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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동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Ⅰ. 인사말
○그간한국조세연구원은조세제도및세무행정에대한

Ⅱ. 최근의 경제동향
1. 세계경제 동향

체계적인연구를통하여과학적인조세정책수립에크
게기여
○특히, 경제사회연구회소속 14개연구기관에대한평
가가시작된이래2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
등조세전문연구기관으로위상을확실히정립

□세계경제는 지난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 미국경제
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EU 등 주요
선진국과아시아개도국경제가동반침체양상
○미국경제는 1/4분기 1.3%에 이어 2/4분기 GDP가
0.3%(전기비연율)로1993년이후가장낮은성장률

□우리는지난3년반동안외환위기를성공적으로극복

을기록

하고, 금융·기업·공공·노동등4대부문 구조조정

금번 테러사태에 따른 항공·보험업계의 타격과 소

을지속적으로추진

비·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 3/4～4/4분기중‘마

○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IMF

이너스’성장가능성

차입금을금년8월전액조기상환하는등 1997년경
제위기를맞은 아시아국가중가장성공적인사례로
평가받고있음.

○일본과 EU경제도 2/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분기
대비 △3.2%와 0.1%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세가
심화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세

일본 성장률(전분기 대비, 연율) : (2000.4/4) 2.6%

계경제 침체와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

→(2001.1/4) 0.5% →(2000.2/4) △3.2%

의지연및불확실성고조

EU 성장률(전분기대비 증가율) : (2000.4/4) 0.6%
→(2001.1/4) 0.5% →(2001.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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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은테러사태직후불안한양상을보이기
도 하였으나, 각국의 정책대응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
아가는모습

□테러사태이후 금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 등의 영향
으로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
○순발행추세를보이던회사채는9월들어서자금을미

○각국의 주가는 전쟁임박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
세를보였으나, 미국의추가금리인하조치(10월2일)

리확보한기업의만기상환및일부신용이낮은기업
의발행곤란으로순상환을보이고있는상황

이후소폭회복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는각국 중앙은
행들의공조노력에힘입어하향안정세를시현

□주가는미테러사태직후일시적급락현상을보인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불안한
양상

□미국의보복공격(10월8일) 후에도금융시장등에큰
충격은 없었으나, 향후 상황전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상황

□원/달러환율은 향후 사태진전에대한불확실성 등으
로 1,300원대에서소폭상승

2.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향후경제전망>

□그 동안의 내수경기 진작대책에도 불구하고 미 테러
<국내경제동향>

사태의 영향으로수출 및투자 부진이 당분간지속될

□우리경제도당초 4/4분기부터점차회복세를보일것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은 저조한 수준에

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경제의침체 지속 등으로 회
복시기가지연될전망

머물것으로보임.
○다만, 구체적인경제전망은향후전쟁전개양상등에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

따라달라질것으로예상

운데내수부문도회복이늦어지고있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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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정책 대응
1. 기본방향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와 IT산업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테러사태로 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예상
○소비및투자심리도경기회복지연등대내외적불확
실성증대에따라둔화추세

□미국 테러사태 이후, 소비·투자심리의위축, 불확실
성 증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
화하기위하여향후예상되는상황전개를면밀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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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기작성한「비상경제 대응계획」
을 중심으로 탄
력적으로대처

감세추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미 테러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심화되면서 각국

기업의설비투자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여경기활

은재정지출확대등보다적극적인경기부양대책을추진중

성화를지원

•미국 : 400억달러 복구지원비 의회 승인(9월 14일),
600～750억달러규모의추가경기부양안의회제출
•일본: 2조엔규모의추경편성검토중
•E U : 항공업체에대한재정지원강구
•말레이시아 : 43억 링킷(11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프로그램발표(9월 25일)

<건설부문투자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건설(금년 및 내년 각 15만호)을 차질
없이추진
○특히, 내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반기중 공급
물량을대폭확대하여경기대응기능강화
○금년중 택지 공급대책을 마련하여 내년초부터 사업

□우리도 장기적인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체질 강화

본격착수

에중점을두어향후대외여건호전시그기회를최대
한활용할수있도록 역량을배양
○다만, 지나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하여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내수진작을병행
P.Krugman : 한국이경제위기를조속히극복하는데

□건물개보수, 재래시장현대화추진
○리모델링을활성화하여주택에대한유지보수수요를
촉진
○재래시장현대화를위한관련법의조속한정비추진

재정지출 확대가 주효. 스탠리피셔 전IMF 수석부총
재는이를두고“케인즈경제학이아직살아있는”증거

□SOC 민자유치사업의본격적인추진

라고지적. 미국도경제위기극복을위해서최대한조

○내년SOC 민자유치사업* 재정지원의대폭확대(금년

속히재정지출을확대해야함.

3천억원→내년 1.1조원)를계기로민자사업본격화
인천국제공항철도(2001년 3월 착공), 일산-퇴계원 서울외

2. 정책대응 방안

곽순환도로(2001년6월착공), 호남복합화물터미널(2002
년3월착공예정) 등

<재정정책>

□ 5.1조원의1차추경을연내조기집행

<고용안정대책추진>

○예산 불용요인 최소화 등 하반기 재정집행 원활화방

□청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한‘인턴제’지원확대

안도차질없이추진
□추가국채발행없이, 이자불용등집행잔액예산의효
율적활용을통해2차추경을편성

○4/4분기중청년인턴1만명확대지원(2.9만→3.9만명)
□동절기실업자증가에대비한고용안정대책추진
○금년 4/4분기중공공근로사업확대추진(8.4만→ 8.9
만명)

□재정건전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인 2.6조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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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및 세제운영방향
<한국경제의중장기비전>

□단기 경제상황보다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앞으

체들의의식과관행이바뀔때제대로발현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역량을
결집해나아가야할필요

로5년, 10년후에세계경제에서가질위상등장기적

○장기비전제시를위해‘vision 2011 project’
등을추

인 모습이며, 급변하는세계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가

진하고 있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유연하

진문제에대한인식이필요

고열린경제’
의모습을그려내고국가적역량을결집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지만, 아직 구조조정 측면
에서는많은문제가남아있는상태
○변화하는세계경제상황에적응하기에는아직도우리
나라의변화가부족

<중장기세제운영방향>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압축되는 21세기에서 선진 복
지국가를 건설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
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 세제의

□최근의 경제사회는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등으로
특성화할수있음.
○민주화에따라의사결정이bottom up 방식으로전환
되고, 경제주체의 역할도‘참여자’
로 변화되면서 책

효율적인운용이매우중요
○앞으로조세제도는효율적인시장경제의정착을 뒷받
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

임도공유해야하며, 정부도정보를투명하게공개
○자본 및 기업의 이동성이 증가하는 세계화의 시대는
결국무한경쟁의시대를의미
○디지털화 시대에는 개인의 창의와 열정이기업 및국
가의경쟁력을결정하는핵심적인요소

□정부는앞으로 세제를「넓은세원, 낮은세율」
의중장
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고른
세부담을 구현하고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
해나갈계획
○고른세부담을통하여재정수요를조달함으로써국민

□세계경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기위
해서는지속적인개혁, 정치적안정, 노사관계안정이
필수적
○구조조정과시장경제 시스템을안착시키는개혁노력

의체감조세부담을높이지않으면서재정의건전성을
확보
○외국보다유리한조세환경을조성함으로써선진자본
과기술을국내에유치하여국제경쟁력을제고

을지속하고선진제도를정착
○개혁의 방향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동참하는
개혁, 그리고 의식개혁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혁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가 처리하
여, 경쟁력을함양하는방향으로추진하여야하며
- 구조개혁의성과는 단순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개별주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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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

孫 元 翼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Ⅰ. 서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

□경제위기 이후 세출 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

므로자본과세에대한재검토가불가피

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 특히,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제시

자본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가필요

실정

○복지지출의 증대,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계속늘어날전망
○국세의 경우 1990년대는 조세부담률이14～16% 수
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18.0%에 달하는 등 부담률
이증가하는현상이발생

○국가간 조세경쟁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인세의입지
가축소될수밖에없는현실에서세수확보및조세부
담형평성을위한재산세제의역할강화가필요
○정보화및전자상거래의증가등으로인한세원및세
정의변화요인에대한적극적인대응필요

○이에 따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는동시에재정의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적정조
세부담률수준에대한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
○또한사회보험을포함한광의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

□주요국가에서직접세를축소하고간접세를강화하는
추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직·간접세 비중이 세제개편

률)에대한검토도필요

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주요

- OECD는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장세는 조세부담률

국의세부담논의는주로세원별세부담에초점

에포함시키는것이적절한것으로평가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세 비중을 인하하고 있고, 일본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등조세환경의변화도조세체
계및조세행정의변화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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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직접세를인하

2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에너지 등 환경
관련과세 및담배, 주류등에 대한과세강화로소비
세비중이높아지는추세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때 조세의 중립성이 저해
되지않으므로바람직
○따라서 노동·자본의공급및 상품수요 중에서 가격
탄력성이 적은 과세대상에 보다 높은 세부담이 부과

□경제위기 이후 분배문제 및 재분배를 위한 형평과세

되어야한다는점을기본이론에서시사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과세의형평증진필요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과세의 비중이 낮고, 세부담이다소 역진적인 소
비과세의 비중이 높지만 총체적인 개인 세부담은 누
진적
○종합적인세제개편의결과가형평과세에미치는영향
을고려하여정책결정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

□그러나자원배분에대한중립성만을기준으로세부담
을 결정할 경우 조세의 형평성이 악화되므로 중립성
과형평성의균형이필요
○효율성만 고려하면 가격탄력성이 적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고, 조세회피가 용이한 개인사
업자보다는조세회피가어려운봉급자에대한세부담
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

□따라서 조세환경의 변화, 외국의 세제개편, 세목별·

□최근에는 세제개편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 및 세부

세원별·과세대상별세부담을 바탕으로 중장기 세제

담의 형평성 외에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에 대한 관심

개편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한시점

이높아지는추세

○이를통하여조세의형평성을제고하는한편국가경쟁

○세부담의 중립성과 형평성만을 고려하면 노동·자본

력을강화할수있는세제를구축하고, 또한투명하고,

및각종상품에대하여다양한세율체계를설정하고,

단순하고, 알기쉬운세제및세정을구축하여납세협

각종감면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

력비용과징세비용을감축하기위한방안도함께모색

○그러나 이와 관련한 조세 행정비용및 납세비용이 클

○세부담에 대한 개념 정립, 적정 세부담 지표 설정 및

경우에는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

이를통한세목및 세원간세부담에대한검토를통하

와관련된총사회적비용을축소시키는경우도존재

여세부담의적정배분, 세율및구간조정, 개별세목
의중장기개편방안등을모색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세제의모습은‘되도록 낮고 단
순한세율체계를넓은과표에적용하는것’
으로요약

Ⅱ. 21세기 조세환경의변화에 대응한 조세정책

되는추세
○그러나 단순세율의 적용과 과표의 확대는 소득 종류

1. 기초 이론 및 최근 추세

및 과세 대상에 대한 무차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원배분에 대한 중립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될

□조세는시장에서의자원배분에대하여중립적인것이
최선
○세금이부과된후노동및자본의공급, 그리고상품의

가능성을내포
○세원의국제적이동으로인하여국가경쟁력의약화를
초래할가능성도존재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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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최근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로 각국의 조세정책 대응
이활발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유럽의경우 국가
간 노동 이동이활발해짐에 따라 세계화에 초점을 맞
추는조세체계를수립하고자하는경향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동기를저해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높지않은것이바람직
- OECD 회원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평균은 1986년
54.6%에서1999년 39.4%로감소

○유럽, 일본및미국에서자본및노동소득에대한한계
세율의인하및세부담의전반적축소를추구

□자본과 노동의 활발한 국제 이동은 역설적으로 조
세·재정정책의역할이그만큼중요해졌음을의미

2. 세계화와 조세정책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
융·산업정책수단은극히제한적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
이동이가속화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투자위험을극소화하기위
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이가속화
○국제자본이동을가로막는법적·제도적장벽도빠른
속도로제거되는추세

- 자본의흐름에대한제도적장애요인이제거되고시
장경제에의의존도가높을수록한국가의독립적정
책수단은제한적
- 또한 국가간 협의에 의하여 시장개입적인 금융·산
업정책은그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상황
○그러나 조세·재정정책은 세계화 사회에서도 각 국
가의 고유한 정책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제화가 심화된 현상황에서시장경제의틀을유지

□국제간 자본의 원활한 이동으로 인하여 국가간 조세
경쟁이발생

하면서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각국은국내자본의축적및해외유출방지, 외국자본
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해 낮은세부담을 유지하

□세계화 및국가간 생산력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

려는동기를갖게되며, 이로인하여자본소득에대한

본과 기술의 축적이 둔화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 조

과세에있어국가간조세경쟁이발생

세정책이필요

- 특히국내 투자를촉진하기위한법인세와사업소득
세가주요조세경쟁대상
- 법인세의 경우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이
1986년 41.6%에서1999년에는31.4%로감소

○세계화 사회에서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는자본과기술
- 자본의 축적은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의
진보는 생산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생산
량을증대

□조세경쟁은개인소득세부문에서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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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원칙을지키면서자본과 기술 축적을 촉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주로 자본의 국제 이동에 초점

진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 및인적자본축적이활발

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

인력의국제이동도증가

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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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앞으로조세정책수립시비과세·감면축소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

등수평적형평성을최대한제고할수있도록하는것

직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B2B거래를 중심으로 급

이바람직

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위에서지적한문

- 수평적형평성의제고는조세의자원배분왜곡효과

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제도의개선이필요

를줄여경제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달성

○국내거래에있어서는주문만인터넷으로이루어지고,
배달·결제 등은 기존의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자본과고급인력의확보가예전보다더욱더어려워진
상황에서위축되고있는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을보
완할수있는수단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것이필요
○자본과 고급 전문인력은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

아아직까지심각한문제는제기되지않은상황
○그러나국제적으로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에대한과
세문제와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논의가활발

나들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과중하게 할
경우 국가의 성장기반이 잠식되며, 궁극적으로 세원
이동에의한세수입감소가발생
○대부분의자본가와고급전문인력은고소득층에속하
는데, 이들에대한세부담을강화하기는어렵고, 그러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국제적인 속성상 다른
나라와 제도적인 조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있어서도 OECD 등의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
가는것이불가피

한 상황에서 세부담의 누진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동
성이 낮아 세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중산층의 세부담

4.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

만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
○따라서 조세정책 중 재분배 기능을 향후에도 수행할

□지식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

수 있는 상속·증여세, 재산과세의강화를 꾀하고 동

용한정보 접근 및 이용은 일상 생활화되어 지식정보

시에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사회를살아가기위한필수요소로정착

것이필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1999년 말 약 1,000만명,
2000년 말 약 1,900만명, 2001년7월현재약2,200

3. 정보화와 조세정책

만명으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고, 2001년6
월 OECD의발표에의하면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

□국제적으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전자상거래로인
하여기존의조세제도에많은문제점야기

보급률은 30개 OECD 회원국 중 1위로 2001년 6월
말현재초고속인터넷가입인구는600만명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거래자의 신원 및 소비지 확인

○원격교육및진료등생활의전분야에대한인터넷활

곤란, 소득추적곤란등조세행정상의근본적인문제

용으로삶의질이한차원높아지고, 특히전자상거래

를제기

의 확산이 가져오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뿐만아니라세제에있어서도공급장소, 재화와서비스
의구별, 서비스의유형구분, 고정사업장의정의, 정상

전환은 노동 방식 및 생활양식에 총체적 변화를 유발
할것으로전망

가격의적용곤란, 소득의성격구분등의문제를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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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화가진전될수록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
진 자간의 격차, 즉‘정보격차(Digital Divide)’
라는
정보화의부작용도심화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제도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
○미국의 경우 농어촌 및 저소득 주민지역에의 초고속

○UN(United Nations)은 UNDP(United Nations

정보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

Development Program)의‘인간개발에관한 보고서

원을추진중이며, 학교및기업내종업원에대한컴퓨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에서 정보기

터및인터넷보급을위한세제지원은이미실시중

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 빈부간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

○우리나라도민간기업의정보통신기기기증 촉진을위

기하였고, 미국도 정보격차 관련 보고서인‘Falling

한 세제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로 보다나은 정보복지

Through The Net’
을 1995년부터 발간하여 미국 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

정보격차의심화를지적

침할수있는실효성있는조세정책의정비가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이 1999년부터 2001년까

5.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

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
도 매년 대체로 증가함으로써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격차도같이심화

□세계각국간무역경쟁이심화됨에따라국가경쟁력이
한층더강조되고있고, 개방화의가속으로자본및노

○한국정보문화센터의‘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

동의 유치 경쟁이치열해짐에 따라 조세제도 역시 경

인식조사’
의결과를분석하여작성한정보불평등지수

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를비교해보면, 정보격차정도를나타내는정보불평등

소지가큼.

지수의 격차는 학력, 직업, 연령, 소득, 성, 지역별의

○그러나 국가경쟁력 위주로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순으로 높고, 학력, 직업, 연령별 불평등지수 격차가

조세부담을최소화하는것은계층간소득격차를조세

소득, 성, 지역별불평등지수격차보다월등히높음.

정책이완화시키지못한다는문제점을동반

○정보격차의 특징을 보면,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화
기반보다는 실제 정보이용면에서의 격차가심각

○따라서생산활동에대한왜곡을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세부담의형평성을악화시키지않는조세정책을수립
하는것이중요

□정보격차는경제·사회적불평등을심화시켜국가경
쟁력향상및복지사회구현에걸림돌
○정보화 수준이나정도에 따라 소득 및 생활수준이 결

□부동산과세의역할확대는조세부담의형평성을높이
면서생산활동에큰영향을주지않는대표적인방안

정되므로정보격차로인한경제·사회적불평등유발

○우리나라의재산과세가전체세입에서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의경우IMF 외환위기를겪으면서악화된

이 높지만 부동산 보유과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소득분배구조가 정보격차로 인한 소득격차로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것이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심화가능성

위하여바람직
○OECD, IMF 등에서도세부담형평성을 위한재산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정보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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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형평성은계층간세부담의형평성(수직적

Ⅲ.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형평성)과동일계층세부담의균등성(수평적형평성)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세저항을최소화하면서조
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 제고 노
력이필요
○봉급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 봉급자및 자

□외국에서 최근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부담
감소를위한정책들이입안및시행중
○따라서 이러한세제개편의성격을파악하고우리나라
조세정책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필요

영업자 내부에서의 세부담 형평성, 부가가치세의 과
세저변 확대, 비과세·감면의축소 등은 이러한 관점
에서매우중요

□OECD 국가들의 직접세 인하 노력은 우리나라의 조
세정책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
○최근의 경향을 보면 외국의 조세구조가 우리나라의

6.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경감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는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가

조세구조에보다접근하고있다는평가가가능
1. 미국

장 핵심적 특성이므로 최근 각국의 세제개편은 단순
성에초점
○일반적으로 세제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이지적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은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
을증가시키고세금자체에대한불만을증폭
○영국과 호주는 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

□미국의부시행정부는향후 10년간총1조 3,500억달
러규모의감세를단행
○총감세규모를 2000년 GDP로대비하면약 13.5%에
달하고, 향후10년동안매년 GDP의 1.2%를감세재
원으로투입하겠다는의미(성장률3% 가정)
○소득세율인하에관한상·하원의최종합의안은기존

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1986년도 세제개편, 최근의

에15, 28, 31, 36, 39.6%의5단계에서10% 소득세율

단일세율(flat tax)에대한논의의핵심도세제의단순

을 신설하여 6단계를 유지하면서 2006년까지 낮추기

화임.

로결정하였으며구체적인인하계획은<표1> 참조
○자녀세액공제인상에대한상·하원의최종합의안은

□따라서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

<표2> 참조

직함.
○일목요연한 세법 체계, 세법간 용어의 통일, 표현방

□감세안이단행될경우다음과같은효과를예측

법의개선등을통하여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을줄

○감세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와 경제활성화로 인

이고국민의세금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것이필수

한세수증가효과를모두고려할때향후 10년간8천

적

억달러의세수감소

○특히, 신고납부제도의정착을위하여절차, 양식등에
대한간소화도필요

○이에따라재정수지가약1조5천억달러감소
○개인소득세감세로인해개인별로223달러정도구매
력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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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최종적인소득세율인하합의안
(단위: %)
신설

현행15%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2003

10

15

27

30

35

38.6

2004～2005

10

15

26

29

34

37.6

2006 이후

10

15

25

28

33

35.0

주 :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표2> 자녀세액공제인상합의안
(단위: 달러)

자녀세액공제액

현행

2001～2004

2005～2008

2009

2010 이후

500

600

700

800

1,000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매년0.2% 정도추가적인실질경제성장

37%의4단계로단순화

○물가0.3%, 이자율0.8%의상승요인
○매년 76만명규모의신규고용창출가능

□법인세인하단행(1999년)

○저축비율이추가적으로 0.2%p(4.7→4.9%) 증가

○ 1999년4월1일이후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법인세

※향후 10년간의경기예측을기반으로작성된시나리오
이기 때문에 경착륙 등 급격한 경기변동시 세수 감소
및재정적자의압박가능성존재
2. 일본

율을인하
-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총세율을 46.86%에서
40.87%로인하
□지방세인하단행(1999)
○개인주민세최고한계세율인하(15% →13%)

□경기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감세계획(1998)

○법인사업세세율인하(11% →9.6%)

○소득세특별감세: 4조엔

○ 1999년5월1일부터담배세의세율을13% 가량인하

○투자·주택분야조세감면: 6천억엔
○법인과세의국제적인수준으로의인하검토

□금융관련세제개편(1999년)
○유가증권거래세및거래소세폐지

□국세소득세인하단행(1999년)
○최고한계세율인하(50% →37%)
- 10, 20, 30, 40, 50%의 5단계에서 10, 20, 30,

○상장주식등에관한양도소득등의원천분리선택과세
제도에 대하여 200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경과

1) 2001년세제개편에 의해원천분리선택과세제도는 2003년 4월1일까지 2년간연장되어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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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는 일괄등록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원천징수면제

○ 2001년부터 현행 30~40%인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인 25%로 대폭 인하하고, 배당소득의경우에도 1/2
만과세소득으로인정(2000년세법개정)

□기업조직 개혁(분할·합병)에 관한 세제 정비(2001
년)
○상법개정에 의한 회사분할제도의 창설에 따라 분
할·합병·현물 출자 등의 기업조직 재편에 관한 세

□감세로인한연방정부예산부족분은일부세율및투
자재 감가상각률의 조정과 세제 개선에 따른 경기회
복으로인한세수확대로충당할계획

제정비
4. 영국
3. 독일
□대처수상의 세제개혁은 1979년의 소득세율 인하 및
□EU 내에서의 자본·노동을 유치하고 생산의 효율성
증대를위하여소득세및법인세율의인하단행

2)

VAT의증세, 1989~90년레이트 의 폐지, 인두세의
도입에이르기까지영국세제를대폭개혁
○소득세율인하

□소득세율인하
○ 2000년 소득세율은 최저 22.9%, 최고 51%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
각15%, 42%로인하
○ 2001년 소득세율 인하(최저 22.9% → 19.9%, 최고
51.0% →48.5%)
- 면세점을 13,499DM에서 14,093DM로 상향 조정
(부부의경우2배)
- 최고세율의 시작 구간을 하향 조정(종전
114,500DM에서107,600DM으로조정)

- 기본세율이33%에서 30%로, 최고한계세율이83%
에서 60%로 인하되고 과세구간은 11단계에서 7단
계로축소
- 1980년에는1978년에도입된하한세율이폐지
- 1988년에는 최고세율을 40%, 기본세율을 25%로
경감
○법인세세율의대폭적인인하
- 52%에서 35%로의 단계적 인하와 과세 베이스의
확대등
○ VAT는과세강화

※ 2001년은세제개혁3단계(2001~2005)의첫해로서,

- 표준세율8%, 할증세율12.5%를세율15%로일원화

개혁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소득세율이 최저 15%,

○ 1990년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지방세

최고 42%까지 인하되고, 면세점은 15,000DM으로
상향조정될예정

의레이트가폐지되고인두세가도입
○일반소비세의경우담배, 석유류에대한세율인상
○지방세제는재산가치에기초한세율체계에서개개인

□법인세율인하

에기초한인두세(poll tax)로전환한다음다시재

2) 영국의 전통적인 지방세로 일종의 재산세. 레이트는 주거용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레이트와 영업용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비주거
레이트의2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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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액에기초한카운실세(council tax)로변화

- 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VAT를 8%에서 5%로 인하
하는한편담배와연료에대한탄력세율강화

□ 1997년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 정부는 경제성장과
효율성강화를위한보수당의감세정책을더욱진전

□주요국의 세제개편이 앞으로 생산요소(노동·자본)에

○ 10%의 소득세율을 도입하고, 기본세율도 이전보다

대한조세경쟁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 외국의세제개

낮은22%로책정
○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VAT를 8%에서 5%로 인하하
는한편담배와연료에대한탄력세율강화

편배경과내용을면밀히관찰하고대응하는것이필요
○우리나라의노동·자본과세는OECD 국가들중낮은
편에속하기때문에당장의조세경쟁우려는불필요
○그러나미국의‘근본적 세제개혁’논의가현실화되고

5. 평가

EU 내에서법인세·소득세인하경쟁이심화되는등
외국 세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우리나라도 이

□주요국의최근세제개편은생산요소의세부담완화와

에대한대응필요

국가경쟁력제고도모
○독일은EU 내에서자본·노동의유치, 생산의효율성

Ⅳ. 중장기세제의 개편방향

제고를위한세제개편을단행
- EU 내자본과노동의이동이자유로워진현상황에

1. 재정수입구조의 합리적 조정

서독일의자본·소득과세인하는주변국가의조세
경쟁을촉발시킬것으로예상
○일본은 소득-소비과세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소득세

가. 조세부담률의적정화

□적정 조세부담률을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최고한계세율: 65%, 부가가치세세율: 5%)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거나 또

- 부가가치세인상및소득세인하노력을중·장기적

는높다는뚜렷한증거는없음.

으로지속할것으로전망
○미국은연방세입의대부분을소득과세에의존하고있
는바, 최근의재정흑자를계기로감세를단행

○조세부담률의적정성은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의규
모및질과조세부담이경제에미치는영향으로판단
- 그러나이에대한실증적인연구결과는없는상태

- 감세의주된이유는정치적인것이나소비세강화-소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복지를중시하는유럽국가보

득세인하라는‘근본적세제개혁’
의논의가일부반영

다는낮지만시장경제를지향하는미국, 일본과유사

○영국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수당의 감

- OECD 국가평균: 27.6%(1998년기준)

세정책을더욱진전

- 미국, 일본: 약18～23% (1990년이후기준)

- 10%의 소득세율을 도입하고, 기본세율도이전보다

- 우리나라(OECD 기준) : 1990년18.1%, 1995년

낮은22%로책정

3)

19.1%, 1998년18.8%

3) OECD 기준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자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OECD 기준을 사용. 국내 통계에 따르면 1990년
18.6%, 1995년 20.7%이며 2001년 22.0%(전망 기준), 2002년 21.9%(예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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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대규모감세는부적절한것으로판단

대한과세강화도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

○재정전망에서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감세 정책을 사용
하는점을감안하면감세요구가거세질전망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GDP 비율이 안정화되
지않았고,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
의만기도래등을감안할때재정안정이필요

□따라서 당분간 현재의 세부담 수준(22% 내외)을 유
지하는것이바람직
○대규모지출소요가예상되는복지지출의경우
- 연금, 의료보험등 예산외로 운영되는 분야는 수지
균형이맞도록갹출료와지급률을조정

- 현재도예산상으로는적자국채를발행하고있는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예산으로 운영되는 분야

정이므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 감세보다 국채

의 지출 증대는 농어촌, 교육, 국방, SOC 등 여

발행축소가합리적

타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조달을 추구

○통합재정흑자가 주로 국민연금의 흑자이므로 감세재

○이러한노력으로도해소하기어려운재정수요에한하

원으로부적절

여 소규모로 적자재정을 운용하거나 또는 세부담 증

- 미국의경우감세재원은예산상의흑자

대를모색

□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의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할
것이라는점을감안하면조세부담률을높이기도어려
울전망
○우리와 조세부담률이 유사한 미국이 GDP의 약 7%,
일본이 약 10%의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그비율이2% 수준
○따라서사회보장대상 확대, 갹출료인상, 의료보험료
인상 등 향후에도 사회보장부담금이 계속 증가할 것
으로전망
○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부담이증가하는상태에서조
세부담을추가로증대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

나. 세원별세부담조정

□ OECD에서평균유효세율을기준으로자본, 노동, 소
비의 세원별로 세부담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
에 대한 세부담이 가장 낮고, 다음이 노동, 자본의
순서
○평균유효세율을 보면 자본이 약 52%, 노동이 30～
33%, 소비가약16～17%로추정
○또한자본의세부담이낮아지는추세
- 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적 경쟁의 영향으로 OECD
평균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G7 및 EU는 자본에
대한과세가약화
-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주로 노동에 대한 세부

□세계화등으로인한조세경쟁의심화, 외국의감세추

담강화로귀결되는양상

세 등을 감안하여도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전망
○이자, 법인소득세등국제적경쟁에직면한세목과국
제적인 소득세 감세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소득세의
세부담증대가쉽지않고
○환경관련 조세, 담배및 주류를제외한 여타 상품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과소비에대한 세부담은 외국
과 비슷하지만 노동에 대한 세부담은 현저히 낮은
상태
○자본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1991～1997 기간은자본
의세부담이약 49%로 OECD 평균수준에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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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OECD 국가의조세부담률
(단위: %)
1965
미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OECD 평균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21.4

23.2

21.4

21.1

19.5

19.8

20.7

22.1

(25.0)

(27.2)

(26.8)

(27.0)

(25.8)

(26.8)

(27.6)

(28.4)

14.3

15.3

14.9

18.0

19.3

21.9

18.1

17.5

(18.3)

(19.5)

(21.9)

(25.3)

(27.7)

(30.7)

(28.1)

(28.4)

-

-

15.1

17.5

16.7

18.1

19.1

18.8

-

-

(15.1)

(17.5)

(16.9)

(18.6)

(20.8)

(21.3)

22.7

22.3

21.9

23.3

24.8

24.0

25.2

28.8

(34.5)

(35.1)

(37.0)

(40.6)

(43.6)

(43.0)

(44.3)

(45.1)

23.1

22.9

23.8

21.7

20.9

20.4

23.3

22.0

(31.6)

(33.4)

(36.4)

(34.5)

(32.7)

(34.2)

(37.9)

(37.1)

25.7

31.8

29.2

29.5

31.0

29.8

29.0

30.7

(30.4)

(36.0)

(35.0)

(34.8)

(37.9)

(35.9)

(34.8)

(35.9)

21.0

23.3

24.2

24.7

25.9

26.8

26.8

27.6

(25.8)

(28.9)

(31.2)

(32.3)

(34.0)

(35.5)

(36.4)

(36.9)

주: ( ) 안은 사회보장비포함된 값, 단 1998년의( )안의값은 1997년수치.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0.

○소비에 대한 세부담도 약 16～17%로 외국과 유사한
수준
○노동의 경우 1991～1997 기간의 세부담이 7.7%로
나타나OECD 평균수준인33.4%에비해현저히낮

○재산과세부담은OECD 국가들중가장높지만, 세부
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세목인
재산보유세의부담은미미하므로향후이를지속적으
로강화하는것이필요

은수준
□향후의 세원간 적정조세부담(optimal tax-mix) 방향
□우리나라세부담구조를요약하면,
○교통세와 같은 환경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간접세가
세부담에서차지하는비중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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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정리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현재와 같이 경쟁국보다
낮은수준으로유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분리되어 소득세의 세부담이

○국가간 거주지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급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영업자 소득 포착이 미흡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담 역시 외국보다 높

봉급자의세부담이상당히높게인식

지않게하는것이바람직

○법인세는세율이외국에 비하여높지않고, 각종감면

- 따라서 외국에서 가시적인 법인세 인하가 이루어

으로 인하여 실효세 부담이 낮았지만 세부담이 지속

지거나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도입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

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국내 세제정책의 변화가

짐에따라부담인하압박이존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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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OECD 국가의세원별조세부담
(단위: %)
자본(순영업수익기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OECD 평균
G7 평균
EU 평균
OECD 표준편차
EU 표준편차

1980～
1985

1986～
1990

1991～
1997

50.6
108.7
47.6
53.3
36.0
95.5
53.9
66.2
35.4
52.4

48.8
98.8
39.4
41.5
38.9
90.2
62.4
59.3
34.2
44.5

35.6

90.1
46.4
38.9

51.0
83.6
36.4
41.4
49.6
68.6
87.7
56.2
34.4
47.0
63.7
67.7
56.5
39.4

57.4
19.9

30.0
25.7

39.2

노동
1980～
1985

1986～
1990

소비
1991～
1997

1980～
1985

1986～
1990

1991～
1997

22.6
24.0
35.9
40.2
36.3
21.0
28.7
22.6
41.8
39.7
36.4
42.8
44.5
24.3
39.6

6.3
6.4
14.8
18.8
12.2
16.0
16.4
14.0
20.9
16.7

5.9
6.2
14.6
19.0
14.6
16.4
14.9
13.5
21.4
17.5

25.8
22.4
15.7

27.9
24.7
18.3

29.5
22.3
17.2
14.3
15.0
16.1
11.9
27.6

26.5
23.7
17.1
15.9
13.9
18.3
17.9
27.4

16.7
8.5
17.7
8.5
6.0
16.1
13.0
16.6
6.2
3.8

21.4
14.1
20.4
8.9
8.0
17.2
13.1
18.6
6.0
3.4

6.1
6.7
15.8
18.0
16.0
16.9
13.1
11.9
20.0
18.7
22.7
25.7
22.7
18.6
25.7
23.6
22.8
16.0
20.9
12.6
18.7
19.8
26.9
19.8
20.5
13.7
18.7
8.4
11.2
17.1
13.2
18.7
5.5
2.6

21.6
20.1
33.1
35.4
28.6
24.3
22.5
21.4
37.0
38.5

22.1
23.1
34.8
38.5
32.3
22.3
26.3
23.7
37.8
40.1

33.0

40.2
37.5
20.7

27.6
49.0

21.2
3.5

24.9
5.0

25.1
7.7

40.7
50.1
38.1

41.1

49.7

38.8
55.4
56.3

33.8

42.0
25.7
34.7

24.0
56.6
49.2

18.2
31.4
80.2
71.8

22.2
31.9
63.5`
75.6

24.2
46.8
27.2

20.0
27.7
51.0
28.1

41.0
24.2
35.5
42.9
22.7
30.4
48.5
30.2

51.7
63.6
48.4
21.9
18.9

52.2
60.0
46.9
21.2
19.7

52.2
59.8
45.3
17.7
13.2

30.0
26.5
33.0
8.1
7.9

32.2
28.5
35.3
8.3
8.2

33.4
29.8
36.8
8.6
8.3

주: 자본의경우분모는국민계정의영업잉여–추정자가고용소득–자가고용사회보장기여금이며, 분자는법인세+자산과세–자본거래세
+(사업소득+이자및배당소득–추정자가고용소득–자가고용사회보장기여금–가계의자본소득비중×사회보장기여금)×소득세율임.
자료: OECD, Average Effective Tax Rates on Capital, Labour and Consumption,2000.

○이러한정책은한편으로세수여건이나빠짐을의미하

- 그러나 세부담 형평성보다는 조세부담-지출혜택으

기 때문에 효율성 위주의 세제정책은 형평성의 악화

로인한최종적형평성이보다중요하므로조세경쟁

를초래할가능성이다분히높음.

압박이 큰 세목에 대한 세부담은 과감히 인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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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바람직

□지방재정의안정성과건전성 확보를위하여 지방정부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교통세

의자주재원을 확충하면서 중앙·지방간균형적재원

와같은환경세의비중이높기때문이고, 환경세는자

배분을도모할수있는국세·지방세조정방안을모색

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경제

하기때문에그역할축소는불필요

활성화노력이지방정부재원증가로연결될수있도록

- 조세경쟁에따른세수감소를보전하기위해서는높

국세와지방세를조정하는것이가장바람직

은간접세비중을유지하는것은불가피

○그러나, 지방의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세원은 지

- 부가가치세세율10%는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비
하여 낮고, 미국에서도 소비세 위주의 근본적 세제
개편(fundamental tax reform)이논의중
- 유류소비세는유종간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친화

역간편차가심하기때문에두가지 목적을동시에달
성하는것이어려움
○따라서, 지방세가 지방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반영하
게 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축소하는것이현실적대안

적세제를구축하기위하여생산활동에사용되는각
종환경오염물질에대한세부담도강화필요

□국세와지방세의정책조정기능강화

○토지및자본스톡에대한과세를강화할수있다면이

○국세 및 지방세 정책과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간

는간접세의세부담비중을높이는것보다더바람직.

의정책조정기능을강화하여전체조세부담률을고려

- 따라서 토지세(종합토지세) 및재산세에 대한 세부

한조세정책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

담강화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할필요

-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를통하여국세및지방세의
신설·조정·폐지, 중앙·지방정부간재원조정제도
의변경등에관한사항에대한사전협의기능강화

다. 국세와지방세의합리적조정

□ 2001년추경예산기준으로국세·지방세세입비중은
80:20이나 지방재정 조정 후의 중앙·지방정부재원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의비중은42:58임.
가. 비과세및감면정비
<국세·지방세>
국 세
95.9조원

<지방이전재원>
◇일반자치단체 27.6조원
–

·지방교부세 12.5조원 =
·지방양여금

4.8조원

<가용재원>
중앙정부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만 일몰시점을

49.9조원

부여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세감면항목은영구제도로전환

·국고보조금 10.3조원
80 : 20

42 : 58
◇교육자치단체 18.4조원

지방세
23.5조원

□일몰제의효율적운용

·교육교부금 14.6조원
+ ·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3.6조원 =
0.2조원

□조세감면에대한사전·사후통제강화
지방정부
69.5조원

○조세감면요구시요청사유, 감면수준및방식, 지원효
과및세수감소추정에대한자료등을의무적으로제
시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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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분야별조세지원제도정비

건이 성숙되는 때에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준비금제도 등 사용하기 힘든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현물시장에서의양도차

제도폐지, 특별세액감면은업종제한을완화
○연구개발의경우준비금제도는투자유인효과가적으
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개발세액공제제도를
확대
○투자지원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로 임시투자세

익과세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방안도강구할필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 축소, 급여계층별
세부담수준유지를위한제도개편이필요
○사업소득자의과표양성화를위한세무행정및관련제

액공제와외부효과가있는특정투자로구분

도개편이요청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유흥업등불건전한투자가아

- 적정수준의 신용카드 공제를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니라면투자의대상을한정할사유가없음.
- 항시적인투자지원은공해방지, 산재예방, 중수도등
사회적최적보다낮은수준의투자가실행되는분야
에지원하되하나로통합하고, 단일공제율적용

제 개편, 기장제도개편을통한근거과세 환경 조성
등의노력필요.
○전반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수 증대와
소득종류별실효세부담률차이를축소
○소득세과세기반의확대와더불어세율구조의개선이

나. 소득세과세기반확대

□과세기반확충을위해과세소득의확대가필요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소득세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필요
○현행의세율구조를당분간유지하고경제환경의변화
를감안하여향후개편을논의

과세대상소득범위의확대필요
- 1단계로현행소득구분체계를유지하되각소득별로
유사한 소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열거되지않은경
우에도과세할수있는유형적포괄주의도입
- 1단계 유형적 포괄주의의 실시에 따른 성과와 전면
적 포괄주의의 실효성 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 전면
적포괄주의로의전환을검토
※ 2001년 세제개편안에는 이자, 배당, 연금에 대한 유
형적포괄주의도입안이포함됨.

다. 재산과세의합리적조정

□현행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어 변화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투기억제·비근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차원에서 고세
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정책목적에 따라 비과
세·감면제도를다양하게운용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2단계전환이전과도기적으로는현재정상적인과세

작성하는등실지거래가액의확인이어려워불가피하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소

게 기준시가에 기초한 과세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

득에편입시키는노력이필요

과세원칙과상충하는문제를야기

- 소득세과세대상부가급여의범위를확대하고, 해당

- 현재 등기자료의 온라인 수집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부가급여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부가급

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

여에대한과세를강화하며,

상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여

방안을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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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제는 부동산 실명제 실

○이를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시, 부동산경기안정화등달라진부동산시장여건을

가 관내의 토지에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영하여정상화

지방토지세를도입

○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현행 종합토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위

과세구간이 넓으며, 과세단계가 적다는 특징을 지니

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별

고있는데, 우리나라양도소득세의고세율·다감면구

합산과세를유지

조를 저세율·소감면구조로개편하여 부동산관련 세
제의공평성및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2001년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되었으므
로향후감면규모를줄이는노력을지속

가.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제고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정착
□보유과세(재산·종토세)를 강화하고 취득과세(취
득·등록세)의세부담증가를억제
○거래세의 명목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신도시 형성
등거래빈도가높고, 부동산가치의GDP 비중이높아
서거래세의세수가크고, 또한거래세의세부담형평
성도 다른 세목들에 비하여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
간에거래세를낮추는노력은불필요

되도록노력
○금융시장여건과 시행성과를 보아가면서 금융소득종
합과세과세기준금액의단계적하향조정
- 원천징수세율을 세수여건과 개방화의 진전단계 등
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인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재 외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므로 당장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할

○그러나최근취득·등록세의실효세부담이지난2~3

필요성이적음. 그러나, 개방화의진전에따른금융자

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세율 인하를 통한 거래세

산의국제적이동이증가할것이므로외국의 동향을

의부담완화가필요

참고하여필요시원천징수세율의하향조정이불가피

-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은 2~3년 전까지 공시지가
의 70%이었으나 2001년에는상당수의 자치단체가
100%를 적용하고 있고,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도
곧현실화될예정
○과세표준이원화로인하여법인의세부담이개인보다
훨씬 높은 세부담 불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신축건물의원시취득분취득·등록세면제를고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조성할필요
○금융소득별·특정금융상품별로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융소득에
대한적정과세시스템을정비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전반적인축소가불가피하며,
2001년부터 시행된 세제우대저축의불입한도를 조정

□효율성과 형평성관점에서 모든 세목들 중가장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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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조치는일단올바른방향의정책판단

직한 세원은 토지세이므로 조세구조의 합리화 및 지

○그러나 우리나라의불완전한 금융시장과 부동산 여건

방자치의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종합토지세의근본

을감안하여노후소득보장, 재산형성촉진, 취약계층지

적개편이필요

원등각목적에부합되는적정수준의조세지원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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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및세금우대저축의축소조정과함께장기공사
채등분리과세대상저축수단의축소조정이필요

의 모든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
로과세하는유산과세형에속함.
○유산과세형은 취득과세형에 비해서 상속세수가 크고

나. 부의무상이전차단

조세행정이 용이하며, 납세절차및 집행이 간편한 장
점이존재

1) 완전포괄주의 도입 방안 검토
□기존열거주의과세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완전포괄
주의 과세방식의 채택에 따른 부작용 극복을 위해서
현행의유형별포괄과세주의도입

○그러나 응능과세의 원칙과 부의 분산 촉진에는 적합
하지않고
○취득과세형인증여세와도연계가어려우며인별공제
의효과도간접적인단점이존재

○기존 제한적 포괄과세주의와 더불어 과세 범위가 많
이확대
○그러나아직은 법령에 열거된 유형과 유형이 다른자
본거래 또는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
는적기과세가어려울수있음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이 예상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거래유형이등장할가능성
□정상적인 자본 거래로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를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로 하는 방안도
있으나
○憲裁는 조세법률주의 중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측면
즉,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부의분산및공평과세에대한국민적욕구등을감안
하면,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필요성존재
○취득과세형은상속인별로각자가상속받은재산을과
세단위로하여각상속인별로과세
○따라서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
합하는등이론적으로유산과세형보다는우수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문제는 정책판단의 문제이면
서주변제도및행정적인뒷받침이있어야가능
○정책비중을부의분산촉진, 가족공동체의물적기초
보호, 세부담의 평형성 제고 중에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그유형을결정

경향이있으므로조세법률주의를이유로한위헌논의

○상속등기를강제하고있지아니한상속등기제도의보

○완전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사실상 이익의 증여’
인

완, 상속재산의위장분할을차단할수있는정교한세

데, 동요건은추상적이어서조세마찰및집행상의혼

무행정의뒷받침및상속에관한민법의개정등관련

란예상

법제의정비가필요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
며 납세자와 과세 당국간의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다.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개편

있는장치의마련이선행될필요

□장기적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
징수의두단계로부가가치세제의정상화도모

2) 취득과세형으로의 체계 전환
□현행상속세과세체계는상속인이남겨놓은국내·외

○먼저 성실신고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확충과 함
께일반과세자로의전환을지속적으로유도하여일반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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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의비율을제고

므로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과표양성화추이에 따라 간이과세의 범위 축소 및 현
재 공급대가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소액부징수자에
대한매출액을현실화하는것이필요

국가 자본의 해외유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기피가
발생
○따라서 국내 자본에 대한 과세가 경쟁국보다더 과중
하지않는것이바람직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인적자본의국가간이동이자본만큼자유롭지않으나

위해한시적인세부담완화책의이용가능성검토

고급인력유치의국가간경쟁이가시적으로일어나고

○과세유형 전환시일정 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

있으므로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 역시 경쟁국보다

해줌으로써‘문턱효과’
를완화하여과세전환을원활

높지않게유지

히해주는것이바람직
○현재 적용되는 연도별·단계별 부가가치율을 현행의

□법인활동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

세율과일치하도록단계적으로현실화하고이후완전

우 세수기반의 약화로 경제활동에 필요한 국가 인프

폐지

라가 과소공급되고, 이는결과적으로 기업 환경에 더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를 완전 폐지하되 과표양성화
추이에따라소액부징수의범위를현실화

나쁜영향을줄수있음.
○조세부담뿐만 아니라 기업환경, 생활환경 등을 고려

○근거과세의 기반 확립을 위한 거래증빙 체계의 확충

하여자본·노동의국가간이동이발생하므로세부담

이전제조건이며과표양성화방안과연계하여추진

을 단순히 낮추는것보다는 적정한 지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향상도중요

<표5> 부가가치세과세현황
(단위: 만명, 억원, %)
인원
총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
간이과세
(소액부징수)

세수

339.0

(100)

232,120 (100)

172.1
(27.9)

(50.8)
(8.2)

230,605 (99.3)
(184,936) (79.7)

166.9
(142.6)

(49.2)
(42.1)

1,515
-

(0.7)

주: 1. 2000년과세정보를 기준으로재구성한것임.
2. ( ) 안은점유비
3. 수입분 세수는분류체계상 구분이 불가능하여 법인분세수
에 포함
자료: 재정경제부

□법인세의국제적인하압박이존재하지만세수기반을
크게 잠식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 선진국의 법
인세 정책에 대한추이를 보아가면서 이에 적절히 대
응하는것이바람직
○국가간 자본이동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투자에대한조세경쟁이심각한수준은아님.
□최선의 기업환경을 위하여 정부가 특정 업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과중하게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않음.

4.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각종 감면·비과세를 통하여 특정 업종을 장려하는
것은 다른 업종의 위축을 동반하는데, 이러한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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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하기좋은환경을지원

책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정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간 직·간접 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

대체로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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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특정 업종의 장려적 조세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나. 근로의욕을제고시키는조세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이 업종간 세부담의 수평적 불

□급여계층별세부담수준에대한전반적인조정이필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고 이는 조세행정의 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소득

뢰도를약화시키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
○조세정책이 기업활동에 중립적이 될 수 있도록 시장
개입적정부의조세정책은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

상승에따른세부담의급격한상승을방지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수준 조정으로 면세자 비
율과저소득근로자세부담을적정수준유지
○중산층에대한세부담경감은의료비공제, 교육비공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의 전문인 또는 친지들
이자유롭게모여서사업활동을쉽게할수있도록파
트너쉽과세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

제 등의 실지경비성 지출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를 통
해이루어짐이바람직함.
○연봉제의 확산과 기밀비, 접대비등 필요경비가 연봉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법인에 비하여 설

에 포함됨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립 및 운용상의 융통성을 지닌 파트너쉽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증빙서류 첨부를

요구될것으로예상

통한비용공제로의개편을신중히검토

○현행 소득세법상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할수 있는조
문으로는 공동사업장과관련한 조문이 있지만, 몇 가
지 단순한 규정에 불과한 공동사업장 규정을 파트너
쉽에대해적용하는것은무리라고판단
○파트너쉽과파트너간또는파트너간의권리와의무의
부담, 파트너쉽자산의처분, 파트너쉽지분의변동등
과관련한과세문제에대해상세히규정할필요

□근로소득세부담의누진도를완화하기 위한세율체계
개편이요구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한계
세율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부
담의급격한증가를방지
○한계세율 수준은 경쟁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
로 유지함으로써 조세에 의한 근로의욕 저해문제를

□ 1999년4월부터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이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
도의도입이필요

최소화하는동시에고급인력의국외유출을방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동향, 세수여건 등을 감안하
여소득세한계세율인하를검토할필요가있으나, 현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경제적

재의 세계경제 통합 정도와 우리나라의 한계세율 수

인 일체성을 유지한다면, 과세상으로도 이들 회사의

준을 감안하면 한계세율 수준 조정이 시급하지 않은

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는것이경제적논리에부합

것으로평가. 그러나, 주요외국의세제개편동향에대

○미국식의연결납세형과영국식또는독일식의개별손

해지속적으로주시할필요

익이전형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나
라의 현행 법인세제에 보다 가깝고 연결납세의 내용

다. 환경친화적세제의구축

이 간단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루를 쉽게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이 심화되는 등 각종의 사회적

방지할수있는제도를도입할필요

외부비용이크게증대되면서외부불경제의축소필요
성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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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 초래 품

과 수질 등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해서

목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소비억제 및

도 환경세 성격의 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예치금

외부불경제축소를도모함으로써환경친화적세제의

등을적절히활용하는것이바람직

구축이필요
○환경친화적조세라함은,‘국민생활의질’
을침해하는

라. 외부불경제의축소

오염원 및 각종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에대한 오

□주류, 담배와 같이 전통적인 재정품목이면서 소비시

염물질배출또는소비억제를위한수단중특히경제

에외부불경제를초래하는품목을중심으로개별소비

적유인제도를총괄하는조세로정의

세를과세하여외부불경제축소를도모

○탄소세및환경세측면에서의과세강화가바람직

○우리나라의 주류 및 담배 소비는 세계적으로매우 높
은 반면 가격은 매우 낮아소비가 과다해지면서국민

□석유류관련교통세와특별소비세의정비

건강에유해한결과를초래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연료과세 강화 및 환경오

○이는기본적으로관련소비세의과세강도가낮아소비

염물질 배출계수 차이에 따른 과세차등화 등 전반적

억제적조세로서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고있기때문

인과세방향의재정립이필요
○석유류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율 개
편안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에너지소비절약유도및
에너지절약적기술개발촉진에이바지하도록개편

□그러므로 죄악세 또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담배 및
주류관련소비세의정비가절실히필요
○외부불경제에따라초래되는‘시장의실패’교정을위
한소비세의기능강화가요청됨.

□그밖에과세의현실성과실효성등을감안할때토양
[그림1] 15세이상인구1인당흡연량및담배가격의국제비교
(단위: 달러/갑,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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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WTO 주세분쟁이후주류의종류별주세율통일이이

○ 2001년9월에는비회원국과의Global Forum을개최
하여공동제재방안에대해논의

루어졌으나개편된주세율체계가고알콜주소비억제
를통한종국적국민후생의증진에미흡
○즉, 아직 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율 구조가
확립되지못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위배

□절세효과제거를위한제도정비
○기존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를정
비하여제도의투명성과합리성제고

○따라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통한 시장의

○간접 해외투자(portfolio investment abroad) 소득의

실패 내재화를 위해 고알콜주-고세율, 저알콜주-저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FIF(Foreign Investment

율원칙의정립필요

Fund) 제도의도입검토

○주류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

○비협조적조세피난처발생소득에대해서는외국납부

하여 무분별한 주류 소비가 빚어지면서 청소년 음주

세액공제시국별한도제적용방안검토

문제가심각하므로이에대한규제강화가필요

- 현행제도: 국별한도와일괄한도중하나를납세자
가선택

□담배관련소비세
○최근의담배관련소비세의세율인상에도불구하고여

□정보의접근및세무조사강화

전히우리나라의담배가격및세금은OECD 국가중

○CFC 제도 중 보고대상자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최하위수준인반면소비는세계최고수준에육박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정보보고 의

있어담배소비억제를위한관련세제의강화필요

무조항의투명성과실효성제고

○담배관련세부담의상향조정을통해소비억제를도모

○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투자한기업에대한세무조사
강화

마. 국제기준에부합하는조세

□국제투자를유치하기위한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국
제자본거래를왜곡시키고과세기반을잠식

□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투자한기업에대해불이익을
제공하는방안선별적도입
○외국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와 과

□ OECD는조세피난처를통한자본거래를억제하고회
원국및비회원국의유해조세감면제도확산을방지하
기위한다자간협력방안모색
○ 2000년6월 47개의회원국유해감면제도가선정되었
으며, 회원국들은 2003년 4월까지 이 제도들의 유해
성을제거하기로합의
○ 2002년 상반기중에비협조적인조세피난처의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국가와의자본거래억제를위해공동
대응

소자본세제는현행유지
○일부회원국에서이미도입한비협조적조세피난처에
지급한 비용의 손금산입 제한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검토
- 내국 기업이 외국인에게 지불한 이자, 배당금, 사용
료 등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부
과하므로손금산입제한을통해이중으로규제할필
요가있는지의문
○비협조적조세피난처와조세조약체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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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국과의협조
○ OECD를중심으로진행되는조세피난처에대한공동
대응에비회원국들이동참하도록노력
○ OECD의 유해조세경쟁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의 조세제도로 인해 유해조세경쟁 억
제 노력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OECD는 개발도상국

□순서도(flowchart), 표, 수식, 도식(diagram) 사용을
확대
○해당 방법들은 서술된 글보다 독자의 이해를훨씬 빠
르게함.
○수식의 경우 A/(A+B)라는 형태보다는 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이해를증진시키는방법선택

의유해조세제도 확산을 억제하기위한노력도기울
여야 하며우리나라도 이에동참필요

□찾아가기를가능한한축소하고문장의끝에배치
○불가피한경우가아니면찾아가기사용지양

바. 세법체계간소화와알기쉬운세제

□세목수의축소

○관련조문을문장의끝에배치하거나, 타법률인용시
해당내용을각주또는미주로하는것도고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세목의 수를
축소해나가야하고특히, 부가세구조의목적세폐지

□시대에부합하는평이한언어로세법서술

를추구

○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용어를중심으로세법을서술

○수수료성격이짙은세목, 유사한성격의세목의통폐
합도추구해나가는것이필요
국세의 경우 전화세를 폐지하여 부가가치세로 통합하
고, 자산재평가세를실효(2001년시행)

하는 한편 법규의 정확성과 정교함을 희생하지 않는
수준으로조정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매우 방대한 과제로 장기적으
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것이바람직

□개별세법에규정된공통적 규정을국세기본법으로일
원화
○소액부징수, 수시부과, 과세표준및세액외통지등

□가능한한간단한문장을사용
○복문형태의복잡한문장은여러개의문장으로분할
- 이를위하여기존법규에서모든불필요한문구를삭

□일반세법의구조를합리적으로개편

제하거나제한규정을항또는소항으로이전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 계산에 필요한 순서로 세법을
기술
○일반세법의구조가일관적이되도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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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상기해야 한다. 첫

토론요약

째, 생산요소가 이동하기 때
중장기 세제개편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문에조세가국제적으로경쟁
한다. 둘째, 직접세는 축소되

21세기는경제 불확실기이

고간접세가늘어난다. 즉, 교

다. 이러한상황속에서무엇

과서와달리소득재분배효과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

강응선

의 기본적인 틀을 중·장기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있다. 셋째, 재정상황이 적자

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

로 인해 당분간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특히 국민경제 전

을 맞이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높이

김준영

체적으로 경제적 형평성이나

기도 낮추기도어려운상황이다.

성균관대교수

효율성, 자원배분에 가장 중

자원배분측면에서 세제는가능하면중립적이어야 한다.

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

특정업종에대해감면해주거나과중하게세부담을주는일

치는것이조세제도이다. 그동안크고작은조세개혁이매

이 없어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이나농업에 대한 지원보다

년 있을 정도로 잦은 세제개편을 해왔고 단기적인 효과도

는신성장산업에지원을해야한다. 법인세율 인하가당분

있었지만상당히역기능적인측면도있었다는점을성찰해

간 어렵다고 했는데 대폭적인 인하는 어렵더라도 1～3%

볼 필요가 있다. 그런측면에서 중·장기적인조세제도 개

정도인하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제조세의소득분배기

편을심도있게논의할수있는첫토론회라는점에서중요

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 기능을 위해

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중·장기세제는 정책당국자의 관

세가지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근로소득세의누진

심사뿐만아니라온국민의생활과직결될수 있는근간이

율강화는더이상국제경쟁력에맞지않는다고본다. 따라

된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서 현재 상태의 답보 또는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번연구는중장기적으로조세중립성확보에상당한노

문제가되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재정지출이담당해야한

력을하였다는면에서 의미가있는시도이나두가지바람

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인 4대 연금보험을 강화하여야 한

이 있다. 첫째,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이 안으로 그치지

다. 연금보험강화는 재정으로써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갹

말고 각 연도 또는 중간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고

출료나지급료를현실조정하고연금의기본원칙인pay-as-

있는지평가하는시스템이결부되었으면한다. 둘째,‘동태

you-go 원칙을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조세부담률을

적일관성’
이확보되는차원에서예를들어국회해당상임

유지하는 가운데 비용공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같은 조세부

위원회 등을통해중장기세제개편에 대한‘규약’
이나‘준

담률하에서도소득격차를완화할수있다고생각한다.

칙’정도를마련하여제도화가이루어졌으면한다.

재산세과세중부동산과세를강화하자는내용이있는데
현실적으로보면이는지방자치제의문제이다. 지방의회에

자원배분 측면에서 세제는 중립적이어야

서의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주택이나상가의임대료상승으

교과서적인의미의세제의역할과앞으로의환경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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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과함께진행되어야한다.

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금융종합과세의 강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저금리 시대이

재산관련 세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계산이

므로당분간보류하는것이좋을것같다. 근로소득세의감

아직도 차이가 있다. 이를 통일하여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면자축소는당연한것이며우리나라봉급생활자중 54%,

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개인사업자는40%만세금을내고있고있는데이것이 70

를 줄이기 위해 아직도 부동산 중개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80%까지는되어야한다.

는 거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양도소

조세감면시 사후통제의 관리 강화가 행정규제라는 생각

득세, 소득세, 등록세, 취득세가동시에 탈루되는 것이 현

은 잘못된 것이다. 혜택을받으면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실이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더

것이므로강력히시행해야한다. 부동산세제에서1가구1

큰문제이다. 양도소득세는장기보유자일수록세부담이오

주택이나특정규모·금액이하는면세되고있어서국지적

히려 더크다. 금년도에 양도소득세세율을소득세세율체

으로 투기가 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이러한감면제도는

계와 일치시켰는데 단기보유자보다는 장기보유자가 불리

없애야한다. 지방세의 경우 재정자립 능력 제고와 지역간

하지 않도록 연수로 환산해서 과세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편차축소는양립하기어렵다고본다.

수있을것이다.
상속증여세를 포괄주의와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

장기적으로 4대 보험 총괄 업무를 국세청에서 관장해야

에찬성한다. 선진국처럼과세의 여러 요건이 명확히 밝혀
지지않는시점에서는포괄주의과세가장기적으로검토되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당연

어야한다.

하다고생각한다. 정규영수증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제를 채

수수를 기피하고 거래질서와

택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탈루사실이 없으면 신고납

과세기반을해치는제도는당

부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법

연히 폐지하여야 한다. 이 제

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경우에경정결정사유를

도를존치하면서법인세와소

구체적으로열거하고 있다. 그러나역시 같은 법에질문조

송춘달

득세에서 증빙불비가산세를

사권이너무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고국세기

한국세무사회부회장

부과하는것자체가제도적인

본법 81조의5에‘납세의무자의성실성추정규정’
에납세

모순이 있다. 과세유형 전환

자를보호하는규정보다는‘조사를제한하지않는다’
고되

시 일정기간 세부담의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 경감하자

어있어조사를무한정할수있는것으로거꾸로해석되는

는의견에찬성한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확실하게 납세자를 보호하

사회보험은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 보도된바에의하

는규정으로개편하도록검토하여야한다.

면의료보험금년재정적자가1조1천억원이라고한다. 이

세무행정면에서, 유통질서를문란하게하는집단상가나

러한 재정적자는4대 보험이 각자 시설과 인원, 정보를보

세원관리가어려운곳은사실상세무행정이제대로작용하

유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지못하고 있다. 1999년도에세무서를광역체제로개편하

는 것이가장큰 이유이다. 장기적으로는4대 보험에 대한

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다 보니 세원관리가 잘 되지 않고

총괄업무를국세청에서관장함으로써이문제를해결할수

세원이 계속 누락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업종은 행정력을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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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지않고는기본적인조세질서를바로잡기가어렵다.

측면에서보면42:58이다. 그만큼각종중앙정부에서지방

근거과세를확립하기위해서는기장을장려해야한다. 지

정부로이양되는재원이많이포함되어있다. 어떻게국세,

금은 세무계산서 합계표와 디스켓을 제출하고 전자신고를

지방세 세목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과거에도 많이 논

하도록하고있다. 그럼으로써사업자는협력비용이가중되

의되었지만 항상 재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의견대립으로진

고행정비용은감소되고있다. 즉, 징세비감축이납세의무

척되지않는 경우가많았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자의 협력비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직접

해결할것인지에 대한제도적 장치도포함되어야 한다. 지

기장을 하면 비용이 들고 의뢰를 하더라도 용역비가 든다.

방세 조정만 하더라도 보유세 강화는 20년 전부터 주장되

기장을함으로써과세근거가남기때문에사후에불리한불

었고 거래과세 인하, 취득세·등록세 통합도 논의는 있었

이익을받을충분한이유가생기게된다. 또한 4대 공적보

지만 실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런것들을 실천 가능한

험에있어서도 근거가있는 경우와 없는경우는 직접 부담

안으로만들수있는연구가시도되어야할것같다.

하는것이많이다르다. 이런이유로기장을기피하고있는

사회보험 제도와 국세행정을 일원화하기 이전에 국세,

데기피하는요인을조금이라도감소시키기위해서는 기장

지방세 행정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국세, 지

세액공제의범위를지금보다훨씬더넓혀서납세자에게최

방세 행정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된 후에 사회보험 행정까

소한의비용을보전해주는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지같이할수있는대안도마련되어야한다.
미국은소비세제에관한연구가많으나우리나라는소득

국세, 지방세 행정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세 위주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세 체계에서 소비세 체
계로의전환을중장기과제로연구해야한다고생각한다.

최근세제개편이매년단기

최근에 유형별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적 개편에 치중했다는 것에

복잡다기한 소득요인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강하지

비추어 볼 때 중장기 세제개

만 세법 적용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징

편은 의의 있는 시도라고 생

세권남용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사례별예규나내부지

각한다. 그러나 너무 형이상

침을면밀히조사하여시행착오가생기지않도록행정당국

학적인 제시를 하다 보니 구

에서면밀히준비하여야한다.

이만우

체적이고 단계적인 개혁내용

고려대교수

을담지못한아쉬움이있다.

국제비교상 소득세율·법인세율이 높지 않아

지금중장기세제개편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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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큰과제가세목의단순화이다. 과거국제화이전에도20

조세부담률의 적정한 조정이나 국세·지방세 조정은 단

년 동안 단순화가많이 거론되었지만세목이 줄지않았다.

기적으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큰 원칙 정도

따라서어떠한계획을 갖고개편을추진할 것인가하는 구

만제시하였다고본다.‘넓은세원낮은세율’
은읽는사람

체적인 세목조정방안이 담겼으면 한다. 목적세 폐지도 해

에따라다르게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다. 시민단체나국

마다논의하였지만역시진전이없다. 국세, 지방세의세목

민들도이것을 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에 관심이있고또

조정및 단순화작업에목적세도 고려되어야한다. 특히 국

논란도있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된다. 소득세율, 법인

세와 지방세 비중이 재정수입에서 80:20이지만 재정지출

세율, 양도소득세율과 같은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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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과세구간을조정할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

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논

응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제개편의 내용은 바로

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동

정부가시행할내용이아니고5～10년동안조세정책이나

안 꾸준히 세율을 낮추거나

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보고서의 내용이 바로 시행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될것으로생각하지는말았으면한다.

펴 왔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

보고서내용 중오해의소지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언

으로 국제비교상 소득세율이

급하고자한다. 자영사업자소득포착이미흡하여봉급자의

나법인세율이높다고생각하

세부담이 상당히 높게 인식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지 않는다. 따라서 섣불리 판

봉급자의세부담이상당히높다고일반인들이인식하고있

단해서 조정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현실화

을뿐이지사실과는 다르다. 전체분배국민소득중에서 피

되어야할 부분이다. 외환위기이후에 소득 계층간에 소득

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나 선진국 대부분이

격차가벌어지고있는것은 사실이다. 또한세원별 세부담

60~70% 정도된다. 그렇다면특별히 우리나라가근로소

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들이절대적으로 세부담이 높

득세 비중이 낮아야 할 이유도, 높아져야할 이유도 없다.

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자영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때

전체 세금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문에 논란이 있지만 절대적 세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6% 정도인데 미국은 20% 정도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점을감안하여정책을펴야한다.

20% 내외이다. 일반적으로가장낮다고하는일본도12%

하승수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정도를 근로소득자로부터걷고 있다. 따라서 외국과 비교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틀 마련

해 볼 때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봉급생활자 세금부담을 경감해주다 보니 1996

이번에 정부와 조세연구원

～2000년기간동안전체국세는44% 증가하였고소득세

이중장기세제개편안을마련

가 20% 이상 증가하였는데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하여 발표한 것은 매년 세제

9.6%만증가하였다.

개편을하다보니목표의식이

이제앞으로의세계조세정책방향과우리의대응에대해

없어지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논하고자한다. 지금각국은근본적세제개혁을 진행 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

준비중이다. 그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크게두가지

이용섭

라서본연구는앞으로5～10

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생산

재정경제부세제실장

년 동안의 세제개편 방향을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 따라서작은 세율의 차이로도 생

정하고그방향을따름으로써

산요소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둘째, 생산요소의

조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고기업경영이나국민생활에

이동 없이도 생산이나 소비를 국제화할 수 있는 인터넷거

있어서안정성을주기위하여마련하게되었다. 본 연구가

래가확산되므로종전의폐쇄경제를전제로한조세정책은

정부의공식적인입장은아니지만실무자와의충분한협의

통할수없기때문이다.

가 있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은 입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은 첫째, 대내적인 조세
형평성은상당히후퇴되어야한다. 고소득자나자본에대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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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높게과세하면바로국경을넘어가버리므로세원이사

세금을 적게내던사람은 세금부담이늘어나고그동안성

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서의 형평이 중요시될

실하게 내던 사람은 세율이 낮아지므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세금의 국제

공평한세금이될것이다. 둘째, 능력대로세금을부담하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세제가 외국보다 유리하여

로체감조세부담률은늘지않는상태에서걷을수있을것

국민들이국내에머무르고외국의기업이나사람이들어올

이다. 셋째, 기업하기좋은국가, 살기좋은국가마련을위

수있는좋은세제를만드는것이훨씬중요하다. 둘째, 공

해서는넓은세원낮은세율의실현이필수적이며이를통

평과세의 접근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직접세 비중이 높아

해외국보다유리하고경쟁력있는 세제를갖출 수 있다고

야공평하고좋은세제라는논리는이제맞지않는다. 직접

생각한다.

세비중이높다는것은소득세가높다는것인데, 소득세가
높다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본은 외국으로 나가기

<종합토론>

쉽기 때문에 높게 과세할 수가 없고 외국으로 갈 수 없는
일반직노동자나부동산등에대한세금이늘어난다는것을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평한 세제

두가지만추가로지적하고자한다. 4대보험을국세청에

가아니라간접세보다더역진적인세제가된다는것이다.

서관장한다는것이무슨의미인지묻고싶다. 또한봉급자

현시점에비추어보면타당성이없을수도있지만장기적

의세부담이높지않다는의견에의문이있다. 봉급자와자

으로그런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소득이완전히노출되

영업자의상대적세부담을보면 1998년도에근로소득자의

어소득이높은사람은높은세율로과세된다는것이전제

세부담은자영업자의1.6배이고2000년도에는오히려 2.2

되어야하는데자영업자의소득이노출되지않은상태에서

배로상승하였다.

소득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다 부담한다는
것이 되고오히려더불공평해질수있다. 셋째, 수직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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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고려대교수

평성개념이후퇴할것이다. 수직적공평성이란소득이많

세무행정에 있어서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은

으면높은누진세율로과세한다는것이다. 그러나높은누

일반행정도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또한 국

진세율로 과세하면 세원이 사라질 것이므로 높은 세율을

세공무원보다는세무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

유지할수없다. 따라서수평적공평성을훨씬중시하는방

어일부학회에서는징세행정을국세로일원화하고재정수

향으로갈것이다. 넷째, 조세의소득재분배효과는한계가

입은 지방정부에 다시 돌려주자는 의견이 있었다. 지방세

있다. 개방된사회에서는높은소득에대해높은세율을적

행정은 상당히 전문화가 결여되어 있고 전산화도 국세에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는 재정지출이나 교육과

비해낙후되어있어그런논의가나왔다고본다. 또한최근

같은 사회적 시스템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의기초생활보장법이나각종의료보험행정에서가장핵심

주류이다.

적인사항이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다. 기초생활관련또는

하승수님이 질문하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의미에 대

의료보험행정공무원들이아무리열심히소득파악을하더

해 얘기하고자 한다. 다른 경제정책의입지가좁아지고 있

라도 국세공무원보다 비효율적이며소득파악을 제대로 하

는 상황에서정부의가장강력한수단이조세정책이다. 첫

려면국세행정력의도움을받아야한다. 따라서일단국세,

째, 넓다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므로 상대적으로

지방세의행정일원화가되면장기적으로는4대보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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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국세행정에서담당해야4대보험행정이원활히이루

에비해그렇게높지않다는의미이다.

어질것이라는논의가있다.

송춘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국민건강보험은재산과소득을기준을기준으로하고있
고나머지는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 국세청이이에관
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업무를
총괄하면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득파악이 가장 잘 된다는
것이다. 징수기관은위탁할수도있는 문제이며업무를총
괄하는것이국민부담을줄이고재정적자를줄이는방안이
라는의미이다.

이용섭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어느 나라나 자영업자는 직접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근
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보면 근로소득자가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근로소득자와 자
영사업자가 세부담 괴리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를 파악
하기 위한 기준이 전체 조세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
는비중인데우리나라는6%이고선진국은20% 내외이다.
더중요한것은소득세는근로소득세와종합소득세가주를
이루는데, 외국의경우소득세 중근로소득자부분이 50%
이상을차지하는반면우리나라는30% 미만이다. 이런면
에서 근로소득자들이 특별히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소득 포착이 안되는 반면 근로소득자
들은 제도권 내에서 세부담 완화를 지속해 왔다. 자영업자
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배수가 증가한 이유는 근로
소득세는근로소득금액이과표가되지만자영사업자는과
세자료가양성화되어도비용이많으면세금이없기때문이
다. 물론 지금도 자영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적
게내지만과거에비하면많이내고있다. 의사, 변호사, 공
인회계사, 세무사들도 과거에 비해 소득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로 많
이 양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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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

朴 寄 白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경제가대외상황의변화에이전보다민감하
게반응함으로써불확실성, 불안정성이증대

□재정의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재정운영 및 재정구조
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내부적으로는 안정성장시대의 진입, 고령화 등 수입

○반면재정을제외한여타정책수단의유효성은저하
○따라서 미래 위험에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이긴요

과지출구조에 심대한영향을줄변화가심화되고있
는상태
○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시장의 글로벌화, 지식정보사
회의 도래 등 환경변화도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요
구하고있음.

□따라서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
○이를 위하여 재정환경의 변화, 재정전망, 세출구조의
분석등을통하여세출구조변화와주요분야별운용
방향을살펴봄.

□우리나라의경우 1997년말에발생한금융·외환위기
가 당분간 재정운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Ⅱ. 재정 환경 및 전망

예상
○경제위기를거치면서재정적자와정부부채가증가

1. 재정 환경의 변화

-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
면서발생한현상
○특히,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지급보증채는 우
발채무로향후재정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존재

가. 지식·정보화

□세계 경제가 하나의 성장모형에서 지식과 정보가 중
심이되는새로운성장모형으로전환하는과정
○향후부가가치창출의 핵심이정보·지식·기술의창

□향후지출의효율적운용을통한재정안정화가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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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소득격차가확대되고

와비전문직의실업증가에대처하기위한노력필요

실업이증가하는부작용도수반

○따라서 연구개발 등 지식관련 재정투자 및 조세지원

○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전문기술직의고용증

의강화, 실업및복지지출의증대가예상

가와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 저급 기술직은 고용
이감소하고, 임금이낮아지고있음.

나. 개방화·세계화

○우리나라도실업률증가, 성과급및연봉제의확산, 정

□세계경제가하나의단일경제권을형성해나가고있음.

보화관련산업의비대칭적발전으로소득격차가확대

○공산품 외에 농업, 서비스업, 금융등전 분야의 개방

되고실업률이증가

화, 세계화가강화
○기업의연구개발, 부품조달, 생산, 유통, 판매등의활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동에있어서국경의개념이약화

사회적응집력을유지하는정책이필요
○지식에대한투자유인을강화하고, 경제전체의지식

□특히, 금융자본의국제간이동규모및속도의증가는

에대한접근및분배를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

○지식기반 경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격차

정성을위협

<표1> 경제패러다임의변화
17세기～19세기초

19세기～20세기후반

20세기후반이후

핵심생산요소

- 토지

- 산업자본

- 인적자본

(기반기술)

(농업기술)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

부의원천

- 토지기반

- 기계·금융기반

- 금융·지식기반

중심산업

- 농수산업

- 제조업

- 서비스업

경쟁내용

- 비용경제

- 품질경쟁

- 시간경쟁

경제활동공간

- 지방경제중심

- 국가경제중심

- 세계경제로확대

- 국가주도

- 국가와기업중심

- 기업주도

- 봉건체제

- 수직적경영체제

- 제휴경영체제

(대립적경제관계)

(협조적경제관계)

경제운영체제

자료: 재정경제부·KDI,「새천년의패러다임 -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표2> 한국의추정지니계수(가구기준)

지니계수

1996

1997

1998

1999

2000

0.291

0.283

0.316

0.320

0.317

주: 숫자가 클수록 소득분배 구조가악화됨을 의미
자료: 통계청(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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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수출 및 수입의

○이에따라실업의문제가심각해질것으로전망

GDP 대비비중의변화는크지않으나최근들어외국
인투자가급증하는실정
○이에 따라 상품시장보다는 금융·자본시장의불안정
성이높아진상태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도달함에 따라 경제의 효
율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
○정부주도의노동, 자본의동원을통한경제성장이한
계에봉착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
지하는것이필요
○여타 정책수단의 유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재정이 경
제 위기에 대처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것이 불
가피

고 등 효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필수적
○재정에 있어서도 투입의 증대보다는 효율 제고를 위
한지출이바람직

다. 안정성장시대의도래

라. 고령화

□경제가발전함에따라고성장·고물가로대표되는개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

발연대에서저성장·저물가의안정성장시대로이행

행

○1970, 1980년대의20%대의 경상성장, 10%대의물

○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7.13%에

가상승에서 향후에는 5% 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불과하지만2030년에는해당비율이 19.27%로증가

물가상승률전망

할전망

[그림1] 수출, 수입및외국인투자의GDP 대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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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한국의주요경제지표변화추이
(단위: %)
1970년대

1980년대

1990～96

8.6

7.6

7.6

경상GDP 성장률

31.2

17.0

소비자물가상승률

15.1

8.4

4.0

3.8

실질GDP 성장률

실업률

1997

1998

1999

2000

5.0

-6.7

10.9

8.8

16.0

8.3

-2.0

8.6

7.1

6.4

4.5

7.5

0.8

2.3

2.3

2.6

6.8

6.3

4.1

자료: 통계청, 통계DB

<표4> 고령화의진전
(단위: %)

노령인구비율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7.13

8.66

9.94

11.31

13.18

16.34

19.27

스웨덴

미 국

영 국

서 독

일 본

한 국

<표5> 고령화수준및전망비교
프랑스
7%

1865

1890

1945

1930

1930

1970

2000

14%

1980

1975

2015

1975

1975

1996

2022

소요연수

115

85

70

45

45

26

22

○외국과 비교해도 고령화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1)

2. 중기 재정전망

노동력및 저축의감소로인한성장률저하와그에따
른고령인구부양문제

가. 최근추이

□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의료 및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전망
○수명연장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재
정부담증가
○고령인구지원을위한재정지출의증대
○국민연금제도의성숙

극적역할을담당함에따라재정적자가증가
○경제침체로세입이감소
○반면위기극복을위한지출증가
- 금융구조조정이자비용 : 1.3조원(1998), 4.0조원
(1999), 5.6조원(2000)
-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 지원 : 5.7조원
(1998), 5.1조원(1999), 5.7조원(2000)

1) 경제 및 재정전망은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경제상황의 변화, 재정기조의 변화, 지방교부금의 정산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세입 및세출규모나수지와는 불가피하게 편차가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구체적인 수치는무의미하며, 방향성만의미를 보유

재정포럼

99

정책토론리포트

[그림2] 중앙정부채무와지급보증추이

- 경기활성화및수출촉진지원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였으나 경기 회복으로

나. 재정전망

□주요경제및재정관련가정

재정적자해소

○5% 전후의성장률, 3～4% 소비자물가상승률가정

- GDP대비재정수지

○10% 수준의시장이자율과4%대의실업률가정

: –4.2%(1998), –2.7%(1999), 1.3%(2000)

○공적자금은예상대로회수되거나차환발행하는것을
가정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 및 지급보증채무가
증가
○국가채무의경우GDP 대비비중이1975년 22.9%에
서 1996년 8.8%까지 낮아졌으나 2000년에는
19.3%로증가
○지급보증을 포함할 경우 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1975년 26.6%에서 1996년 10.6%까지 낮아졌으나
2000년 33.5%로증가
- 이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에 따라 지급
보증이급속히증가하였기때문
○대규모융자로인하여정부채권도 2000년 142.6조원
에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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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빠르게 안정되어 향후 재정흑자를 시현할 것
으로전망
○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
극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적자가 급속
히안정화
- 재정수지가1998년 -4.2%, 1999년-2.7%, 2000
년 1.3%를시현
- 2001년 예산은 -0.4조원의 소폭 적자, 2002년 예
산안은6.4조원의흑자를예상
○ KDI의연구결과도수치에서는편차가있지만조기에
재정흑자를달성한다는점에서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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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추세선에의한재정전망
(단위: 조원, %)
2001 예산

2002 예산안

2003

2004

2005

세입

143.1

154.7

164.2
(169.6)

181.9
(185.4)

199.0
(203.0)

지출및순융자

142.5

148.3

165.4
(164.1)

175.7
(179.8)

185.2
(195.7)

통합재정수지

-0.4

6.4

1.0
(5.5)

8.8
(5.6)

17.7
(7.3)

주: 1. 수치는 가정에 기초한것이므로경제전망, 정부정책의변화등에따라가변적
2. 2000년에추정한 자료이므로 최근의경제상황변화를 반영하지못한상태
3. 괄호안은 KDI 전망이며 민영화수입이순융자로 계상되어 기준이다르고, 성장률및 지출증가율 등 가정이상이하므로직접적
비교는곤란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전망, KDI‘Vision 2011 Project - 중기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기획예산처 자료

<표7> 적자보전용국채발행추이

일반회계국채

(단위: 조원)
1998

1999

2000

2001 예산

2002 예산안

9.7

10.4

3.6

2.4

2.1

□재정수지개선이주로연금의흑자에서기인

- 조세부담률 : 22.0%(2000), 22.0%(2001, 전망

○재정흑자에도불구하고적자보전용국채발행이지속

기준), 21.9%(2002, 예산안)

- 2002년의경우예산상 6.4조원의 통합재정수지흑
자이지만적자보전용국채를2.1조원발행할예정

Ⅲ. 세출 구조

○지출통제 노력이 약화된다면 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
의종료가쉽지않을전망
□사회보장관련국민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국세의비중은2000년도보다낮아질전망
○국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의 GDP 대
비비율이1999년의18.1%보다높은20% 내외를유
지할것으로전망
- 국세부담률 : 18.0%(2000), 17.6%(2001, 전망
기준), 17.5%(2002, 예산안)

1. 기능별

가. 통합재정

□통합재정기준세출및순융자의기능별특징
방위비의비중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
○교육비는 최근 GDP 대비 3.5%를 다소 상회하는 수
2)

준에서안정세

○복지분야지출이1980년대말부터빠르게증가하기
시작

2) 중앙정부통합재정 기준이므로지방정부나재단, 학부모 부담은제외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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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지출의구성(통합재정, 중앙정부)
미국
(1999)
일반행정
국방
치안및질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택및지역
문화
경제부문
연료및에너지
농업
제조업및광업
교통및통신
기타경제
기타지출
이자지급

9.3
15.2
1.7
1.8
20.4
28.7
2.9
0.5
5.9
0.1
1.7
0.1
2.4
1.6
13.5
13.5

일본
(1993)

독일
(1996)

영국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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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3.9
0.3
0.5
18.9
50.0
0.5
0.1
7.4
0.1
0.3
1.1
3.0
2.9
15.7
7.1

4.2
7.1
3.5
3.7
15.4
36.5
2.2
0.3
4.3
0.1
0.4
0.1
0.9
2.9
22.7
7.7

캐나다
(1997)

한국
(1999)

5.7
5.5
2.9
1.8
0.7
46.1
1.6
1.5
6.5
0.0
1.5
0.1
1.7
3.2
27.7
16.9

3.7
11.2
5.0
15.0
0.9
12.4
8.1
0.8
27.5
1.6
7.3
5.3
9.9
3.4
15.5
5.2

자료: IMF, GFSY, 2000.

- 1999년에는국방비지출을상회, 향후교육비지출
을상회할전망
○농업분야에대한지출은변동폭이크지만일반의인식
과는달리UR 타결이후별다른증가세는없는상태
○교통 및 통신분야 지출이 1980년대에 감소세를 보였
으나최근들어급속한증가세

나. 간접지출(조세감면)

□간접지출(조세감면)의 규모가 2000년의 경우 13.2
조원
○이는 일반회계 예산 88.7조원의 약 14.9%에 해당하
는규모
○ 따라서 예산과 조세감면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외국과비교할때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고,

있음.

사회복지분야지출이낮은상태
○국방분야는 북한과 대치상태라는 특수상황이 작용
하고, 치안 및 교육은 중앙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데
기인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연금 지출이 점차적으로 본격
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등으로 향후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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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광업에대한조세지
출의비중이높음.
○특히, 농업의 경우 석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
농지등약 3.2조원의간접적지출이발생

2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표9> 조세감면의규모
(단위: 조원)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3

2.5

2.9

3.1

3.6

3.1

7.7

10.5

13.2

조세감면

주: 1998년부터 조세감면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정책변화보다는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감면 항목이 추가되었
기 때문 : 1998년의 경우 교육비 등 근로소득공제 1.3조원, 저축감면 1.9조원, 공공법인 저율과세 0.4조원 등이 추가, 1999년은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간접세가 추가

<표10> 조세감면의GDP 비중(2000년기준)
(단위: %)

비중

농업

교육

국방

교통

제조업및광업

기타경제

총계

0.62

0.13

0.09

0.12

0.15

1.08

2.56

주: 조세지출보고서지출항목을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한것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2. 경제성질별·회계별

발생
- SOC 자본스톡이 적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가. 경제성질별

□융자의규모와비중이높은상태

SOC 수요가급증
<표11> 예산대비지출비중비교

○금융구조조정비용이 순융자로 계상됨에 따라 순융자

(단위: %)

의 비중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그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규모가큰상태

미국(1998)

96.9

3.0

0.1

- 농어촌, 주택, 중소기업등에대한융자지원이많기

일본(1990)

85.5

12.2

2.3

때문에발생
○정부채권의 대부분이 융자금으로 2000년말 기준

독일(1998)

95.1

4.3

0.6

한국(2000)

64.2

19.2

15.4

120.9조원

나. 회계별

- 이는전체국가채권142.6조원의84.8% 수준

□특별회계와기금의상대적비중이증가

○정부 융자의 대부분은 특별회계(12.8조원), 기금
(20.8조원)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음.

○일반회계의 지출 비중이 1981년의 59.9%에서 1988
년 75.5%로최고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여 2000년의
46.6%로하락

□자본지출의비중도높은상태
○미국, 독일이예산대비3～4%의자본지출비중을유
지하고, 일본이 12.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9.2%
○ 이는 SOC와 관련한 지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회계는비중이 1980년대초5～6%에서 2000년
에는30.4%로증가
- 1990년대에 들어서 양여금 관련 특별회계, 농어촌
관련특별회계, 교통관련특별회계등주요특별회
계신설

재정포럼

103

정책토론리포트

[그림3] 회계별지출비중추이

주: 1. 2000 수치는예산기준
2.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차감한 수
지규모
3. 1993년이전은 비금융공기업의 기금부분을빼서 기
금에 포함해서계산
4. 1986년이전의 수치는일반회계와비금융공기업간의
내부거래를차감하지않은수치
자료: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예산개요참고자료

○기금의 지출 비중은 1981년의 17.4%에서 1986년
8.8%로 최저점에 달한 이후 15% 내외의 비중을 유

적자특별회계

지하다가2000년 21.9%로증가

- 2000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0.7조원, 재

-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실채권정리기금등 신규 기

정융자특별회계가 3.7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금의 도입과 연금기금의 규모 증가가 주요 원인으

계가 3.2조원을차지하여전체적자20.1조원의대

로추정

부분을차지

□일반회계가흑자, 특별회계가적자구조를유지
○이는 특별회계가 지출을 목적으로 한 회계임을 보여
주고있음.
- 1998년 16.9조원, 1999년21.8조원, 2000년20.1
조원의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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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흑자, 여타 기금은 적자
구조
○주요적자기금은국민주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임.
- 2000년의경우국민연금이6.7조원흑자, 주택기금
이 7.3조원적자, 공자기금이5.0조원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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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통합재정수지수지차내역
(단위: 10억원)
1993
일반회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5,637

9,658

13,192

13,998

13,983

7,139

14,621

24,304

-4,130

-7,080

-9,793

-11,356

-13,053

-16,892

-21,831

-20,103

세입세출외

-188

-575

-1,045

-443

-7,548

-6,157

-1,552

-263

기금

-658

54

-238

-437

871

-1,043

-3,560

1,110

기타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1,164

-673

-875

-663

-1,212

-1,804

-743

529

합계(수지차)

813

1,384

1,241

1,099

-6,959

-18,757

-13,065

5,577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0, 1/4분기.

<표13> 주요적자특별회계및공공기금
(단위: 조원)

재정융자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특별세관리
교통시설
군인연금
철도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특별회계

공공기금

2000

2001

-3.7
-3.2
0.8
-10.7
-0.8
-1,7
-5.0
-7.3
6.7
-1.9
-1.0

-1.8
-3.5
2.7
-10.6
-1.1
-1.9
-5.2
-4.3
11.5
-0.9
-0.5

주: 자체세입과사업지출및 기금관리비만계산한 수치임(여유자금 회수 제외)
자료: 예산개요 참고자료

<표14> 통합재정과일반회계비중

상수

<표15> 재정수지와일반회계비중

계수

t값

표준오차

상관계수
상수

계수

t값

표준오차

0.8077

35.469

0.0228

-

-0.0152

-8.395

0.0018

-0.766

4.712

0.6155

0.251

1.1486

19.696

0.0058

-

시간추세

-0.0085

-5.833

0.0015

-0.766

시간추세

통합재정

-2.2583

-6.999

0.3227

-0.826

통합재정수지 2.9000

상관계수

주: 표본수: 19, 조정R = 0.885, Durbin-Watson = 0.913

주: 표본수: 19, 조정R = 0.805, Durbin-Watson = 1.132

□회귀분석의 결과도 지출이 확대되거나, 재정적자가

○통합재정의계수가-2.26, 재정수지의계수가2.900

2

커질 때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일반회
계비중이낮아지는) 것으로나타남.

2

○대상기간은 일반회계 비중 자료가 있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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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 운용방안

○고령화, 경제성숙화에따른연금, 의료, 복지지출증
대예상

1. 기본방향

○지식기반경제에따른소득격차, 고용불안증대, 저성장
으로인한실업증가가능성등취약계층의확대

가. 기본방향

□재정지출을 통한 국가자산 구축의 중심을 기존의 사
회간접자본에서지식자본으로전환
○이전까지 국가경쟁력 또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SOC 등유형·물적자본의투입이중심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방
화·세계화의 진전으로 이전보다 재정건전화의 필요
성이증대
○따라서재정건전화특별법등재정건전화를담보할수
있는제도적장치를모색

○그러나경제가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향후에
는정보화, 연구개발, 인적자본등무형·지적자본의

나. 감세및증세

구축에초점

□통합재정수지의 개선, 미국 등 주요국의 감세 정책에
따라감세논의가있을수있지만대규모감세는부적

□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재정지원에초점
○저리융자등기존의민간부문지원이기본적으로

절한것으로판단
○미국과는 달리 재정흑자가 예산이 아닌 예산외에서

투입을확대하는방식이며, 시장에직접적으로개입하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흑자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

여경제의효율성을저해할가능성

태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 교정차원의 보
조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 차원이라면
이전지출방식을사용
○민자유치등민간의활력활용을확대

- 특히, 금융구조조정에사용된대규모지급보증채의
만기도래등을감안할때재정안정이필요
○연금흑자는구조적인흑자가 아니므로감세재원으로
는부적절
- 각종연금기금의재원고갈을감안할경우연금보험

□재정지출 및관리의 중심을 기존의 투입(예산편성)에
서효율및효과(중간및사후평가)로전환

료의 인상을 통하여 연금의 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추구하는것이타당

○개별 지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실행조
직(지출부서및지방정부)에대한재정권이양을확대

□대규모증세의필요성및실현가능성이낮음.

하는 대신 지출의 성과를 관리·평가할수 있는 체제

○재정의경우복지수요의증대, 공적자금상환등재정

를구축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시 기본방향 및 지출 총액 등에
만규제를하는하향식예산편성검토

수요가증대하고있으므로조세부담률을높일필요가
있지만
○미국과일본의조세부담률이18～22%이고, 유럽의경
우는우리나라보다조세부담률이높기는하나,

□지식기반 및 복지를 제외한 여타 분야 지출을 억제함
으로써재정의건전성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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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관련된국민의부담이지속적으로증가할
것이므로조세부담률을높이기는어려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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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GDP의약7%, 일본이약10%의사회보장비

○이차보전방식을적용하는경우재정규모의축소, 상

를부담하는반면우리나라는그비율이2% 수준이므

환의안정성제고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

로향후에도사회보장비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

- 융자는대부분금융기관에융자하는방식을채택하고
있어직접적인부실채권의문제가적지만농어촌부

□따라서 특정 분야의 추가적인 재정수요는 여타 분야

채탕감등에서보듯이부담이전혀없는것은아님.

의지출감축으로해소하는것이불가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등복지수요, 남북경협지
출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 증가는 농어촌, 국방, SOC
등여타지출의감축을통해해소하는것이바람직
○이러한노력으로도해소하지못한소규모지출증대분
에한하여적자재정의운용또는세부담증대를모색

□SOC 등 자본지출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불가피할
전망
○정부가재정건전화라는목표를달성하고자하면자본
지출이주요축소대상이될수밖에없음.
- 복지분야에 대한 지출 증대가 불가피하고, 당분간
금융구조조정으로인한이자지급이지속될전망

2. 세출 구조 변화

- 지속적인감축이이루어져왔던국방분야는추가적
인비중축소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

가. 재원배분

○정부 투자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경제분야(SOC, 중소기업, 농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지출을 증대하기보

어촌등)에대한지출을축소하는것이불가피할것으

다는개별사업을대상으로비용-편익분석등사업성

로전망

분석을엄격히하는것이바람직

○주요 적자 계정이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재정융
자 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이며 해당 분야가 순융
자및자본지출과밀접한관계
○외국에비해경제분야에대한지출비중이높음.

- 현재의 예비타당성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
본지출의규모를낮추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
- 경제적 논리가 아닌지역간 형평등을감안하는 요
소가큰사업을억제하는데기능을할것으로전망

○농업, 교통, 제조업및광업에대한조세지출의비중이
높으므로이를세출과연계할필요가있음.
- 특히, 농업의 경우 면세 유류, 농기자재, 협동조합,
자경농지 등약 3.2조원의간접적지출이발생하고
있으므로 직불제 확대 등을 감면 축소와 연계하는
것을고려할만함.

□예산외 항목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
하는것이바람직
○예산과 같은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지출 증대
가능성이높음.
○각종특별회계와기금은기본적으로특정대상에대한
지출을목적으로한계정이어서재정적자의주요요소

□융자의규모및비중을축소하는것이바람직
○융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재정이 금융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것을의미하므로직접적융자보다는재정본
연의기능인이전지출또는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

○또한특별회계와기금은재정의용도를제한하는역할
을수행함으로써재정의효율적운용의저해요인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 규모 축소를 추구하
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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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분야별방향

이면약 20.0%에달할것으로전망
○ 2030년에는 연금·재해부문이 GDP 대비 약

①농업

10.0%, 보건분야가약6.4%를차지하여사회보험의

□현시점에서는경쟁력강화에필요한투자에중점

비중이전체사회복지지출규모의약80%를차지

○뉴라운드가 타결되어 대외개방의 충격이 현재화되는
시점이 되면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중이 2030년에 이르면
전체사회보험지출의약 83.3%를차지할전망

것으로예상
○경쟁력 강화는‘물적요소 투입증가- 대량생산 - 가
격경쟁력강화’
가아닌‘지적요소 투입증가- 고품
질생산- 품질경쟁력및소비자접근성강화’

□국민연금의급여수준을현실에맞게조정
○연금지출이본격화되면지출이수입을초과하게되어
현재의‘저부담- 고급여’
의 구조가 연금재정에 심각
한문제를야기

□‘소득 및 가격 안정’
으로 예산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

○국민연금의경우 40년을가입기준으로한연금급여율

은대외개방의 양상이드러나는시점부터본격화하는

이 미국은 41%, 영국 40%, 프랑스 50%, 캐나다

것이바람직

40%인데비하여우리나라는약 60%

○차기 라운드 타결 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
면가격의불안정성이높아질것
○환경보호, 농업의경관및공간유지기능등을고려할
때도중장기적으로그필요성인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급여수준
조정방안을검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처함.

□중기적인 농업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직불제의 시행범
위와규모를설정
○직불제 도입이 축차적(逐次的) 예산요구및반영으로

○공무원연금의경우 2000년도수입이3조 5,214억원,
지출이 4조 3,823억원으로 2000년 한해에만 8,538
억원의적자를기록

이어질 경우 예산운용과 정책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
○부채대책의수행과직불제의확대가동시에진행되면
부채대책 예산의 증가는 45조 계획의 구조를 상당히
바꾸지않고는감당할수없음.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
스 제공자와 의료보험 가입자 양측의 비용을 절감할
수있는방안을모색
○의료서비스제공자측의비용절감을유도하기위해서
는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총액계약제 적

②사회복지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
근할것으로전망
○국민소득의 증가, 고령화, 사회보험제도의성숙 등으
로GDP 대비규모가 2020년에약15.0%, 203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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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등을가미한진료비보상제도의개선이필요
○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증질
환에대한급여를확대

2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시행으로 향후 공적부조의

OECD 회원국평균치(80%)와유사

지출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적부조의 적정
진행속도유지가필요

□교육비의학부모의존도가크고지방자치단체의역할

○일반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전달체계의 개선

이미미

과일용소득에대한소득파악률의제고선행필요

○공교육비에서 학부모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초·

○장기적으로 EITC제도를도입하여사회복지지출의확

중·고등학교 21%, 대학(교) 78%인데OECD 평균

산에 따른 근로동기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은각각 10%와23%

수있는방안마련

○정부가부담하는초·중등교육비중지방자치단체조
달재원의비중은 23%(2001년)로OECD 회원국평

③교육

균(50%, 1997년)의절반수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추어 교육비 투자를 많이
하는편이며자본지출의비중이높음.

□향후 교육투자는 양적 팽창보다 교육의 질적인 향상

○공교육비(학부모 부담 포함)의 對 GDP 비율은

을도모하는데초점

6.8%(2001년)로 OECD 회원국 평균(6.4%, 1997

○부문별로는 지금까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었던 유

년)보다높음.

아·평생교육과중·고등학교교육의비중을증대

○학생1인당교육비도1인당 GDP가유사한국가들평
균치보다많음.

□저소득층교육비지원, 학자금융자등을강화하고지

- 초등학교 129%, 중·고등학교 103%, 대학(교)

방자치단체의교육투자확대를유도

120%

○학부모 부담이 많으면교육의형평성(기회의균등)이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교육비 절대규모는

악화

낮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본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

-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의 88%, 중·고등학교

대를 유도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64%, 대학(교) 63%

재정시스템의근본적개혁필요

○자본지출비중이 17%로OECD 회원국중가장크고,

- 시·도 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 자립형 사학

경상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로

의육성등

<표16> 부문간투자재원의적정배분비율
(단위: %)
비용최소화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적정스톡규모에의한추정

평균

교

도 로

58.0

55.7

57.5

57.1

통

철 도

32.6

32.3

28.5

31.1

시

공 항

1.6

2.9

4.8

3.1

설

항 만

7.9

9.1

9.2

8.7

소 계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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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회간접자본

토론요약

○SOC 관련재정지출이주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통합재정기준‘수송및통신’지출의비중이주요 선

SOC, 중소기업, 농어촌 부문의 지출을 축소해야

진국은1～3%인반면우리나라는9.9% 수준
- 영국 0.9%(1999년), 캐나다 1.7%(1997년), 미국

이번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2.4%(1999년), 독일 3.0%(1996년), 한국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투자의

9.9%(1999년)

초점을 지금까지의 사회간접

○인구 1인당 GDP 1만달러기준 총세출 대비 수송 및

자본위주에서 지식자본 위주

통신에대한지출수준을살펴보아도주요선진국은2

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그

～6%인반면우리나라는10% 수준

리고 재정경제를 축소하고,

- 미국 3.5%(1979년), 프랑스 2.1%(1985년), 독일
6.1%(1979년), 영국 1.7%(1986년), 캐나다

고영선

재정관리에 있어서 투입보다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는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

5.7%(1980년), 한국10.4%(1997년)

다.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도

○향후의 SOC 투자는 SOC 부문별로투자 배분비율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지나친 감세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

를피해야된다는주장을하고있다. 이러한의견들에전적

로추진

으로 동감을하고있다. 특히 SOC나 중소기업, 농어촌등

○신규시설보다연계체제구축에집중지원
- 예를들어, 신공항과철도연계, 고속전철과지하철
연계, 대형유통단지와교통수단연계

의 부문에 대한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사실 아직도우리나라에서는많은사람들이성장을위해서
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다.

○항만및철도에대한비중을높이는것이바람직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사

○철도와 도로는 각각 장거리 및 단거리 수송을 대상으

실 SOC에대한지출은그규모가 GDP와대비하여상당히

로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된 도로의 투자비중을 점진적
으로 낮추고 철도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판단

빠른속도로증가해왔다. 현재와같은추세로가면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이다.
융자규모의 축소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금융시장
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융자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이제
금융시장은규모면에서는선진국수준으로성장을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
켜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융자에대한전반적인관
리체계도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 재정융
자나 보증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
리나라는 융자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예를들어통합재정기준의융자장부등의통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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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특히기금부분의융자

경제학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먼델-플레밍모델에따르면

가사각지대에 있는데앞으로는이분야에대한 통계의수

사실은 그반대이다. 즉 자본시장을 개방했을 때재정정책

집과전반적인관리시스템의체계화가추가적으로필요하

의 효과는 감소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는 증대되는 결과가

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

나타난다. 재정이 팽창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절

식자본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되어 오히려 재정팽창의 효과는 대외부문에서상승효과

의미를 좀더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언뜻 보기에

를 가진다. 반대로 통화팽창정책의 경우는 금리인하로 대

는 교육투자라든지 R&D지원, 정보화, 벤처지원, 이런것

외부문에서추가적인 수요증대 효과가 있다. 따라서그 부

들이 지식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분은사실과다르지않나생각한다.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개인적으
로약간의구심이든다. 지식자본에대한투자도SOC 투자

새로운 수요에 맞게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와비슷한면이있다. 대개의사람들이이런것들이좋다고
하니까무조건 이분야에대한투자를 늘려야된다고생각

이 논문은 기존의 재정지출

하는경향이있는데, 사실은민간과정부의역할분담에있

구조와 관련된 보고서들과는

어서민간이할수있는것은민간이하고정부는보완적인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

역할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투자의 경우

다. 전반적으로 재정지출구조

에도 이번 연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에 포

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

함되어야 한다든지, 자립형 사학을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인가에대한중요한문제점들

인측면에서의접근이효율성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

박태규

을잘지적하고있다. 우선재

한다. R&D 지원 같은 경우에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연세대교수

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잘

농림부등각부처로예산이나뉘어져있고조정도잘이뤄

정리한 것 같다. 단기적이고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한다.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체계

단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의 증대로 인한 재정환

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벤처지원도마찬가지로 효과

경의압박, 노령화로인한장기적인재정수요의증가, 그리

를 점검하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부작용은

고 외부적 요인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어떠한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인한재정융통성의확보등과거와는다르게재정의수요

또 한 가지 관련되는 얘기로,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

측면이 강하다라는사실을잘 정리하고있다. 단기적 요인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기본적인 public service이다. 예를

중에서공적자금회수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들어가지

들면치안, 사법, 소방, 안전관리, 재해대책, 금융건전성감

않은것은아쉬움이있다.

독등에대한투자가확대되어야한다고본다. 이런분야에

그리고장기적인요인으로경제적인여건즉사회학적인

대한투자는단기적으로는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지

요인이 복지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

만장기적인경쟁력확보에있어서는효과적이다.

다. 즉 노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증가뿐만 아니라 이전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 보면 대외개방 특히 자본시

에생각해왔던복지정책의변화가부각되기때문에어떻게

장개방으로인해통화정책의효과는감소하고재정정책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면에서

효과는 증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장기적으로재정수요가필요하다.

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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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른 환경하에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근본적

을 바꿔가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틀을

한번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2～

바꾸지않으면안된다는점을이 연구에서는 기금과특별

3년 동안 이뤄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지출이 이뤄

회계의측면에서다룬것같다.

졌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네 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첫 번째로, 재정자금이 경제
적정책에지나치게많이투입되고있다. 주로농업이라든

융자지출도마찬가지다. 중기적측면으로서의중간평가제
도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다.

가중소기업같은부분의효율성제고를위해투입되고있

네 번째, SOC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

는데이는재정의제도적인측면과연계되어있지 않나생

부분에 대한 투자가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각한다. 이것이주로재정융자를통해서이뤄지고있는것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OECD 국가

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융자제도와 특별회계, 기금문제

들에비해우리가지나치게많은투자를하고있다고하지

에좀더근본적인 제도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다시

만그나라들은이미 SOC투자가성숙단계에이르렀기때

말해, 경제정책 분야에 재정자금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문에유지의차원으로투자가이뤄진다. 그리고 SOC투자

있기 때문에이것에 대한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

의 축소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고, 이것이 특별회계, 기금, 재정융자 부문의 제도적인

지출의효율성을높일수있지않나생각한다.

개선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
문에 같은 맥락에서 다루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특별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높지만 혜택은 부족

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19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는데 사실그 원인은 제도에있다. 물론기금과 특별

외환위기 전에는 장부상으

회계가 과거의 환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한

로는 건전재정이었지만 실제

다. 그러나새로운환경하에서새로운수요에충실하기위

로는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재정지출구조의 효

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이후

율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

에는장부상으로는 상당한적

한다.

자지만 사회복지 확충 등 재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수요에 관한 문제이다.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과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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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있는상황이다.

만으로해결할수있는가가의문이다. 재정복지기능의다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자

양화를 추구하면서 이 복지재정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억

면, 첫째, 정부지출즉 세출구조에 있어서 항상 가지는 불

제시켜나가는방안이같이모색되어야한다고본다.

만은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세번째는지난 10여년동안많은연구에서재정의효율

데 비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부족하다는 것이

화가 사후지출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관리체계를

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가? 선진국에비해서 우

통해서이뤄져야한다는것을지적하고있는데, 실제로과

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일본보다 높고 국민부담률은 일본

연그것이어떻게이뤄지고있고, 문제는무엇인가를다뤘

과비슷하며, 미국에비하면근접한수준이다. 따라서개선

으면 더좋았을것 같다. 특히교육지출 부문에 그간 이름

의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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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사회복지라든지여러가지해야 할일이많은

부문별 세출구조 조성 전략 필요

데, 재정적자가누적된상태라서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
나돈을들이지않고할수있는방법이많이있다. 우선제

먼저 오늘 좋은 발제를 하

도개혁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4대 사회보험이

고 좋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상당히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보다근본적인문제

분에게 감사한다. 재정당국이

로 접근하면 유럽식으로 지금처럼 모두 다 일률적으로 가

보는 세출구조 개선 방향에

입할필요가있는가하는것이다. 미국식으로돈있는사람

대해서말하겠다.

들은각자보험회사에보험을들지를선택하고저소득층에

우선 앞으로 세출제도가 어

대해서만정부가일정부분 재정지원을해서중간정도의사

박봉흠

떻게바뀌어야될것인가를논

업수준을맞추어시행한다면그것이더본인들에게도움이

기획예산처예산실장

의하기 전에 지난 30년간 우

될 것이다. 사실 사회보험이 준조세나 마찬가지인데 차라
리 세금으로 거둬서 징수비용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교육재정도 지방자치제와 연관해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재정문제를해결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리의재정이어떤역할을해왔
고어떤구조변화가일어났는가를간략히되짚어보겠다.
1970년대 경제정책은‘안정기반위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모토로해서재정운용을했는데그당시의특색은
방위비의증가였다.

것이다. 또한 농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등에 정부가 계속

1980년대는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집중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투자를 하는데, 과거김영삼정

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사회복지 예산이

부시절에도막대한농특세를거둬농업에투자하여시장개

대폭 증가했는데1980년에사회복지 규모가 약 3000억원

방전에경쟁력을갖추려고했지만실패한경험이있다. 그

규모로 예산의 5.7%수준이었고, 1985년에는4.3%로 일

렇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대안이 제시되야 하

시적으로줄어들었다가1990년에는예산대비 7.6%로사

는데이런것이작동되지않고있다. 한마디로말해서예산

회복지 예산이 늘어났고 그 뒤로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달성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8.6%까지증가하였다.

에대해서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다.

1990년대 전반경제정책의 기조는‘국제경쟁력강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기금들이 난립하고 있

원’
이었다. 이때농림·수산부문의예산이대폭늘어났다.

다. 가령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그 규모가 46조원이나

농업생산액이GDP 대비8.7% 수준으로예산대비비중은

된다.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기능을 지속

10.2%였다. 1995년에는농업부분의생산액이 GDP 대비

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막상 전담부

6.6%로 낮아지는 반면 농림어업부문의 예산 비중은

서인 건교부는 이 국민주택기금을오히려 확충하려 한다.

15.1%로크게 늘어났다. 현재는GDP 비중이6% 수준으

방만한 기금운용을 기획예산처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로더낮아졌는데예산비중은약10% 정도로동결되었다.

생각한다.

이는UR 타결이후집중적으로농어민을달래는시기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후반은 경제정책이 주로 경제위기 극
복에 집중되었기 때문에이 기간을 SOC 투자에 집중하는
시기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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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이렇게경제정책과예산운용을해왔다. 앞으로

대에서는자칫잘못하면모든품목이과잉생산될수있다.

는 새로운 항목이 재정지출에 추가되는데 이는 바로 공적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자금의금융구조 조정 비용과 국채이자 비용이다. 이부분

농업투자를그 동안상당히많이해서농업이경쟁력을가

은 현재 예산 비중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질것으로예상했지만아직도경쟁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

향후 다른 모든 투자분야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

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순수한 경제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지않을까생각한다. 그래서이런관점에서볼때앞으로

경제문제에사회복지문제를더한개념으로접근해야한다.

의 부문별 세출구조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

사회복지분야를살펴보면우리경제가발전할수록사회

이필요하다고본다.
두번째,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인건비, 방위비, 국채

려가는속도가너무빠르고또과연우리경제가방어할수

이자, 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구조조정이자등의 경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알아야한다. 노령화사회가진

직성 비중의 증가이다. 이 경직성 비중이 1997년에는

전이되면한사람이벌어서두사람을부양하는것으로경

54.8%, 1998년에는 51.6%로 줄었지만 공적자금추가조

제는 지속될수 없기때문에앞으로여성의경제활동은크

성과국채이자가늘어나서 2000년에는54.7%, 2001년에

게늘어날것이고더불어서정부의 여성지원도 늘어날것

는 61.2%로경직성비중이늘어나기때문에예산 100조원

이다. 그리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다시 한번 생각

중 61~62조원 정도는 자동적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40조

해 봐야한다. 현재의 조세·국민 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하

원 정도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제약

면사회복지를위한여력이어디서나올지모르겠다.

이따를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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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늘어나는것은어쩔수없다. 그러나사회복지를늘

교육투자부분도마찬가지로양에서질로바뀌어야한다.

세번째는예산의칸막이운용문제이다. 사업내용과관계

현재의 중앙정부 책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

없이일단 재원을회계의 일정 비율로배정해야 한다는 칸

임으로바뀌어야 되지않을까생각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막이 내지는 자기몫을 챙기는 분야별목소리들이 또 다른

의 GDP 대비 공교육투자 수준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

경직성비용으로자리잡을수있는우려가있다.

다. GDP 대비공교육투자수준의 OECD 평균이6.1%밖

네번째는각종조정기관이많이생김으로써발생할문제

에 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7.5% 수준이다. 그리고

이다. 즉특정목적을가진단체기관들이예산을 사전조정

중앙정부에 대한 교육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 교육의

하여일정한몫을확보하려는목소리가크기때문에앞으로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 이는 중앙정부만의 투자이기 때문

의예산운용에또하나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다.

다섯 번째로, 이번 연구의 분야별 세출 조정방향을살펴

SOC분야는 발제에도 나왔지만 그 동안 이 부분의 투자

보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정부도 발제에서

가주로도로중심이었다. 철도나항만에대한투자가상대

말한대로지식기반경제로이행함에따라서투자부분은정

적으로떨어졌다. 따라서앞으로의SOC 투자방향은도로

보화라든지 R&D 인력양성 등의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중심에서 철도나 항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두고 있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

점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을한다. 다만SOC 규모를줄

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분야

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다.

별로간략하게말하자면농업분야는이제는양보다는질로

왜냐하면 stock의개념으로보면 선진국에비해아직도절

가야한다. 정부가지원하는 거의 모든농산물은 개방된 시

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따라서어느정도stock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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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경제환경변화에대응한조세·재정운용방향

뤄질때까지는투자를늘리고, 그수준에도달한이후줄여

많은사람들이stock 개념으로보면우리나라가낮은편이

가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

예산처 입장은 지금부터 줄여나간다는 것은 조금 빠른

지다. R&D 같은경우도만약stock의개념으로측정할수

것 같고 증가율을 줄이면서 투자의 방향이 철도와 항만쪽

있다고한다면 R&D분야는선진국보다훨씬더낮을것이

으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

다. 고급인력이나사법제도등의 분야도 stock의개념으로
보면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런데도꼭SOC만얘기하는것

<발표자 답변>

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데 반해, 다른 분야들은 눈에 보이
지않기때문에계속 이런주장이 제기되고있다고생각한

SOC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stock 개념으로 비교해야

다. 따라서 SOC의 개념 자체도 넓게 해석을 해야 하지만
SOC만을 stock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부연설명을 할 사항만 얘기를 하겠다. 고영선 박사님이
말한 지식자본 대상이 뭐냐하는 것은 박봉흠 실장님이 말

똑같이 stock의 개념으로 비교하는 상대비교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생각한다.

씀하신것처럼정보화라든지R&D 등을의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이 부문에대한 투자를일부러늘릴 필요는없
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SOC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자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치
안, 행정, 사법등의 분야라는 것에전적으로동의하고, 도
로같은것만 SOC가아니라치안, 환경, 사법제도, 금융시
스템감독등을현대의SOC라고생각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
표현이좀어색했던것같다. 사실은말씀하신대로통화정
책이원하는효과를갖기어렵다. 오히려역효과가많이발
생한다는뜻에서통화정책과환율정책이목적한바를달성
하기 어렵다는것을 얘기한 것이다. 박태규교수님의 말씀
은이연구와크게다른것이없는것같다. 단지 SOC에대
해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
다. 신영섭 논설위원님과 박태규 교수는 평가를 말씀하셨
는데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든가 예비타당성 제도, 사
업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지만 본격적인 시작
은 시간이 좀걸린다고본다. 사업평가를한다면개별분야
부터방법을찾아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SOC에대해서항상하고싶은말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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