 결과 Ⅲ(종속변수: 사업시행 여부)

지균 사전가중치의 비교대상(reference)은 지균 사전가중치 없음이며, 이와 비교할 
때 사전가중치의 부여는 전국 및 하위지역의 사업시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지균 사전가중치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계속 사업시
행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균 사전가중치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 계수값이 
1.099로 그 이후 2차례 사전가중치 확대 시 계수값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균 사전



24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가중치 확대에 따라 시행확률이 이전보다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위지역의 경우도 지
균 사전가중치 확대가 사업시행의 확률을 높이기는 하지만 사전가중치를 확대할 때마다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지균 사전가중치를 25~35%로 늘렸을 때 추
정계수 값이 커지지도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17) B/C 
값의 변화에 따라 지균 사전가중치 변경에 따른 시행확률을 추정하면 [표 12]와 같다. 
B/C가 0.7인 사업의 경우 지균 사전가중치가 15~30%로 조정됐을 때 이전보다 통과확
률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20~30%로 조정했을 때는 통과확률이 이전보
다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으며 25~35%로 조정 시에는 통과확률이 오
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하위지역 사업의 
통과확률을 높였으나 그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가 하위지역의 
사업통과 확률을 무조건 높이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균 사전가중치
B/C

0.6 0.7 0.84(평균) 0.9 1.0
없음 0.096 0.171 0.348 0.438 0.603

15~25% 0.195 0.320 0.548 0.640 0.776
15~30% 0.556 0.709 0.863 0.902 0.947
20~30% 0.604 0.748 0.884 0.918 0.956
25~35% 0.235 0.374 0.606 0.693 0.814

주: B/C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평균값을 적용

[표 12] 하위지역에서 B/C에 따른 사업통과 확률

마지막으로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
서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가 하위지역의 AHP 종합점수 및 사업시행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효과가 실제 사업시행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다. 먼저 [그림 2]의 B/C와 AHP의 사분위 분포를 보면 B/C와 AHP는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C가 1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업은 AHP
가 0.5를 넘는 경우가 있으며 B/C가 1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AHP가 0.5를 넘지 못하는 
사업(3사분면)은 극히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와 

17) 다만 2017년 지균 사전가중치 변경에 영향을 받은 사업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
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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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표 13]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는 지균 사전가중치가 상향
조정과 상관없이 사업의 통과는 B/C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수도
권 및 상위지역과 같이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가 감점으로 작용한 지역의 경우에도 B/C가 
일단 1을 넘으면 지균에서의 감점이 사업통과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에 따라 시행점수를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는데 결국 사업통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에서의 감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지균이 감점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제시한 김태일(2019)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2] 사분위 분포

지균 사전가중치 변경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없음 0.145 0.477 0.016 0.363

15~25% 0.148 0.514 0.000 0.338
15~30% 0.242 0.417 0.008 0.333
20~30% 0.168 0.443 0.015 0.374
25~35% 0.120 0.560 0.000 0.320

합계 0.170 0.469 0.010 0.352

[표 13] 지균 사전가중치 변화에 따른 사분위별 분포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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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위지역의 B/C가 1 미만인 사업의 통과에 지균 사전
가중치 확대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즉 1사분
면에 위치한 사업의 수 또는 확률이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늘어났는지 여부이다. 
지균 사전가중치의 확대에 따라 B/C가 경계선 상에 있는 하위지역의 통과건수가 많아
졌다면 이는 지균 사전가중치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4]를 보면 B/C가 0.7 미만일 경우 개발수준에 상관없이 최근에는 통과한 사업
이 없다. B/C가 0.7 이상 1.0 미만인 사업들은 하위지역의 경우 지균 사전가중치 도
입 이후 통과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균 사전가중치가 
20~30%로 확대된 시기에는 4건 모두 통과하여 사업통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구분
B/C<0.7 0.7≤B/C<1.0

1사분면 4사분면 소계 1사분면 4사분면 소계

상위

없음 7 16 23 8 10 18
15~25% 　 15 15 12 9 21
15~30% 　 13 13 15 11 26
20~30% 　 19 19 15 13 28
25~35% 　 2 2 2 2 4

중위

없음 1 15 16 4 5 9
15~25% 1 8 9 6 2 8
15~30% 　 7 7 7 7 14
20~30% 　 9 9 2 4 6
25~35% 　 2 2 1 1

하위

없음 3 13 16 5 11 16
15~25% 1 14 15 2 1 3
15~30% 　 4 4 10 2 12
20~30% 　 3 3 4 4
25~35% 　 2 2

합계 13 142 155 93 77 170

[표 14] B/C 1.0 미만 사업의 1,4 분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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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균 사전가중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행 
대비 시행점수의 비율, 시행점수, 사업시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의 특성을 구
분하여 최근까지 완료한 예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시행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
국과 수도권 및 개발수준이 높은 지역의 시행점수를 낮추고 낙후된 지역의 AHP 종합
점수를 상승시키며 사업시행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행정구역 단위로 비
수도권을 구분할 때는 개발지역과 낙후지역이 섞여 있어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의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속적인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감소하고 있어 정책이 의도한 효과의 크기만큼 움
직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지균 사전가중치를 25~35%로 조정한 
것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시행점수와 B/C의 분포를 토대로 지균 사전가중치의 변화의 효과가 사업
통과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상위지역에서 감점효과는 사업통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지역의 경우에는 B/C가 
0.7 이상인 사업의 통과건수 및 비율이 늘어나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균 사전
가중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하위지역의 AHP 종합점수와 사업시행 확률의 지속적인 상
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초 지균 사전가중치 도입 시 그 효과가 가장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지균 사전가중치 확대에 따라 효과가 커졌으나 최근 지균 사전가
중치의 확대의 효과는 그 이전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균 사전가중치 도입 초기에는 효과가 컸으나 갈수록 그 효과는 줄어드는 한계효과 
체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평가자들이 생각하는 지균 가중치와 정책당국이 생
각하는 지균 가중치가 차이가 있으며 지균 사전가중치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는 경제성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제성의 가중치는 사전가중치의 평
균보다 높다는 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사업별 자료가 아닌 개인별 평가 자료가 있
다면 이러한 경향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비수
도권 사업의 지균 사전가중치의 최소, 최댓값을 5%p 상향조정한 2019년 예타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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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균 실제가중치가 사전가중치의 
평균 이하 범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가중치의 하한값을 높이고 사전가중치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사전가중치 조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균 사전가중치 상향조정과 지역구분과 상관없이 B/C가 AHP 종합점수
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점이다. B/C의 사전가중치는 50% 이하이나 표
준계수를 보면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이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함
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수도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비수도권 도지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하위지역의 경우 지균 가중치의 표준화계수가 가장 높기는 하나 B/C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B/C의 영향이 큰 이유는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지균 및 정책성은 변동성은 낮은 반면 B/C의 변동성은 높아 통과여부를 결
정하는 것이다. B/C와 같이 다른 평가항목의 변동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면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로 수도권 및 상위지역에서 지균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개발된 지역
은 지균에서 감점을 받으나 B/C가 1 이상인 사업은 모두 통과하였다. 그리고 B/C가 
1 미만인 사업의 경우도 지균에서 감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균 가중치를 낮추고 정
책성 가중치를 높여 통과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수도권의 
평가항목에서 지균을 제외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정된 재
원 안에서 발전된 지역의 통과 가능성을 낮춰 해당 재원을 낙후된 지역에 투입하고자 
도입되었던 지균 평가항목의 도입취지는 발전지역의 재원으로 줄이고자 한 관점에서 본
다면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타에서 지균을 언급할 때 시ㆍ도 단위의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분할 때 지균 사전
가중치의 확대는 AHP 종합점수 및 사업시행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지균을 논의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예타에서 지균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예타에서 지역낙후도순위를 지균의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행정구역이 아닌 낙후수준에 따른 지균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비수도권, 비
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 개념으로 접근할 때 예타에서 말하는 지균의 취지와 부합하
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균 개념을 현재와 같은 시군구 단위의 낙후도지수 개념이 아닌 
생활권 또는 광역권 단위로 접근한다면 지균의 평가항목을 동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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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troduced in 1999 classifies evaluation items into 

economic, policy,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s since 2005, and gives pre-weight 

to reduce deviations between evaluators when deciding whether to implement project 

or not. Since then, as the demand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has expanded, the 

system has been reorganized to expand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xpanding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on conclusions was analyzed based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data. Particularly, the effect was examined by dividing the regions by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level of the backward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the pre-weight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lowered the AHP score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igh-development 

areas but not enough to chang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the underdeveloped 

areas, it increased the AHP score and it acted as a factor to pass projects that did not 

have some economic feasibility. However, despi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 

pre-weight, the marginal effect on the AHP score decreased continuously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evaluators on the importance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Keyword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HP, 

Pr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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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병욱*

국문초록

법인주주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

되지만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실질적 이중과세와 별개로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을 통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중과세, 절세효과, 실효세율, 우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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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가 당초 취지와 같이 법인 주주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별 주주의 
소득세 한계세율 수준에 따라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정되는 귀속법인세(imputation) 
제도를 통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주주와 같은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동(同)제도가 설계되지 
않은 기본적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법인들 중에서도 일부 명목회사들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을 통해 법인단계의 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들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불완
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상 차별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귀속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gross-up 비율로 10%의 
법인세율을 반영한 11%만을1) 적용하고, 이와 함께 분리과세 및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불완전성을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인들 중에서도 익금불산입 비율의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
입 비율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려는 별도의 입법취지 및 정책목표까지 고려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同)비율의 인상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당금수익에 대한 현행 조세제도
의 적용 결과 발생하는 개인주주와 비교한 일반법인의 추가적 세금부담 수준에 대해 분
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1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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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분석

1. 제도적 개관 및 연혁

우리나라는 종전에는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2001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적용했다.2)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세 부과를 폐지하고 소득세 부과로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이유는 개인주주 단계에서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개별 주
주를 추적해서 과세해야 하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과세이연을 통한 사실상의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지현 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
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운영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국세청 
2000). 2001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고 자회사가 상장ㆍ코스닥 법인인 경우에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지분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율을 달리 적용하도록(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3) 

2)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과 별도로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해서는 소
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주주
단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더해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동(同)귀속법인세
를 세액공제해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정방법은 법인세 과세방식을 그대
로 유지하되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주주단계 조정방법에 해당한다. 단,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지급법인별로 구분해서 귀속법인세율을 계산하는 대신 최저 법인세율(10%)을 
바탕으로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의 11%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기능하고 있다. 개인주주에 대한 그 밖의 예외적인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지급배당금손금산입제도와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급배당금손금산입제도는 유동화
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투자나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동(同)배당금 지급액을 손금산입해서 법인단계에서 
세금부담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제도이고,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
업의 이익을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후에 동업자들이 배분받은 이익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해서 동업기업 단계의 세금부담을 명시적으로 제거하는 과세제도이다.

3) 이와 함께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을 익금불산입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했고, 금융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의 보유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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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함께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및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과세 형평을 도모”
하기 위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
했다4)(국세청 2001).

2004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경우 
손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익금불산
입을 적용했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보완), 벤처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범위 조정)5)6)(국세청 
2004). 2006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되, 공정거
래법에서도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1% 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했
다(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7)(국세청 2006).

2007년 개정세법에서는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일반법인 수준으로 축소했고(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 특례 폐지),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지

4) 단, 대규모기업집단(재벌기업) 소속 계열사간 배당에 대하여는 상호ㆍ순환 출자 등의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이중과세조정에서 제외해서 지주회사 설립 또는 계열 분리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3개월 미만 단기 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배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했으며,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의 경우에는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이 소득공제되어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에서 배제하였다.

5) 이 밖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연지급 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차입에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
라 매입활동과 관련된 이자이므로 이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에서 제외하도록 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46012-80, 2003.5.9.)의 입장을 법령에 반영하였다(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명확화).

6) 2005년 개정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자회사 
등에의 출자와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등의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범위 명확화).

7) 이 밖에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했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
제대상 보완),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팀-147, 2005.1.20.)을 반영해서 주식보유기간 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하였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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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을 2007년~20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지주회
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조정).8) 2008년 개정세법에서는 배당받은 법인, 배당
금 지급법인 및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화했고, 공정거래법 개
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이 하향조정된 점을 감안해서 자회사의 지분요
건을 공정거래법상 요건과 일치하도록 완화했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9)(국
세청 2007).

2009년 개정세법에서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차감규정을 
폐지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동업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
정이 불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동업기업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을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에
서 제외했다10)(국세청 2009). 2012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
납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배당
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법인 익금불산입율 대신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도록 했
다11)12)(국세청 2012).

2019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각

8)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자금지원업무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의 이
자를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서 배제하였다(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 상당액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허용).

9) 이 밖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
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 여타 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율을 확대하였다.

10) 이 밖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조정이 적용됨을 명확화하였다.

11) 이 밖에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
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주
회사(A)가 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
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2) 2014년 개정세법에서는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협력중
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일몰기한 경과로 인해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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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0%~40% 및 50%~80% 지분율 구간의 상장 및 비상장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
입율을 차등화하고,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액 계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을 
제외했다(국세청 2019).

이상과 같은 연도별 개정을 반영해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영리내국법인이13)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14) 대해 식(1)과 같이 계산하되, [표 1]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
액은 익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 (≧0) (1)

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15)

②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세ㆍ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16) 
받는 수입배당금액17)

③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

[표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제외 대상 수입배당금액

식(1)에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은 식(2)와 같이 계산하되, 자회사의 유형 및 출자
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은 [표 2]와 같다.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비율 (2)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다.

14) 의제배당 포함

15) 조세회피 목적의 단기출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16)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ㆍ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등
의 명목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및 감면율이 100%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
도에 해당하는 법인

17)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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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18)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30% 이하 30% 30%

30%초과 50%이하 50% 30%
50%초과 100%미만 50% 50%

100% 100% 100%

[표 2] 익금불산입비율(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식(1)에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식(3)과 같이 계산하되, 배당지
급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다.19) 동(同)배제액을 규정한 것은 자금을 차
입해서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인정과 함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적
용하면 중복적 조세혜택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20)

= 차입금이자21) × 익금불산입비율 × (주식의22) 장부가액 적수 ÷ 자산총액23) 적수) (3)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가24)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
입배당금에 대해 식(1)과 같이 계산하되,25) [표 3]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
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40%) 이상을 배
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지주회사와 동일업종에 해당
해야 한다.

18)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유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 따라서, 익금불산입비율과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를 배당지급법인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20) 차입금이자에 대한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은 제외한다.

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등은 제외한다.

2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다.

24) 지주회사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도 포함된다.

25)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자회사
로부터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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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②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세ㆍ감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표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제외 대상 수입배당금액

식(1)에서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및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일
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각각 식(2) 및 식(3)과 같이 계산하되, 
자회사의 유형 및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비율은 [표 4]와 같은데,26) 일반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익금불산입비율은 지배구조가 투명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
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표 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자비율 요건 때문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하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출자비율27)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벤처기업 비상장법인
20% 미만 - - -

20% 이상 30% 이하 80% 80% -
30% 초과 40% 미만 90% 80% -

40% 90% 80% 80%
40% 초과 50% 이하 100% 80% 80%
50% 초과 80% 이하 100% 90% 90%

80% 초과 100% 100% 100%

[표 4] 익금불산입비율(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26) 이와 함께 식(3)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 “차입금이자” 및 “자산총액 적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차
입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同)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와 동(同)대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에서 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하는 다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적
격물적분할의 경우 신설지주회사가 분할지주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종전의 분할지주회사의 장부가액 대신 분할등기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가>장부가
액)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배제액이 많아져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
이다).

27)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
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
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발행주식(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에 대해
서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
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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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법인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관련해서 먼저, 영국
은 수입배당금을 면제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으로28) 구분해서 세
액공제의 방식으로 전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독일은 물적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익금불산입해서 역시 전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입배당금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의 
방식으로 지분율이 20% 미만, 20% 이상 80% 미만 및 80% 이상인 경우에 각각 50%, 
65% 및 100%의 과세소득을 공제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의 50%를 익금
불산입하되, 연결법인 및 관계법인주식(지분율이 25% 이상인 자회사의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한다.

즉, 이들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법인주주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별도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와 관
련해서 먼저, 영국은 1999. 4. 6.부터 법인세 주주귀속법을 폐지하면서 배당세액공제
율을 배당금의 1/9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인하하였
다. 독일은 2008년까지 수입배당금의 40%를 과세소득에 산입했는데, 2009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수입배당금을 전액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있다. 단,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60%
를 과세소득에 산입하는 대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없이 특정법인의 미배분이윤에 대해서는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와 인적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를 추가로 부과해서 배
당한 이익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소규모법인은 주
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을 과세하는 조합과세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개인주주의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s)에 대해 2003년부
터 장기자본세율(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s)을 적용해서 보통소득(ordinary 
income)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명시적인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로 구분하

28) 면제된 투자소득(Franked Investment Income)은 과세소득에 포함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법인세 해당액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액 익금불산입과 동일
한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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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세상 취급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주주에 대한 넓은 
의미의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일반적인 배당세
액공제제도와 함께 3명 이하의 주주와 그들의 동족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인 동족회사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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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의 이론적 근거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이중과세의 조정은 근본적으로 법
인의 본질에 대한 이론에 따라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법인의 본질론은 법인
의제설과 법인실제설로 구분된다.

법인의제설은 원래 자연인만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개인 의사절대의 
법리를 전제로 법인은 순전히 의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인정되는 주체, 즉 “의제된 자
연인”에 불과한 가상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지원림 2012).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개별 주주에게 귀속되고, 법인세는 개인단계
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한 것이며,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
므로 모든 소득은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김진수 2004).

이에 반해 법인실제설은 법인이 법적 거래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
한 의제물이 아니라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실체로29) 실재하고 있는 것을 법이 
승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주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인 이
상 법인의 소득은 주주와는 관계없는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법인세를 과세한 후의 소득을 
배당하는 것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인 주주에게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대립적 이론들과 관련해서 민법에서 법인 대표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민법 제59조 제2항), 기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점(동법 
제35조 제1항) 및 법인의 목적에 의한 능력의 제한을 인정하는 점(동법 제34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인은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라는 법인의
제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지원림 2012). 이러한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세후

29)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법률적 조직을 가지는 조직체라는 유기체
설과 법인격을 부여할만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가
치설이 있다(지원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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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금수익은 주주단계의 개인별 과세로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
정될 수 있도록 이중과세를30)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주주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지급단계와 무관하게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2. 배당금 수익에 대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배당금수익에 대하여 주주단계의 개인별 과세로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 수준의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
는 개인주주의 실질적인 이중과세 조정 정도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11%의 단일 gross-up 비율 적용, 분리과세 및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는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러한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확인하기 위
해 먼저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개인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과세방법은 금융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및 조건부 종합과세로 구분한 후에 무조건 종합과세
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들 합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종합과세하는데, 구체적으로 2,000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소득세 기본세율(6%-42%)을 적용
하고,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이 경우에도 2,000
만원 초과분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일반산출세액) 대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14%31))을 적용할(비교산출세액) 경우의 산출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후자의 세액
계산방식을 채택한다.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종
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되, 일반산출세액을 적용할 수 없는 대신 

30) 강선준(2013)에 의하면 경제적 이중과세는 차입금 이자와 다르게 배당금 지급액에는 조세혜택이 없
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 이익의 배당 대신 사내유보
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 투자자의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주식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1)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서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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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산출세액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는 세액계산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적인 배당금수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
소득과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를 통
해 이중과세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4%의 분리과세로 과세문제를 종결하
는 것이다.32) 즉, 전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으로 인해 이중과세의 조정과는 무관하
게 되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의 비공개 과세자료를 
분석한 이상엽과 윤성만(2016)을 이용해서 2014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과세방식
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13,130명이지만, 
이상엽과 윤성만(2016)은 국세청으로부터 동(同)대상자들을 12개의 금융소득구간별로 
500명씩 무작위로 추출한 5,992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전체 대상자의 5.3%(5,992명
÷113,130명)를 분석했다. 이들 5,992명에 대한 1조 1,218억원의 배당소득 지급액 
중 gross-up 대상인 배당금수익은 9,605억원으로 85.6%(9,605억원÷1조 1,218
억원)를 차지했다. 동(同)비율을 이용해서 추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
소득 지급액은 7조 6,916억원으로 국세통계연보에 의한 2014년의 전체 배당소득 지
급액인 14조 8,863억원의 51.7%(7조 6,916억원÷14조 8,863억원)를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7조 6,916억원의 배당
소득 지급액은 이들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 배당소득금액(8조 4,160억원)에서 귀속법
인세의 추정금액인 7,244억원(8조 4,160억원×[(85.6%×11%)÷{85.6%×(1+11%)+ 
14.4%}])을 차감해서 계산한 것이다(8조 4,160억원-7,244억원=7조 6,916억원). 결
과적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에서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
소득의 비율은 44.2%(51.7%×85.6%)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같이 
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조정을 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는 이들 배당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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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비율
=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의 비율×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 중 gross-up 대상인 배당금수익의 비율
= 51.7%×85.65% = 44.2%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나머지 55.8%(1-44.2%)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
로 분리과세되는데,33)34) 이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
계는 37.7%로 추정할 수 있다. 즉, 2014년의 전체 법인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의35) 합계액은 128조 5,366억원이고,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5조 4,440억원으로 법
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7.6%(35조 4,440억원÷128조 5,366억원)이다.36)37) 따라
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72.4%(1-27.6%)인 배당금 지급액 중 14%가 추가적
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7.7%(27.6%+72.4%×14%)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3) 14%의 세율 대신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저율과세 및 고율과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들 배당소득의 비율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전체 배당소득 중에
서 비과세, 저율과세 및 고율과세 배당소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상엽과 윤성만(2016)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5,992명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지급한 1조1,218억원의 배당
소득 중에서 이들 배당소득은 40억원으로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분배금 등)도 종합과세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의 세
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수준이 14%
의 세율을 적용해서 분리과세할 경우와 유의적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상계한 금액이다.

36) 27.6%의 실효세율은 2014년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보다 큰데, 이것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
세차감전순이익(128조 5,366억원)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순액(172조 2,138억원) 및 과세
표준(221조 8,254억원)이 증가해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인 
20.6% 및 16.0%에 비해 크게 계산된 것이다.

37) 본 연구의 분석과 같이 동일연도의 배당가능한 세전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을 상계한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 법인의 배당가능한 순세전이익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세금부
담의 비율을 “실효세율”의 개념으로 측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세금부담의 계산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통한 기간별 통산을 허용하는 측면과도 동일한 취지
이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연도의 배당가능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2014년의 법인단
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흑자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218조 6,775억원)을 적용해서 
16.2%(35조 4,440억원÷218조 6,775억원)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후의 분석결과도 달라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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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법인단계의 실효세율+(1-법인단계의 실효세율)×주주단계의 분리과세 세율
= 27.6%+72.4%×14% = 37.7%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주주단계에서 평균적으로 19.9%의 실
효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
계는 42.0%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19.9%의 주주단계 실효세율은 금융소득종합과
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7조 6,916억원)에 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종합소득결정세액 감소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7조 277억원-4
조 7,993억원)-6,990억원=7조 277억원-5조 4,983억원=1조 5,294억원)이 차지
하는 비율이다. 즉, 1조 5,294억원은 배당소득이 없을 경우 감소하는 금융소득종합과
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72.4%인 배당금 지급액 중 19.9%가 추가적으로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
면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42.0%(27.6%+72.4%× 
19.9%)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38)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은 16.6%로 추정할 수 있고(44.2%×19.9%+55.8%×14%= 
16.6%),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39.6%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44.2%×42.0%+55.8%×37.7%=39.6%).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법인단계의 실효세율+(1-법인단계의 실효세율)×주주단계의 실효세율
= 27.6%+72.4%×19.9% = 42.0%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42.0%+(1-44.2%)×37.7%
= 44.2%×42.0%+55.8%×37.7%
= 39.6%

38) 이러한 추정은 법인의 세후이익이 전액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을(배당성향=1 인 것을) 암묵적으로 가
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단일연도로 한정해서 분석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장
기간에 걸친 주주단계의 전체적인 세금부담의 수준을 분석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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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기준으로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배당소득 지급액은 20조 
5,483억원(14조 8,863억원÷(1-27.6%))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동(同)금액을 이용
해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은 8조 1,371억원(20조 5,483
억원×39.6%)으로 계산할 수 있고, 배당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은 8조 8,361억원(8조 1,371억원+6,990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해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개인주주의 배
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은 5조 1,204억원(20조 5,483억원×{51.7%×38%+(1-51.7%)× 
0.9%}=20조 5,483억원×24.9%)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에 대해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할 경우의 종합소득과세표준(17조 6,342억원)을 금융소
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수(113,130명)으로 나누면 1억 5,588만원으로 2014년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의 가장 높은 기준금액(1억 5,0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당시의 최고세율
(38%)을 적용한 것이고, 동(同)대상자가 아닌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는 집계자료를 이용
해서 계산한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실효세율(10.9%)을 적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로 인해 2014년을 
기준으로 3조 167억원(8조 1,371억원-5조 1,204억원)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
했는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3조 7,157억원
(8조 8,361억원-5조 1,204억원=3조 167억원+6,99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세금부담이 58.9%(3조 167억원÷5조 
1,204억원) 증가하지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부담 증가율인 
72.6%(3조 7,157억원÷5조 1,204억원)보다는 18.8%((72.6%-58.9%)÷72.6%= 
6,990억원÷3조 7,157억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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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배당소득 지급액(①) 14조 8,863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에게
지급된 배당소득

gross-up 대상(②) 9,605억원
gross-up 미대상 1,613억원
소계(③) 1조 1,218억원
gross-up 비율(④=②÷③) 85.6%

배당소득금액(⑤) 8조 4,160억원
배당가산액(⑥=⑤×[(④×11%)÷{④×(1+11%)+(1-④)}]) 7,244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액(⑦=⑤-⑥) 7조 6,916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비율(⑧=⑦÷①) 51.7%
이중과세 조정대상 배당소득 비율(⑨=⑧×④) 4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⑩) 128조 5,366억원
법인세 총부담세액(⑪) 35조 4,440억원
법인단계 실효세율(⑫=⑪÷⑩) 27.6%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⑬=⑫+{(1-⑫)×14%}) 37.7%

종합소득금액(⑭) 26조 5,416억원
종합소득과세표준(⑮=⑭×97.3%39)) 25조 8,222억원
종합소득결정세액(⑯=⑮×27.2%40)) 7조 277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금액(⑰=⑭-⑤) 18조 1,255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과세표준(⑱=⑰×97.3%) 17조 6,342억원
배당세액공제(⑲) 6,990억원
배당소득금액 제외시 종합소득결정세액(⑳=⑱×27.2%+⑲) 5조 4,983억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⑯-⑳)÷⑦) 19.9%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⑫+{(1-⑫)×ⓐ}) 42.0%

전체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⑨×ⓐ+(1-⑨)×14%) 16.6%
전체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합계(ⓓ=⑨×ⓑ+(1-⑨)×⑬) 39.6%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배당소득 지급액(ⓔ=①÷(1-⑫)) 20조 5,483억원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 8조 1,371억원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합계액(ⓖ=ⓕ+⑲) 8조 8,361억원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의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⑧×38%+(1-⑧)×10.9%41)}) 5조 1,204억원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증가한 세금부담 비율((ⓕ-ⓗ)÷ⓗ) 58.9%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의 결과 증가한 세금부담 비율((ⓖ-ⓗ)÷ⓗ) 72.6%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결과 개인주주에 대한
초과 세금부담 비율의 감소율((ⓖ-ⓕ)÷ⓖ) 18.8%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이상엽ㆍ윤성만(2016) 

[표 5]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수준의 분석을 위한 주요 집계자료(2014년 기준) 및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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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와 별개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을 통해 법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의 일부가 과세됨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
계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보다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규모와 관련해서 관련 기사에42) 의
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세수감소액은 4,460억원이고, 
100% 및 80%의 익금불산입 비율 적용 수입배당금에 대해 각각 4,120억원 및 340억
원이다. 대신경제연구소(2018)에 의하면 2016년의 국내 지주회사들의 배당금 수익 
합계는 1조 8,683억원이므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98.1%({4,120억원×100%+(340억원÷80%)×80%}÷{4,120억원+(340
억원÷80%)}=(4,120억원+340억원)÷4,545억원)로 계산할 수 있다. 단, 2019년 
개정세법을 통해 [표 4]와 같이 종전의 80%의 익금불산입 비율이 적용된 일부 출자비
율 구간에 90%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80%의 비율이 적용된 배당금수익의 
62.5%에서43) 90%의 비율이 대신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재계산하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98.7%({4,120억원
×100%+(340억원÷80%)×(90%×62.5%+80%×37.5%)}÷4,545억원)로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주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4.0%({4,120억원+(340억원
÷80%)×(90%×62.5%+80%×37.5%)}÷1조 8,683억원=4,487억원÷1조 8,683
억원)로 계산할 수 있다.44)

39)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의 종합소득금액(2조 2,448억원) 대비 종합소득과세표준(2조 1,839
억원)의 비율이다.

40)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표본의 종합소득과세표준(2조 1,839억원) 대비 종합소득결정세액(5,944
억원)의 비율이다.

41) 배당소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의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277조 6,434억원(근로소득 연말정산)+1조 
1,594억원(사업소득 연말정산)+25조 8,222억원(종합소득신고)-7,244억원(배당소득금액)=303조 
9,005억원) 대비 종합소득결정세액(25조 3,978억원(근로소득 연말정산)+595억원(사업소득 연말정
산)+7조 277억원(종합소득신고)+6,990억원(배당세액공제)=33조 1,840억원)의 비율이다.

42) “지주사 배당 ‘익금불산입’으로 연간 4,460억원 법인세 감면,” Daily NTN, 2018. 8. 30일자. 

43)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20%-40%의 출자비율 구간 중에서 30%-40%에서 새롭게 90%의 
비율이 적용되고(구간 범위를 기준으로 50%),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40%-80%의 출자비율 구간 중
에서 50%-80%에서 새롭게 90%의 비율이 적용되므로(구간범위를 기준으로 75%) 50%와 75%의 
평균으로 추정한 것이다.

44)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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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관련해서는 먼저 익금불산입의 대상인 영리내국법인으로부
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을 2017년을 기준으로 16조 9,78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국세통계연보에 기재된 전체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배당금수익 합계액(25조 3,567
억원)에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액(6조 5,099억원)45) 및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1조 8,683억원)을46) 차감하면 16조 9,785억원인 것이다. [표 2]와 같이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은 출자비율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KISValue Database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2017년의 전체 배당금 지급액인 44조 2,460억원 중에서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
급액은 12조 3,531억원이고, 동(同)지급액을 출자비율의 구간에 따라 구분하면 각각 
4조 7,884억원(100%), 1조 5,442억원(50%-100%), 2조 9,933억원(30%-50%) 
및 3조 272억원(30% 이하)이고, 구성비율은 각각 38.8%, 12.5%, 24.2% 및 24.5%
이다.47) 이들 구성비율에 출자비율의 구간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100%, 50%, 4
0%48) 및 30%)을 적용하면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
(38.8%×100%+12.5%×50%+24.2%×40%+24.5%×30%=62.1%), 10조 
5,363억원의 익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6조 9,785억원×62.1%=10
조 5,363억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2조 9,307
억원의 익금불산입배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7조 6,056억원(10조 5,363억원-2조 
9,307억원)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49) 7조 6,056억원에 2017년의 법인

는 아니된다(단,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
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고려해서 후술하는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익금
불산입배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다.

4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서 확인한 2017년의 국제수지 중 “직접투자일반배당
수입”(5,756.7백만달러)에 연평균 환율(1,130.84원)을 곱한 금액이다.

46) 2017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2016년의 금액을 적용하였다.

47) 법인주주에 대한 전체 및 출자비율 구간별 배당금 지급액은 KISValue Database에서 제공하는 1
대주주부터 5대주주까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48)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인 경우에 각각 50% 및 30%이지만, 상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비율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49) 차입금이자(114조 7,445억원)×62.1%×(주식의 장부가액(469조 9,129억원)÷자산총액(1경 1,417조 
2,837억원))=2조 9,307억원 (단, 전술한 바와 같이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배제액은 배당지급법
인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여 합산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세부적 계산에 필요한 주주별 자료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다)



50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세 실효세율(17.2%50))을 적용하면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세금부
담 감소액은 1조 3,070억원이다.

이상의 계산과 같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4,487억원+1
조 3,070억원=1조 7,557억원)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평균적으로 5.9%
의51)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 법인세 부담
= (1-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지주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중 지주회사의 구성비율+(1-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일반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수
령한 수입배당금 중 일반법인의 구성비율

= (1-98.7%)×24.0%×9.9%+(1-62.1%)×17.2%×90.1%
= 5.9%

따라서, 앞선 개인주주의 세금부담 분석과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이하 “직접지급”) 경우와 비교해서 법인이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
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이하 “1차 우회지급”) 경우에는 [표 5]의 분석에서 적용한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31.9%로 증가하는 것이다(27.6%+(1-27.6%)×5.9%=27.6%+ 
72.4%×5.9%=31.9%). 이와 같이 직접지급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개인주주에게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회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단계의 실효세
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2차 우회지급의 경우에는 법인단계의 실효세
율이 35.9%(27.6%+72.4%×5.9%+72.4%×94.1%×5.9%)이고, 차 우회지급의 
경우에는 (27.6%+72.4%×5.9%+72.4%×94.1%×5.9%+…+72.4%×94.1%n-1 

×5.9%)인 것이다.52)

이상의 배당금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주주와 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주주
에 대한 전체 배당금 지급액 중에서 개인주주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44.1%(14조 

50) 법인세 총부담세액(51조 3,278억원)÷법인세 과세표준(298조 6,740억원)=17.2%

51) (1-98.7%)×24.0%×{1조 8,683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1-62.1%)×17.2%× 
{16조 9,785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1-98.7%)×24.0%×9.9%+(1-62.1%)×17.2%× 
90.1%=5.9%

52) 단, 본 연구의 분석에서 배당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과하는 기간을 반영한 화폐의 시
간가치는 편의상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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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3억원÷{14조 8,863억원+(1조 8,683억원+16조 9,785억원)})이고, 법인주주
에 대한 지급액 비율이 55.9%(1-44.1%)이기53) 때문에 이상의 우회단계별 법인단계
의 실효세율 자료와 결합하면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해 최종적인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아래와 같이 32.1%로 계산되어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27.6%에 비해 훨씬 커지고, 최종적인 개인주주
의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1%×27.6%+(55.9%×44.1%)×(27.6%+72.4%×5.9%)
+(55.9%2×44.1%)×(27.6%+72.4%×5.9%+72.4%×94.1%×5.9%)
+(55.9%3×44.1%)×(27.6%+72.4%×5.9%+72.4%×94.1%×5.9%+72.4%×
94.1%2×5.9%)+…54) (4)
= 32.1%

즉,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

53) 비영리법인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대적 지급액 비율은 배당금의 지급대상이 거주자인 개인주주 및 영리
내국법인 주주로 구성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54) 중간 계산단계는 아래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44.1%×27.6% + (55.9%×44.1%)×(27.6%+72.4%×5.9%) +
(55.9%2×44.1%)×(27.6%+72.4%×5.9%+72.4%×94.1%×5.9%) + 
(55.9%3×44.1%)×(27.6%+72.4%×5.9%+72.4%×94.1%×5.9%+72.4%×94.1%2×5.9%) + …
= 44.1%×27.6% + (55.9%×44.1%)×{27.6%+(72.4%×5.9%)} + 
(55.9%2×44.1%)×{27.6%+(72.4%×5.9%)×(1+94.1%)} + 
(55.9%3×44.1%)×{27.6%+(72.4%×5.9%)×(1+94.1%+94.1%2)} + …
= 27.6%×(44.1%+55.9%×44.1%+55.9%2×44.1%+…) 
+ (55.9%×44.1%)×(72.4%×5.9%)×{1+55.9%×(1+94.1%)+55.9%2×(1+94.1%+94.1%2)+…}
= 27.6%×(44.1%+55.9%×44.1%+55.9%2×44.1%+…) + 
(55.9%×44.1%)×(72.4%×5.9%)×{1×(1+55.9%+55.9%2+…)+94.1%×(55.9%+55.9%2

+…)+94.1%2×(55.9%2+55.9%3+…)+…}
= 27.6%×{44.1%÷(1-55.9%)} + 
{(55.9%×44.1%)×(72.4%×5.9%)}×{(1÷(1-55.9%))+(94.1%×55.9%)÷(1-55.9%)+(94.1% 
×55.9%)2÷(1-55.9%)+…}
= 27.6%×{44.1%÷(1-55.9%)} 
+ {(55.9%×44.1%)×(72.4%×5.9%)}×{(1+(94.1%×55.9%)+(94.1%×55.9%)2+…}÷(1-55.9%)
= 27.6% + {(55.9%×44.1%)×(72.4%×5.9%)}×{1÷(94.1%×55.9%)}÷(1-55.9%)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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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실효세율 합계는 37.7%(27.6%+(1-27.6%)×14%)에서 41.6%(32.1%+(1- 
32.1%)×14%)로 증가하고,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
단계의 실효세율 합계는 42.0%(27.6%+(1-27.6%)×19.9%)에서 45.6%(32.1%+ 
(1-32.1%)×19.9%)로 증가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44.2%×42.0%+55.8%×37.7%)에서 
43.4%(44.2%×45.6%+55.8%×41.6%)로 증가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개인주
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8조 1,371억원(20조 5,483억
원×39.6%)에서 8조 9,159억원(20조 5,483억원×43.4%)로 7,789억원 증가하는 
것이다.55)

55) 이상의 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법인의 세후이익이 전액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을(배
당성향=1 인 것을) 가정한 것인데, 이러한 가정을 완화해서 당해연도 및 비교적 단기간인 배당 지급
연도부터 5년간의 누적 배당성향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분석을 위
한 당해연도의 배당성향은 국회예산정책처(2019)를 바탕으로 29.4%를 적용했고, 5년간의 누적 배
당성향은 동(同)비율을 바탕으로 82.5%(29.4%+{(1-29.4%)×29.4%}+…+{(1-29.4%)4×29.4%})
를 적용하였다.

구분
배당성향의 가정

29.4%(당해연도) 82.5%(누적 5년) 1(장기)*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이 아
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
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
의 합계

27.6%+72.4%×29.4%×
14% = 30.5%

27.6%+72.4%×82.5%
×14% = 35.9%

27.6%+72.4%×14% = 
37.7%

이중과세의 조정대상인 배
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27.6%+72.4%×29.4%×
19.9% = 31.8%

27.6%+72.4%×82.5%×
19.9% = 39.4%

27.6%+72.4%×19.9% 
= 42.0%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
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
율의 합계

44.2%×31.8%+55.8%×
30.5% = 31.1%

44.2%×39.4%+55.8%×
35.9% = 37.5%

44.2%×42.0%+55.8%×
37.7% = 39.6%

직접지급부터 차 우회지
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
는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
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44.2%×{32.1%+(1-32.1
%)×29.4%×19.9%}+55.
8%×{32.1%+(1-32.1%)
×29.4%×14%} = 35.4%

44.2%×{32.1%+(1-32.1
%)×82.5%×19.9%}+55.
8%×{32.1%+(1-32.1%)
×82.5%×14%} = 41.4%

44.2%×{32.1%+(1-32.1
%)×19.9%}+55.8%×{32.
1%+ (1-32.1%)×14%} = 
43.4%

* 본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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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의 경우 법인단계의 실효세율 = 27.6%
직접지급부터 차 우회지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법인단계의 실효세율 = 32.1%
직접지급의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27.6%+(1-27.6%)×19.9%}+55.8%×{27.6%+(1-27.6%)×14%}
= 44.2%×42.0%+55.8%×37.7%
= 39.6%
직접지급부터 차 우회지급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
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
= 44.2%×{32.1%+(1-32.1%)×19.9%}+55.8%×{32.1%+(1-32.1%)×14%}
= 44.2%×45.6%+55.8%×41.6%
= 43.4%

이와 같이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
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배당금의 직
접지급에 비해 우회지급의 경우에 5.9%의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식(4)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고려해서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을 재계
산한 것인데, 다른 모수(parameter)가 일정할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
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 이상의 분석에서는 5.9%)을 이용해서

27.6%+{(55.9%×44.1%)×(72.4%×)}×{1÷((1-)×55.9%)}÷(1-55.9%)
= 27.6%+72.4%×{÷(1-)} (5)

와 같이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의 완전
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즉, =0 인 경우에
는) 식(5)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7.6%로 계산되어서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
하는(직접지급) 경우와 세금부담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배당금수익에 대한 주주단계의 초과부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개선방안

앞선 절의 분석과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직접지급) 대신 
법인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우회지급) 경우에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불완전
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식(5)와 같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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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27.6%→27.6%+72.4%×{÷(1-)}).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입의 익금불산입비율을 인상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
비율()을 5.9%에서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식(5)에 적용한 5.9%의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8.7%)× 
24.0%×9.9%+(1-62.1%)×17.2%×90.1%=5.9% 로 계산한 것인데, 여기서 지주
회사 및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실효세율(24.0% 및 17.2%)과 개별 수입배
당금 규모의 상대적 비중(9.9% 및 90.1%)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개별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켜서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
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98.1%)은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
이므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키
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전술한 내용을 
정리해서 [표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전술한 주요 국가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방식에 따른 개편방안들을 시행할 경우의 효과
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앞선 절의 분석과 다르게 국세통계연보에 이용가
능한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4년을 기
준으로 한 분석에서 적용한 [표 5]의 자료들 중에서 배당소득 지급액(①, 22조 1,080억
원) 및 법인단계 실효세율(⑫, 23.7%56))을 2017년도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한다. 또
한, 앞선 절의 분석에 사용한 그 밖의 비율자료 등은 2017년의 자료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먼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24.5%, 
24.2%, 12.5% 및 38.8%)이 동일한 상태에서 미국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
편할 경우에는57) [표 6]과 같이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77.9%로 증

56) 2017년의 법인세 총부담세액(51조 3,278억원)÷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16조 7,187억원))=23.7%

57) 단, 출자비율의 구간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비율을 구간범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미국의 구간별 익금불산입 비율을 계산하였
다. 예컨대, 50%초과 100%미만 구간의 경우에는 미국의 20% 이상 80% 미만 및 80% 이상 구간
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이 각각 65% 및 100%이기 때문에 65%×{(80%-50%)÷(100%-50%)}+ 
100%×{(100%-80%)÷(100%-50%)}=79%로 계산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계산방식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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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 그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3.5%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6.4%로 2.1%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
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8.6%로 1.7%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58) 11조 1,919억원으로 4,968억원 감소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출자비율 구간별 구성비율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표 6]과 같이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89.8%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2017년을 기준
으로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이 5.9%에서 1.6%로 낮아지게 된다. 
1.6%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4.9%로 3.5%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7.4%로 3.0%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
억원에서 10조 8,336억원으로 8,5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출자비율(구성비율) 현행 익금불산입율 개편방안1-미국 개편방안2-일본
30% 이하 24.5% 30% 55% 58.3%

30%초과 50%이하 24.2% 40%* 65% 100%
50%초과 100%미만 12.5% 50% 79% 100%

100% 38.8% 100% 100% 100%
평균적 익금불산입 비율 62.1% 77.9% 89.8%

추가적 법인세 부담비율() 5.9% 3.5% 1.6%
법인단계 실효세율 28.5% 26.4% 24.9%

법인ㆍ주주단계 실효세율 합계 40.3% 38.6% 37.4%
개인주주의 최종적 세금부담 11조 6,887억원 11조 1,919억원 10조 8,336억원 

*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50%) 및 비상장법인인 경우(30%)의 평균

[표 6]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개편방안에 따른 효과 분석(2014년 기준)

이상의 분석결과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
는59) [표 5]에서 제시한 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의 추가적 세금

58) {22조 1,080억원÷(1-23.7%)}×40.3%=28조 9,691억원×40.3%=11조 6,887억원

59)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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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주주가 부담하는 세금부담의 합계(10조 5,317억
원60))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부담이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규모
가 1조 1,570억원(11조 6,887억원-10조 5,317억원)에서 각각 6,603억원 및 3,020
억원으로 42.9% 및 73.9%씩 감소해서 불완전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이중과
세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법인의 배당금 지급 및 구체적 과세방법의 현황과 관련해서 이용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
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을 전개하기 위한 개인주주의 금융소득 구성 등과 같은 핵심적 
가정들에 대해 국세청이 제공한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비공개 과세자료를 분석한 
이상엽ㆍ윤성만(2016)을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을 다른 과세연
도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배당금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중과세의 방식으로 인해 최종적
인 개인주주의 단계에서 상당한 초과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법인이 개인주주
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
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61) 따라서, 후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6]의 예시
와 같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인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상
당부분 해결할 수 있기에 이러한 개편방안을 조세제도의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
는 것이다.

극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적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배당금 수령액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넓어서 국제적 이
중과세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하고 있는데, 이와 대응하기 위해 국내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령액
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조세제도 개편의 토대가 된 샤프(Sharp) 권고안에 따
라 이중과세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높은 비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제도화한 것이 계속해
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60) 28조 9,691억원×36.4% = 28조 9,691억원×{44.2%×38.9%+(1-44.2%)×34.4%} = 28조 9,691억원
×[44.2%×{23.7%+(1-23.7%)×19.9%}+(1-44.2%)×{23.7%+(1-23.7%)× 14%}] = 10조 5,317억원

61)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5]에서 정리한 비율자료들을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하더라도 배당금수익
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에서 비교적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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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법인세법상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배당금수익의 일
부가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개인주주와 같은 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전제로 동(同)제
도가 설계되지 않은 기본적 한계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익금불산입 비율 인상을 통해 
이중과세의 여지가 매우 축소된 지주회사에 비해 일반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려는 별도의 입법취지 및 정책목표까지 고려하더라도 아직 충분
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同)비율의 인상 등과 같은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중과세에 따른 이들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해 추
가적 세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한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은 법인의 본
질에 대한 일반적 학설인 법인의제설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비교대상 국가들의 경우에
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큰 폭으로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계
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이 동(同)제도를 통해 얼마나 가중되는지에 대해 집계
자료 등을 이용해서 분석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배당소득 지급액 중에서 이중
과세 조정대상인 배당소득의 비율은 44.2%이고,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7.6%이고,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은 16.6%이며,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
효세율의 합계액은 39.6%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이
중과세의 결과 세금부담이 58.9% 증가하지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금부담 증가율인 72.6%보다는 18.8%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단계 및 주주단계의 이중과세와 별개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을 통해 법인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의 일부가 과세됨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 단
계에서는 더욱 크게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
산입을 통해 상당한 절세효과(2014년 기준 1조 7,557억원)가 발생하지만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인단계의 비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의 수입배당금
에 대해 평균적으로 5.9%의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최종적인 법인단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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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세율은 32.1%로 증가해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
을 경우의 27.6%에 비해 훨씬 커지고,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인해 법
인단계의 실효세율이 27.6%에서 32.1%로 증가함에 따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법인
단계 및 주주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도 39.6%에서 43.4%로 증가하고, 2014년을 기
준으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금부담의 합계액도 8조 1,371억원에
서 8조 9,159억원으로 7,789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와 같이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직접지급) 대신 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개인주주에게 지급하는(우회지급) 경우에 최종적인 개
인주주의 세금부담의 합계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비율을 인상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을 5.9%에서 감소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주
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은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
지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62.1%의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조세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이용가능한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
하면서 미국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
이 62.1%에서 77.9%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
율이 5.9%에서 3.5%로 낮아지게 된다. 3.5%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6.4%로 2.1%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
단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8.6%로 1.7%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
주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 11조 1,919억원으로 4,986억원 감
소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평균적인 익금불산입 비율이 
62.1%에서 89.8%로 증가하면서 그 결과 우회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
이 5.9%에서 1.6%로 낮아지게 된다. 1.6%로 낮아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비율의 결
과 법인단계의 실효세율은 28.5%에서 24.9%로 3.5%p 낮아지고, 법인단계와 주주단
계의 실효세율의 합계는 40.3%에서 37.4%로 3.0%p 낮아지며, 최종적으로 개인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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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이 11조 6,887억원에서 10조 8,336억원으로 8,551억원 감소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방식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편할 경우에는 완전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을 통해 법인주주의 추가적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주주가 부담
하는 세금부담의 합계(10조 5,317억원)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부담이 발
생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규모가 1조 1,570억원(11조 6,887억원-10조 5,317
억원)에서 각각 6,603억원 및 3,020억원으로 42.9% 및 73.9%씩 감소해서 불완전
한 익금불산입을 통한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배당금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이중과세의 방식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인주주의 단계에서 상당한 초과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직접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법인주주를 우회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불완전한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
고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충분히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인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편방안을 조세제도의 개정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세법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인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
중과세의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개념적 분석방법과 구분해서 현실적 요인들
을 반영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초과 세금부담의 수준과 함께 다양한 해외사례
를 참고해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인상할 경우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했고, 이를 통해 과세당국이 장래의 조세제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한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용가능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법인단계별 주주구성 및 개인주주의 금융소득 구성 등과 관련한 세부적 자료를 충
분히 반영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가정을 바탕으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 것은 본 연
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보다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장래
의 후속연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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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Regarding 

Dividend Received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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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enforcement of dividend received deduction(“DRD” hereafter), dual 

taxation problem on corporate shareholders can’t be conceptually solved perfectly. Such 

imperfect feature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ratio of DRD is not as high a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besides de-facto dual taxation on individual 

shareholders, imperfect DRD works to aggravates economic burden of those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Although DRD gives rise to considerable tax saving 

effect, aforementioned imperfect feature triggers 5.9% of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on average, which further increases the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from 27.6% to 32.1%, and increases the overall effective tax rate in the final stage from 

39.6% to 43.4%. Increased tax burden of individual shareholders in the final stage 

caused by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to individual shareholders, not direct 

payment, is because of the DRD’s effect on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and 

increased effective tax rate in the corporate stage. Thus, the DRD ratio needs to be 

raised to lower the 5.9% of additional tax burden in the corporate stage.

Summing up, the insufficient level of DRD on circuitous payment of dividends, as 

well as the imperfect clearance of dual taxation in the final stage, substantial tax burden 

accrues supplementarily. Thus, such disadvantageous additional tax burden should be 

relieved through the downward adjustment of existing DRD ratio.

 Keywords: Dividend Received Deduction, Dual Taxation, Tax Saving Effects, 

Effective Tax Rate, Circuitous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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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결산조정사항을 

중심으로

남혜정*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결산회계정보가 생산ㆍ제공되고 있으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

에 차이로 인하여 발생주의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금에 기반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중심의 재정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작성하고 있는 결

산서내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인 조정(reconciliation)정보를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주요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호주의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생주의 예산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경우, 세출조정사항이 세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사항 

중에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세출예산내

의 지출항목이 결산서의 비용항목과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평가와 재

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의 지출항목과 재무회계의 비용항목간의 어느 정도 일관성

을 높이고, 조정항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조정사항, 발생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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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의 재무제표정보를 바탕으로 예산회계(현금주의회
계)와 재무회계(발생주의회계)간의 차이인 조정사항(reconciliation)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결산을 시행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정부 각 부처도 국가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
하였다. 발생주의 회계는 공공부분의 회계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Christiaens et al. 2010). 발생주의회계가 도입 된지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
나, 여전히 이원적인 회계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재무보고목적의 발생주의와 예산회계의 현금주의가 그것
이다.1) 두 회계시스템의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와 예산회계간의 연계성은 
보고실체(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
항이다. 하지만 발생주의회계는 민간기업의 성과평가 및 통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예산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위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Groot and Budding 
2008; Paulsson 2006). 일반적으로 예산회계에서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결산에서의 실적만 가지고 적절한 자본(순자산)수지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발생주의회계와 연
계를 통하여 자본(순자산)수지를 고려한 예산수립의 피드백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면서 예산회계와
의 차이항목(reconciliation)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
계와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간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차이항목이 예산편성의사
결정에 활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결산
서에서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간의 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연도별로 파악하고, 어느 
항목에서 세입, 세출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통하여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에 있어 개선해야 할 방
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호주사례를 

1) 예산회계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체계인 반면에, 재무회
계는 보고실체(reporting entity)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의 측면에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라
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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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
펴보았다.

우리나라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예산부
처의 재원배분권한은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다. 예산회계는 현금흐름에 따른 회계처리
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다. 그러나 예산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회계책임이 명확하여 정부부문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프로그램예산 등 성과지향예산제
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정보를 예산배정이나 예산관련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Hawkesworth and Klepsvik 2013). 성과관리제도가 제대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부처별, 나라별 비교가 가능하며, 나아가 개선방
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중심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측정에 유용한 원가정보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2) 지방예
산에서 단위당비용정보, 투입단위당 성과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평
가하는데 필요한 사업별 원가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하
여 객관적인 원가정보를 산정한다는 것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에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발생주의 예산회계가 적용된다면 각 재
정활동의 비용과 예산활동간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성과평가에도 유용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3) 그러나 발생주의 예산회계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4) 대부분

2) (1) 발생주의 회계에 의한 총원가, 단위원가 등 투입원가 산정미흡, (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행정원가
와 사업원가의 구분결여, (3) 책임중심점, 원가중심점에 의한 원가정보의 사용 미숙, (4) 자본비용을 
반영한 원가산정 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강화, 2015,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3) 덴마크의 경우 2007년 예산부터 DKK 1백만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기관이 맡는 특정과업의 
비용을 예산서상 주석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산시점에 점검대상이 된다(Ginnerup et 
al. 2007).

4) OECD(2017) 보고서는 발생주의 재무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73%(25개국)이며, 9%(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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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원적 결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간의 차이항목을 시계열로 파악하고, 어

느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발생주의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계획과 집행에 있어 
발생주의 항목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데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발생주의로 전환과정에 있으며, 18%(6개국)가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예산
회계에 있어서 현금주의(수정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62%(21개국)이며, 9%(3개국)가 
발생주의를 가미하고 있고, 29%(10개국)가 발생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위츠렌드, 영국/오스트레일리아, 아이슬란드, 칠레, 멕시코는 불완전하거나 간단한 버전의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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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공공회계의 두 흐름은 크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볼 수 있다. 대륙형 계통의 국가들
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용한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 수입, 지출, 세계잉여금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불문법 계통의 국가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재무회계’ 시스
템하에서 현금과 같은 재무적 자원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부채와 같은 경제적 자
원을 측정하여 재무제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관별 국고관리, 결산보고, 회계책임의 증명, 재
무성의 차입제도 등이 특징이다. 

공공회계분야에서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보고실체의 책임성제고와 투명한 정보제공
이라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OECD와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연구들은 나
라마다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이 많은 문제와 모호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rnaboldi and Lapsley 2009).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산은 현금주의 또는 현금주
의와 발생주의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수정된 현금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나라에서 
두 회계정보간의 조정항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산책정과 재무보고를 위
한 다른 인식기준(recognition criteria)의 사용은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Guthrie(1998)은 이원적 회계시스템은 두 개의 회계수치에 대해 상충하는 신호를 보
내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산회계 시스템에 발생주의 결산이라는 일부 재무회계 요소를 접목하고 
있으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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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현금주의) 재무회계(발생주의)

인식기준 모든 거래를 현금의 유출, 유입시점에
서 수입과 지출로 인식

현금의 유출, 유입에 관계없이 원인이 되는 거
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인식범위 수입 및 지출을 인식범위로 함 수익 및 비용, 이에 따라 수반되는 자산과 부
채계정을 인식범위로 함

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관계법령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자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방안 분석보고서」, 삼일, 삼정, 율촌, 2009.

[표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는 연계과정 및 연계시기에 따라, 완전연계와 불완전연계
로 구분될 수 있다. 완전연계는 예산회계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회계연도 개시전부
터 결산시까지 동일한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합정보의 제공이 가능하
다. 불완전연계는 연계유형에 따라 관리과목연계, 결산연계, 기록연계로 구분될 수 있
다. 관리과목 연계는 예산회계항목과 재무회계항목을 연계하는 중간항목을 통한 연계이
며, 결산연계는 예산과 재무회계가 별개로 운영되며 결산시점에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기록연계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면서 재무회계시스템은 단지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의 기록으로서 기능한다.

나. 해외의 결산서 체계(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미국의 경우, 예산항목과 재무회계 과목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각 분리
하여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산시 예산과 지출의 차이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이중시스템(dual basis)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5)에서는 statement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에서 
순현금흐름과 예산실적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연계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각 중앙부처별 재무제표에서는 statement of financing(SOF)에서 

5) 미국의 통합 재무제표는 balance sheet, statement of net cost, statement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reconciliation of net operating cost and unified 
budget deficit, statement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statement of social insurance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중앙부처별 재무제
표는 balance sheet, statement of net cost,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statement of financing, statement of custodial activities, statement of budgetary 
resources, statement of program performance measures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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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적과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과의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예산회계와 재무회
계의 연계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statement of financing의 주석공시정보가 너무 
복잡하고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6년 2월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는 Budget and Accrual Reconciliation
(이하, BAR)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사회는 조정사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주정부와 각 보고실체와의 조정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AR 테스크포스팀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SOF
의 복잡성과 유용성, (2)덜 복잡한 재무보고를 위해 예산자료와 발생주의회계자료를 직
접 연계할 방법모색, (3)주정부의 조정표작성(reconciliation statement)을 위한 
지원방안이 그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작업을 통하여 2017년 exposure draft(ED)가 
제시되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BAR의 형식이 완성되었다. BAR
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작성이 의무화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되었다. 초기 적용시에
는 비교목적을 위하여 전기에 적용하였던 공시요구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안된 
BAR의 예(reconciliation example)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결산서 체계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과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
equity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정보를 제공하고, cash flow statement
에서 현금주의에 의해 경상,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된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comparison of budget and actual amount는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는 보고서로 예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재무보고서 체계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

다. 선행연구 검토

공공부문에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와의 연계 및 각 회계가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
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회계의 발생주의회계도입과 관련한 연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 임성일과 이효(2008)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결산정보와 현금주의 
결산정보를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지표에 있어 현금주
의와 발생주의 정보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 결산정보의 일관성이 없음을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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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자들은 발생주의 정보와 현금주의 정보간에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분석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수지 중심으로 파악된 
재정운영상황을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가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치단
체의 자산운용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효(2008)는 발생주의 정보와 현금주의 정보간에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연
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정분석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정책방향으로 환경제도 기반과 거시적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종합적인 행정경영체계 구
축,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의 확립, 재무회계와의 연계강화를 제시하였다. 

배득종(2010)은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결산을 중심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와 현
금주의 회계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평가하면,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평가와 상이함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현금주의 정보보다 지자
체간 재정력지수의 차이를 휠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지역경쟁력 강화와도 더 밀접
하게 연계된 정보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에서 산출된 회계정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윤성식(2004)은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오해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면 정확한 원가가 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
이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외에 원가계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예산의 정확한 사후비용과 사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외
부성 및 간접원가의 존재 때문에 복잡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발생주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Jon Ragnar Blondal(2011)는 발생주의예
산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정치인(그리고 국민들)들
이 이해하기 어렵고,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비
용(예를 들면, 감가상각비)은 거래시기조정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조작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과 같은 특정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주의의 약점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비교 및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논의는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일괄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발생주의 재
무회계를 도입하고 있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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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정사항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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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내의 조정사항

1. 서울시의 예산서6)

가. 세입ㆍ세출총괄표

서울시의 결산서를 살펴보기 전에,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인 세입ㆍ세출총괄표와 세
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2018년 총괄표는 회계별 예산규모
를 전년도와 당해연도(2개년도)예산을 보여주고 있으며, 증감(증감율)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2개년도 예산규모를 보여주고, 세입총괄표는 세
입원(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따
라, 세출총괄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세출총괄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능별 구분에서는 사회복지부문이 31.80%, 일반공공행정부문
이 16.92%, 수송및교통부문이 13.6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별 구분에서는 복
지본부 17.82%, 평생교육국 10.46%, 행정국 10.06%의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예산의 17.82%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본부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정보
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7) 복지본부의 경우, 개요(조직, 인력, 예산), 기관임무, 예산
규모, 세부예산과목 및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복지본부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업무별 소요예산 및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본부는 예산의 34.4%를 민ㆍ
관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지출하고 있으며, 32.7%는 어
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에 지출하였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구분이 
서울시가 지향하는 성과목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항목별 구분은 어
떤 기준으로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장애인과 관련된 항
목이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9.6%)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3.6%)으로 구분되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는 복지본부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6) 본 연구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본청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가
장 높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예산기준). 2019년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지
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본청이 57,944,132백만원으로 가장 높다(지방재정365).

7) 서울시의 예산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2019년)은 11조 1,57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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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와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본부가 얼마만
큼 비용이 필요하고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복지본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전략에 따라 예산항목이 구분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성질별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구분에 있어서도 행
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내
에는 공통비용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구분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과목 및 내역이 성
질별로 구분되지 않고, 활동별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은 서울시 세출예산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1] 서울시 세출예산(복지본부, 2018)

2. 서울시의 결산서

가. 조정사항(Reconciliation)분석

발생주의예산회계를 사용하는 몇 개국을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목적
의 현금주의와 재무보고목적의 발생주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주의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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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둔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바탕을 둔 재무회계로의 조정(adjustment)은 불가
피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결산서상의 수지(deficit/surplus)정보의 신뢰
성과 비교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정과정에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조정의 범위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시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출액과 세입액에 대하여 예산회계(현금주의)
와 재무회계(발생주의)간의 차이를 조정한 조정사항을 주석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출액
에서 세출 조정사항은 (1)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감가상각
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발생주의 기간
비용 조정사항), (2)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3)부채상황으로 인한 자금 유출액
으로 구성되어 있다. (2)와 (3)은 현금흐름과 유사하게 지출되지만, (1)번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의한 대표적인 비용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 조
정사항은 (1)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2)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3)자산처분으
로 인한 자금유입액, (4)부채증가로 인한 자금 유입, (5)순자산증가로 인한 자금유입액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현금유입이 없음에도 수익으로 인식하는 (2)와 (5)항목
이 발생주의에 의한 대표적인 수익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세출액과 세입액중에 조정사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2]를 보
면, 세출 및 세입조정사항은 전체 세출액 및 세입액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세출의 경우 2013년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세입은 2009
에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다. 세출조정사항의 경우, 2013년에 자산처분손실과 장단
기융자금 증가부분이 다른 연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자산처분손실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상으로는 손실(비용)이 발생하지만, 예산회계에서는 자산처분으로 현금
이 유입된다. 세입조정사항의 경우, 2009년에 대손충당금환입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현금유입은 없지만 발생주의 회계상 세입으로 조정하는 항목이다. 또한 
2009년도에 차입부채증가로 현금이 증가하여 세입조정사항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
악된다.

다음으로 연도별 세출조정사항 및 세입조정사항의 추이를 살펴보면, 두 항목이 유사
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 세출조정사항이 세
입조정사항보다 컸으나, 2014년 이후로는 세입조정사항이 세출조정사항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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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출조정사항 / 세출액 세입조정사항 / 세입액
2008 0.242 0.283
2009 0.220 0.294
2010 0.193 0.193
2011 0.228 0.175
2012 0.242 0.202
2013 0.287 0.217
2014 0.242 0.173
2015 0.109 0.175
2016 0.098 0.192
2017 0.131 0.205

자료: 서울시 2018년 결산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표 2] 연도별 조정사항의 비중(%)

자료: 서울시 2018년 결산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림 2] 연도별 세출 및 세입조정사항(금액)

나. 세출 조정사항(Reconciliation)분석

본 연구는 예산회계에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간에 차이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
하여 비용관점에서 세출 조정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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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연도별로 세출조정사항의 추이를 보여준다. 세출조정사항은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2013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서울시 2018년 결산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림 3] 연도별 세출조정사항과 세부항목

세출조정사항중에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일 것이다.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은 예산회계상으로 현금지출은 
없으나, 발생주의 회계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여기에는 자산처분손실, 자
산손상차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연도별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18%에서 2016년에는 110%, 2017년에는 6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세가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연도로 갈수록 발생주의에 
의한 비용항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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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출조정사항 (A)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B) 비중(%) (B/A)
2008 4,904 858 18
2009 4,926 752 15
2010 4,069 2,511 62
2011 4,848 1,487 31
2012 5,403 1,052 19
2013 7,307 1,146 16
2014 6,237 1,340 21
2015 2,623 2,240 85
2016 2,517 2,760 110
2017 3,646 2,478 68

자료: 서울시 2018년 결산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표 3] 세출조정사항내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비중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이며, 매년 
20%~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손상각비가 5%~37%로 최근으로 갈수
록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항목은 2008년에는 0.4%
였으나, 2017년에는 49%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금유출이 없는 대표적인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를 제외하고도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항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괴리가 어
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비중이 1%미만에서 3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갑작스
럽게 증가한 원인과 주요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8)

8)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항목외에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회계담당자들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기타자금유출이 없는 항목’의 비
중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사업들이 현금유출은 없으나 재무회계관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항목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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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자산손상차손
2008 48.5 37.2 0.42 1.56 8.15
2009 54.8 33.6 1.58 0.00 0.00
2010 20.5 11.2 0.21 0.00 67.3
2011 27.2 21.2 0.31 0.00 33.2
2012 38.8 18.2 0.02 0.00 37.2
2013 40.9 12.7 0.00 0.00 25.1
2014 35.9 17.2 0.74 1.59 32.2
2015 41.5 5.8 34.9 0.00 18.5
2016 22.5 11.6 50.8 0.56 15.0
2017 33.9 12.0 49.4 1.42 1.41

자료: 서울시 2018년 결산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표 4]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항목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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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호주사례 및 논의사항

1. 호주의 발생주의 예산회계

가. 발생주의예산제도의 도입

재무보고목적과 예산목적으로 발생주의를 모두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 뉴질랜
드, 영국이다.9) 호주는 1990년대에 국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9~2000회계기간 예산부터 발생주의예산에 기반을 둔 성과ㆍ산출체제(full accrual- 
based outcomes and outputs framework)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정부예산
은 경상지출(recurrent expenses)과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발생산출예산의 도입과 함께 예산지출은 산출지불예산, 지분투입ㆍ대부 예산 
및 관리경비예산의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산출지불예산(payment for outputs 
appropriations)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예산으로, 정부가 부처에게 산출물을 구입하
기 위하여 지불하는 예산을 말한다. 공무원의 임금이나 출장비와 같은 현금비용뿐만 아
니라 감가상각비와 장기근속휴가와 같은 비현금비용도 포함된다. 비현금비용이 예산으
로 주어지면, 부처는 미래의 현금소요를 위해서 부처계정에 적립하며 여기에는 비현금
비용뿐만 아니라 부처의 이익도 포함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부처가 운영하는 과정
에서 적자를 기록하거나, 필요한 자산의 구매 혹은 자산의 교체를 위한 자금원천이 된
다. 다만 적립된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재정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분투입ㆍ대부예산(equity injection and loans appropriations)은 기존의 자
본예산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예산으로, 부처가 통상적인 산출지불예산으로 필요한 기
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주로 새로운 자본투자가 필요할 때 이용되는 형태의 
예산을 말한다. 자본예산과의 차이점은 부처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9)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재무부의 지원하에 공무원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둘째 통합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가 안정화 된 후 작성되었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개혁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개혁과 발생주의 예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나
라는 없으며, 발생주의 회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회계와 예산을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본적으로 발
생주의 도입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임동완 2011).



80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적립된 자체재원이 부족할 때에도 지분주입예산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민간기업에
서 주주들이 자본투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관리경비예산(appropriations 
for administered expenses)은 부처가 관리를 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을 의미하며, 공적 부조, 보조금 등의 비용, 조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부터의 수익, 공
채 및 연금 관련 부채, 조세채권, 대출채권 및 투자 등과 관련된 자산이 포함된다.

나. 발생주의예산 재무제표

호주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다. 연방 및 주예산과 별도로, 
각 부처는 예산재무제표(budgeted financial statements)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자본예산표, 자산변동표, 예산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된다. 또한 각 부처는 예정 재정운영보고서(schedule of budgeted 
income and expenses administerted on behalf of the government), 예정 재정
상태보고서(schedule of budgeted administered assets and liabilities), 예정 
현금흐름보고서(schedule of budgeted administered cash flows), 예정 자본예
산보고서(schedule of administered capital budget)를 제시해야 하며, 당해 예산
에는 향후 3년간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AASB(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1055는 예산추정치와 재
무제표에서 보고된 성과간의 주요차이(major variance)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
한다. 기말잔액, 수익, 비용, 순투자자본, 현금흐름, 순부채, 순자산가치에 대한 차이설
명은 Statement 3: fiscal strategy and outlook에 공시된다.

2019년 호주의 발생주의예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발생주의에 의한 2018년, 
2019년, 2020년의 추정치(estimates)와 2021년과 2022년의 proj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표(operating statement),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현금
흐름표(cash flow state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표에는 수익과 비용, 기타 경
제적 흐름(other economic flows), 비소유권자의 지분변화(non-owner movements 
in equity), 비금융자산의 순취득(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결산잔액(fiscal bal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
익과 비용내에 계정과목들도 이자수익(interest income)과 감가상각비(depreciation 
and amortisation)와 같은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Note8을 보면, 군장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의 조정에 대한 연구 81

건물, 기타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depreciation)를 보고
하고 있으며, 무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비(amortisation)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
었다. [표 5]는 호주정부의 예산재무제표 중에 운영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호주정부의 예산재무제표 중 운영표

2. 호주지방정부(New South Wales)의 사례

가. 예산추정보고서(Budget estimates)

호주에서 뉴샤우스웨일즈는 시드니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정부이며, 2019년 4
월 지방정부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8개의 클러스터(cluster)를 재정립하였다.10) 
각 클러스터는 뉴샤우스웨일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편되었으며, 예산추정보고
서에는 클러스터별로 재무제표가 제시되고 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accrual basis 

10) 2019년 새롭게 정비된 클러스터는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교육(education), 건강
(health), 산업 및 환경(planning, industry and environment), 수상과 내각(premier and 
cabinet), 강한 지역사회(stronger communities), 교통(transport), 재무(treasury)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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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counting)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운영표(operating statement), 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된 지출예산이 각각 2개년치가 제시되고 있다.

8개의 클러스터 중에 고객서비스 클러스터(Customer Service Cluster)에는 
Department of Customer Service,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 Service NSW, Long 
Service Corporation, New South Wales Government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Rental Bond Board,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Department of Finance, Service and Innovation,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 Tribunal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서비스 클러스터는 2019-2020기간의 경상지출로 2.7 billion, 자본적지출로 
375 million을 추정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의 57%가 경쟁, 공정, 그리고 안전한 시장
(competitive, fair and secure market)이라는 목표를 위해 배정되었으며, 자본
지출의 51%는 정부서비스의 디지털리더십과 혁신부분에 배정되었다. 고객서비스 클러
스터내의 고객서비스부서(Department of Customer Service)의 예로 살펴보면, 
2019-2020 예산은 경상지출 1,585.9 million과 자본적지출 141.9 million로 추
정하고 있다. 경상지출은 운영표내에 운영비, 보조금과 장려금,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 클러스터별로 발생주의에 의해 예산재무제표가 작성되면서 각 클러
스터에 포함된 기관(부처)들의 비용정보가 agency expense summary로 함께 제시
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예산정보가 주정부차원에서 지향하는 성과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클러스터별로 달성해야 할 지방정부차원
의 성과와 이를 위한 지출예산을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내에 고객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성과목표와 경상 
및 자본지출에 대한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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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고객서비스 클러스터)의 일부

나. 발생주의예산제도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는 2010년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나, 발생주의정보가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비용정보를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비용정보는 사후적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
가 약할 것이다. 즉 발생주의 회계뿐만 아니라 발생주의 예산의 요소도 고려되어야만 
발생주의에 의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프로그램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해당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
한 미래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생주의 회계를 통하
여 자산과 부채 그리고 미래 비용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조직이나 사업의 총비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결과중심의 성과관
리 및 재정운영관리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통한 총비용 파악의 실효성이 부각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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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것이다.11)

성과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의사결정 과
정에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의 성과목표와 소요자원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성과목표와 소요자원을 검증함
으로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과목표는 발생주의에 의해 설정하더라도 자
원배분은 현금주의로 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와 평가가 상충되어 성과달성에 대한 평가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호주의 지방정부사례에서 보듯이, 호주정부와 지방정
부간에 성과목표를 공유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클러스터별로 발생주의에 의한 예
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향후 예산편성과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
용한 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효율화와 안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재정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마지막 단계이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도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소수이며, 도입목적이
나 구체적인 운용행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가져다주는 재
정 및 성과에 대한 정보의 장점과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순응비용
(conformation cost)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
의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이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예산회
계와 재무회계간의 차이항목인 조정사항(reconciliation)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회계에서 세출내역의 성질별 구분이 재무회계의 비용항목
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주의에 의한 
지출은 자본지출 및 융자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 측정단위인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대상으
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현행 국가회계기준은 재무회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원가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도 프로그램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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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시의 예산서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와의 차이인 조
정항목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 주요 세출조정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출조정사항은 세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이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이며, 매년 20%~54%를 차지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항목은 2008년에는 0.4%였으나, 2017년에는 49%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금유출이 없는 대표적인 비용항목인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를 제외하고도 기타 자
금유출이 없는 비용항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괴리가 어디
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간에 이원적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높은 
재무제표작성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및 재분배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장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
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해가능성이 낮고 조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
다(Jon Ragnar Blondal 2011).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를 살펴보고, 차이가 큰 항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현금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는 일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가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장기간에 큰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주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재정
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기반한 예산정보 공개 및 활용은 큰 효과를 낼 가
능성이 높다. 서비스의 내용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는 직접 서비스비중이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재정참여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분담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성과계획 수립과 예산내역을 연계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
산회계의 세입ㆍ세출항목을 발생주의 항목으로 조정하는데 있어, 사업별 차이내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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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과 중앙정부에
서 주도하는 사업들을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주
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IFAC&ACCA는 발생주의 정보는 왜 중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발
생주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정부전체의 
성과관리를 포함한 재정의사결정 핵심에서 활용되기 위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구현을 
언급하고 있다. 향후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도입논의를 위해서도 예산회계와 재무
회계간의 조정항목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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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의 Budget and Accru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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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호주 뉴샤우스웨일즈의 예산추정보고서의 일부 
(고객서비스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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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local governments introduc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in 2007 and 

provides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based accounting.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nformation from cash-basis budgets does not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in 

estimating program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s the reconciliation information, 

which is differences between cash-basis accounting and accrual-basis accounting and 

reviews Australian local government’s budget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Using reconciliation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Seoul, we 

find that about 20% of expenditure is reconciliated and the portion of ‘other without 

cash-outflow items’ increases over time. It implies that the gap between budget and 

financial accounting comes from unidentified items. This paper suggests that increased 

confirmity between expenditures in budget accounting and costs in financial accounting 

and identification of huge reconciliated item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local finance.

 Keywords: Budget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Reconcili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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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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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

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구조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그러한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6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2개년(1998~2019년) 동안 성립하였던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탄력성)이 성립함을 확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에서 자

본집약도, 대외개방도, 정부부채비율, 연구개발지출비율, 에너지원단위 등의 성장기여도가 감소

함을 확인한다. 또한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 OECD 회원국의 평균적 탄력

성 등을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다른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다. 한정된 공공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주요 과제이다.

 주제어: 지속성장, 경제구조, 성장회귀분석, 재정지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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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이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둔화되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추세선 기울기를 사용
하여 산정한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8~2008년 기간에 약 5.47%였던 것
이 2009~2019년 기간에는 약 3.07%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외환경 변화
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잠재력 하락 압력이 지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가파른 성장률 하락이 초래되
었는데, 경제구조 변화가 병행되었는지에 따라 그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
성장률 하락이 대외환경의 단기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면 향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
면서 기존 성장경로로의 회귀가 가능할 수 있다. 즉 지속성장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성
장추세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성장 둔화 충격
에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한편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한 경제구조의 변
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만약 경제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것이라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를 식별하고 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지속성장을 도모하려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질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경
제구조 변화에 따른 것인가이다. 동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전후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크
게 미친 경제구조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구조와 성장은 수많
은 경제변수들 사이 상호관계의 총체적 결과로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범위와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고 최
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률 하락 압력이 보다 커진 만큼, 경제구조 변화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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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모색에 긴요한 분석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논의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특징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성장론의 대표적 
분석기법 중 하나인 성장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동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어떤 경제구조 요인들이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을 확인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제구조 변화 
양상이 향후 지속성장에 대해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해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경제구조와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성을 확
인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구조, 지속성장 등의 개념들을 정리하
고, 경제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들을 선정한다.

III장에서는 주요국들의 패널자료에 성장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사이의 상관성(탄력성)을 추정한다. 주된 관심은 경제구조(인구구조, 산업ㆍ무역구조, 
에너지구조, 재정구조 등) 지표에서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는 것이다.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한 경제구조 지표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
석대상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는 상관성(탄력성)으로 해석한다. 

IV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관한 시사
점을 검토한다. 향후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재정지출 증가 속도의 합리적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살펴본다.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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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모형

1.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관계

본 분석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 둔화 양상이 경제구조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경제성장이론에서 논의되는 개념인 
균제상태성장(steady state growth)과 관련성이 높다. 동 개념은 전체 경제 시스템
을 구성하는 여러 경제변수(산출, 자본, 노동, 기술 등)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균제상태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
고, 기술혁신이 일정한 속도로 발생하며 자본과 소득은 해당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소득, 소비, 자본 등이 모두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성장경로를 따른다.

그리고 본 분석에서 다른 핵심적인 개념은 경제구조이다. 동 개념은 경제학에서 다양
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 국민경제 규모 대비 각 구성부문(요인)의 비중과 부문
(요인)들 사이의 양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예를 들어, 산업구조는 일
국의 경제가 지닌 전체 경제와 산업, 산업과 산업, 산업내 관계를 특징적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내ㆍ외부적 요인에 의해 산업들 사이에서 성장속도 차이가 
발생하여 불균형(dispropor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이와 같은 관점에
서 본 분석은 국민경제 규모(국내총생산) 대비 각 구성부문의 비율을 경제구조를 보여
주는 지표로 사용한다.

정상상태 개념과 경제구조 개념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균제상태에서 성장하던 국민경제에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구성 부문들 사이의 증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외부 충격으로 국내총생
산 대비 구성 부문의 비율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
서 경제주체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는 새로운 균제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예
를 들어, 한국경제는 인구 변화의 충격에 따라 기존의 균제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
조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사용하여 개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이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정책 개입을 통해 국민경제가 보다 우월

1) Belotti (1960)을 참조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20)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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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제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유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사는 한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상대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경제구조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요인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크기, 다시 말해 경제성장의 개별 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확
인해 본다. 그런데 관련 지표들에 대한 정보가 연도별 자료인 관계로 관측값 수가 제한
적이다. 이 경우 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에 해당하는 주요국들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총공급 관점에서 경제규모와 생산요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콥-더글라
스 생산함수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국내총생산(Y)와 투입물인 생산요소 사이
의 관계를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식 (1)

이때 생산요소는 노동(L), 자본(K), 총요소생산성(A) 등이며, α는 자본의 소득분배율에 
해당한다.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기초한 성장회계식(growth 
accounting)을 통해 추정한다. 즉 식(1)에서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기여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총요소생산성으로 간주한다.3) 분석대상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자본의 소득분배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정한 후 해당 값을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사용한
다.

식(1)의 비선형 관계를 선형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양변에 자연대수를 적용한다. 그러
면 국내총생산과 생산요소들 사이에 식(2)와 같은 관계가 도출된다.

ln  ln    ln   ln ··········· 식 (2)

그리고 식(2)의 양변에서 총인구(P)의 자연대수 값을 차감하고 생산요소별로 정리하
면 식(3)이 도출된다.

3) 성장회계식을 체계화한 Solow(1956, 1957)에 따라 잔차에 해당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솔로우잔차
(Solow Residual)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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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ln

 ln
  ··········· 식 (3)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해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총요소생산성(A)과 다른 경제구조 요인(    ) 사이에 식(4)와 같은 

선형관계를 가정한다. 

ln  
 



 ln ··········· 식 (4)

이제 식(3)의 총요소생산성 항에 식(4)를 대입하면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ln

   ln
   

 



 ln ··········· 식 (5)

식(5)에서 좌변에 위치하는 종속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자연대수를 적용한 값이
다. 우변에 위치한 변수들은 생산요소에 해당하는 지표들인데 경제구조 요인으로도 해
석될 수 있다. 우선 L/P는 취업자비율(총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노동 
관련 요인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지표이다. 다음으로 K/L은 
자본집약도(취업자 대비 자본스톡의 비율)를 의미하며, 경제주체들의 투자활동과 관련
성이 높은 지표이다. 식(5)에 포함된 마지막 항은 주요 생산요소 이외의 경제구조 요인
들이 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모형설정은 거시경제
학 문헌 중 성장회계, 성장회귀분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한 것이다.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들 중 유사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예는 McNabb (2018), 
Teimouri and Zietz (2020), Yang (2019) 등이다.

2. 생산성 관련 경제구조 요인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 중 노동과 자본의 기여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관련 문헌을 참조하면 총요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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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4) 예를 들어, Isaksson (2007)이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한 총요소생산성 
관련 변수들은 [표 1]과 같이 다양하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기술수준과 함께 다양한 경제구조 요인(인구, 산업ㆍ무역, 에너지, 재
정)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대분류 소분류 결정요인

기술 생산,
이전 및 흡수

기술 생산 연구개발
기술 이전 FDI, 무역, 해외주주, 인적자본
기술 흡수 인적자본

생산요소 공급 및
배분

교육 훈련 학력, 직업훈련
보건 전염병 발병률, 기대수명
기반시설 기반시설 투자, 기반시설 관련 정부지출
구조적 변화 및
요소 배분 구조적 변화 (농업 → 제조업 → 서비스업)

금융체계 금융발전도

제도, 국제통합 및
불변요소

무역 교역규모 (수출입), 관세
제도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지리적 요소 적도에서의 평균 거리, 천연자원, 내륙국 변수

경쟁, 사회 및
환경

경쟁 고용 비용, 기업간 경쟁, 투자환경

사회 임금/재산/토지 불평등, 종교적/인종적 이질성, 교육 불평등, 
청년 부양율

환경 환경규제
주: Isaksson (2007)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한편 분석목적,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변
수들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에 포함시킬 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변수 선택 기준으로서 국제비교 가능성, 분석대
상 국가들 사이 편차의 유의성, 시계열 자료 확보 가능성, 경제구조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다.

4) Abramovitz (1956)는 총요소생산성을 ‘무지의 척도(measure of ignorance)’라고 부른바 있다. 
기술혁신이 어느 정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설명하는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기술 블랙박스
(technology black box)’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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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자료 확보가 어려운 변수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다. 직업훈련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기업단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국가단위 자료를 생
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관세의 경우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관세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분석대상인 OECD 회원국들 사이 편차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건 관련 요인(전염병 발병률 등)의 경우 선진국
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분석에 포함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보건 관련 지표에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건 관련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상당기간 연속적으로 축적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변수는 분석에 포
함하지 않는다. 불평등 관련 자료는 일부 국가에서 부정기적이거나 5년 단위로 생성되
며, 국가마다 생성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여 패널자료 구성이 어렵다. 특징적인 예로서, 
토지 불평등 관련 자료는 1990년대 이후 생성되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사회 변수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Isaksson (2007)은 인적자본을 대
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성인 인구의 평균 학력수준을 검토하였고, Barro and Lee 
(2013)는 국가별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학력수준 자료를 생성한바 있다. 다만 인적자
본 관련 설명변수로 평균학력(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학력수준)을 5개년 단위로 집계
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넷째, 경제구조와 연관성이 낮은 변수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치구
조, 제도, 지정학적 요인(적도와의 평균거리) 등을 검토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목적은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정치구조, 지정학적 구조 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3. 추정방정식

OECD 회원국들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Barro (1991), Bosworth and Collins (2003), 한진희ㆍ신석하 
(2008) 등의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한다. 경제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경제구조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설정한 추정방정식은 아래 식(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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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6)

이때 식(6)에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GDP는 1인당 실질 국
내총생산의 자연대수값이다. 설명변수들은 경제구조(노동, 자본, 기술수준, 산업ㆍ무역
구조, 에너지구조, 재정구조) 관련 지표들이다. EWP는 취업자비율(총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의 자연대수값, CAP는 자본집약도(취업자 대비 자본스톡 비율)의 자연대수값, 
GOV는 재정지출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지출 비율)의 자연대수값, DEB는 정부부
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자연대수값을 각각 나타낸다. D는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수준(90%) 이상일 때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FIN은 금융발
전도(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자연대수값, RAD는 연구개발지출비율(국내총
생산 대비 연구개발지출 비율)의 자연대수값, IND는 제조업비율(서비스업부가가치 대
비 제조업부가가치 비율)의 자연대수값, TRA는 대외개방도(국내총생산 대비 교역규모 
비율)의 자연대수값, ENE는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공급량 비율)의 자연
대수값을 각각 의미한다. 

한편 νi는 종속변수(1인당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즉 식
(6)의 경제구조 요인에 대한 패널자료(22개년, 36개국)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
는 만큼, 경제규모에 대한 국가별 고유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별 고정효
과를 분석에 포함한다. εit는 각 국가와 연도마다 관측되는 종속변수 값 중에서 설명변
수(경제구조 요인)들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를 의미한다. 해당 오차의 평균값은 패
널자료 회귀분석의 설계에 따라서 0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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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산정 방법
1인당 국내총생산 (ln USD) ln(국내총생산 / 총인구)
취업자비율 (ln) ln(취업자 / 총인구)
자본집약도 (ln USD) ln(자본규모 / 취업자)
재정지출비율 (ln) ln(재정지출 / 국내총생산)
정부부채비율 (ln) ln(정부부채 / 국내총생산)
금융발전도 (ln) ln(민간신용 / 국내총생산)
연구개발지출비율 (ln) ln(연구개발지출 / 국내총생산)
제조업비율 (ln) ln(제조업부가가치 / 서비스업부가가치)
대외개방도 (ln) ln(수출입합계 / 국내총생산)
에너지원단위 (ln g.o.e./USD) ln(에너지공급량 / 국내총생산)
자료: IMF의 WEO, OECD, 세계은행 WDI 및 PWT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분석에 포함된 변수

4. 주요 가설

논문은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경제구조 변수들이 경제성
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검토한다.

첫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관련 지표인 취업자비율(EWP)과 자본 관련 지표인 자
본집약도(CAP)는 각각 경제규모와 양(+)의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Bosworth and Collins (2003), 한진희ㆍ신석하 (2008) 등의 기존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둘째, 재정구조 관련 지표(정부부채비율, 재정지출비율)은 경제규모와 음(-)의 상관성
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부채비율(DEB)을 사용하는데, 동 지표가 높아지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커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umar and Woo (2015), Reinhart, Reinhart, 
and Rogoff (2012) 등은 정부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준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Reinhart and Rogoff (2010)는 44개국의 200년간 
중앙정부부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부부채비율이 90% 이상일 때 실질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보였다.5) 그리고 경제성장만으로 정부부채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지는 불확

5) Reinhart and Rogoff (2010)에 따르면 신흥국에서는 정부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부터 경제성
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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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정부부채비율이 낮은 국면에서는 동 비율이 증가할 때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부부채비율이 임계수준보다 높은 국면에서
는 동 비율 상승의 영향이 음(-)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차원에
서 어느 정도의 정부부채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재정구조 관련 다른 지표로서 재정지출비율(GOV)을 검토한다. 동 지표가 높게 유지
되려면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에 부과되는 조세부담도 높아야 하므로, 재정지출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생산요소 증가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지출비율은 재정수지
를 매개로 정부부채비율과 연결된다. 즉 재정지출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담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면 재
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부채의 증가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이때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경우 정부부채비율도 상승할 수 있다. 다만 경제상황, 재
정정책 방향, 재정지출 효과 등에 따라 재정지출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정부부채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6) 그리고 재정지출비율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Barro 
(1990)와 Barro and Sala-i-Martin (1992)은 재정지출의 재원이 조세수입을 통
해 조달되는 균형재정을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과 경제성장 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존
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총요소생산성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분석에 포함한 다른 변수들은 대체
적으로 경제규모와 양(+)의 상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발전도(FIN)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지표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대출과 재무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므로 자본규모가 보다 빠르게 증가
할 수 있다.7)

다음으로 연구개발지출비율(RAD)의 상승은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총요소생산성과 

6) 그와 같은 연관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에 포함되는 재정지출비율과 정부부채비율을 차분한 값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0.04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채비율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에 
비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임계수준 대신 정부부채비율의 제곱항을 설명변수로 포함해 보
았다. 추정결과 정부부채비율 제곱항의 계수에 대한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7) King and Levine (1993)을 참조한다. 반면 Arcand, Berkes, and Panizza (2015)은 금융발
전도가 높아질수록 금융발전도의 추가적 상승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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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개발지출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효과
와 해외로부터 기존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기술에 적용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8) 즉 
연구개발지출은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nkiw, Romer, and Weil (1992)은 인적자본을 포함한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
서 노동, 물적자본, 그리고 인적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1/3 정도라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산업구조 관련 지표인 제조업비율(IND)이 경제규모와 갖는 관계의 방향은 사전적으
로 예단하기 어렵다. 해당 연관성의 방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어느 산업이 부가가
치를 보다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Herrendorf, Rogerson, and Valentinyi (2014)는 제조업비율이 경제성장에 음
(-)의 영향을 미침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산업들 사이의 생산성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동일한 관계가 성립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석대상 OECD 회원국들에서 성립하는 평균적 관계를 확인할 때 동 지표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하는 사안이다. 

무역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인 대외개방도(TRA)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과 국민경제 성장에도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동 지표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입물을 보다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생산한 산출물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9) 또한 지식의 비배제
성(non-exclusivity)을 감안할 때 대외개방도가 높으면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생산기
술을 이전받거나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에너지구조 관련 지표로서 분석에 포함된 에너지원단위(ENE)가 증가하면 경제성장
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 지표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Waheed, Sarwar, and Wei 
(2019)에 의하면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인과관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한국의 경
우는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에너지 공
급을 대외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국내총생산에 비해 보다 빠르
게 증가하면 생산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8) Isaksson (2007)을 참조한다.

9) Isaksson (2007)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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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분석대상 자료

실증분석은 22년(1998~2019년) 동안 36개 OECD 회원국에서 위와 같이 관측되고 
수집된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별 실질 국내총생산, 총인구, 취업자, 연구개발
지출, 민간신용, 제조업 부가가치, 서비스업 부가가치, 수출입 규모 등의 관련 자료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추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지출은 민간과 정부 지출을 합산한 값이며, 2개년 단위 자료인 만큼 연도
별 패널자료 구성을 위해 선형보간법을 적용한다. 자본집약도 산정에 사용되는 국가별 
자본스톡 자료는 PWT(Penn World Table) version 9.1에서 추출한다.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지출비율은 IMF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
에서 추출한다. 에너지원단위 산정을 위한 에너지공급 자료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추출한다.

[표 3]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초통계량을 보
여준다. 22개년 동안 36개국에서 관측된 값으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므로, 최대 792개
(=22×36)의 관측값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국가 및 연도에서 결측값들이 존재하여 
실제 패널자료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별 관측값은 보다 적다. 특히 금융발전도와 연구개
발지출비율에서 결측값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한편 본격적인 패널자료분석에 앞서 분석대상 자료의 통계적 특징을 검토한다. 우선 
22년의 장기 시계열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변수의 시계열적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
였다.10) 분석에 포함하는 10개 변수들 각각이 안정한 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경제구조 
변수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부문의 비율로 산정됨에 따라 시계열적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설명변수를 분석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의 
일부가 다른 독립변수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11) 분석에 포함되는 각 독립변수에 대한 분산팽창인자

10) 이를 위해 Fisher-ADF를 적용하고 단위근 검정결과로서 4가지 통계량(Inverse Chi-squared, 
Inverse Normal, Inverse Logit, Modified Inverse. Chi-squared)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
수에 대해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는 귀무가설이 신뢰수준 99%에서 기각되었다. 

11) 모든 변수에서 VIF가 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106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유발될 위험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고값 관측값
1인당 국내총생산 36.40 21.78 6.30 111.97 756
취업자비율 0.46 0.05 0.29 0.60 756
자본집약도 302.61 145.89 65.70 820.86 720
재정지출비율 0.41 0.09 0.16 0.65 785
정부부채비율 0.58 0.40 0.04 2.38 785
금융발전도 1.21 0.56 0.00 2.98 662
연구개발지출비율 0.02 0.01 0.00 0.05 702
제조업비율 0.25 0.10 0.05 0.64 747
대외개방도 0.93 0.56 0.18 4.08 756
에너지원단위 1.41 0.72 0.36 4.16 720
주: 자연대수 함수를 적용하기 전 변수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초통계량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자본집

약도의 단위는 $1,000이고, 에너지원단위의 단위는 kg oil equivalent/$1,000이며, 다른 변
수들의 단위는 소수임.

[표 3] 분석대상 자료의 기초통계량

2. 분석결과

설명변수의 구성에 따라 추정모형을 3가지(모형1, 모형2와 모형3)로 설정하고 각각 추
정하였다. 관측값 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3가지 모형의 관측값 수를 같
게 유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3을 기준으로 하여 604개로 통제하
였다. 경제변수들의 자연대수값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만큼 독립변수의 추
정 계수는 국민경제 규모의 각 경제구조 요인에 대한 탄력성으로 해석한다. 

모형1은 식(3)의 성장회귀식을 염두에 두고 취업자비율과 자본집약도를 설명변수로 
구성한 패널자료분석 모형이다. 모형2는 재정구조 관련 변수들을 추가한 것이고, 모형3
은 전체 11개의 경제구조 지표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사용한 것이다. 모형1과 모형2, 
모형3 사이의 추정결과 차이는 각각 재정구조 관련 변수들과 나머지 지표들을 추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식(6)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3을 대상으로 하우스만(Hau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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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수행하였고, 임의효과(random effect) 가정이 적절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
을 확인하였다.12)

분석결과, 경제구조 요인들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표 4]와 같다. 계수
에 대한 추정값이 대부분 앞서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예상하였던 바와 같은 부호를 가
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정된 계수값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3개 모형(모형1, 모형2, 모형3) 사이에서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는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준다.

경제구조 요인별로 추정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관련 지표
인 취업자비율의 상승이 앞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된 계수값을 탄력성으로 간주하면, 취업자비율(EWP)이 
1% 상승 시 1인당 경제규모는 약 1.11~1.35% 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리고 자본 관련 지표인 자본집약도(CAP)의 계수도 앞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자본집약도의 계수는 약 0.11~0.19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국제비교분석을 위해 사용한 값(0.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13) 
자본집약도의 계수(자본의 소득분배율)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추정된 이유는 취업자
비율의 계수를 함께 추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5)의 성장회계 방정식을 참
조하면, 취업자비율의 계수는 1로 제약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본의 소득
분배율은 그와 같은 제약 하에서 추정된 값이다. 그런데 본 논문은 경제성장의 취업자
비율에 대한 탄력성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해당 값에 제
약을 가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자비율의 계수는 1보다 
큰 값으로, 자본집약도의 계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5)에 다른 
경제구조 지표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것도 자본집약도의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 변동성 중 일부가 다른 경제구조 요인들
의 변화에 의해 설명됨에 따라 자본집약도를 통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2) 검정결과 통계량은 95.92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신뢰수준 99%에서 기각되었다. 분석대상 기간을 
두 개로 구분하여 각 하위기간별로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다. 기간A (1998~2008) 검정결과 통계
량은 71.28, 기간B (2009~2019) 검정결과 통계량은 92.03으로서, 각 하위기간에서도 귀무가설
이 신뢰수준 99%에서 기각되었다.

13) 한진희ㆍ신석하 (2008)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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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취업자비율 1.35 25.20 1.26 21.00 1.11 18.97
자본집약도 0.19 23.58 0.19 20.46 0.11 7.68
재정지출비율 　 -0.28 -8.39 -0.21 -5.84
정부부채비율 　 0.05 4.84 0.03 3.04
정부부채비율x더미 　 -0.08 -2.19 -0.15 -4.25
더미(정부부채비율≥90%) 　 0.00 0.13 0.00 -0.21
금융발전도 　 0.04 5.22
연구개발지출비율 　 0.04 2.17
제조업비율 　 0.06 2.65
대외개방도 　 0.13 5.56
에너지원단위 　 -0.08 0.13 -0.15 -5.33
상수항 22.87 200.14 22.55 149.43 22.48 83.27
관측값 604 604 604 　
조정R2 0.69 0.72 0.77 　
주: 관측값 수는 모형3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통제함 

[표 4] 패널자료 회귀분석 추정결과

둘째, 재정구조 지표(정부부채비율, 재정지출비율)의 결과도 앞서 예상했던 바와 유
사하다. 정부부채비율(DEB)은 임계수준(국내총생산 대비 90%)보다 낮은 국면에서 추
정계수가 약 0.03~0.05로 경제규모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 해당 임계수준보다 높은 국면에서는 교차항(정부부채비율×더미 변수)의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인 약 -0.15~-0.08로 나타난다. 즉 정부부채가 경제규모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국가에서는 정부부채비율 상승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부채비율 상승과 경제성장 사이 상관성이 변화하는 임계수준의 위
치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관련 논의가 실증분석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임계수준은 경제상황, 국가별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표 4]의 결과는 선행연구가 사용한 임계수준(90%)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한 것
인데, 실제로는 해당 임계수준이 보다 낮을 가능성도 존재한다.14) 재정지출비율(GOV)

14) 임계수준을 보다 낮게 설정한 분석에서도 교차항의 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임계수준의 위치가 재정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
확한 위치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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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수도 예상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동 결과는 재정지출
비율이 높아지면 조세부담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이 축소되거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정된 탄력성 계수를 참조하면, 재정
지출비율이 1% 증가할 때 경제성장이 약 -0.28~-0.21% 둔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경기침체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러한 경향에 따라 재정지출비율 상승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모형3에 포함한 다른 지표들에 대한 추정결과도 관련 문헌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발전도(FIN)에 대한 추정계수를 보면, 동 지표가 1% 상승하면 약 
0.04% 수준의 1인당 소득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개발지출비율(RAD)에 대한 계
수는 약 0.04로 추정되었다. 연구개발지출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
으로 추정된 만큼, 연구개발지출비율 상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구조 관련 지표인 제조업비율(IND)의 
경우, 해당 계수가 모형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제조
업비율이 1% 상승하면 약 0.06% 수준의 1인당 소득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지표의 경우 탄력성의 방향과 크기에서 국가별로 큰 폭의 편차가 나타날 개
연성이 높은데, 그로 인하여 계수의 크기가 작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발전할
수록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업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두 경향을 연결해 보면, 제조업비율(서비스업부가가치 대비 
제조업부가가치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 사이에 양(+)의 
상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관성을 반영하여 [표 4]에서 제조업비율의 계수
가 양(+)의 값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비율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경제발전 수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해당 
변수의 계수 값 부호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조 관련 지표인 대외개방
도(TRA)는 기존 문헌과 같이 경제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정된 탄력성 계수를 참조하면 대외개방도가 1% 증가하면 약 0.13% 
수준의 1인당 소득성장이 견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구조 관련 지표
인 에너지원단위(ENE)도 관련 문헌에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에너지원단위와 경
제규모 사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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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탄력성의 크기를 보면, 에너지원단위가 1% 감소할 때 약 0.15%의 경제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

한편, [표 5]는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두 개로 구분하고 하위기간별로 모형3을 사용
하여 수행한 패널자료분석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열에 제시된 결과는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표 4]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다. 두 
번째 열은 기간A(1998~2008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세 번째 열은 기
간B(2009~2019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개의 하위기간으
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은 두 기간 사이에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기 때문
이다. Chow-검정을 사용하여 하위기간 사이에 구조적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 확인하였다. 모형3이 포함하는 11개 설명변수의 계수에 대하여 기간A에 추정된 값
과 기간B에 추정된 값이 서로 같다는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검정결과 동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확인하였다.15)

분석대상 기간을 하위기간으로 제한하더라도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부부채비율의 계수에 관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기간A에서는 정부부채비
율 계수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기간B에서는 교차항(정부부채비율×더미 
변수) 계수의 추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에서 두 변수 관련 계수의 추정값이 함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된다. 
동 결과는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
전인 기간A의 경우, 재정지출비율이 90% 이하인 국면에서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이고, 90%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기간B의 경우에는, 재정지출비율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정지출비율이 90% 이하인 국면에서 경제성장
과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는 관계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특히 임계수
준 90% 이상에서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양상을 요약하면, 정부부채비율 상승
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기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반면 금
융위기 이후 시기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은 정부
부채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다. 예를 들어, 적자국채 발행을 

15) 검정결과 통계량은 78.09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신뢰수준 99%에서 기각되었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111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는데 해당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동 관계를 통해 정부부
채비율 상승과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변화한 이유를 추
론해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수반하면서 재정지
출을 확대하였는데, 그에 따른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정부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만
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컸던 상황에
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에 따른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변수
전기간 기간A 기간B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취업자비율 1.11 18.97 0.69 5.56 1.12 23.81
자본집약도 0.11 7.68 0.12 4.85 0.15 8.87
재정지출비율 -0.21 -5.84 -0.13 -2.18 -0.17 -5.38
정부부채비율 0.03 3.04 0.05 2.78 0.01 0.78
정부부채비율x더미 -0.15 -4.25 -0.10 -1.10 -0.20 -5.46
더미(정부부채비율≥90%) 0.00 -0.21 -0.02 -0.71 -0.01 -0.91
금융발전도 0.04 5.22 0.02 2.85 0.05 3.70
연구개발지출비율 0.04 2.17 0.04 1.27 -0.04 -3.02
제조업비율 0.06 2.65 -0.08 -2.19 0.10 4.58
대외개방도 0.13 5.56 0.10 2.70 0.03 1.53
에너지원단위 -0.15 -5.33 -0.38 -7.23 -0.14 -5.01
상수항 22.87 200.14 19.93 39.05 21.77 88.12
관측값 604 302 302 　
조정R2 0.77 0.73 0.88 　
주: 전기간은 22개년(1998~2019년), 기간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1개년(1998~2008년), 기

간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개년(2009~2019년)임

[표 5] 기간별 패널자료분석 결과

한편 [표 5]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있다. 동 결과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해당 상관성만으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B에서 연구개발지출비
율 상승이 경제성장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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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 연구개발지출 여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연구개발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연구개발
지출비율이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비율 계수의 추정값이 기간A에서 
음(-)의 부호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시기의 경제성장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졌
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부가가치의 증가 
속도가 제조업부가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조업비율
은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표 5]에서 제조업비율의 계수가 기간
A에서 음(-)의 값으로 추정된 것은 그와 같은 경제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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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1.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한국경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제구조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이 해당 시점 전후로 달라졌는지 확인한다. 즉 지표별로 기간
B(2009~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기간A(1998~2008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차
감하여 해당 요인의 변화로 간주한다. 각 지표의 자연대수값을 대상으로 하위기간별 추세
선을 추정하고, 동 추세선의 기울기를 해당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로 해석한다.1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한국경제(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9년
을 전후로 약 4.69%(기간A)에서 약 2.58%(기간B)로 약 2.11%p 하락하였다.

[표 6]은 분석에 포함된 9개 경제구조 지표들의 증가율 변화 양상을 요약하여 보여준
다. 각 지표별로 2009년 전후로 관측된 연평균 증가율의 변화가 구조적인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행한 Chow 검정 결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동 결과를 참조하면, 
9개 지표 모두에서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별로 변화의 양상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관련 지표인 취업자비율의 변화율은 기간A의 약 1.02%에서 기간B의 약 
0.94%로 전환하여 약 -0.08%p 변화하였다. 취업자비율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
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추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 관련 지표인 자본집약도는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그 둔화폭이 취업자비율의 증가세 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자본집
약도 증가율은 기간A의 약 8.04%에서 기간B의 약 3.48%로 양 기간 사이 변화폭은 
약 -4.56%p이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자본 축적의 속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구조 관련 지표(정부부채비율, 재정지출비율)의 증가추세가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비율의 증가율은 기간A의 약 7.24%에서 기

16) 시계열의 자연대수값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세선 기울기는 동일 기간 산술평균 혹은 기하평균 산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평균 증가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산술 혹은 기하평균 산식을 사용하면 양 끝 시점
의 값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추세선 기울기를 사용하여 산정한 연평균 증
가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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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B의 약 3.30%로 둔화하여 상당히 큰 폭(약 -3.94%p)의 감소를 보였다. 재정지출
비율의 증가율도 기간A의 약 2.16%에서 기간B의 약 0.77%로 약 -1.39%p 변화하
였다. 재정 관련 지표들의 증가추세 둔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
큼, 해당 증가추세 둔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관련 지표들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발전도 증가율은 기간A의 약 8.79%에서 기간B의 약 
1.59%로 양 기간 사이에 약 -7.20%p 변화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각종 금융
규제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들도 신용위험관리를 강화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금융발전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수준 관련 지표의 경우, 연구개발지출비율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 연구개발지출비율의 증가율은 기간A의 약 4.05%에서 기간B의 
약 3.66%로 두 기간 사이 변화폭은 약 -0.39%p이다. 연구개발지출비율은 기술혁신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인 만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해당 지표의 증가율 
하락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 관련 지표인 제조업비율은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의 감소 추세에서 이후의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비율의 연평
균 증가율은 기간A의 약 -0.39%에서 기간B의 약 0.14%로 약 0.53%p 변화하였다. 
반면 무역구조 관련 지표인 대외개방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대외개방도의 증가율은 기간A의 약 3.04%에서 기간B의 약 -2.78%
로 큰 폭(약 -5.81%p)의 변화를 보였다. 제조업비율에서의 추세 반전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장기간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구가해 온 한국경제에서 대외개방도의 추세 전환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구조 관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하락 추
세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원단위의 변화는 기간A에 약 -0.91%로서 
해당 지표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기간B의 변화율이 약 -1.31%로 보다 낮아졌으며 변화
폭은 약 -0.40%p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115

경제구조 요인 기간A 증가율
(%, ①)

기간B 증가율
(%, ②)

증가율 변화
(%p, ③=②-①)

Chow 검정
p-값

1인당 국내총생산 4.69 2.58 -2.11 0.00

취업자비율 1.02 0.94 -0.08 0.00

자본집약도 8.04 3.48 -4.56 0.00

재정지출비율 2.16 0.77 -1.39 0.00

정부부채비율 7.24 3.30 -3.94 0.00

금융발전도 8.79 1.59 -7.20 0.00

연구개발지출비율 4.05 3.66 -0.39 0.05

제조업비율 -0.39 0.14 0.53 0.00

대외개방도 3.04 -2.78 -5.81 0.00

에너지원단위 -0.91 -1.31 -0.40 0.00
주: Chow 검정의 p-값은 귀무가설(기간A와 기간B 사이에 지표의 증가율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

지 않았다)이 성립할 확률을 보여준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기간A와 기간B 사이에 지표의 증가율이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6] 경제구조 지표의 증가율 변화

2. 경제성장기여도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경제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Bassanini and Scarpetta (2001), 
Wong (2007) 등의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17) 경제구조 요인별 증가율에 국민총생산
의 각 요인에 대한 탄력성을 곱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 즉 경제구조 
지표별로 성장기여도 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한다.

ln  
 



 ln   ×  ··········· 식 (7)

여기서 는 지표 i의 성장기여도를, 는 1인당 국민총생산의 지표 i에 대한 탄력성
을, 그리고 는 지표 i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나타낸다. 식(7)을 적용하여 9개 지표

17) Bassanini and Scarpetta (2001), pp.34-35, Wong (2007), pp.6-12 등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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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비율, 자본집약도, 재정지출비율, 정부부채비율, 금융발전도, 연구개발지출비율, 
제조업비율, 대외개방도, 에너지원단위)의 성장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때 1인당 국민총
생산의 개별 지표에 대한 탄력성()으로는 [표 5]의 결과 중 기간A에 대한 탄력성과 
기간B에 대한 탄력성을 이용한다. 각 지표의 증가율()로는 [표 6]에 제시된 기간A의 
증가율과 기간B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지표별 성장기여도가 변화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장기여도 변화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기간B에서의 성장기
여도에서 그 이전인 기간A에서의 성장기여도를 차감하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
래와 같다.

       ··········· 식 (8)

여기서 는 지표 i의 성장기여도 변화를,  는 지표 i의 기간A에서의 성장기여도
를, 는 지표 i의 기간B에서의 성장기여도를 각각 나타낸다. 

[표 7]은 경제구조 요인별로 기간A에서의 성장기여도, 기간B에서의 성장기여도, 그
리고 두 기간 사이에 나타난 성장기여도 변화를 보여준다.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구조 지표들의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변화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9개 경제구조 지표들 중 6개 지표(취업자비율, 자본집약도, 
정부부채비율, 금융발전도, 제조업비율, 에너지원단위)의 경우 두 기간 모두에서 성장기
여도가 양(+)이었다. 2개 지표(연구개발지출비율, 대외개방도)의 경우에는 기간A의 성
장기여도는 양(+)이었으나 기간B의 성장기여도가 음(-)으로 전환되었다. 재정지출비율
의 성장기여도는 두 기간 모두에서 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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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요인 기간A 기여도
(①)

기간B 기여도
(②)

기여도 변화
(③=②-①)

1인당 국내총생산 (1) 4.69 2.58 -2.11
취업자비율 0.70 1.05 0.35
자본집약도 0.93 0.51 -0.42
재정지출비율 -0.27 -0.13 0.14
정부부채비율 0.35 0.03 -0.33
금융발전도 0.18 0.08 -0.10
연구개발지출비율 0.17 -0.15 -0.32
제조업비율 0.03 0.01 -0.02
대외개방도 0.29 -0.09 -0.38
에너지원단위 0.34 0.18 -0.16
합  계 (2) 2.74 1.49 -1.24
잔여부분 (1) - (2) 1.95 1.08 -0.87

[표 7] 경제구조 요인들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대부분의 경제구조 지표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기여도 감소폭의 크기를 기준으로 주요 요인을 정렬하면, 자
본집약도(약 -0.42%p), 대외개방도(약 -0.38%p), 정부부채비율(약 -0.33%p), 연구
개발지출비율(약 -0.32%p), 에너지원단위(약 -0.16%p), 금융발전도(약 -0.10%p), 
제조업비율(약 -0.02%p) 순이다. 두 기간 사이에 성장기여도가 증가한 요인들은 취업
자비율(약 0.35%p), 재정지출비율(약 0.14%p) 순이다. 이때 재정지출비율의 성장기
여도는 음수의 크기가 감소한 만큼, 역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에서 주목할 점들 중 하나는 재정부문의 두 변수인 재정지출비율의 성장
기여도 변화는 음(-)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부채비율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양(+)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이때 정부부채비율의 경제성장 기여도 변화는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이 
임계수준(90%)보다 낮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다. 만약 정부부채비율이 
해당 임계수준보다 높은 상태라고 가정하면 성장기여도의 변화도 음(-)으로 산정될 수 
있다.18)

18) 예를 들어, [표 5]에 제시된 계수 값을 참조하면 정부부채비율이 임계수준(90%)보다 높은 경우 국내
총생산의 정부부채비율에 대한 탄력성이 음(-)으로 나타난다. 식(7)을 참조하고, 해당부호와 정부부채
비율의 하위기간별 증가율이 양(+)인 점을 감안하면 하위기간별 성장기여도가 음(-)의 값으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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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타났던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의 상당부분이 경제구
조 변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9개 경제구조 요인의 성장기여도를 합산해 보면 기간A
에 약 2.74%p, 기간B에 약 1.49%p로 나타났다. 동 합계의 두 기간 사이의 변화는 
약 -1.24%p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한국경제가 경험한 경제성장 둔화폭(약 
-2.11%p)의 상당부분(약 60%)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간별 경제성장률 중 9개 요
인의 성장기여도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성장기여도는 기간A의 약 
1.95%p에서 기간B의 약 1.08%p로 변화하여 두 기간 사이 변화폭은 약 -0.87%p이
다. 즉 잔여부분의 성장기여도 또한 두 기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제구조 지표들 사이 상관성

경제구조 변화는 여러 부문의 비중이 동시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9개 경제구조 지표
들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재정지출의 증
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총수입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연동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재정수지 적자를 수반할 위험이 크
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정부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경제에서 지난 22년 
동안 나타났던 지표들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지표()와 설명변수로 설정한 지표() 사이에 자기회귀시차분포
(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적용한다. 이때 연간자료의 관
측값 수가 22개인 점을 감안하여 시차를 1로 설정하고, 두 지표의 전기 값을 설명변수
로 포함하는 ARDL(1, 1)을 사용한다. 지표들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정식
은 아래와 같다.

               ··········· 식 (9)

식(9)에서 도출되는 설명변수(   ) 관련 계수들을 합산한 값(  )을 종속변

수의 설명변수에 대한 상관성으로 간주한다. 해당 값은 [표 8]에서 종속변수( ) 열과 

다. 그리고 정부부채비율과 관련하여 기간A의 성장기여도에 비해 기간B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추정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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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 행이 교차하는 칸에 제시되어 있다. 대각선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가 동
일한 지표인 경우이므로 그 값을 1로 설정한다. 추정된 상관성 값이 클수록 보다 진한 
초록색으로, 추정값이 작을수록 보다 진한 빨간색으로, 그 사이의 값은 노란색으로 표
현한다.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취업자비율 변화가 다른 경제구조 지표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지표들의 변화가 취업자비율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는 약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 결과를 참조하면 취업자비율 변화의 외생성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원단위 변화에 따른 다른 경제구조 지표들의 변화 방향은 음(-)이었다. 
다른 지표들의 변화가 에너지원단위 변화를 유발하는 방향도 음(-)이었으며 그 영향의 
크기는 반대 방향의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부 경제구조 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향과 다른 지표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조업비율의 경우, 
동 비율의 변화가 자본집약도, 재정지출비율, 정부부채비율 등에 음(-)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당 지표들의 변화는 제조업비율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설명
변수

종속변수
EWP CAP GOV DEB FIN RAD IND TRA ENE

EWP 　 1.82 0.53 0.61 2.57 0.73 0.38 0.38 -0.59 
CAP -0.01 0.19 0.49 0.18 0.13 0.05 0.15 -0.15 
GOV -0.09 1.33 　 0.76 0.68 0.41 0.13 0.81 -0.21 
DEB 0.01 0.61 0.14 0.11 0.22 0.05 0.09 -0.09 
FIN -0.03  0.17 0.11 0.01 0.08 -0.02 0.11 -0.04 
RAD 0.04 0.04 0.07 0.13 0.17 0.07 0.07 -0.03 
IND 0.12 -0.38 -0.07 -0.04 0.26 0.16 -0.01 0.02 
TRA 0.00 -0.13 0.07 0.05 0.09 0.08 0.10 　 0.03 
ENE 0.07 -2.64 -0.76 -1.16 -1.02 -0.44 -0.11 -0.59 

주: EWP(취업자비율), CAP(자본집약도), GOV(재정지출비율), DEB(정부부채비율), FIN(금융발전
도), RAD(연구개발지출비율), IND(제조업비율), TRA(대외개방도), ENE(에너지원단위)

[표 8]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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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지출 증가속도 관리 필요성

재정지출비율 상승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
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구조 지표들의 변화를 유발하
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이다. 재정지출은 시장실패 완화를 위한 개입,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제공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즉 재정지출을 통
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구조 요인을 개선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경제구조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직접적인 
경로와 다른 경제구조 요인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적인 경로를 통한 영향은 패널자료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재정지
출비율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재정지출비율 상승이 직접적인 경로
를 통해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에 따른 비용(cost)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이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재정지출비율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다른 경제구조 요인
들의 변화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년 동안 재정지출비율과 다른 지표 사이에 
성립하였던 상관성에 따라 다른 요인들이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앞서 검토한 경제구조 
요인들 사이의 상관성을 참조하면, 지난 22년 동안 재정지출비율과 정부부채비율 사이
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성이 성립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식(7)에서 살
펴보았던 각 지표의 성장기여도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은 아래 식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  ×  ········· 식 (10)

여기에서 좌변의 는 재정지출비율(GOV)의 상승이 지표 i의 변화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우변에서 는 1인당 국민총생산의 
지표 i에 대한 탄력성을, 는 재정지출비율의 변화로 인하여 유발되는 i지표의 변
화율을, 그리고 는 재정지출비율의 변화율을 각각 나타낸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과제 121

식(10)을 재정지출비율 이외의 8개 지표(취업자비율, 자본집약도, 정부부채비율, 금융
발전도, 연구개발지출비율, 제조업비율, 대외개방도, 에너지원단위)에 적용하여 해당 요
인들에 대한 를 산정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비율이 1%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재정지출비율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다른 지표들의 변화()로는 [표 8]의 
상관성들 중 GOV 행에 제시된 값들을 이용한다. 1인당 국민총생산의 개별 지표에 대한 
탄력성()으로는 [표 5]의 결과 중 전기간에 대한 탄력성을 이용한다. 그리고 8개 지표의 
를 합산한 값을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간접적 효과의 크기로 간주한다.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은 일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효과는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편익(benefit)으로 간주될 수 있다. [표 9]에 제시되
어 있는 추정결과를 보면, 재정지출비율 1% 상승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약 -0.17%이
다. 그리고 재정지출비율 1% 상승이 다른 8개 지표를 경유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
접적 효과는 약 0.18%로 볼 수 있다. 

경제구조 요인 탄력성
(①)

변화
(%p, ②)

기여도
(%p, ①× ②)

직접 효과 재정지출비율 -0.17 1.00 -0.17

간접 효과

취업자비율 1.12 -0.09 -0.11
자본집약도 0.15 1.33 0.19
정부부채비율 0.01 0.76 0.01
금융발전도 0.05 0.68 0.03
연구개발지출비율 -0.04 0.41 -0.02
제조업비율 0.10 0.13 0.01
대외개방도 0.03 0.81 0.03
에너지원단위 -0.14 -0.21 0.03
소계 0.18

전체 효과 0.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9] 재정지출비율 1%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요컨대, 지난 22년 동안 성립하였던 한국경제의 구조를 가정하면 재정지출비율의 상
승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였다. 그리고 앞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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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보면 두 효과의 크기가 유사하였다. 동 결과는 향후 의무지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지출비율이 상승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재량지출의 증가 속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재정지출비율의 상승이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
해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최근 국채 이자율과 실질성장률 차이가 축소됨에 따라 각국 정부의 부채 
조달여력이 보다 확대되었을 수 있다. 시장이자율이 향후 낮게 유지되리라는 가정 하에
서,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미래의 경제성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부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된바 있
다.19) 다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더라도 그를 통해 정부부채비율을 낮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
다.20)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와 그 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지출의 질적인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출 구성의 조정은 한국경제의 지속성
장에 기여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견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경제구조 요인별 성장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정지출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표 9]에 제시된 탄력성을 보면 취업자비율, 자본집약도, 제조업비율 등의 상
승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경제구조 요인
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구성을 조정하면 재정지출의 총량을 유지하는 상태에
서 경제성장 견인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접근에서 고려
해야 할 점은, 재정지출이 다양한 형태(공공성, 외부성, 도덕적 해이, 독과점 등)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거나 시장의 조정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 결정 시 경제성장 견인효과와 함께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에 대
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효율적 재정시스템 제도화 필요성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제도화하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19) Blanchard (2019)를 참조한다.

20) Reinhart, Reinhart, and Rogoff (201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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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재원을 합리적
으로 배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하향식 예산
심의, 전략적 지출검토 등의 제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21) 우선 재정지출 증가 속도
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 가능한 제도적 장치 중 대표적인 예는 재정준칙(Fiscal Rule)
이다. 동 준칙은 총량적 재정지표(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재정
규율 확보 차원에서 동 준칙을 도입ㆍ운영 중이다. 목표 설정의 대상이 되는 지표, 법적 
근거, 제재조치, 회계기준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목표 설정의 
대상 지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
분 가능하다. Schaechter et al. (2012)에 따르면, 단일 지표로서 채무준칙을 도입
한 국가는 63개국이며, 복수 지표로서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는 51개국이다.

다음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다른 예는 
하향식(Top-down) 예산심의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도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거시총
량을 먼저 결정한 후 사업별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향식 예산심의 과정은 3단계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로 예산 총량(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ㆍ
부처별 재원배분 등)과 예산심사지침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단계로 상임위
원회에서 부여받은 한도액과 예산심사지침에 준거하여 재정수반 법률안과 세부 예산안
을 심사한다. 3단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과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재정결의안의 한도와 예산심사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예산심
사 과정을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하향식 예산심의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와 행정부 사
이 예산정보 관련 비대칭성 완화, 국회조직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중 다른 하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이다. 동 제도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기존 지출 중 효율성이 낮은 부분
을 삭감하는 것이다. 지출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지출 
효율성 추구라는 목표는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정의, 대상, 목적 등에서 차이가 존재

21) 국회예산정책처 (2020)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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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 심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재정사업을 구조
조정하기 위해 동 제도가 활용되었다. 전략적 지출검토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하므로, 미시적 사업관리에 집중하는 재정성과관리를 보완할 수 있다. 기존 재정사
업 평가제도는 사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전략적 지출검토제도는 해당 평가결과와 정책
목표를 참조하여 재원배분을 조정하거나 지출구조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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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대내외 환
경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
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배경을 살펴
보기 위해 경제구조 요인들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
해 국민경제 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9개의 경제구조 지표(취업자비율, 자본집약도, 재정
지출비율, 정부부채비율, 금융발전도, 연구개발지출비율, 제조업비율, 대외개방도, 에너
지원단위)를 선정하였다. 지표별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성장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2개년(1998~2019) 동안 36개 OECD 회원국
에서 나타났던 자료를 수집하고 동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탄력성)이 성
립함을 확인하였다. 경제구조 지표들에 대한 상관성의 방향(탄력성의 부호)는 관련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개 지표(재정지출비율, 에너지원단위)는 경
제성장과 음(-)의 관계를, 나머지 지표는 양(+)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동 결과는 
지난 22개년 동안 36개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성립하였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계가 지난 22년 동안 한국경제에서 성립하였던 것으로 가정하고 동 기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경제성장률과 9개 경
제구조 지표의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유의하게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기 11년(1998~2008) 동안의 지표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후반기 11년(2009~ 
2019) 동안의 수준과 비교해 본 결과, 7개 지표들(자본집약도, 대외개방도, 정부부채비
율, 연구개발지출비율, 제조업비율, 금융발전도, 에너지단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기간별 경제성장률 중 잔여부분(9개 요인의 성장기여도
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성장기여도 또한 두 기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구구조, 산업구조, 무역구조, 기후구조 등에서의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될 것
으로 보인다. 해당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재정지출비율과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비율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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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접적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한편, 다른 경제구조 요인들의 
변화를 유발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
난 22년 동안 성립하였던 경제구조 지표를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재정지출비율의 상승
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추정해 보면, 두 효과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향후 의무지출 증가로 인하여 재정지출비율이 상승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재량지출의 증가 속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재정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된 공공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재정준칙, 하향식 예산심의, 전략적 지출검토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구조 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약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인적자본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수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 구성의 국가별 
차이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경제구조 지표의 변화와 경제성장 사이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OECD 회원국들에서 나
타났던 평균적 탄력성을 적용하였다. 비록 고정효과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국가별 차이
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약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성립
하였던 관계를 토대로 경제구조 지표들 사이의 상관성을 추정하였는데, 대내외 환경변
화를 고려할 때 이 또한 제약적인 가정이다. 향후 전개될 경제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동태적 거시경제모형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
석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제구조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관계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양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한국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구조 지표들을 
식별하고, 재정지출비율 상승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함께 간접적 효과도 추정해 보았다. 
동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경제구조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관계들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논의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은 중요한 후속 연구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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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둔다. 예를 들어, 본 연구를 통해 식별한 경제구조 지표들 중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로 성장기여도가 하락한 지표들(자본집약도, 대외개방도, 정부부채비율, 연구개발지출
비율, 제조업비율, 금융발전도, 에너지단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후
속 연구를 통해 재정지출과 해당 지표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동 분석결과를 토
대로 성장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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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ic growth due to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economic structural changes 

and analyzes their effects on Korean economic growth. First, we estimate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across 22 years (1998-2019) in 36 

OECD member countries. We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elasticities) 

between the variables constituting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We show 

tha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conomy faced a decrease in th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of capital intensity, trade openness,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R&D expenditures to GDP ratio, and energy intensity. We consider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tructural factors and the average elasticity among OECD 

member countries. From this, we find that the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due 

to increases in the fiscal expenditures to GDP ratio is similar in magnitude to the 

positive effect due to improvements in other economic structural factor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t is crucial to use fiscal resources effectively in order to 

provide policies that economic agents can confidently believe.

 Keywords: Sustainable Growth, Economic Structure, Growth Regressions, 

Effectiveness of Fisc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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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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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입ㆍ지출ㆍ재정수지 및 적립금

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연금 모형을 통해 전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망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2039년과 2033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

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두 개 연금의 불변가격 기준 재정수지 적자 

합계는 2020년 3.8조원(GDP대비 0.21%)에서 2090년 38.8조원(GDP대비 0.94%)로 확대되

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정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연금에서 부과방식비

용률이 상승하는데,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2090년 부과방식비용률은 4.4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 악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전망기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직역연금 연금지급률 하향조

정)과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재정수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요율 인상폭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의 경우 보험료율 3%p, 5%p, 8%p 인상 시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8년, 14년, 

25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장기 재정전망,

재정평가지표, 재정수지,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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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
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핵심적인 노후생활수단으로 자리매
김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

4대 공적연금의 재정규모를 보면, 수입은 2009년 45조원에서 2019년 88.9조원으
로 1.98배 증가하였고, 급여 지출은 동 기간 20.5조원에서 48.5조원으로 2.37배 증
가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지출이 수입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인데, 향후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기대여명 연장에 따라 급여 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연금의 주요 재원인 보험료 수입은 저출산으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이러한 예상은 장기적으
로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1960년과 1963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지난 1993년과 1973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수지 적자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경우에도 재정수지가 각각 2035년과 2042년에 적
자를 기록하고 2051년과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추계결과이
다(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2018;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2016).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직면해 있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 간 형평성
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
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가 2년
마다 발간하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가 개별 법
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의 경우에도 가장 최근 전망시점이 2015
년(직역연금)과 2018년(국민연금)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망기간도 군인연금은 45
년으로 70년인 나머지 3개 연금과 다르다. 전망에 사용된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있

1)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규모도 작고 기금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연금 운용주체가 국가나 공
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적연금 재정전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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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국민연금은 2016년, 직역연금은 2011년 통계를 사용하여 4개 공적연금의 재
정상황을 직접적으로 비교ㆍ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전망시점과 전망기간, 주요변수 사용 등에 있어 일관성을 확보함으로
써 4개 연금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2) 더불어 본고는 재정상
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표 분석도 실시하는 동시에 연금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의 재정여건 변화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결과도 추가적으로 제시
한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은 구조적 개혁이 아닌 모수적 개혁을 가정한 방안들을 
적용하였다. 구조적 개혁이 연금제도의 체계와 재정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조
치인데 반하여,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등 기존 제
도의 틀 안에서 변수의 변경을 통한 제도의 개선에 해당한다. 본 연구가 주로 모수적 
개혁의 범위에서 실시된 이유는 현재까지 실시된 연금개혁이 모두 모수적 개혁이었다는 
점과 구조적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나리
오를 설정하고 전망을 실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의 전제와 전망방법, 전망결과를 각 공적연금
별로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평가
를 위하여 적립배율과 부과방식비용률 등 재정평가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도 제시한다.

제Ⅳ장은 시나리오 분석으로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과 수급개시연령 및 가입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조정 등의 제도변수를 연금별로 조합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그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결과와 비교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재정전망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본다.

2) 또한 최근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제안(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61, 2020.7.6.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등이 제기됨에 따라 4대 공적연금이 국가재정
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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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적연금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1.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ㆍ운용되고 있는데, 가입대상과 
보험료율 및 급여의 내용은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
은 보험료 수입 등으로 조달된다.

연금별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제도
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3)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 개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인 국가나 직장에서 부담한다. 

직역연금 급여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연금지급률4)을 모두 곱하여 산출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상수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
의 평균소득을 합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본인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적용된다. 

수급개시연령은 연금별로 연령 상향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2033년 이후부터는 공무
원ㆍ사학ㆍ국민연금 모두 65세로 상향된다. 단, 군인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아니라 직
급별 정년 이후 즉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한편, 현행 연금의 수급요건 중 군인연금(20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신 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하는 경
우 제도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연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5) 이 때,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간에는 재정 이전 없이 해당 
연금에서 각 가입기간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3) 특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내용이 일치한다.

4)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지급률은 2020년 1.7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지급률 1%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기능이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때, 소득재분배 기능이란 소득
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기능이다.

5) 공적연금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이나 국민연
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말고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안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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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소관부처
(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방부)

교육부(사립학교교원
연금공단)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설치
연도 1988년 1960년 1963년 1975년

기금명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가입
대상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국립대학 병원 직원 

등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9%
(근로자 4.5%, 
고용주 4.5%)

기준소득월액 18%
(공무원 9%, 

국가ㆍ지자체 9%)

기준소득월액 14%
(군인 7%, 국가 7%)

기준소득월액 18%
(개인 9%, 

법인ㆍ국가 9%)
급여수준

(소득대체율, 
연금지급률)

소득대체율
 2020년 44% → 

2028년 40%

재직 1년당 지급률
 2020년 1.79% → 

2035년 1.7%

재직 1년당 지급률
 2020년 1.9%

재직 1년당 지급률
 2020년 1.79% → 

2035년 1.7%

지급 
요건

10년 이상 가입, 
수급개시연령

(2020년 62세 → 
2034년 65세) 도달

10년 이상 재직, 
수급개시연령

(2020년 60세 → 
2033년 65세) 도달

20년 이상 복무

10년 이상 재직, 
수급개시연령

(2020년 59세 → 
2033년 65세) 도달

가입자 수
(’19년) 2,222만명 120만명 19만명 32만명

수급자 수
(’19년) 516만명 54만명 10만명 8만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2019, 53~54쪽)를 기초로 재작성

[표 1]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

공적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영된다. 각 기금은 급여에 충당하기 위
한 책임준비금의 성격을 지니며,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의 수입에서 연금급여 등 
지출을 제외한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된다. 

4대 공적연금의 2019년 기준 기금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40조 3,570억원 규모이
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각각 42조 7,500억원과 
1조 2,200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1993년, 1973
년 적자 발생 이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지 적자분은 국가보전금으로 충
당되고 있다. 4대 공적연금의 기금 적립금 합계액은 2019년말 기준 770조 6,4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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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736조 6,54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의 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위기 등에 대비한 지불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도 공무원연금은 직원 복지를 위한 주택건설, 학자금 대여 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재정수지 적자의 충당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합계
수입 66,262 14,854 1,807 5,960 88,883
지출 23,512 16,910 3,366 4,740 48,528
수지 42,750 －2,056 －1,557 1,220 40,357

적립금 736,654 12,043 1,244 20,704 770,645
자료: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표 2] 4대 공적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기금 적립금 규모: 2019년
(단위: 십억원)

2. 선행연구 검토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한 연구는 정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실시
하는 연금별 재정추계가 대표적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5년마다 향후 70년에 대한 국
민연금의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재정계산은 2013년
에 실시되었고, 가장 최근의 재정 계산은 2018년(제4차)에 실시되었다. 제4차 재정계
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까지 증가하여 1,778조원으로 최고 수
준에 도달한 뒤 2042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적립금이 감소함에 따라 2057
년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발표는 2015년으로,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논의 당시 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계산을 실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가보전금(2015년 불변가격 기준)
을 2060년 11조 6,398억원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따라 2001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
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 4차 재정계산(2016년) 결과에 따르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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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금 적립금은 2034년까지 증가하여 31.1조원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2035년
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적립금이 감소함에 따라 205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 1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 2차 재정계산이 예정되어있다. 가
장 최근의 발표인 2015년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군인연금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
가보전금(명목가격 기준)은 2060년 8조 9,768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추계는 4대 공적연금별로 전망시점, 전망기간(군인연금은 45
년, 나머지 3개 연금은 70년) 등이 상이하여 전망모형에 적용하는 인구, 거시경제 지표 
등의 중요한 변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정부의 4대 
공적연금의 재정추계결과는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4대 공적연금에 따른 국가
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연금별 재정추계 이외에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이 일부 내용으로 포함
되어 있는 연구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2020. 9. 3.)
이 있다. 이는 매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제7
조에 기초하여 발표된 것이다. 동 전망은 기본전제로서 인구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 3.), 거시경제변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2020. 4.)를 사
용하였다. 또한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를 각각 2개 시나리오로 구분한 후 이들을 조
합하여 공적연금별 시나리오 전망을 실시하였다.6) 전망결과(현상유지 및 중립)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6년 적립금 소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
금의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020년 각각 -0.1%, 0.09%에서 2060년 -0.6%, 
-0.17%로 변화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하여 2043년에 적립금이 소
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의 연금별 재정추계나 장기재정전망 이외에 일반에 공개되는 독
립적인 전망은 드물다. 연금별 재정추계 중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추계는 이태석 외
(2016)의 연구가 있다. 동 연구는 김재경 외(2002)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추계를 
기초로 가입자 및 수급자를 추계하는 인원추계모형과 수입과 지출, 재정지표를 추계하

6) 인구변수는 정책무대응을 의미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중위인구)와 출산율 제고 등의 정책반영을 의미
하는 인구대응 시나리오(고위인구)로 구분하고, 거시경제지표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시나
리오(중립)와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한 성장률 하락폭 둔화 시나리오(적극)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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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무추계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여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중장기 재정상
황의 요약ㆍ전망과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한하
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공적연금에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거나 국가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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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기 재정전망

1. 개요 및 공통전제

본고의 장기 재정전망은 2020년 현재의 법ㆍ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20~2090
년의 70년 기간 동안 각 공적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을 전망(이하 “기준선”)
한다. 재정전망에 필요한 거시경제변수와 인구변수는 각각 NABO와 통계청의 전망치를 
사용한다.

먼저, 재정전망에 적용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0~ 
2090년 거시경제 전망7)을 사용한다. 이 때, 중기인 2020~2024년의 5년간 주요 명목 
및 실질 거시변수는 현실적인 대내외 결정변수를 고려한 거시계량경제전망 모형을 기초로 
예측된 값이다. 2025년 이후 기간의 장기전망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15세 
이상 인구증감률, 노년부양인구비율 등 인구변수와 주요 거시변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안정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추계이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평균
실질GDP성장률 0.1 2.0 1.3 1.0  0.8  0.7  0.7  0.6  1.1  
경상GDP성장률 0.8 3.3  2.7  2.4  2.2  2.1  2.1  2.0  2.4  
소비자물가상승률 0.4 1.4  1.6  1.6  1.6  1.6  1.6  1.6  1.5  
명목임금상승률 1.7 3.2 3.2 3.4 3.4 3.2 3.2 3.2 3.2 

국고채금리(3년 만기) 0.9 1.5  1.6  1.6  1.5  1.5  1.4  1.4  1.5  
GDP디플레이터 0.7 1.3  1.4  1.4  1.4  1.4  1.4  1.4  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자료

[표 3]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단위: %)

인구변수는 통계청이 2019년 새롭게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 발표시 부록으로 제시한 100년(2017~2117년)간의 장래인구추계 중 2020~
2090년을 발췌하여 사용하되,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장래수준을 중위로 설정한 결과를 

7) NABO는 매년 발표하는 5년 전망(｢2020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70년으로 확장하여 거시경제변수
를 전망하였는데, 본고는 동 내부 전망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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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8) 인구변수 중에서 사망률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만 적용하고, 공무원ㆍ사학ㆍ
군인연금 등 사망률은 각 직역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망치를 사용한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총 인구 수(만명) 5,178 5,193 5,086 4,774 4,284 3,782 3,309 2,861

총 인구 증가율(%) 0.14 －0.03 －0.38 －0.86 －1.20 －1.29 －1.38 －1.49
출생아 수(만명) 29 36 29 24 21 20 17 14
합계출산율(명) 0.90 1.14 1.27 1.27 1.27 1.27 1.27 1.27

사망률(인구천명당%) 6.2 8.1 10.8 14.8 17.8 19.1 20.0 20.8
15~64세인구비중(%) 72.1 65.4 56.3 51.3 48.0 45.2 44.5 47.2
65세 이상인구비중(%) 15.7 25.0 33.9 39.8 43.9 46.5 46.7 44.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9. 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2. 전망방법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인구변수와 거시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수입추계, 지출추계 및 재
정수지를 계산한 뒤 이를 기존 적립금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수입추계는 다시 
가입자 수 및 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 추계로 세분화되며, 지출추계는 수급자 수, 연
금급여액, 관리운영비 추계로 세분화된다.

재정전망 방법은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금 수리적 기법과 코호트 기법을 기초로 
구축된 NABO의 자체 모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 때, 경제활동참가율은 정부가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제도변수로는 종별 가입률, 납
부예외자 비율, 신규가입률, 징수율, 소득지수, 지역가입자 소득비율, 생애소득점수, 장
애발생률, 유유족률, 공적연금 연계율 등을 고려하였다.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에서는 
NABO가 전망한 AA－회사채금리(3년 만기)에 일정배율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되, 
적립금 상승기와 하락기를 구분하여 차등화 된 수익률을 적용하였다.9)

8) 동 인구추계는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에 이어 2018년에 1명을 밑도는 0.98명까지 하락함에 따
라 기존의 장래인구추계의 주기(5년)를 앞당겨 2020년 실시한 특별 인구추계이다. 

9) 기금운용수익률의 경우 2019년 말 높은 수익을 보였지만 2020년 코로나19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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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방법은 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각각의 모형에서 
적용하는 변수 중 거시경제변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인 수익률의 경우 정부와 NABO의 전망방식에 차이가 있다. NABO의 
경우 적립금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구분하여 수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1천
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구성하는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의 자산유형별 수익률을 전망
에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경우에는 자산유형별 수익률을 
전망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였지만, 적립금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와 무관
하게 항상 자산의 투자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로 인해 적립금이 하락하는 시
기의 자산 유동화 등 현금화가 필요한 시기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NABO의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식이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번 연구
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를 구분하고 있어, 각 시기별 
자산의 운영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산운용지침을 수익률 전망에 최초로 반영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의 정부 및 과거의 NABO 국민연금 전망에서
는 적립금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기금운용수익률을 적용함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와 자산 유동화가 필요한 시기에 맞는 기금운용수익의 전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
입
추
계

지
출
추
계

추계
과정

추계
과정

인구전망 경제활동
인구

가입자 수
추계

보험료 수입
추계

관련
변수

관련
변수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9.3.)

수입추계
과정의
가입자

추계 활용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 연금가입률
- 가입자 유형별

이동률
- 지역가입자비중
- 납부예외자

비율지수
- 신규가입률

- 사망률
- 조기노령연금
   수급률
- 장애발생률
- 유유족률

- 생애소득지수
- 연도별 A값
- 연금유형별연금액산식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A값 등)

- 임금상승률
- 가입자유형별

징수율
- 지역가입자

소득비율
- 소득지수
- 보험료율

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률

- 관리운영비비율

관리운영비

재정수지
(수입-지출)

적립금

기금
수입

기금
지출

가입자 수
추계

수급자 수
추계

연금 지급액 추계

[그림 1]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로 인해 급격한 수익률 하락이 발생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최근 공시된 수익
률(2020년 4월말 기준)을 연환산수익률로 적용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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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은 거시경제 변수와 공무원 수를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금 등의 수입과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지출을 추계한다. 수입 추계는 보험료수입, 
부담금(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 기타로 구성되며, 지출 추계는 연금급여액, 관리운
영비로 구성된다. 

공무원 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 결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등을 고려하되, 일정 시점에 OECD 국가 평균(인구 1,000명 당 33명, 일반직 
기준)에 도달한다는 목표 등을 전제로 전망한다. 제도변수로는 재직공무원의 경우 직종
별ㆍ재직기간별ㆍ성별ㆍ연령별 퇴직률, 사망률을 적용하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금선
택률, 기수급자 사망률 및 유유족률을 적용한다. 이 때, 사망률은 통계청의 사망률 대신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한 사망률(인사혁신처 제공)을 사용한다. 이외 기여금부담률의 단
계적 인상(2015년 7%→2020년 이후 9%)과 연금지급률의 단계적 인하(2015년 
1.9%→2035년 1.7%)도 모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모형은 기금적립금 추계 기능을 추가하고 
연도별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수입항목으로 전입시키는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 모형을 
개선한 것이다.10)

수입추계

·보험료수입
·부담금
·기타 수입

재정수지추계

·재정수지
·보전금

인원: 공무원 수(직종별/재직기관별/성별 …)

인원: 신규 수급자, 기수급자 구분
(신규수급자)수입추계부분의 공무원 수에 퇴직률,
                 사망률 등을 적용
(기수급자)실적치에 통계청 사망률, 유유족률 적용

단가: 급여별 산식에 따라 평균 금액
: 기수급자는 2021년 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연금액 인상

단가: 평균 기준소득월액(직종별/재직기간별…)
기여금부담률: 9% 유지

지출추계

·신규 퇴직연금
·기수급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지출

[그림 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0) 이는 2018년에 제정한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인사혁신처 훈령 제66호)
에 따라 기금운용수익의 일부를 수입으로 전입하는 제도가 시행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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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학연금

사학연금 재정전망은 거시경제변수와 인구변수를 바탕으로 수입추계와 지출추계를 실
시하되, 제도변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적용한 변수를 적용한다. 수입은 가입
자 수 추계와 보험료수입 추계, 기금운용수익 추계로 구성되며, 지출은 수급자 수 추계, 
연금급여액 추계, 관리운영비 추계로 구성된다. 

제도변수로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사망률 대신 사학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ㆍ성별ㆍ연령별 사망률과 퇴직률, 유유족률을 적용하였다. 재직자
의 경우 직종별 재직자 비율,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직종별ㆍ성별ㆍ연령별 구성비율, 
기준소득월액의 경우에는 직종별ㆍ성별ㆍ재직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 일시금, 
연금공제, 유족연금 등에 있어서는 연금선택률을 적용하였다. 기금운용수익률의 경우에
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NABO가 전망한 AA－회사채금리(3년 만기)에 적립금 상승
기와 하락기를 구분하여 차등화된 배율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사학연금의 전망방법 중 기존 연구에 적용된 전망방법과 상이한 점
은 가입자 수의 전망방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장기 재정추
계에 적용한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입자 수를 별도로 전망하
였다. 이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사학연금 가입자 수 감소에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활용하여 인구변화를 최대
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 수는 교
원 1인당 학생 수가 일정 시점에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하고, 직원 수는 연도별 교원 대비 일반 직원 비율 추정치를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수
입
추
계

지
출
추
계

추계
과정

추계
과정

가입자전체 가입자 추계 기여금 수입 추계

관련
변수

관련
변수

교원/직원 수 추계
(인구추계학생수
전망)

직종/성별/
재직기간별/연령별

· 퇴직률
· 사망률
· 신규임용자
   구성비율

- 임금상승률
-  직종/성별/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분포
·개인기여금 부담률
·법인 및 정부 부담률

가입자 추계 연금 지급액 추계수급자 추계

직종/성별/
재직기간별
－ 퇴직자 수
－ 사망자 수

- 수급개시 연령
· 연금선택률
· 사망률
· 유유족률

-물가상승률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연금유형별 연금액
   산식(연금지급률,
   가입기간 등)

운용수익

기금운용수익률

관리운영비 비율

관리운영비

재정수지
(수입- 지출)

적립금

기금
수입

기금
지출

[그림 3] 사학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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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군인연금

군인연금 수입전망은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추계는 연금급여
(전역자 퇴역연금, 기수급자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 퇴직수당 등(퇴직수당, 재해보상급
여, 관리운영비)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수입 전망 시 가입자 수와 기준소득월액은 계급별로 세분화하되, 임금상승률은 공무
원연금과 동일하게 공무원 처우개선율(전망기간 평균 2.0%), 기여금 부담률은 현행 
7%를 적용하였다. 지출은 기수급자 수의 경우 연령별ㆍ성별, 신규 전역자 수의 경우 
계급별로 세분화하였다. 평균 퇴역연금월액 및 평균 퇴직수당의 경우 계급별로 구분하
였다. 제도변수로는 국방부가 제공한 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군인 및 군인연금 수급자 
사망률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이외 연금선택률, 유족전환율 등을 적용하여 전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인연금 재정전망모형은 2018년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형으
로 2020년에는 기금적립금 추계기능을 추가하였다. 

수입추계 인원・계급별 기여금 납부자 수

단가・계급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단가・계급별 전역자의 평균 퇴역연금월액

- 일시금수급자는 계급별 평균 퇴직일시금

・연령별 기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

・계급별 전역자의 평균 퇴직수당 등

인원・계급별 전역자 수

- 계급별 연금수급자 수

- 계급별 일시금수급자 수

・연령별 기수급자 수

・연금기여금

・국가부담금

・기타 수입

재정전망

・재정수지

・보전금
지출추계

・전역자 퇴역연금

・기수급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기타 지출

[그림 4]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3. 전망결과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의 4대 공적연금 전체 전망결과를 살
펴보면, 먼저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55.7조원에서 2090년 104.4조원으
로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20년 55.1조원에서 2090년 
330.9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에 비해 약 3배 높은 지출의 증가
율로 인해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에서 2030년과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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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적자로 전환된 뒤 2090년까지 226.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도 점점 증가하여 2078년에 6.1%로 최고 수준을 보
인 뒤 2090년 5.5%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수입 55.7 116.6 118.2 106.0 92.6 96.1 100.1 104.4 0.9 
지출 55.1 95.7 149.1 210.0 268.7 314.0 335.7 330.9 2.6 

재정수지 0.6 20.9 －31.0 －104.0 －176.2 －217.9 －235.5 －226.7 　
(GDP대비 비율) (0.02) (0.88) (－1.10) (－3.32) (－5.17) (－5.96) (－6.04) (－5.48) 　

적립금 775.6 1,068.5 1,054.0 438.3 25.0 28.4 31.6 35.0
(GDP대비 비율) (40.10) (44.34) (37.68) (13.97) (0.73) (0.77) (0.81) (0.84)

국
민
연
금

수입 33.2 89.6 89.5 75.2 60.7 64.1 67.6 73.0 1.1 
지출 29.9 59.5 103.5 155.3 206.2 244.0 260.0 251.0 3.1 

재정수지 3.3 30.1 －14.1 －80.1 －145.5 －179.9 －192.4 －178.0 　
(GDP대비 비율) (0.17) (1.25) (－0.50) (－2.55) (－4.26) (－4.92) (－4.94) (－4.30) 　

적립금 740.0 1,027.7 1,019.9 416.4 - - - -
(GDP대비 비율) (38.3) (42.6) (36.5) (13.3) - - - -

공
무
원
연
금

수입 16.1 19.5 21.1 23.1 24.6 24.9 25.5 24.5 0.6 
지출 18.2 26.3 33.3 40.3 45.9 49.9 53.3 56.6 1.6 

재정수지 －2.1 －6.8 －12.2 －17.2 －21.4 －25.0 －27.8 －32.1 　
(GDP대비 비율) (－0.11) (－0.28) (－0.43) (－0.55) (－0.63) (－0.68) (－0.71) (－0.78) 　

적립금 12.4 14.9 17.5 20.3 23.3 26.5 29.6 32.8 　
(GDP대비 비율) (0.64) (0.62) (0.62) (0.65) (0.68) (0.72) (0.76) (0.79) 　

사
학
연
금

수입 4.6 5.4 5.3 5.2 4.6 4.2 4.0 3.7 －0.3
지출 3.5 5.3 6.6 7.7 8.9 11.4 13.2 13.5 2.0

재정수지 1.1 0.1 －1.3 －2.5 －4.3 －7.2 －9.1 －9.9 
(GDP대비 비율) (0.06) (0.01) (－0.05) (－0.08) (－0.13) (－0.20) (－0.24) (－0.25) 

적립금 21.9 24.5 15.1 - - - - -
(GDP대비 비율) (1.18) (1.06) (0.56) - - - - -

군
인
연
금

수입 1.8 2.1 2.3 2.5 2.7 2.9 3.0 3.2 0.8 
지출 3.5 4.6 5.7 6.7 7.7 8.7 9.2 9.8 1.5 

재정수지 －1.7 －2.5 －3.4 －4.2 －5.0 －5.8 －6.2 －6.7 　
(GDP대비 비율) (－0.10) (－0.11) (－0.12) (－0.14) (－0.15) (－0.16) (－0.16) (－0.16) 　

적립금 1.3 1.4 1.5 1.6 1.7 1.9 2.0 2.2 　
(GDP대비 비율) (0.07) (0.06) (0.05) (0.05) (0.05) (0.05) (0.05) (0.05) 　

주: 1)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되고, 사학연금의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되므로 각각 
2060년 이후와 2050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음

2) 각각의 공적연금 제도 차이로 인해 전망결과 및 분석결과의 직접 비교는 해석에 유의 필요
3)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표 5] 공적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



146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연금별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33.2조원에서 2090년 73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의 증가에 따른 1인당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의 총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지출은 불
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29.9조원에서 2090년 251조원까지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급여액의 연평균증가율은 3.1%로 보험료수입의 연평균증가율 0.6%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는 수급자 수 및 1인당 연금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38년 3.5조원을 정점으로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90년 －178조원까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59년 이후 4~5%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
되었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경우 2038년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대 수준인 1,344.6조
원(불변가격 1,072조원)에 달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38.3%에서 2029년 42.8%까지 증가한 뒤, 적
립금이 소진되는 2055년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최근 전망인 ｢2020~2060 장기재정전망｣(2020. 9.)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전망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각
각 3년과 1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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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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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무원연금 수입은 2020년 16.1조원에서 2090년 24.5조원으로 증가할 전
망이다. 공무원연금 보험료 수입은 2020년 13.4조원에서 2090년 18.9조원으로 연
평균 0.5%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 수가 2070년경까지는 120만명 수준이 유
지되고 소득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가입자 수 
감소11)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은 수급자 수 및 1인당 연금
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20년 18.2조원에서 연평균 1.6% 증가하여 2090
년 56.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1조원에서 점점 적자 규
모가 증가하여 2090년 32.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
도 2020년 0.11%에서 2060년 0.63%, 2090년에는 0.78%까지 증가하여 2020년 
대비 약 7배의 증가 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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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선행연구인 이태석 외(2016)의 전망결과와 비교해보면, 전망기간 초반에는 본 연구
의 재정수지가 더 양호하나 2040년 이후부터는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최근 공무원 증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이태석 외(2016)보다 
더 많게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전망기간 초반 기여금수입을 증가
시켜 재정수지도 양호하게 된다. 그러나 중반 이후에는 초반에 증가된 가입자가 수급자 
수로 전환되면서 급여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커져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

11)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공무원 증원 계획과 일정 시점에 OECD 국가 평균(인구 1,000명 당 33명, 
일반직 기준)에 도달한다는 목표 등을 전제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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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편, 정부의 최근 전망인 ｢2020~2060 장기재정전망｣(2020. 9.)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0년 0.1%, 2040년 0.4%, 2060년 0.6%로 본 연구의 전망결과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7] 공무원연금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비교
(단위: %)

셋째, 사학연금 수입은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부담금 수입의 감소의 영향
으로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4.6조원에서 2090년 3.7조원까지 감소(연평균 증가
율 －0.3%)할 전망이다. 사학연금 지출은 수급자 수의 꾸준한 증가로 불변가격 기준으
로 2020년 3.5조원에서 2090년 13.5조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적립금의 경우 사학연금은 2032년 최대 적립금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
이다. 소진된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GDP 대비 비율이 
2090년 0.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2020년)에서 재정수지의 적자전환 시점을 2029년으로 전망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전망된 시점인 2033년보다도 4년 앞선 시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급격
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전망된 가입자 수보다 전망기간 동안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이 본 연구 결과보
다 더 앞선 시점으로 전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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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19~2090년
(단위: 조원)

마지막으로 군인연금 수입은 2020년 1.8조원에서 2090년 3.2조원으로 연평균 
0.8%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가입자 수를 2024년 이후 18.9만명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군인연금 지출은 전망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할 전망인데, 보험료수입의 연평균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수급자 수 및 1인당 
연금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
이지만,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입의 증가율은 0.2%p 높고 지출의 증가율은 0.1%p 낮
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가 공무원연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전망이다. 
이는 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2020
년 0.11%에서 2090년 0.78%로 7배 증가하였지만, 군인연금은 2020년 0.10%에서 
2040년 0.12%, 2060년 0.15%, 2090년 0.16%로 증가하여 2020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2)

정부의 최근 전망인 ｢2020~2060 장기재정전망｣(2020. 9.)은 GDP 대비 재정수
지 적자 비율이 2020년 0.09%, 2040년 0.13%, 2060년 0.17%로 본 연구의 전망
결과보다 0.01~0.02%p 차이가 있다. 정부와 본 연구가 추계한 수급자 수의 증가속도
에서 차이가 있어 재정수지 적자에서 미미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2) 군인연금의 가입자 수는 군인 정원에 의해 일정 수준 유지되어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여야 연금수급 자격이 발생함에 따라 연간 2만여 명의 전역자 약 15%
가 퇴역연금을 수급하고 나머지 85%는 일시금을 받게 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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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4. 재정평가지표 분석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별연금을 대상으로 재정평
가지표의 적용과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평가, 지속가능
성 등과 관련하여 원종욱(2012)은 연금제도의 적립방식에 따라 재정평가지표를 구분하
여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완전적립방식의 경우에는 연간 적립률로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불안정성이 높은 부분적립방식 또는 수정적립방식
의 경우에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후 연구에서 원종욱(2015)은 부과방식으로 진입할 경우 적립배율이 가장 보편적인 총
괄 지표인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지표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정도진 외(2018)는 적립배율은 평가시점의 기보유 적립기금을 
적용하는 단기적 개념의 지표로 현재의 적립금을 재정지출액과 비교하는 것으로 단기간
의 유동성 평가에는 적합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는 변동폭이 커서 평가지표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Hirose(2011)는 
공적연금 재정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부과방식비용률과 
적립배율, 균형비(balance ratio)를 유용한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주요 재정평가지표인 적립배율과 부과방식비용률
을 산출하였다. 먼저, 적립배율(=적립금/연금급여)은 당해 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
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립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사학
연금의 경우에 재정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점검하기에 유용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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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2015; Hirose 201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적립배율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25.3배, 6.4배이고, 점차 감소하다가 적립금 소진시점 이후에는 적립배율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 2030 2040 2048 2050 2055

국민
연금

적립금 740.0 1,027.7 1,019.9 661.4 416.4 －
연금급여 29.2 58.6 102.5 145.2 155.3 176.5 
적립배율 25.3 17.5 10.0 4.6 2.7 －

사학
연금

적립금 21.9 24.5 15.1 － － － 
연금급여 3.5 5.3 6.6 7.5 7.7 8.0
적립배율 6.4 4.7 2.3 － － －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표 6] 공적연금 적립배율 전망: 2020~2055년
(단위: 조원, 배)

부과방식비용률(=연금급여 지출/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당해 연도 연금급여액을 
당해 연도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서만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
율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는 비용률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
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재정규모로 해석이 가능하
다. 지표 분석결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여 2090년 
48.4% 및 55.4%로 2020년 대비 약 2배 및 4배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는 현행 보험료율 보다 낮은 값을 보이지만 국민연금
은 2090년 5.7배인 31.6%에 달하고, 특히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2090
년 6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국민연금 5.5 9.3 15.1 22.5 31.0 35.2 35.6 31.6 

공무원연금 20.9 25.8 30.7 34.5 37.8 40.2 42.7 48.4 
사학연금 15.2 20.6 24.7 26.9 35.3 49.2  59.7  67.3  
군인연금 30.9 36.6  41.8  45.8  49.6  52.6  53.6  55.4  

[표 7]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전망: 2020~209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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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핵심지표 이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도부양비와 수익비에 대해서도 전망하
였다. 먼저 제도부양비13) 지표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입자 수의 감소 등으로 전망기간 후반에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보다 높은 제도부양비가 
예상된다.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교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그 규모가 절반 수준으
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0년 대비 2090년에 10.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국민연금 19.4 33.8 60.0 93.1 125.1 135.1 131.2 116.0 

공무원연금 39.1 45.3 54.2 63.0 73.2 84.8 95.7 107.1
사학연금 21.8 31.4 44.5 62.7 103.4 155.3 192.2 229.3 
군인연금 40.8 47.1 53.4 58.2 62.4 64.0 65.6 66.1 

[표 8]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전망: 2020~2090년
(단위: 명)

수익비14) 지표 분석결과, 4대 공적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보험료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최근 출생한 연령대일수록 수익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대 공적연금의 수익비는 연금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2이상의 
수익비를 보여,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저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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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입시점 및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비 추계
(단위: 배)

13) 제도부양비(=[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수/가입자 수]×100)는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연
금 수급자 수를 의미한다. 

14) 수익비(=연금 수급기간 동안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금의 현재가치)는 특
정 연령대(코호트:cohort)의 보험료 납입금과 연금급여 수급액의 비율을 현재가치로 비교한 값이다. 
즉, 동 지표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많은 연금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각각 출생한 5개 범주의 
대상자에 대해 가입기간 25년, 연급 수급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수익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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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나리오 분석

본 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들을 조합한 시나리오
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연금별 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시나리오는 각 연금
별 개혁과정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연금에 적합하
고 실현 가능성 있는 조합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는 정부가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2018) 및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2018) 등에서 그 동안 논의하였던 내용을 비롯하여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3개 변수의 조합을 
통한 5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보험료율은 수입을 확충할 수 있
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안을 반영하였다. 2028년 40%까지 낮아
지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를 충족하기에 연금급여액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 의식과 보험료율 인상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도수용
성 측면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반영하였다. 수급개시연령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기대여명과 우리나라보다 수급개시연령이 늦은 독일, 일본 등 해외사
례15)를 고려하여 상향하는 안을 반영하였다. 시나리오②의 가입연령 연장은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연령만큼 가입기간을 2년 연장시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용하였다.

15) 독일과 일본 모두 2020년 현재 67세이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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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가입연령

기본가정 9% 40% 65세(2034년~) 18~59세
시나리오① 9% 40% 67세(+2세)

∙ 2038년~43년: 66세
∙ 2044년~: 67세

18~59세
시나리오② 9% 40% 18~61세(2년 연장)
시나리오③ 12%(+3%p) 45% 18~59세
시나리오④ 14%(+5%p) 45% 18~59세
시나리오⑤ 18%(+9%p) 45% 18~59세

주: 1) 시나리오③의 보험료율은 2021~2030년간 매년 0.3%p 인상 가정
2) 시나리오④의 보험료율은 2021~2030년간 매년 0.5%p 인상 가정
3) 시나리오⑤의 보험료율은 2021년 10%로 인상한 뒤, 2041년까지 매년 0.4%p 인상 가정

[표 9]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전망결과 보험료율 18%, 소득대체율 45%, 67세 수급개시를 적용한 시나리오⑤가 
연평균 79.1조원으로 가장 큰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소진 시점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나리오③은 8년, 시나리오④는 
14년, 시나리오⑤는 25년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전망기간에 한해서
는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나 가입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등 지출에 상대적
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보험료율 조정은 재정수지 개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다만, 가입기간 2년 연장을 유일하게 적용하였던 
시나리오②는 연평균 11.3조원으로 가장 작은 재정수지 개선효과 예상된다. 이는 전망
기간 초반에는 보험료수입 증가로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나 후반으로 갈수록 연금지출
의 증가로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연평균액
기본가정 3.3 30.1 -14.1 -80.1 -145.5 -179.9 -192.4 -178.0 -92.3 

증
가
액

시나리오① - -0.1 15.7 21.0 23.3 19.6 21.6 19.9 15.1 
시나리오② - 0.0 19.1 20.4 17.6 10.0 11.5 11.7 11.3 
시나리오③ - 21.1 43.3 47.3 37.6 15.1 15.2 15.9 26.4 
시나리오④ - 35.5 64.3 85.3 67.7 29.3 30.2 32.2 45.8 
시나리오⑤ - 33.2 92.4 127.2 117.4 87.6 60.2 64.6 79.1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표 10]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16) 전망시계를 70년에서 더 확대할 경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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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경상가격 기준)
(단위: 조원)

     주: 불변가격은 경상가격으로 전망한 결과를 현재시점의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환산한 
가액임. 단, 적립금의 경우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적립금 도달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함

각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재정평가 지표인 적립배율을 전
망해보았다. 시나리오①은 수급개시 연령만 연장하였기 때문에 기본가정 대비 적립배율
의 개선폭이 크지 않지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기본가정보다 적립배
율이 개선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료율의 인상 수준이 가장 높은 시나리
오⑤의 경우 적립금의 소진시기도 기본가정보다 25년이나 늦춰지기 때문에 적립배율이 
2060년까지 10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2080년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적립
배율이 측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 2030 2040 2048 2050 2055 2060 2070 2080
기본가정 25.35 17.53 9.95 4.03 2.70 － － － －

적립
배율

시나리오① 25.35 17.49 11.10 5.85 4.48 1.26 － － －
시나리오② 25.35 17.52 11.25 5.92 4.53 1.32 － － －
시나리오③ 25.35 19.13 14.06 9.61 8.22 5.11 1.88 － －
시나리오④ 25.35 20.31 16.41 12.64 11.45 8.48 5.28 － －
시나리오⑤ 25.35 20.39 17.75 15.51 14.58 12.64 9.98 4.44 －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표 11]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배율 전망: 2020~2080년
(단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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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ㆍ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나리오는 
연금지급률 인하와 수급개시연령 상향 등 지출 감소 방안을 조합하되, 수급개시연령 상
향으로 소득공백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추가
하여 구성하였다.

수준(변동 폭)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정년

현행 (’20년) 1.79% → (’25년) 1.74% 
→ (’30년) 1.72% → (’35년) 1.7% (’33년~) 65세 공무원 및 사학일반직(공) 60세

사학교원(사) 65세

시나리오① 현행 기준 유지 (’33년) 65세
→ (’36년) 66세

→ (’39년~) 67세

(’33년) 60세(공), 65세(사)
→ (’36년) 61세(공), 66세(사)
→ (’39년~) 62세(공), 67세(사)시나리오② (’20년) 1.79% → (’25년) 1.64% 

→ (’30년) 1.57% → (’35년) 1.5%
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2개 연금개혁이 함께 추진된 점을 고

려하여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

[표 12] 공무원ㆍ사학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①과 ②의 분석결과를 보면,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연
평균 재정수지는 기준선 대비 각각 2.9조원과 5.0조원,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연평균 
각각 0.9조원과 1.4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적립금 소
진 시점은 시나리오①이 기준선 대비 3년, 시나리오②가 기준선 대비 4년 늦추어질 것
으로 전망되었다. 정년연장은 전망기간 초반에는 보험료 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개선 폭
이 커지지만, 전망기간 후반에는 정년이 연장된 만큼 연금급여액이 증가하면서 수급개
시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급률 
인하는 전망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재정수지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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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무원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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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학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기준 

사학연금의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적립배율을 전망하였
다. 기본가정과 비교하면 2030년 이전까지는 시나리오에 따른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고, 2030년부터 시나리오②에서 차츰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개선폭은 크지 않았다.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효과는 2035년 이후에 명확해지는데, 이는 시나리오①
과 시나리오②의 적립배율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기본가정 6.36 5.58 4.66 3.62 2.30 0.86 － － －

적립
배율

시나리오① 6.36 5.58 4.66 3.62 2.44 1.29 0.10 － －
시나리오② 6.36 5.58 4.67 3.65 2.52 1.42 0.33 － －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표 13] 시나리오에 따른 사학연금 적립배율 전망: 2020~2060년
(단위: 배)

3.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 인상(14→18%)과 연금지급률 인하(1.9→
1.7%)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부터 
적용된 보험료율(14%)과 연금지급률(1.9%)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어 
직역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인연금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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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공무원연금개혁에 상응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군인
연금의 재정수지 변화를 분석한다.

변수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유족연금지급률 연금액 인상률

기준선 14% 1.9%
70%

(2013년 7월 이후 
임용자 60%)

소비자물가상승률

시나리오① 18%(+4%p) 1.9% 60%
(임용시기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

2021~2025년 0%
(한시적 동결)

이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시나리오② 18%(+4%p) 1.7%(－0.2%p)
시나리오③ 18%(+4%p) 1.5%(－0.4%p)

[표 14] 군인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망결과를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기준선 대비 군인연금 재정수지 적
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개선 폭은 보험료 수입 확충 효과와 
더불어 연금지급률 인하를 포함하여 급여지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시나리오③의 재정
수지가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연평균액
기준선 －1.74 －2.55 －3.38 －4.19 －4.99 －5.79 －6.19 －6.67 －4.46 

증
가
액

시나리오① － 0.59 0.60 0.61 0.59 0.62 0.61 0.63 0.58 
시나리오② － 0.62 0.75 0.93 1.14 1.36 1.45 1.53 1.02 
시나리오③ － 0.63 0.85 1.22 1.65 2.09 2.29 2.44 1.44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기준

[표 15] 군인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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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본고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모두 지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국민연금
과 사학연금은 각각 2055년과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등 재정전망 전반부는 재
정수지 흑자를 보이지만, 후반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적립배율, 부과방식비용률 등 다양한 재정평가지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따라서 4개 공적연금은 장기적으로 수입확대, 지출감소 등의 재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각 연금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의 네 차례에 걸친 재정계산 및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소득대체율을 인하시키는 1차 
재정계산 이후 사회적 합의 도달하지 못하여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의 재
정전망 결과는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 요인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지출 감소 
요인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가능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학연금은 전망기간 동안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가 상대
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제도부양비 및 부과방식비용률 등의 재정평가지표 분석에서 타 연금에 비하여 미
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학연금의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48년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금 소진 시점보다도 7년이나 빠른 결과이다. 지금까지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오히려 적립금 소진에 관한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적립금이 이미 소진되어 재정수지 적자는 보전금
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망결과에서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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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인연금도 재정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타 직역연
금과 다르게 최근 연금개혁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인
하 등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전
금으로 적자를 이미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일회성의 변화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의 재정개선은 일반적으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등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의 제도개선은 유연하게 결정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후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경
직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연
금의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률 개정이 
어려워진다. 연금의 재정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 자동조정장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
해 한번 도입하면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
료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북구유럽 국가
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4대 공적연금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적립금 등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평가지표 및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각 공
적연금별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함께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금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인 재정목표 수립에 관한 논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평가지표 개발, 인구구조 및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등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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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baseline projections of revenues, spendings, deficits and reserves of 

Korea’s four public pensions – the National Pensi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the Military Pension, the Teacher’s Pension – for the next 70 years under the 

assumption that current laws generally remain unchanged. In these projections, any of 

the public pensions is unlikely to secure sustainability in the long ru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Teacher’s Pension start posting deficits by 2039 and 2033 and their 

reserves are depleted in 2055 and 2048, respectively. The projected sums of deficit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nd the Military Pension, which have already been 

in deficit since 1993 and 1973 and therefore had fiscal supports from government, rise 

from 3.8 trillion won (0.21% of GDP) in 2020 to 38.8 trillion won (0.94% of GDP) 

in 2090. Expanding on baseline projections, this paper also presents how the fiscal 

status would evolve under alternative scenarios that incorporate various policy means, 

such as raising premium rates, reducing payouts etc., of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Keywords: Korea’s Public Pensions, The Long-term Projections, The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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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은경**

국문초록

2009년에 국가회계법이 시행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기존의 단

년도 방식의 단식부기 예ㆍ결산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친 결산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등의 

품질평가를 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계정과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평가

하였다. 분석결과, 2011~2019년 동안 총 200.1조원의 오류액이 집계되었고, 오류액은 일정

하게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류유

형은 자산의 누락, 면적 혹은 금액 입력 오류 등 주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관서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

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

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국가회계,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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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9.1.1.자로 ｢국가회계법｣을 시행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 규모를 측정가능하게 되었다. 
2011회계연도에 국가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최초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국가
의 총자산은 1,525조원이며, 부채는 77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2조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 프로그
램원가 등의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
데,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
표에 보고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훼손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
다(오광욱 등 2014).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가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
가 다소 이루어져 왔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회계처리상의 오류
에 따른 재무정보의 품질저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김봉환 등 2016; 
정아름 외 2020).

한편, 국가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활동
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국방, 치안 등의 국가의 유지에서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도로신설 등), 국민의 복지(저소득층 지원 등)등에 걸쳐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으
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국가재무제표가 국민, 국회는 물론 정책사
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국가회계제도 및 국가재무제표의 유용
성에 대해 기술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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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회계결산과 관련하여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하여 
오류발생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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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국가재무제표의 구성과 신뢰성

정부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결산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
를 위해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2009.1.1.일자로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09회계연도 국
가결산보고서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
으며, 2011년부터는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회계ㆍ기금의 
자산과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
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총자산 중 정책사업에 활용되는 융자규모와 매년 융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의 측정이 가능하며,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매년도 예산편성 
결과, 연도 말 시점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규모와 총자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 및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총자산과 부채의 추이분석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비용에서 국세수익, 비
배분수익 등의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로, 최종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값이 
양(+)이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국세 등의 수익보다 많았음을 의미
한다.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투입된 원가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
표이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기
말순자산이 산출된다. 이와 같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국가재
무제표가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재정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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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회계

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며,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질이 매우 중
요하다. 이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
요 속성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삼일인포마인
2017).

결국,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
어야 하는데, 만약, 회계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
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그 측정대상의 크기
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삼일인포마인
2017). 따라서, 회계 상의 수치 오류 등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와 관련된 법령인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및 국가회계기준 제4조(일반원칙)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동법
에 따르면 주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표현의 충
실성, 기간 간 비교가능성 등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동법의 
경우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질적 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
게 질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최연식 등 
2016). 이와 관련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살펴본 결과,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
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가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류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무제표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무제표 상
의 지속적 오류 발생은 신뢰를 저하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야 할 필요가 있다.



168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정부는 2011년 이후 총 9차례의 결산을 실시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원
의 회계결산검사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측면이 있으며, 주로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제고와 관련하여 실증분석보다는 정책제
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본 연구와 관련성이 밀접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
성 혹은 자산과 부채의 과소, 과대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세부계정을 중심으로 국가재무제표 수치의 
왜곡을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봉완 2013; 최연식 등 2017).

김봉환(2013)은 2010~2011년 단기미수채권에 대해 보고한 39개의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 분석
을 통해 외부감시가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며, 재무정보 제공기관과 재무
정보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가 더 보수적으로 회계보고를 
요구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최연식 등(2017)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앙정부 부분의 우발부채를 사례로 
국가회계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결산충당부채 인식요건과 정부부문 특수성, 우리나라 재정환경 및 재정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복지출 우발부채 항목들을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
고 장기적인 미래 자원 유출 전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국가부채
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관련한 선
행연구는 김봉환 등(2016)과 정아름 등(2020), 김수성ㆍ최원석(2016) 등이 있다. 

김봉환 등(2016)은 2011~2014년 동안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용해 국가재무제
표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2011~201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석기간 동
안 결산 정보가 누락없이 제공된 38개 중앙부처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기간 

1)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제고를 위한 선행연구로 심재영ㆍ윤재원(2016)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해설, 국가재무제표 Q&A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정도진 등(2015)은 국가재무제표
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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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가 통ㆍ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처가 제외됨에 따라 국가재
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분석기간도 4년에 불과하
여 오류금액의 추이분석에 한계점이 나타났다. 동 연구는 상대적으로 점차 국가재무제
표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연구와 관련해서 2015년 이후
에 오류 총액이 급증하거나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개선되
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정아름ㆍ정도진(2020)은 2011~2018년 동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
적사항의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지적되는 오류 금액의 불규칙성을 발견하고, 국가재무
제표 결산검사의 체계적 수행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동 연구는 
감사원의 지적오류를 전수조사하고,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된 오류유형이 다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 사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결산 및 감사인원 하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총자산, 프로그램 총원가 등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어떤 부처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오류가 지
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된 자원 내의 효
율적인 오류통제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수성ㆍ최원석(2016)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기금 결산과 국가회계 결산을 상호 
비교하여, 기금 결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회계 결산 시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국가
회계 실체의 하나인 연금기금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금통합결산재무제표 작성 상
에 발생하는 오류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교육 미흡, 계정과목 매핑과정 상등에서 오
류가 발생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강조하였다. 동 연구는 연금기금 분석사례를 통하여 오류가 발생
하는 원인을 파악하였지만, 중앙부처 중에서도 특정 부처의 기금을 사례로 분석함으로
써 전체 부처에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최초 재무제표 작성연도인 2011년부터 2019년까
지로 설정함으로써 9년 동안의 오류금액의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등
에서 일부 부처에 대한 오류액을 측정하거나, 감사원의 지적건수 등에 한정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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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전체 부처를 망라하는 오류총액을 집계하였다. 즉, 오류총액
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포함하는 전체 부처에 대한 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집계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오류총액 상위 부처의 오류
액을 집계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재무제표 항목을 규명함으로써 제한된 결산 및 결산검
사 인원으로 효과적인 오류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도
모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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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재무제표의 오류총액 분석

1. 분석대상 및 평가방법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오류크기로 측
정이 가능하다. 즉,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과거기간 동안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이
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 혹은 왜곡표시된 오류항목은 
재무제표 신뢰성 측정을 위한 대용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신뢰성의 주요 분석지표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금액을 사용
하며, 오류금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부처별 회계오류 수정금액(이하 ‘감사원 수
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감사원 수정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
한 회계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한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재무제표가 확정
된 것을 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
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
산의 변화를 수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은 오류총액으
로, 2011~2019년도 기간의 54개 중앙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의 재정운
영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사항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산정한 오류 금액에 대해 부처별 비교를 수행하고, 계정별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분석은 부처별, 계정별 오류 금액의 발생원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으로는 해당 부처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기반으로 한 질적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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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관 및 기간

➡

분석대상

➡

분석내용

➡

분석방법

2019년 말 기준의 
54개 중앙관서 국가 재무제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① 전체 부처의 
오류금액

질적분석
(부처 담당자와 

인터뷰 및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서면질의 실시)

② 오류발생 상위
4개 부처별 계정별

오류금액

2011~2019 감사원 수정사항, 
전기오류수정손익

[표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2. 국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추이(2011~2019)

본 연구의 심층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11~2019년도의 국가재정상태 및 
국가재정운영 추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의 부채는 1,744조원으로 2011회계연도의 부채 773조원 대비 971조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1~2019회계연도 동안 자산은 774조원 증가하는데 그쳐 국가의 순자산
은 2011년 752조원이었던데 반해 2019년도 197조원이 감소하는 추세로, 부채를 중
심으로 국가의 총자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1] 국가재무제표 상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추이 현황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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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재정운영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프로그램원가 등의 비용은 254조원 이후 매년 증가
하여 2019년에는 395조원으로 55.5%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세 등의 수익은 
2012년 255조원에서 2019년에 352조원으로 38.0% 증가하고 있다. 

8개 연도 중 국세 등의 수익이 프로그램원가 등의 비용을 초과하는 해는 2012년
(1조원), 2015년(27조원), 2018년(8조원) 3년에 그치고 있으며, 2013~2014년, 2016~
2017년, 2019년에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다. 2012~2019년 동안 누적적으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규모는 123조원이다. 

국세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운영결과는 누적적으
로 손실(원가가 수익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의 부족분을 차입부채 
확대 등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2] 국세 등의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등 추이 현황
(단위: 조원)

3. 분석결과

가. 국가재무제표 오류총액 분석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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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정액이 일정한 추세(증가 혹
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2011~2019년 동안 총 118.7조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2014년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2조원, 16.5조원의 오류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1~2019년 동안 81.4조원 발생하였고,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이던 수치는 2014년에 13.6조원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추세이다가 2017년에 
15.9조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6.9조원인데, 이
는 최저치인 4.4조원보다 여전히 높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감사원 수정사항 18.6 18.5 15.4 11.9 7.0 12.5 4.1 14.2 16.5 118.7

전기오류수정손익 0 12.6 4.4 13.6 11.9 7.3 15.9 8.8 6.9 81.4

합   계 18.6 31.1 19.8 25.5 18.9 19.8 20.0 23.0 23.4 200.1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2]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현황
(단위: 조원)

2011년에는 부처별로 수정금액을 파악하지 못하여 2012~2019년 동안의 감사원 
수정사항을 집계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총 33조원, 방위사업청에서 14.2조원, 국방
부에서 11.9조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4조원, 해양수산부에서 6.8조원 등의 수정사
항이 발생하였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주로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이 많은 부처에서 발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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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토교통부
과대 △2.0 △0.9 △0.1 △0.2 △2.6 △0.9 △2.5 △3.4 △12.6 
과소 2.7 1.3 1.3 0.8 6.3 1.0 4.3 2.7 20.4 
합계 4.8 2.2 1.4 1.0 8.9 1.9 6.8 6.1 33.0 

방위사업청
과대 △0.1 △0.4 △0.5 △0.3 △0.5 △0.5 △0.4 △3.6 △6.1 
과소 2.5 1.4 0.0 0.1 0.5 0.1 0.1 3.3 8.1 
합계 2.6 1.8 0.5 0.4 0.9 0.6 0.5 6.9 14.2 

국방부
과대 △2.0 △1.3 △0.8 △0.6 △0.1 △0.2 △0.8 △0.2 △6.1 
과소 1.3 1.2 0.3 1.3 0.2 0.2 1.0 0.3 5.8 
합계 3.3 2.5 1.1 1.9 0.3 0.4 1.9 0.5 11.9 

해양수산부
과대 0.0 △0.1 △0.8 △0.2 0.0 △0.2 △0.8 △0.8 △3.0 
과소 0.0 0.7 0.5 0.1 0.1 0.3 2.0 0.2 3.9 
합계 0.0 0.9 1.3 0.3 0.1 0.5 2.8 1.1 6.8 

농림축산식품부
과대 △0.1 △1.7 △0.3 △0.5 0.0 △0.1 △0.1 0.0 △2.8 
과소 0.1 0.1 1.4 0.0 0.7 0.0 0.1 0.1 2.5 
합계 0.2 1.8 1.8 0.5 0.7 0.1 0.2 0.1 5.4 

교육부
과대 △0.2 △0.3 △0.7 0.0 0.0 0.0 0.0 0.0 △1.2 
과소 0.3 0.2 2.8 0.0 0.1 0.0 0.0 0.8 4.1 
합계 0.4 0.5 3.5 0.0 0.1 0.0 0.0 0.8 5.3 

기타부처
과대 △5.4 △2.7 △0.9 △1.5 △0.8 △0.4 △0.7 △0.3 △12.6 
과소 1.8 2.9 1.5 1.4 0.7 0.2 1.3 0.9 10.7 
합계 7.2 5.6 2.4 2.8 1.5 0.6 2.0 1.2 23.3 

총합계
과대 △9.7 △7.5 △4.0 △3.2 △3.9 △2.4 △5.3 △8.3 △44.4 
과소 8.8 7.9 7.9 3.7 8.5 1.7 8.9 8.2 55.5 
합계 18.5 15.4 11.9 6.9 12.5 4.1 14.2 16.5 99.9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3] 부처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수정사항 현황
(단위: 조원)

감사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처는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감사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많이 발생하
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타났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012~2019년 동안 
30.2조원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동 기간 동안 25조 4,117억원의 전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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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동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8조 3,525억원, 농림축산식
품부는 3조 6,672억원, 농촌진흥청은 1조 7,386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
였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토
교통부

전기오류수정이익 17,759 6,308 49,944 45,992 7,089 4,435 7,910 13,897 153,334
전기오류수정손실 17,027 4,518 10,004 21,573 13,130 44,202 19,022 19,386 148,862

합  계 34,786 10,826 59,948 67,565 20,219 48,636 26,932 33,283 302,195

국방부
전기오류수정이익 27,669 18 20,507 10,861 17,676 50,165 10,486 7,062 144,444
전기오류수정손실 30,349 676 22,512 7,934 2,958 30,612 8,649 5,983 109,673

합  계 58,018 694 43,019 18,795 20,634 80,777 19,135 13,045 254,117

해양
수산부

전기오류수정이익 0 12,888 4,242 4,395 1,682 1,831 28,706 1,337 55,081
전기오류수정손실 0 1,775 3,040 2,466 2,906 2,225 4,855 11,177 28,444

합  계 0 14,663 7,282 6,861 4,588 4,056 33,561 12,514 83,525

농림
축산

식품부

전기오류수정이익 2 0 10,556 402 243 3,350 762 436 15,751
전기오류수정손실 757 0 463 620 2,775 15,089 835 382 20,921

합  계 759 0 11,019 1,022 3,018 18,439 1,597 818 36,672

농촌
진흥청

전기오류수정이익 82 14 72 8,429 59 16 5 12 8,689
전기오류수정손실 155 149 17 8,333 35 5 2 1 8,697 

합  계 237 163 89 16,762 94 21 7 13 17,386

소계
전기오류수정이익 45,512 19,228 85,321 70,080 26,749 59,797 47,869 22,744 377,300
전기오류수정손실 48,288 7,118 36,036 40,926 21,804 92,134 33,363 36,929 316,598

합  계 93,800 26,346 121,357 111,006 48,553 151,931 81,232 59,673 693,898

전체
부처

전기오류수정이익 59,116 27,648 89,986 75,385 36,857 63,868 50,335 25,850 429,045
전기오류수정손실 67,053 16,297 46,310 43,945 35,818 95,339 37,966 42,743 385,471

합  계 126,169 43,945 136,296 119,330 72,675 159,207 88,301 68,593 814,516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4]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억원)

다음으로, 2012~2019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2017년
도를 기준으로 부처별로 오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17년 인식한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규모는 각각 총
자산의 3.9%, 2.9%에 이르고 있어,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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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30,612 44,202 15,089 5,436 95,339 
전기오류수정이익 50,165 4,435 3,350 5,918 63,867 

합  계 80,777 48,637 18,439 11,354 159,207 
총자산 2,049,523 6,350,627 643,778 11,581,226 20,625,154 
비  중 3.9 0.8 2.9 0.1 0.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5] 2017회계연도 주요 부처별 총자산 대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금액에 대한 중요성 
금액을 산출하지 않지만, 오류금액의 중요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중요성 판단산식을 기준으로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총자산, 순원가 등을 대입하여 
중요성기준 금액 등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요성 기준비율
의 8.27배, 농림축산식품부는 5.03배이며, 국방부는 Ⅱ단계, 농림축산식품부는 Ⅲ단계 
수준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서 미치는 영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기오류수정손익(a) 48,637 80,777 18,439 4,056

2017회계연도말 자산총계 6,350,627 2,049,523 643,778 269,944
2017회계연도 순원가 157,668 393,398 89,005 31,709

규모금액(b) 3,254,148 1,221,461 366,392 150,827
규모조정계수(c) 5 5 4 4

규모비율[d=a/(b/c)] 7.47 33.06 20.13 10.76
중요성기준비율(e) 4.00 4.00 4.00 4.00

중요도기준비율대비 배수(d/e) 1.87 8.27 5.03 2.69
중요도 기준 Ⅴ Ⅱ Ⅲ Ⅳ

주: 1) 규모금액은 기말 자산총계와 순원가의 평균 금액임.
2) 규모조정계수는 규모금액 구간별로 0.4~5까지임
3) 규모비율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

ㆍ과소 계상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중요성 판단기준 비율을 4%로 적용함.
4) 중요도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관련 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산출되며, Ⅰ단계

(16배 이상), Ⅱ단계(8~16배), Ⅲ단계(4~8배), Ⅳ단계(2~4배), Ⅴ단계(1~2배)로 갈수록 전기
오류수정손익이 총자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6] 전기오류수정손익 상위 4개 부처별 중요성 기준금액 및 중요도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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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첨2> ‘감리결과조치양형기준’
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 단계별 조치기준(회사 및 임직원)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방부의 경우 중요도는 Ⅱ단계이며, 오류금액이 고의에 의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까지 가능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못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게 하고, 증권발행을 제한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도 Ⅲ단계의 경
우는 Ⅱ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감사인을 지정받아 재무제표 감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리결과조치양형기준’
의 조치기준에서 감사인의 지정과 담당임원의 해임까지도 가능한 낮지 않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Ⅱ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Ⅲ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Ⅳ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표 7] 감리결과조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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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주요 계정 심층분석

국가재무제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부처별 담당자
와 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원인은 추정
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누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오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오류 사례

추정의 오류 - 대손충당금 과소 추정
- 소송충당부채

계정분류의 오류 - 건설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
- 자본적 지출(자산) 인식

계산의 오류 - 토지면적 오류에 따른 재평가 오류
- 자산가액 입력 오류

사실의 누락 등

- 토지의 재평가 누락
- 토지 및 건물가액 오류
- 토지 등의 이중등재
- 건설 중인 자산 누락
-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공항, 국도, 철도 등) 누락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8] 오류수정 유형 및 사례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총자산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
반시설의 비중이 높았다. 부처별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총자산 중에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65.3%이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총자
산 220.9조원 중 210.6조원(95.3%)가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
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6.7조원)과 사회기반시설(21조원)이 총자산 31조원 중 
89.4%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의 경우 토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유형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8.1%, 99.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이들 4개 부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이 강조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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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유형자산(a) 사회기반시설(b) 총자산(c) 비중(a+b)/c
국토교통부 131.1 306.3 669.4 65.3

국방부 210.6 0.0 220.9  95.3
농림축산식품부 44.7 0.0  64.3  69.5

해양수산부 6.7 21.0  31.0  89.4
주: 내부거래 전 금액임
자료: 각 부처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9] 2019년 말 현재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부처 중 국토교통부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많이 발생
하는 부처인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
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017년에 7,885억원의 
출자금 관련 오류를 제외하고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오류수정사항은 대부분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자산

일반유형자산 21,630 6,816 40,061 26,159 11,026 105,692 
사회기반시설 44,986 9,371 16,867 804,398 43,864 919,486 
기      타 1,345 3,142 △5,730 1,295 4,674 4,726 
소      계 67,961 19,329 51,198 831,852 59,564 1,029,904 

부        채 △3 890 449 3,331 211 4,878 
순 자 산  변 동 △392 0 △3,755 △808,252 △26,228 △838,627 

합       계 67,566 20,219 47,892 26,931 33,547 195,155 
자료: 국토교통부

[표 10] 국토교통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최근 5년 동안 총 15.2조원이며, 이는 대부분 일반유
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군수자산과 시설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주로 시설
자산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들 시설자산에 대한 전
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8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2019년의 경우에
도 전년도 시설자산 전수조사 및 전군 군수품 재물조사 후속조치 및 회계처리 오류정정
을 통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이 1.3조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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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기오류
수정이익

군수 5,044 1,148 2,036 693  126  9,047
시설 5,629 14,402 48,132 7,192 6,279 81,634
재정 188 2,126 △3  2,601 657  5,569

소계(a) 10,861 17,676 50,165 10,486 7,062 96,250

전기오류
수정손실

군수 16,067 160  2,171  2,354 229  20,981
시설 1,766 1,694 20,640 1,985 3,752 29,837
재정 △9,899 1,104 7,801 4,310 2,002 5,318

소계(b) 7,934 2,958 30,612 8,649 5,983 56,136
합계(a+b) 18,795 20,634 80,777 19,135 13,045 152,386

자료: 국방부

[표 11] 국방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해양수산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에서 2015~ 
2019년 동안 총 6조 1,580억원 발생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전기오류수정손익에는 건
설중인 자산 오류, 누락 재산 등재 및 입력 오류, 물품 누락재산 등재 및 입력 착오 오류 
수정분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와 같이 
일반유형자산 등을 중심으로 한 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기
오류
수정
이익

토      지 1,624 1,838 13 △1,277 2,248 4,446 
토지사용권 0 0 0 24,414 2,464 26,877 
건     물 59 78 13 16 4 170 

건물사용수익권 △11 0 0 917 △135 771 
구  축  물 745 781 798 390 1,946 4,660 

구축물사용수익권 0 0 0 1,974 1,944 3,918 
기     타 49 208 1,402 △21,579 2,706 △17,214 

소     계(a) 2,466 2,906 2,225 4,855 11,177 23,629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토     지 2,449 1,810 1,280 13,300 2,326 21,165 
토지사용권 △111 0 0 2,249 1,151 3,289 
건     물 1,240 38 113 28 20 1,439 

건물사용수익권 △137 0 0 108 84 55 
구  축  물 301 664 281 2,038 902 4,187 

구축물사용수익권 △419 0 0 2 171 △247 
기     타 1,073 △830 156 10,980 △3,316 8,063 

소     계(b) 4,395 1,682 1,831 28,706 1,337 37,951 
합계(a+b) 6,861 4,588 4,056 33,561 12,514 61,580 

주: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는 프로그램원가에 배부한 금액을 포함함
자료: 해양수산부

[표 12] 해양수산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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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2015~2019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
여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2015~2019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분은 토지의 단
순입력착오에 따른 오류수정, 과거 공시지가 수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말소된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거나, 토지가 이중으
로 등재됨에 따른 오류수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7년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분 1조 5,089억원 중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대장 정비사업(조
달청 위탁사업)을 통하여 국유재산대장 상에 등재되었지만 말소되거나 이중으로 등재된 
토지 정리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실분이 1조 4,9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수정사유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기오류
수정손실

토지
말소, 이중등재 토지 정리 592 2,770 14,918 726 346

과거 공시지가 수정 17 2 133 96 1
소  계(a) 609 2,771 15,051 822 347

기  타(b) 11 4 38 13 35
합  계(c=a+b) 620 2,775 15,089 835 382

전기오류
수정이익

토지

입력착오 오류수정 0 25 2,791 499 207
누락재산 등재 209 131 80 50 68

과거 공시지가 수정 165 6 381 198 9
소  계(d) 374 161 3,252 747 284

기  타(e) 28 82 98 15 152
합  계(f=d+e) 402 243 3,350 762 4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13] 농림축산식품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오류금액은 국유재산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누락,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무제
표가액을 신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산 등재 등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유재
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183

Ⅳ. 결 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
자산, 부채규모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매년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를 측정하고, 국세, 부담금 수익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상태와 연도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2019년까지 총 9회에 이르는 결산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
무제표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오류의 발생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
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오류의 발생원인 등에 대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은 총 200.1조원으로 집계되
었으며, 오류액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오류총액이 높은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의 자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부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총자산
의 65.3~89.4%에 이르고 있다. 

셋째, 오류수정의 대부분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자산가액 입력 
오류, 말소된 토지 혹은 이중 등재된 토지 정리, 토지 재평가 누락, 토지면적 오류 등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
다. 즉,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이 실
제로 존재(부존재, 면적상이 등)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오류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가액에 



184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능을 해석하면 왜
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는 것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이
에 따른 책임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2) 이는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
무제표에서 또 다른 오류의 발생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등
에 대해 고려하여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증가하기 위해 담당자 교
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적인 지식 및 재정 사업, 
국가 예ㆍ결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이해 부족,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
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로 인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
익을 합한 오류총액을 최초로 집계하고, 오류금액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
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다
양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정확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2) 감사원은 결산검사 시 왜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면 될 뿐, 감사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제표에서 또 다른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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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n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Lee, Eunkyung*

Abstract

After the National Accounting Act was first enforced in 2009,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with its standard from 2011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as they effectively show 

the financial status and operational results of the country that were not identified in the 

existing single year single entry budget and account system. 

However, from 2011 to 2019,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 nine settlement of accounts written every year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ssembly without the quality evaluation such as external audi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as assessed by 

aggregating the total amount of errors in all ministries from 2011 to 2019. As a result 

of analysis, a total of 200.1 trillion won of errors were aggregated over 2011-2019 period. 

The amount of errors in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ccurred irregularly without 

a constant decrease or increase. An analysis of the error-causing account of the top four 

ministries showed that errors occurred intensively in general tangible assets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ose error types are mainly related to government properties, such 

as omission of assets, errors in area or amount input, and failure to reflect revalued assets. 

This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conducts the settlement inspection, should actively devise a specific 

plan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Keywords: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 

Government Accounting, General Tangible Asset, Social Overhead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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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현행 과세체계가 고용형태 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심혜정**

국문초록

본고는 고용계약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조세체계가 향후 고용형태 선택

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소득세 및 사회보험 체계에 따른 세

부담이 노동자의 고용형태 간 또는 소득유형 간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선

택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고는 현행 조세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체계로 작용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고용형태 변화



188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Ⅰ. 문제의 제기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
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 OECD 국가들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 기준에서 벗어
난 새로운 고용유형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영업, 임시직, 긱 노동자(gig worker)1)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
면 OECD 전체적으로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16%, 근로자 중 임
시직 비율은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행(2019)에 따르면 긱 노동자는 국가
별 편차가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정되며, 맥킨지는 2025년 긱 노동
자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18.5%, 영국은 16.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유형의 고용형태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비롯, 노동시
장 규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는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Milanez et al. 2019).

우리나라도 근로자와 자영자에 대해 차등화된 소득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
회보장체계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 및 가입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경우(사업주가 없는 자영업자, 사업주와의 종
속관계가 약한 독립계약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가
입자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차이는 고용계약 당사자인 고용주와 노동자 
각각에게 조세전략(tax arbitrage)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전
통적인 고용관계보다 비임금 노동비용(예: 퇴직금 및 각종 보험료, 교육훈련비용 등)이 
낮은 자영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고용형태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높다. 노
동자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숙련 노동자 등은 과세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 회피 등의 유인이 존재하는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1) 긱(gigㆍ임시로 하는 일) 노동자는 배달대행앱ㆍ대리운전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자가 그
때그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유형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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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용
형태 간 과세 중립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조세체계를 점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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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Milanez et al.(2019)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영
국, 아르헨티나의 8개국을 대상으로 조세체계 및 사회보험제도가 고용형태의 선택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영자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현행 조세 및 사회보장체계가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로의 유인체계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고용형태별 세부담 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근로자와 자영자간 비교를 통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다. 김낙회ㆍ윤태화(2010)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하고, 추정한 소득탈루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자의 추정소득을 산출한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추정하고 근로소
득자의 실효세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
세율이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반면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밖에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과세형평성을 분석한 연구로 배준호ㆍ홍충기
(1998)와 전병목ㆍ안종석(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가구유형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두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업소득세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보다 낮다. 

한편 자영자에 대한 소득탈루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소득
세 공제ㆍ감면 혜택이 과도하다는 연구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성명재(2019)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의 소득탈루에도 불
구하고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공제체계의 범위와 수준이 근로자보다 협소하기 때문에 사
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근로자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성명재(2019)는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축소하는 한
편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공제체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고용형태별로 부담수
준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연구가 납세자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본고의 목적은 근로계약의 두 당사자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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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개인과 기업 각각을 대상으로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계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어떠한 고용형태가 유리한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금
과 함께 기업의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사회보험료를 분석의 범위에 포함시
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한 세부담 
수준을 고용형태별로 비교하기로 한다. 또 세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
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출까지 분석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다. 이를 통해 고용형태별로 개인 또는 기업의 순(net)부담액을 추정하고, 이들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고용형태를 취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개인 또는 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한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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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자료

본고는 소득세 실효세율 산정을 위해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자료를 활용하였다. Ⅳ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고의 분석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규모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소득세 공제대상 지출액은 「국세통계
연보」의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래 표는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
출한 총급여 규모별 인적공제 및 지출관련 공제액 규모를 나타낸다. 총급여 47,500천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는 5,270천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2,758천원, 보험
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액은 270천원이다.

총급여액 47,500 55,000 70,000 90,000 150,000 400,000 750,000 1,000,000 
인적공제 5,270 5,784 6,572 6,915 7,327 6,332 6,026 5,501 
 - 기본공제 3,418 3,829 4,424 4,649 4,989 4,249 4,063 3,687 
 - 추가공제 1,852 1,955 2,148 2,266 2,338 2,082 1,963 1,813 
신용카드소득공제 2,758 2,851 2,830 2,705 2,576 2,303 2,281 2,357 
자녀세액공제 278 288 287 277 269 268 269 296 
특별세액공제 270 588 759 863 986 1,213 1,457 1,696 
 - 보험료 113 114 116 116 117 115 115 115 
 - 의료비 320 393 492 559 623 1,113 1,871 3,974 
 - 교육비 302 332 415 532 617 801 842 908 
 - 기부금 128 147 191 249 339 1,111 2,116 7,9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표 1] 총급여 규모별 공제액
(단위: 천원)

본고의 분석에서 공적 이전소득에는 EITC(근로장려세제)ㆍCTC(자녀장려세제) 및 
기초생활보장비를 반영하였다. 소득규모별 EITC(근로장려세제)ㆍCTC(자녀장려세제) 
규모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아래 표는 총급여 규모별 EITC 및 
CTC의 가구당 수급액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평균 EITC 
및 CTC의 가구당 수급액 규모는 각각 1,071천원, 833천원이다. 또 사업자는 각각 
1,165천원, 88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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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근로자 가구당 지급액 사업자 가구당 지급액

EITC CTC EITC CTC
500

1,500
2,500
3,500
4,500
5,500
7,000
8,500
9,500

11,000
12,500
14,000
16,000
18,500
20,500
23,000
27,500
32,500
37,500

181 
536 
875 

1,211 
1,427 
1,513 
1,621 
1,653 
1,627 
1,509 
1,403 
1,271 
1,042 

754
1,484
1,188 

635 
642 
231 

975 
971 
910 
964 
979 
987 
988 
988 
980 
977 
979 
965 
955 
954 
925 
885 
780 
671 
568 

155 
531 
875 

1,215 
1,415 
1,513 
1,655 
1,691 
1,678 
1,577 
1,481 
1,380 
1,191 

967 
1,579 
1,296 

771 
631 
230 

991 
993 
976 
982 
975 
971 
976 
976 
990 
976 
966 
973 
969 
964 
967 
931 
852 
748 
646 

평  균 1,071 833 1,165 88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표 2] EITCㆍCTC 가구당 수급액
(단위: 천원)

기초생활보장비 규모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활
용하였다. 2018년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수는 1,165천 가구이며, 가구당 3,852천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가구가 32.1%로 가장 많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29.8%, 0원 초과~20만원 이하 
가구가 13.0% 순이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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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액
(백만원)

총  수급자
(가구, 명)

가구당지급액
(천원)

인원당지급액
(천원)

(A) 가 구(B) 인  원(C) (A/B) (A/C)
2010 3,997,766 878,799 1,549,820 4,549 2,580 
2015 3,409,522 1,014,177 1,646,363 3,362 2,071 
2016 4,156,506 1,035,435 1,630,614 4,014 2,549 
2017 4,437,654 1,032,996 1,581,646 4,296 2,806 
2018 4,488,771 1,165,175 1,743,690 3,852 2,574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표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소득구간 가구수 가구수 비중
소득 없음 346,941 29.8
0~20만원 이하 151,346 13.0
20만원~40만원 이하 374,133 32.1
40만원~60만원 이하 100,941 8.7
60만원~80만원 이하 65,940 5.7
80만원~100만원 이하 37,797 3.2
100만원~120만원 이하 25,427 2.2
120만원 초과 62,650 5.4

계 1,165,175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표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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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고용형태별 과세체계

현행의 소득세제 및 사회보장체계는 근로자와 자영자 간에 차등적으로 부과체계를 적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례분석에서 고용유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
(Case 1)와 자영자(Case 2)로 구분한다. 또한 디지털 기업,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외
부 인력 유치시 지분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소득이 아닌 자본소득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사업주(Case 
3) 형태를 추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Case 1: 근로자
Case 2: 자영자
Case 3: 공동 사업주(the owner-manager of a corporation)

아래 표는 위에서 구분한 세 가지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받는 과세상의 차이를 나타낸
다. 먼저 전통적인 근로자(Case 1)의 경우, 기업의 총고용비용은 임금과 사회보험료
(피고용인과 절반씩 부담)로 구성된다. 피고용인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를 부담한다. 노동형태가 자영자의 경우(Case 2) 기업의 고용
비용은 근로종사자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며,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부담하
지 않는다. 이 경우 피고용인인 개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역가입자 사회
보험료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주(Case 3)인 경우 기업은 근로대가로 임금과 
배당2)을 지급하게 되고, 근로종사자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와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2) 현행 소득세 체계 중 근로의 대가 중 일부를 자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과세제
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스톡옵션 소득에 대해서는 옵션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과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로대가의 일부를 자본소득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주식 양도
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
해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옵션 행사(또는 취득)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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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근로자 case 2 자영자 case 3 공동사업주

기

업

비용

∙ 임금 ∙ 임금 ∙ 임금 및 자본소득
∙ 고용주부담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제 ∙ 지불 임금ㆍ사회보험료
손금 인정

∙ 지불 임금에 대한 손금
인정

∙ 지불 임금에 대한  손금
인정

개

인　

부담

∙ 근로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근로소득)
　 　 ∙ 종합소득세(배당 등 자본소득)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임의가입)  - 고용보험(임의가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임의가입)  - 산재보험(임의가입)

이전
소득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기초생활보장비

자료: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료 체계를 기준으로 저자가 작성함.

[표 5]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로유형별 차이

사업주 근로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4.5 4.5 9.0
고용보험 1.05~1.651) 0.8 2.25
산재보험 0.73~18.632) - -
건강보험 3.3335 3.3335 점수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주: 1)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2) 업종별 차등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표 6] 가입자 유형별 4대 연금ㆍ보험 보험료율(2020년 4월 기준)
(단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자간에 소득세를 차등적으
로 적용하고 있다. 자영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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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소득의 규모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기본적으
로 개인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소득을 줄여 신
고할 가능성이 있다.3) 이에 반해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과세당국에 그대로 
노출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가능성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소득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즉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제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공제ㆍ근로세액공제, 각종 특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표 7].

자영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
준금액(2020년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구성하는 소득 유형(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따라 소
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본공제 ○ ○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 ○ ○
주택자금공제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배당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

연금계좌세액공제 ○ ○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 ×1)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 ×1)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 ○
표준세액공제 ○ ○

주: 1) 다만 성실신고사업자는 가능함.

[표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 소득세 공제 차이

3) 사업소득 탈루율을 추정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명재(2008)는 2003~2006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0~36.4%로 추정하였으며, 안종석 외(2010)는 2008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7~23%로 추정하였다. 사업소득자의 소득탈루 방법은 외형(매출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방식과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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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 모형

이상에서 설명한 부과체계의 차이에 근거하여 고용형태별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담
수준을 측정하여 비교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 국민부담 격차()란 조세격차(tax 
wedge)를 확장한 개념으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부담하는 총고용비용()과 
노동자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세후순소득() 간의 차이를 총고용비용()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식(1)). 여기서 총고용비용과 세후순소득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
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이전소득의 존재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국
민부담 격차는 노동소득에 부과되는 조세ㆍ사회보장기여금의 징수액에서 민간에 지급
된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순 징수금액을 의미한다. 같은 이유로 국민부담 격차는 조
세ㆍ사회보험료 부담에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실제 국민부담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개념을 식(2)과 식(3)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의 총고용비용
()은 근로자에 대한 지불임금()과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로 
구성된다(식(2)). 또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서 소득세( )와 사
회보험료( )를 부담(차감)하고, 정부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을 최종
적인 개인 세후순소득()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를 식(3)으로 나타내면 개인에게 지
불된 총임금()은 세후순소득( )에 소득세( ), 근로자부담 사회보험료
( )를 더한 값에 이전소득()을 차감한 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의
할 때 국민부담 격차()는 아래 식(5)와 같이 최종 산출된다. 

 
  , 식 (1)

   , 식 (2)

   여기서,      , 식 (3)

   따라서,         , 식 (4)

   결국, 


   

 , 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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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1)~식(5)에서 는 국민부담 격차를, 는 기업의 총 고용비용을, 는 
지불임금을, 는 개인의 세후순소득을, 는 소득세를, 는 피고
용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는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는 공적 이
전소득을 의미한다.

3. 기본 가정 및 세부 추정방법

본고의 분석에서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의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는 기본
적으로 인별 과세를 취하고 있지만 가구원수 등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공제상 차이가 있
다. 다만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형태인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근로자
와 자영업자간에 과세 상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본 분석의 목적인 고용형태별 과세상
의 차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4,749,174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 실효세율 산정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규모에 직
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소득세 공제대상 지출액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말정산 신고현
황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구간별 근로자 평균 지출액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를 각각의 
근로유형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한편 소득금액 규모와 연동되는 근로소득공제, 근로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등 공제는 소득세 계산기(tax calculator)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하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제도별 산식을 활용하여 
소득규모별로 저자가 직접 계산하여 고용형태별로 반영하였다.

공적 이전소득에는 EITC(근로장려세제)ㆍCTC(자녀장려세제) 및 기초생활보장비를 
반영하였다. EITC(근로장려세제)ㆍCTC(자녀장려세제) 규모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
보｣를 활용하여,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수급액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각각의 고용형태
에 적용하였다. 기초생활보장비는 보건복지부의 소득규모별 평균 지급액 규모를 각각의 
근로유형에 적용하였다.

한편 본 분석의 목적은 고용형태별 부과체계의 차이로 고용주인 기업과 노동자인 근로
자4) 각각에게 조세전략(tax arbitrage)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민부담 격차는 기업측면과 개인 근로자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을 분석하였

4) 본고의 분석은 고용형태별로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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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측면에서의 목적 함수는 고용형태에 따른 총 고용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될 것이
다. 이 경우 개인 세후 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하게 총 고용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용계약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개인측면에
서의 목적함수는 세후 소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업의 총 고용비용에서 개인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크기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측면의 목적 함수인 세후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소득
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신고방식과 납세순응도 차이와 관련 있다. 먼저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소
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반면 근로소득은 고용주의 원천징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더 많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근로
소득에 비해 넓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과세당국에 대부분 노출되어,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는 사업소득자에 비해 낮으며, 실비 변상적인 경비 이외에 과세소득에
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가 사업소득에 비해 좁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고는 사업소득
과 근로소득 간의 신고행태 차이를 반영한 개인 세후소득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즉 
자영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근로소득자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자영자에게 일정비율의 필요경비율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를 설정한다. 또 본고의 필요경비율은 소득탈루율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밝혀둔다.

4.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가정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필요경비율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의 평균은 82.0%이며, 신고자 유형별, 소
득규모별, 업종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5)

한편 본고의 목적은 동일한 노동생산성을 가진 개인이 근로유형을 근로자(the dependent 
employee) 또는 자영자로 달리 적용함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5) 예를 들어 업종별로는 농ㆍ임ㆍ어업 제조업 등은 필요경비율이 90%를 상회하며, 금융ㆍ보험업 등 서비
스업종은 60~7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신고유형별로는 장부신고의무가 있는 외부조정ㆍ자
기조정ㆍ성실신고ㆍ간편장부 신고자의 경우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장부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ㆍ
단순 경비율의 경우 60~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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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필요경비율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고용형태
만 자영업자인 인적용역서비스 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상 인적용역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한 소득금액 산정방식은 기준경비율 방식과 단순경비율 방식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산식(6)과 같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식 (6)
식(6)에서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필요경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식(7)). 또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산식방법과 
단순경비율 산식방법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식 (7)

아래 표는 국세청 고시 2019년 귀속 경비율에서 인적용역 서비스업인 업종(코드 940)
의 필요경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은 15~26% 수준에서 설정되어 

업종 필요경비율 신고유형 필요경비율 소득규모 필요경비율
농ㆍ임ㆍ어업
도ㆍ소매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음식ㆍ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제조업
건설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광업
교육서비스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임대및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보건(의료업)
부동산업

94
94
92
91
91
90
90
88
87
86

84
84
76
74
73
60

외부조정
자기조정
성실신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비사업자

86
84
88
81
75
61
22

1천만 이하
2천만 이하
4천만 이하
6천만 이하
8천만 이하
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5억초과

86
86
88
89
89
89
87
83
80
77

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필요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의 비중임.
자료: 2019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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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18년 평균은 18.8%이다. 또 단순경비율은 50~60% 내외 수준이다.
결국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방식과 국세청 고시 필요경비율 현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입
비용, 인건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것은 공
제대상 경비로 우선 인정받고, 기타 비용은 수입금액의 20% 내외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경비로 공제된다. 한편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증
빙자료 없이 대체적으로 수입금액의 50~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배우 등
모델
가수
성악가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연예보조서비스
자문, 감독, 지도료,고 문료
바둑기사
꽃꽃이 및 요리교사
재단사 및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유흥접객원 및 댄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서적 및 화장품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다단계판매원의후원 수당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 수당
개인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원
퀵서비스배달원
이삿짐운반원
기타 가사서비스
가사보조원
보육시설(비인가)

72.3
58.5
34.0
50.8
37.3
53.1
64.1
70.9
58.4
66.0
79.8
61.7
58.6
61.7
77.6
80.0
75.0
64.1
67.8
67.3
80.2
73.7
67.3
69.8
68.1
69.2
78.8
68.0
84.3
79.7
85.1

61.2
41.9
7.6

31.1
12.2
34.3
49.7
59.3
41.8
52.4
71.7
46.4
42.0
46.4
68.6
72.0
65.0
49.7
54.9
54.2
72.3
63.2
54.2
57.7
55.3
56.9
70.3
55.2

18.7
20.7
9.7
6.9

12.2
20.7
19.2
23.7
21.1
7.3

16.7
19.4
16.6
16.5
26.6
22.4
25.7
19.2
19.9
22.6
16.3
17.1
15.8
16.7
22.4
23.9
25.3
22.6
16.3
19.2
21.2

평  균 67.2 51.7 18.8
자료: 국세청, 「2019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0-9호)」, 2020.3.

[표 8]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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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적용역사업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현황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자영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0%, 20%, 50%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한다. 필요경
비율 0%는 비현실적인 가정이기는 하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와의 제도상 차이만
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안의 의미로서 설정하였다. 20%는 기준수입금액 이상 인적용역
사업자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될 수 있는 필요경비율 수준, 50%는 소득탈루율을 감안한 
경비율 수준이다. 

5. 분석 결과

가. 기업 측면: 개인 세후순소득()을 동일하다고 가정 시

먼저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총고용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
용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인에게 동일한 세후소득()을 보장
한다고 가정하고 고용형태별로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개
인의 세후소득이 고용형태별로 동일하다고 가정 시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총고용비용과 
그 요소들을 분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에게 세후소득 4천5백7
십만원 수준을 보장해야한다고 할 때, 근로자로 계약할 경우 총고용비용은 56,990천
원이다. 한편 개인의 고용형태를 자영자(필요경비 0% 가정 시)로 계약할 경우 총고용비
용은 61,833천원이다. 따라서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이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
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영자보다는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줄이게 된다. 

그러나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0%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며, 근로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은 기업으로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세무상 인정하는 부분 또는 그 이상(소득
탈루율 감안 시)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줄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경우 근로형태를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와 자영자로 계약한 경우 
두 경우의 기업의 총노동비용을 동일하게 만드는 필요경비 인정율은 20%로 추정되었
다.6) 따라서 근로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하는 경우 자영자인 개인이 필요경비율을 20%
보다 높게 인정받는 경우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보다 총고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6)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20%일 때 총 고용비용은 56,933천원으로 근로자의 56,990천원과 거의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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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고용형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의 필요경비 인정율이 50%인 경우 개인의 세후
소득(필요경비 포함) 4천5백7십만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총고용비용은 50,869천
원으로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의 56,990천원보다 10.7% 낮다.

[그림 1] 총고용비용의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기업측면: Case 1 vs. Case 2)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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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근로자 자영자
필요경비율 0% 필요경비율 20% 필요경비율 50%

총고용비용 계(금액) 56,990.1 61,832.8 56,933.3 50,869.1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5,748.4 45,760.1 45,760.8 
 - 세후순소득 45,760.0 45,748.4 34,373.4 20,326.2 
 - 필요경비 0.0 0.0 11,386.7 25,434.6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6,084.4 11,173.2 5,108.4 
소득세 937.0 5,972.4 3,724.7 948.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10,111.9 7,448.6 4,159.5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총고용비용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74.0 80.4 90.0 
 - 세후순소득 80.3 74.0 60.4 40.0 
 - 필요경비 0.0 0.0 20.0 5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26.0 19.6 10.0 
소득세 1.6 9.7 6.5 1.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6.4 13.1 8.2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표 9] 총고용비용의 분해: 개인의 세후소득을 고정할 경우(기업측면: Case 1 vs. Case 2)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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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 측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동일하다고 가정 시

(1) 근로자(Case 1)와 자영자(Case 2)간 비교
다음으로 개인의 측면에서 세후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용형태가 무엇인지 살펴본
다. 이를 위해 기업이 동일한 금액의 고용비용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고용형태별 국
민부담 격차(조세 및 사회보험료), 세후소득을 계산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의 대가로 연간 56,990천원을 지급한다고 할 때, 
근로자는 총 대가의 80.3%인 45,760천원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자영
자(필요경비 0% 가정 시)는 총 대가의 74.3% 인 42,366천원을 세후소득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자영자로 계약 시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자와 동일
한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자로 계약하는 것이 개인의 세후소
득을 높이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영자의 필요경비 인정율에 따라 
기업이 지급한 총 고용비용에서 개인의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진다. 근로형
태를 자영자로 계약한 개인이 필요경비율을 20%7) 이상 인정받을 경우, 근로자보다 자
영자로 계약하는 것이 조세격차를 줄임으로써 세후소득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
어, 필요경비율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영자의 경우 기업이 지급한 총 고용비
용의 89.4%인 50,959천원을 세후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림 2]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근로자 측면: Case1 vs. Case2)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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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7) 자영자의 필요경비율이 20%일 때 총고용비용에서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80.4%
로, 근로자의 80.3%와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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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자영자

필요경비율 0% 필요경비율 20% 필요경비율 50%
총고용비용 계(금액) 56,990.1 56,990.1 56,990.1 56,990.1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2,366.1 45,803.2 50,958.8 
 - 세후순소득 45,760.0 42,366.1 34,405.2 22,463.8 
 - 필요경비 0.0 0.0 11,398.0 28,495.0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4,624.0 11,186.9 6,031.3 
소득세 937.0 5,304.0 3,730.9 1,371.3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9,320.0 7,456.0 4,660.0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총고용비용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74.3 80.4 89.4 
 - 세후순소득 80.3 74.3 60.4 39.4 
 - 필요경비 0.0 0.0 20.0 5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25.7 19.6 10.6 
소득세 1.6 9.3 6.5 2.4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6.4 13.1 8.2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표 10] 총고용비용의 분해: 기업의 총고용비용을 고정할 경우(근로자 측면: Case1 vs. Case2)

(단위: 천원, %)

(2) 자영자(Case 2)와 공동사업주(Case 3) 간의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기
준금액(2020년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구성하는 소득 유형(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따라 소
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총수입 금액의 일정비율(25% 및 50%)을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종사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과 총 노동대가에서 세후 소
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종사자가 대가로 지급받는 총수입 금액이 56,990천원인 개인을 가정
할 경우,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높다. 이는 배
당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액이 0.1~0.2%p 낮은 데 기인한다. 근로의 대
가 중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은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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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56,990천원인 개인은 소득세 한계세율 15%를 적용받게 되는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15%)보다 낮은 원천징수 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
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을지 또는 배당소득으로 받
을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지는데, 한계세율이 14%를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배당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제상 유리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총소
득계층별 차이 비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근로자
자영자(필요경비율 20%)

L:C1)=100:0 L:C1)=75:25 L:C1)=50:50
계(금액) 56,990.1 56,990.1 56,990.1 56,990.1 

세후순소득(필요경비 포함) 45,760.0 45,803.2 45,959.9 46,023.2 
 - 세후순소득 45,760.0 34,405.2 34,561.9 34,625.2 
 - 필요경비 0.0 11,398.0 11,398.0 11,398.0 
조세및사회보험료 11,230.1 11,186.9 11,030.2 10,966.9 
소득세 937.0 3,730.9 3,574.2 3,510.9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4,605.3 7,456.0 7,456.0 7,456.0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5,687.8 0.0 0.0 0.0 
조세격차 19.7 19.6 19.4 19.2 
계(비중) 100.0 100.0 100.0 100.0 
세후순소득(필요경비 포함) 80.3 80.4 80.6 80.8 
 - 세후순소득 80.3 60.4 60.6 60.8 
 - 필요경비 0.0 20.0 20.0 20.0 
조세및사회보험료 19.7 19.6 19.4 19.2 
소득세 1.6 6.5 6.3 6.2 
근로자부담사회보험료 8.1 13.1 13.1 13.1 
고용주부담사회보험료 10.0 0.0 0.0 0.0 
주: 1) L:C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 중 임금(L):배당소득(C)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한다.

[표 11] 총고용비용의 분해: 대가의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경우(근로자 측면: Case2 vs. Case3)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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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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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 금액이 56,990천원일 경우를 가정하였다.
2) L:C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총수입금액 중 임금(L):배당소득(C)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다. 총소득계층별 차이 비교

(1) 근로자(Case 1)와 자영자(Case 2) 간의 비교
앞 절의 분석은 개인의 세후소득을 2020년 중위소득인 연 4천5백7십만원 수준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부담 격차는 총소득계층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체계가 소득이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로 설정되어 있고, 저
소득 구간에는 소득보전을 위한 이전지출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부담 격차는 저소득 
구간에서 고소득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하에서는 고용유형별로 소득구간별 
국민부담의 격차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로유형별 국민부담 격차는 총수입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근로소득자와 필요경비율이 0%인 자영자를 비교하면 전체 총급여 구간에서 자영자
의 국민부담 격차(PW) 수준이 높은데, 총급여 35,000천원 이상에서 47,500천원 구
간에서 둘 간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이후 구간부터는 둘 간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
들어 총급여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간의 격차는 거의 사라진다[그림 4]. 한편 
근로자와 필요경비율이 20%인 자영자를 비교하면, 총급여 55,000천원 이상부터 근로
자의 국민부담 격차(PW)가 자영자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하여 총급여 80,000천원 이
상부터 근로자의 국민부담 격차가 자영자를 추월한다. 이후 총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둘 
간의 격차가 커진다[그림 5].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209

[그림 4] 총수입계층별 근로자와 자영자(필요경비율 0%)간 국민부담 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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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수입계층별 근로자와 자영자(필요경비율 20%)간 국민부담 격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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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영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탈루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총수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국민부담 격차가 자영자를 추월하는 방향으로 근
로자와 자영자간의 국민부담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에 주로 기인



210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한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와 필요경비가 ‘0’%인 자영자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
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와 자영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제도적 차이에 따른 실효세율 차이만을 비교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소득 금액 4억원 이
상부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자영자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누진적 소
득세율 구조와 함께 근로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세액공제를 비롯, 
각종 공제제도에 다소 강한 수준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급여
가 올라가도 비례적으로 공제규모가 커지지 않고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게 된다. 특히 80,000천원 이상 구간부터 근로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 국민부담의 격차
도 80,000천원 이상 구간에서 커지게 된다.

[그림 6] 총소득계층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Case 1 vs. Case 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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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막대 그래프의 양(+)의 값은 대가의 일부를 배당소득으로 받았을 경우의 실효세율이 근로소득만으
로 지급받았을 경우보다 높음을, 음(－)의 값은 더 낮음을 의미

(2) 자영자(Case 2)와 공동사업주(Case 3) 간의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공동사업주(Case 3)의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는 배당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제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소득유형별로 과세상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유형의 선택에 따라 부담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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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또 실효세율의 크기는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총수입 규모별로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총수입 규모 
50,000천원 수준을 기점으로 하여 50,000천원 초과 시에는 배당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소득세율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표 4천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받는 
소득세 한계세율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7] 총수입계층별 소득세 실효세율 비교(Case 2 vs.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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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받았을 경우보다 높음을, 음(－)의 값은 더 낮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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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근로유형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근본 원인은 근로유형별 또
는 소득유형별로 차등화된 소득세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먼저 근로소득자와 자영자를 비교하면, 자영자는 사업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보다 보다 넓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재량의 여
지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넓다. 이를 감안할 경우 필요경비를 20% 이상 인정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자로 근로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고용비용을 줄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에서 세후소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급여수준이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자에 비해 자영자의 과세상의 
이득은 더 커지는 데, 특히 총급여 80,000천원 이상 구간에서 급격히 커진다. 이는 근
로소득자에게만 제공되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총급여 80,000천원 초과 구간부터 축소
되어 해당 구간 이후부터 실효세율이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기인한다.

자영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받을지 또는 배당소득으로 받을지 여
부에 따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달라진다. 이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의 크기가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보다 큰 
고소득 자영자의 경우 대가의 일부를 배당소득 등 자본이득으로 받을 경우 근로소득만
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가 적어도 고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자로의,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을 유인하는 체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고는 고용형태 간 수평적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인적
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율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다. 현행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의 사업자에 비해서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인적용역서비스의 업종적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오히려 
유사한 근로용역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이 경
우 적어도 고소득 구간에서는 현행 인적용역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이 근로자에 비해서 유
리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본이득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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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로 본고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로 고소득 구
간에서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이득의 형태가 과세상 유리함을 보였다. 

한편 근로형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skill)을 보유한 고
숙련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기업과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용형태의 가변성은 기업과의 관
계에서 협상력이 높은 고숙련 근로자의 경우에는 선택의 의미가 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비정형 기그 워커’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
로 유연성보다는 고용안정성이 더 선호되는 가치일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서 협상
력이 낮은 저숙련 비정형 근로자에 대해서는 협상의 우선권을 가진 기업(또는 고용주)
에게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214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각 연도.
김낙회ㆍ윤태화,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부담 추정 및 공평성 분석,” 「회계정보연

구」 제28권 제3호, 2010, 373~399쪽.
박강우ㆍ홍승제,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2009.
배준호ㆍ홍충기,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분포,”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1998, 51~76쪽.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9.
성명재,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2008, 

155~188쪽.
　　　,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

36권 제2호, 2019, 9~48쪽.
안종석,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전병목ㆍ안종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한국은행,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9.

EU, “Fair Taxation of the Digital Economy(facts sheet),” 2018, <https://ec.europa.eu/

taxation_customs, 접속: 2020. 4.>

Freeman, R.,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Age-Earnings Profil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4, 1979, pp.289-318.

Murphy, Kevin and Finis Welch, “The Structure of Wag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7, 1992, pp.285-326.

Milanez, Anna and Barbara Bratta, “Annex - Taxation and the Future of Work: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42, OECD publishing, 2019.

OECD, Policy Responses to New Forms of Work, OECD publishing, 2019.

Ryder, Norman B.,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0, 1965, pp.843-861.



고용형태의 변화와 개인소득 과세체계 215

 * Director of Tax Policy Analysis Division 1 i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How Tax Systems Influence Choice of

Employment Form?

Sim, Hyejeo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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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s, this paper intends to look into whether the current tax system will affec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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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글로

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

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

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

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해외진출 국

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

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글로벌가치사슬, 기업과세, 법인세 인하, 영토주의 과세체계, 특허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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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화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는 격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견인해 왔던 글
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구조적 재편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
적 차원의 효율성 추구와 함께 확대된 글로벌 생산세분화 기반 GVC 참여형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부터 중국의 내수중심의 경제성장과 
WTO 다자무역체제의 답보상태 등 여러 여건 변화로 GVC 참여형 무역이 전 세계 무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미ㆍ중 무역 및 정치적 갈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충격파가 던져지면서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
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Regional VC) 또는 국가가치사슬
(National VC)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GVC의 재편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기
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한 한국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논의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VC 재편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논의로 발전하
고 있다. 대외지향형 한국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GVC 재편 과
정에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는 학계와 정책입안자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GVC 재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GVC
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GVC 발전의 핵심 동력이 
비용효율성 추구라는 점에서 이 과정에서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세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조세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글로벌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국적기업의 GVC라는 점에서 조세와 
GVC의 관계는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요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GVC 재편과정을 전망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GVC 재
편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는 GVC의 재편 및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내용을 살펴본다. 
GVC 개념과 발전 추이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GVC 재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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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발전 전망을 진단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외지향형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도
전사항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제시한
다. GVC와 기업과세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의 방
향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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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VC 재편 및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1. GVC 개념 및 현황

가. GVC의 개념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가치사슬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의 총체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
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연구개발, 조달, 제조, 마케팅, 판매, 판매 후 서비스 등 
일련의 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가치 창출 활동들은 마치 사슬처럼 엮어져 
있는데, 기업이 각 단계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수행한 것을 구매하
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사슬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된다.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제
공과 관련한 일련의 가치사슬 활동들은 비용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분화
(production fragmentation)되고, 이 세분화된 각 가치사슬 단계별로 많은 기업들
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의 개방 확대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사슬이 효율
성 극대화를 목표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가치사슬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현상의 총체를 글
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다. GVC 확장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진행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다. 글로벌화는 기업의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 경제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기업의 국제적인 무
역과 투자활동에 따른 세계경제 글로벌화를 기업의 가치사슬의 국제적 확장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인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교역에서 GVC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GVC
에 대한 보다 정교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World Bank(2020)는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전달되기 이전에 최소한 두 단계 이상의 가치사슬 
활동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GVC를 정의하고 있다.1) 예를 들어 한국 

1) GVC에 대한 논의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서 국제무역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Hummels et al.(2001)이 국제무역에서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VS)의 개념을 도
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동 연구 이후 여러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국가의 GVC 참여도는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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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회사가 이태리,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입해서 이들을 조립해서 자전
거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이것이 GVC 무역이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 무역거래
의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 등 두 개의 국가만 있으면 인정되지만, GVC 무역의 경우 수출
국과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수입국 사이에 또 다른 국가들이 부품 생산 및 특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또 다른 수입국 및 수출국 형태로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나. GVC 발전 추이

전 세계 무역에서 GVC 참여형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80년대 30% 후반에서 
40% 초반대를 보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여 5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그림 1]. GVC 참여형 무역 비
중의 확대된 것에는 생산의 세분화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
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World Bank 2020).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
라 기업들이 소싱활동을 글로벌 차원에서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어려움이 축소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의 개발 등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국제운
송비가 하락한 것도 큰 몫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생산과정을 
세분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 한편, WTO 다자간 무역규범 제정, 자
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개도국의 자발적인 무역투자자유화 추진 등으로 
무역투자 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것도 GVC 확산의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던 GVC 참여형 무역의 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되었고 지난 10년 동안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World Bank 2020). 
그 요인으로 몇 가지가 언급될 수 있는데, 먼저 글로벌 생산과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럽, 미국 등 거대경제권의 경제성장이 정체된 것과 관련된다. 

참여(backward participation)와 전방참여(forward participation)로 구분되어 OECD 세계
투입산출표(World Input Output Database)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있다.

참여도





여기서 VS는 총수출(GX)에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FVA)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VC 후방참여를 
의미하며, VS1는 제2국을 거쳐 제3국의 생산을 위해서 수출되는 중간재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
(DVX)가 총수출(GX)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GVC 전방참여를 의미한다. GVC 참여도 측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순찬(202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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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VC 참여형 무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20.

특히, 이들 거대경제권의 소득 대비 무역 탄력성(trade-to-income elasticity)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깊다. 최근 거대경제권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내 생산 비중이 확
대되고 무역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
우 수출에서 수입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50%에서 2015년에 30% 수준
까지 하락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세일가스 붐으로 2015년 원
유수입액이 2010년의 1/4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관련이 있다. 한편, WTO 다자간 
무역규범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과거 중국이나 동유럽의 시장개방에 비
견할 새로운 신흥시장의 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2. GVC 재편 논의와 전망

가. 최근 GVC 재편 논의

GVC 재편과 관련된 논의는 최근 10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정부가 해외
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허대식 2020). 미국의 경우 제조업 부활정책의 일환으로 오
바마 행정부에서부터 리쇼어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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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등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
부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국계 다국적기
업 최고경영자의 50% 이상이 향후 5년 내 해외사업장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
의 실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Reshoring Institute 2019)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 이외 다른 거대경제권 국가들도 리쇼어링과 유사한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산업전략 2030을 발표하면서 독일기업들의 EU 역내 완결형 공급망
(Closed Supply Chain)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
스의 핵심에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이 있으며, 법인세 인하 및 복귀 이전
비용 2/3를 부담하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중국의 경우 ‘중국제
조 2025’라는 국가 제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간재의 국내생산 완결성을 추구하
는 소위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추진하고 있다. 

나. 향후 GVC 재편 전망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점점 격화되는 미ㆍ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GVC는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중국발 부품공급 차
질로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GVC 재편에 대한 고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중 본국으로 회귀를 검토한 곳이 80%에 이른다(정용효 2020).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전대미문 봉쇄(Lockdown)가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수요
와 공급이 동시 단절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및 생산체계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생산 세분화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또는 
가까운 인근 지역 차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전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비중은 축소되고 유럽, 동아시아, 북미 
등 지역 기반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또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가치사슬(National Value Chain)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 경우 미국 제조업의 탈중국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
중 무역갈등으로 멕시코가 중국 공급체인을 빠르게 대체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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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화되고 있다(이정민 2020). 소수의 집중된 공급망 단위에서 분산된 적정한 수의 
공급망 단위를 통해서 위기 시 회복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증대할 전망이다.

한편, 수요측면에서 보면 산업소비자 및 개인소비자 모두에게 현장 밀착형 유통망 구
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글로벌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시적
인 국제적인 이동이 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고객지원방식에서 벗어나서 고객이 있는 해
외 현지 시장 주재방식의 밀착형 고객지원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 GVC 재편 국내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가. 한국의 GVC 참여 현황과 GVC 재편 관련 국내 논의

[그림 2]와 [그림 3]은 박순찬(2020)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전 산업(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 측정
한 전 세계의 GVC 참여도와 한국의 GVC 참여도를 후방참여도와 전방참여도로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의 GVC 참여도는 전후방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
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하락하였고,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2014년 
현재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전 세계 및 한국의 GVC 후방참여도

자료: 박순찬,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EU학연
구」 제25권제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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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 세계 및 한국의 GVC 전방참여도

자료: 박순찬,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EU학연구」
제25권제2호, 2020.

한편, 우리나라의 GVC 참여도의 경우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박순찬 2020). 
첫째, 후방 및 전방 참여도 모두에서 한국의 GVC 참여는 전 세계 GVC 참여보다 그 
수준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한국의 경우 이미 GVC와 매우 높은 결합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후방참여도의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
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방참여도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최종재 생산 및 수출에서 외국 부가가치
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최종재 생산 및 수출에서 한국산 중간재가 차지
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GVC 재편과 관련된 논의는 우선적으로 리쇼어링과 관련이 있다. 국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여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감면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동 제도의 실효
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금 1억원당 5.4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에 공장 신설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최우혁 2019), 제도 도입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복귀한 기업이 52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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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에 대한 국내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한ㆍ일간 과거사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무산
된 이후 양국간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산
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촉발
되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
었다. 몇 개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및 해외 생산 현장에 연계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와 업계 모두 GVC 재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확산과 GVC 재편
에 대응한 산업전략을 준비 중이며,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에 대응
해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 조세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GVC 재편과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확산되어 왔던 GVC가 최근 보호주의 강화, 미중 무
역 갈등 심화 및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큰 변화가 전망된다. 과거 GVC는 생산의 
글로벌 세분화의 촉진과 함께 전 세계적 차원의 확대형태로 발전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미ㆍ중 갈등 등 여건 변화로 지역적 차원의 가치사슬 구축 또는 리쇼어링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사슬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GVC 재편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를 운
영해야 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추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양상의 부
담을 안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은 GVC 참여를 통해서 한국 산업의 비교우위를 
제고했다(박순찬 2020)는 점에서 세계 거대경제권이 자국 중심의 가치사슬 확충 등 
GVC 축소 방향의 재편이 진행될 경우 한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으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
를 해결해야 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
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력산업의 국내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한국
내 생산 및 혁신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경우 고도기술중심의 산업경쟁구조 특성상 연구개발활동 중심의 국내 혁신
활동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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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직접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해외 현
지시장에서의 해당 국가 기업들 또는 해당 시장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경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내수시장 규모가 크
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내수시장에 기반한 경
쟁력 유지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결국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현지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과의 연계성을 고도화하는 형태로 
한국경제 발전기여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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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

1. GVC와 기업과세와의 관계

국제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GVC의 각 단계별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가치창출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GVC 자체가 어떤 과세 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계은
행도 GVC 자체가 국가 간 조세경쟁 또는 기업의 조세회피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World Bank 2020).

그러나 GVC가 글로벌 과세문제의 정점에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자국 내에서 창출된 가치창출분에 대한 구분계산에서 GVC의 각 단
계에 얽혀있는 국가들 간 서로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GVC 중 
부가가치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치사슬부분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각국이 법인
세율을 인하하거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각국 정부는 자국의 정당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정사업장 존재여부에 대한 문제와 이전가격결정과 관련된 문제 등이 첨예한 기업과세 
이슈가 된다. 한편, 후자와 관련된 주요 조세이슈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특허박스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 
입장에서 GVC와 기업과세는 양면성이 있는 관계라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GVC 가치창출분에 대해서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GVC의 주요 부
분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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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EPS 대응방안’ 세부과제
번호 과제명 주요 내용
1 디지털 경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2 혼성 불일치 해소 국가간 세법차이에 다른 이중비과세 현상방지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해외자회사 소득의 장기간 유보 방지

4 이자비용 공제 제한 과도한 차입을 통한 과세회피 방지
5 유해조세경쟁 방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 제한
6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세조약 혜택 부당 취득 방지
7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고정사업장 구성요건 악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8-10 이전가격 세제 강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소득이전 방지

11-12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 확보

13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기업에게 이전가격 관련 자료제출의무 부여
14 효과적 분쟁해결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 개선
15 다자간 협약 다자조약을 통한 양자조세조약의 신속한 개정

자료: 기획재정부, “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보도참고자료, 2020. 5. 14.

여기에 전 세계 GVC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글로벌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입장이 얽히면서 
GVC와 관련한 기업과세문제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GVC와 기업과세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며(OwensㆍTavares 2018),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OECD를 중심으로 
국제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그 국제협력의 결과가 바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이다. 2015년 OECD와 G20는 공
동으로 ‘BEPS 대응방안’을 15개 세부과제(Action Plan)로 확정했으며, BEPS 프로젝
트 참여국(2019년 12월 현재 137개국)은 15개 세부과제 중 4개를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으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BEPS 
대응방안 내용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글로벌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다국적기업 중심의 
GVC 확산에 따른 각 국가의 과세권 확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BEPS 대응방안’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절세전략 추진과 각국의 투자유치 노력도 기본
적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각각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국가 간 유해조세경쟁으
로 이어질 경우 이는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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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

가.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의 방향성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GVC와 기업과세는 기본적으로 애증의 양면적 관계를 갖고 있
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한 GVC에 대한 적정한 과세권 확보와 동시에 고부가
가치 GVC 활동들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마련이 상충적으로 얽혀 있다. 우리 
정부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응한 GVC 과세권 확보를 위한 BEPS 논의 등 국제
적인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과세가 고부가가치 GVC 
활동들의 국내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G20가 OECD와 함께 ‘BEPS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G20 국가 중 상당수의 국
가에서는 고부가가치 GVC인 연구개발활동을 자국내 유치하려는 특허박스제도가 – 적
용대상 소득의 산정과 관련해서 ‘BEPS 대응방안’에 따른 일부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방지가 
‘BEPS 대응방안’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조세피난처 등 심각한 국제 조
세회피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보다 큰 틀의 조세경쟁이라고 할 수 있
는 법인세율의 경쟁적 인하가 최근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결국, 국제적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유도하는 차별적이고 특정성이 있는 특
혜적 조세제도는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법인세율의 인하 또는 
혁신활동의 보편적 결과인 지식재산권의 정상적인 창출 및 활용에 대한 지원 등은 국제
적인 감시 및 규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GVC와 기업과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엄연한 양면적 현실은 최근 변화하는 
GVC 구조재편과정과 함께 우리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GVC 재편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정도로 제한시켜서는 최근 GVC 재편과정에 따른 한국경제 도전사항들에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해외진출기업들이 대부분 거대 해외시장진출 목적의 
해외투자 및 해외의 저렴한 비용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실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해외시장 내 생산거점 확보형 투자의 경우 현지에서의 경쟁
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내복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한편, 저
비용 추구형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복귀 조세감면으로 국내 비용열위를 단기적으로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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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는 있지만 사업구조상 장기적으로 국내 고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과세 개혁방향은 보다 큰 틀에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의 비싸지

만 양질의 고급인력과 고도로 발달된 산업 인프라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거대 해외시장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해외 현지에
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여건도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기업의 현
지 경쟁력 제고는 우리나라 출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한국 중심 GVC와 연계되어 국
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법
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세제정
비 등 세 가지 방향을 GVC 재편에 따른 기업과세 개혁방향으로 제시한다.

나. 법인세 부담 완화

GVC가 지역가치사슬(RVC) 또는 국가가치사슬(NVC) 형태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최근 
가속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이 기업 활동, 특히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입지 매력도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
고 있다. 선진국의 기업입지 매력도 제고 노력의 한 축에 법인세율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표 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경제활동지역으로서 독일의 매력도를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2008년 기업과세개혁법안(Unternehmensteuerreformgesetz 2008)을 통과
시키면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2)하였다. 일본의 경우 30%였던 법인
세율을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19년에는 23.2%까지 인하되었다. 
영국의 경우는 2010년 28%의 법인세율이 매년 인하되어 2017년부터는 19%가 적용되
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6년에 기존 
38%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4.4%로 낮추었으며, 2019년에는 32.0%, 2020년에는 
31%로 인하되었다.

2) 독일은 법인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영업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조세를 함
께 고려한 세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서 38.6%에서 29.8%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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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랑스 34.4 36.1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2.0
독일 29.5 29.6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일본 39.5 39.5 39.5 37.0 32.1 30.0 30.0 30.0 29.7 29.7

이탈리아 31.4 31.4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캐나다 29.4 27.7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8
미국 39.2 39.2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영국 28.0 26.0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G7 33.1 32.8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3

OECD 25.1 25.1 25.0 25.1 24.9 24.7 24.4 24.2 23.7 23.5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가 2018년부터 기존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되었다. 당
시 미국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법인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310억 달러 감소
하여 순 직접투자(net foreign direct investment) 금액 증가가 3,320억 달러가 
있을 것으로 홍보하며 미국의 기업 입지 매력도를 법인세 인하와 연계시켰다(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7).

국가 제조업 비중 순위
법인세율(2019)

국세기준 지방세 포함
아일랜드 33.9 1 12.5 12.5

한국 29.5 2 25.0 27.5
체코 26.8 3 19.0 19.0

슬로베니아 23.7 4 19.0 19.0
헝가리 23.1 5 9.0 9.0
독일 22.8 6 15.8 29.9
일본 20.8 7 23.2 29.7

슬로바키아 20.0 8 21.0 21.0
터키 19.8 9 22.0 22.0

폴란드 19.3 10 19.0 19.0
자료: 경총,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경총내부자료, 2020

[표 3] OECD 제조업 비중 상위 10개국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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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9년 27.5%로 OECD 평균인 23.5%보다 높은 
수준이며, OECD 36개 회원국에서 11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
었는데 이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 되었다. G7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33.1%에서 2019년 27.3%로 인하되었으며, OECD 국가들도 2010년 
25.1%에서 23.5%로 낮아졌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이 2010년 24.2%에서 2019년 
27.5%로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10개
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과 비
슷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높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분
한계실효세율 순위

변화(%p)
2005 2014 2005 2014

프랑스 35.4 36.0 3 1 0.6
미국 35.9 35.3 2 2 -0.6
한국 32.8 30.1 6 3 -2.7
일본 31.5 29.3 7 4 -2.2
호주 26.2 26.2 10 5 0.0

스페인 30.4 26.0 8 6 -4.4
호주 25.9 25.9 11 7 0.0

이태리 33.5 24.5 5 8 -9.0
독일 31.0 24.4 4 9 -9.6
영국 30.0 23.7 9 10 -6.3

단순평균 22.3 19.4 - - -2.9
가중평균 31.4 28.2 - - -3.2

자료: Chen & Mintz(2015), The 2014 Global Tax Competitiveness Report의 Table 
3; 조경엽(2016) 재인용.

[표 4] 법인세 한계실효세율 OECD 주요국 비교

투자단위당 법인세 부담을 의미하는 한계실효세율에 대한 OECD 주요국에 대한 비
교분석을 실시한 Chen and Mintz(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은 32.8%로 비교 대상 국가 중 6위였는데, 2014년의 경우 30.1%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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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와 미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었다[표 4]. 동 연구의 대상 연도인 
2014년에 프랑스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38%였는데 2019년에는 32%로 낮아졌고, 미
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4년에 39.1%에서 2019년 25.9%로 낮아진 반면, 한국
의 경우 2014년 24.2%에서 2019년 27.5%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한국은 오히려 증가했
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이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2019년의 
경우 한국이 한계실효세율 측면에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개연성
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한국은 법인세 부담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입지로서 그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
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50년 넘게 유지해왔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EU의 조세회피국가 지정에 따른 대응조치로 2019년부터 폐지되면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 사업활동 입지 매력도는 하락하게 되었다. 글로벌기업의 투자입지 
선택에서 조세부담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의 최근 국내
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관련 제도 변화는 지역 및 국가 가치사슬 구축으로 변화되는 
GVC 재편 추이와 맞물려 한국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 확대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VC 재편과정에서 국내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는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단위 당 조세부담인 한계실효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하방안은 조세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기업 및 투자 친화
적 정책의 시그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최근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GVC재편 과
정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행위와 직접적인 연결을 담보하지 못하고 상당한 세수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최근 정부 지출 수요의 급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직접적인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부담완화에 대한 차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
이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의 제도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공제율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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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은 법에서 규정한 특정 투자활동에 대해서 일
정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정해서 해당 투자활동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다. 반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세액공제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에서 정한 
공제배제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해서 그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적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관계없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투자활동을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투자세액공
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국내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한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

지역가치사슬(RVC) 또는 국가가치사슬(NVC) 형태로 재편되는 GVC는 해외 진출 한
국기업에게 해외 현지에서 경쟁격화라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서유럽 국가, 
중국 등이 리쇼어링의 촉진 등을 통해서 자국 기업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들 거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에 생산거점을 설치한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들도 기존 GVC
에 기반한 현지 생산체계에서 공급망 현지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이 증대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의 성공에서 현지 경쟁조
건들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겠다. 즉, 해외 진출 한국기
업들이 해당 국가 기업 또는 현지에 진출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가가 정책의 중요한 착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법인세 측면에서 이 정책 착안사항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법인세 과세체계는 크게 글로벌 과세체계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대별되는데, 글로벌 
과세체계는 자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자국의 법인세
로 과세하는 것이며, 영토주의 과세체계는 자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서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과세체계의 차이점은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
이는 소득에 대해서 해외 현지에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과
세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과세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다. 해외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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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영토주의 과세체계이며, 해외에서 과세되고 나서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과세체계인 것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영토주의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표 5]. 우리나라를 포
함해서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OECD 회원국 중 5개 국가만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를 대표적으로 유지해왔던 미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면서 글로벌 과세체계를 전격적으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했다. 미국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함으로써 미국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자산을 미국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작용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현지국 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었다. GVC의 재편과정에서 한
국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직면하는 경쟁상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시 되는 상황에
서 한국도 법인세 과세체계를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분 글로벌 과세체계 영토주의 과세체계

과세원칙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국가 OECD 국가 중 5개국: 
한국,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나머지 OECD 회원국 31개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 2019

[표 5] 글로벌 과세체계와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비교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될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이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의 경우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해외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반면,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경우 해외소
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해외소득면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중과세가 방
지되는 것이다. 이 두 방식은 결국 국내 법인세율과 해외 현지국가의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 법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추가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과세체계이든 영토주의 과세체계이든 차이가 
없지만, 국내 법인세율이 해외 법인세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토주의 과세체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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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높은 법인세율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현지에
서의 경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라.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최근 GVC 재편은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의 고급인력과 산업 인프라를 활용,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한국 내 혁신활동을 촉진
할 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특
허박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는 자국 내 
혁신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제품제작 및 판매 등 지식
재산권을 사업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연구개
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과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활동에 소요된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해
서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 등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제공
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
도이다. 동 제도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거래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지식재
산권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제공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구분 기술이전ㆍ취득 과세특례제도 특허박스제도

목적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방법 - 지재권 자체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 이전ㆍ취득에 대한 조세감면

- 지재권 제품에 대한 조세감면
-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지재권 활용 사업화 

소득에 조세감면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자료: 하홍준ㆍ곽현,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20.

[표 6] 기술이전ㆍ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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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의 투입과 산출의 일련의 과정에 이들 제도가 어느 지점에 포지셔닝하고 있
는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투자세액공제는 전적으로 혁신활동의 투입측면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혁신활동의 투입과정과 산
출과정에 모두에 걸쳐 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의 개발 및 이전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특허박스제도는 혁신활동의 촉진을 지식재산권 사업화에 
따른 수익창출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활동의 산출과정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표 6].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특허박스 적용세율과 경감수준을 보면 
법인세 부담은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경감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
장 낮은 감면율 40%를 보인 중국의 경우 정상 법인세율이 25%인데 특허박스 적용세
율은 15%이다. 벨기에의 경우 정상 법인세율은 29.58%이지만 특허박스 적용세율은 
4.44%에 불과해 85%를 감면해주고 있다[표 7].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
허박스제도의 효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전반적인 혁
신수준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율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진 2017). GVC 재편과정
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의 혁신기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는 기존의 투입중심의 R&D 지원세제와 함께 성과중심의 R&D 지원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① 법인세율
(%, 2019년)

② 특허박스 
적용세율(%)

③ 경감수준(%)
(①-②)/①

아일랜드 12.5 6.25 50
네덜란드 25 5 80

영국 19 10 47.4
프랑스 32.01 10 68.8
벨기에 29.58 4.44 85
중국 25 15 40

자료: 하홍준ㆍ곽현,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위원회, 2020
을 참조하되, 2019년 각국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저자가 재작성.

[표 7] 특허박스제도 운영국가의 특허박스 적용세율 및 경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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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의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의 편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허박스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접근방식이 가능한데, 첫째, 특허박스제도를 우선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그 파급효과 등을 점검하면서 중견기업 및 대기
업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모든 기업에 대해서 특허
박스제도를 도입하되, 감면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두 방법 모두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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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및 미ㆍ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
에 따른 GVC 재편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
고 있다. 과거 글로벌기업의 효율성 추구형 GVC는 공급망 안정 및 국가 이익 중심형 
지역가치사슬 및 국가가치사슬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내적으로 반
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및 고도화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
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동
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기업과세 개혁 방향성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GVC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조세측면의 여건을 확충해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거대 해외진출 국내기업
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 여건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세 개혁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 영토주의 법인세 과세체계 도입,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
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 부담 완화의 경우 GVC 재편과정에서 국내기업 및 글로벌기업의 한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투자단위 당 조세부담인 
한계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직접적인 법인세율 인하의 차선책으로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positive list) 방식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의 
제도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공제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영토주의 법
인세 과세체계 도입의 경우 해외 진출 한국기업들이 해당 국가 기업 또는 현지에 진출
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 번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영토주의 과세체계로의 변경을 통해서 해외시장에서 현지국 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혁신활동촉진
을 위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의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 혁신활동 기존 지원제도가 주로 투입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한계가 있
다는 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혁신활동의 산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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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혁신 GVC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GVC 재편에 따른 한국경제의 도전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상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GVC 재편과
정에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체인 거점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에는 조세문제 뿐
만 아니라 각종 규제, 강성 노조, 강력하고 공정한 법치주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인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 부담 완화, 글로
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등 기업과세 개편방
안의 경우 모두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한국 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단기
적으로는 법인세 세수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세출 부분에 대한 조정 또는 
다른 세원의 확보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출부분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 등 효과적인 세출관리방안을 마
련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제공 등 정부정책의 유연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수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엄
밀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GVC 재편과정에서도 
한국의 기업활동 입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대
한 연구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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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 (GVC) restructuring trends after 

the pandemic of COVID-19 to the Korean economy and suggests the corporate tax 

reform to cope with these GVC restructuring. The GVC which has been developing 

and expanding continuously now confront the structural changes amid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he trade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uch as 

the emergence of regional value chain or national value chain. The GVC restructuring 

trends bring difficult challenges to Korean economy such as securing stable supply 

chains in major industry sectors and supporting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This study suggests Korean corporate tax reform plan in three ways. Firstly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burden by lowering corporate tax rate or introducing 

universal investment tax credit. This measures could boost GVC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in domestic market. Secondly the 

adoption of territorial taxation system instead of global taxation system. This reform 

could enhance competition capabil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foreign local 

markets. Thirdly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Most of current tax incentives for 

firms innovation activities in Korea focus mainly on the input side of R&D. The patent 

box system could promote more effectively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Korean and 

foreign companies within Korea.

 Keywords: GVC(Global Value Chain), Korean Corporate Tax Reform, R&D, 

Patent Box, Territorial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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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은 예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국회예

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4인 이내로 하고, 외부 위원
의 경우 자격ㆍ경력ㆍ대외활동 및 학술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편집간사 및 실무간사 각 1인을 두며, 각 간사는 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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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의 접수와 심사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
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제8조(논문투고 자격) ① 논문 투고는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자에 한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의 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심사시 필자 및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정책 관련성
  2. 내용의 독창성
  3. 논리적 완결성
  4. 학문적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제10조(논문의 게재 등)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한다.
  ③ 학술지 발간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개정 2020.3.26>

제11조(저작권)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
는다.

  ② 논문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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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5호,2011.11.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호,2017.11.23>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0.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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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

2011. 11. 1.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54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
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
다)에 따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연구자와 이를 편집 또는 심사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
는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2. “변조”란 연구 과정이나 재료ㆍ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
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료의 오류도 왜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간
행물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
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내규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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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과 무관하게 내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
다)에서 정한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내규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심사의뢰 받
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

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
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
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
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
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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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
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예산정
책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규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ㆍ증인ㆍ 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54호,2011.11.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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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발간 내규」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국
회예산정책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ㆍ무선통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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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게재불가(D)’ 등급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
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
고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심사)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
  ②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심사위원 2인과 내부심사위원 1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내부심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심사위원 위촉)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
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0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발간 내규」제8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

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
(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반드시 별지에 구체적으로 A4 1페이지 이상 작성하되, 가능
하면 i) 연구방법의 적정성, ii) 연구내용의 타당성, iii) 연구결과의 기여도 부분으로 세
분화하여 작성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심 결과 조합 재심 결과 조합 판정
AAA, AAB, AAC AAA, AAD A
AAD, ABB, ABC, BBB, BBC B
ACC, ABD, ACD, BCC, BBD, BCD, CCC C
ADD, CCD, BDD, CDD, DDD ADD, DDD D

  ④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논문수정이 만족스
럽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정을 요구한다.

  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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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심사 논문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⑦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
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⑧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판정) ①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투고자는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사료)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편당 10만원(동일위원 재심사의 경우 2만원)
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5조(원고료) ①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1편당 200만원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원고료 지급의 세부사항은 「학술지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의 원고 양식에 따른다.

제16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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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2년 8월 22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3년 11월 26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7년 7월 10일)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9년 4월 24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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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ㆍ확보하여 방대한 예산ㆍ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ㆍ
중립적으로 전문적 연구ㆍ분석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내ㆍ외
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ㆍ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ㆍ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ㆍ게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
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
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다 음  

□ 논문 분야
   ◦ 예산결산ㆍ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ㆍ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분야

□ 논문 분량
   ◦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본지 편집양식 기준으로 A4 용지 25매 

내외

□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 논문공모: 상시 모집
   ◦ 투고자격: 석사과정 이상
   ◦ 학술지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논문 제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nabo.jams.or.kr (｢예산정책연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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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투고 기준 및 요령
   1) 본 학술지는 국회의 예산결산ㆍ기금의 심사, 경제 및 조세ㆍ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게재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단, 연구기

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발간하며, 논문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외부 필자의 경우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100만원 범위 안에
서 지급한다.

   5) 원고를 투고할 때 핵심내용을 모두 포함한 4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이에 상응하는 
영문초록, 그리고 국문과 영문의 제목, 성명, 소속과 직위, 5개 이내의 주제어를 전
자우편주소와 전화번호(가능하면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6) 모든 원고는 본지 편집양식(아래아글)으로 작성한다.
   7) 논문 투고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nabo.jams.or.kr)

을 통해 다음을 제출한다.
      ① 투고논문
      ②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③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
      ④ 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8)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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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분량은 A4용지 25매로 한다.

   

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A4, 단면, 좁게 좌/우 여백 0
◦ 글꼴
   - 한글: HY신명조
  - 영문: Times New Roman

위/아래 30 줄간격 180 크기 11포인트

왼쪽/오른쪽 35 들여쓰기 한글 2글자
◦ 장평
   - 한글/한자/기호: 95%
  - 영문: 100%

머리말 12 양쪽 혼합
◦ 자간
   - 한글/한자/기호: －5
  - 영문: 0

꼬리말 10 낱말 간격 0  

제본 0 각주크기 9포인트

   2) 원고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
에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3) 본문의 항목 구분은 절, 항, 목의 순으로 배열한다. 항목에 붙는 항번의 경우, 절은 
‘Ⅰ., Ⅱ., Ⅲ.,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가, 나, 다,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1), (2), (3), …’, ‘(가), (나), (다), …’ 순을 따른다.

   

일반적인 구분 세분화할 경우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가), (나), (다), …

   4)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절, 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번호 ‘(1), (2), (3), …’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a),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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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를 사용한다.
      예: 



∞
C (1) 

  cos   sin
 exp 

(2-a)
(2-b)

   5) 간단한 인용논문의 표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외국
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1) Duflo, Kremer, and Robinson(2011)과 최광(2003b)에서 언급한 내용
을 정리하면…

          (2) 기존 연구(옥동석 외 2010; 고영선 1999)를 토대로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표나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

   7)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
   1) 각 문헌은 한글, 기타 동양어, 영어, 기타 서양어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배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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