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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재정관
리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맞았다. 부정･오류의 방지에 주력하였던 전통적 재정운
용은 퇴조하고 재정운영의 결과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
다. 전통적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총계주의, 국고통일주의, 단년도 예산주의 등 다양
한 예산원칙, 그리고 제반 예산서류들의 통일적 양식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들이 법적으로 준수된다고 하여 재정운용의 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다.
재정운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운용 참여자들의 유인을 개선하는
분권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1)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이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시작
하면서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행
정부 내에 정부개혁실이 설치되며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추진될 때 발생주의와 복식
부기, 재정통계의 개편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더구나 당시는 1980년대부
터 개인용 컴퓨터 보급 등 전산시스템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행정전산화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는데, 범정부적인 회계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회계와 재
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모두 충족될 것만 같았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디브레인
(dBrain) 시스템이 2007년에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재정정보의 적시적(適時的) 생
산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회계연도부
터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2012회계연도부터는 각종 공공
기관들의 자료를 추가로 취합하여 제도단위 기준의 일반정부에 대한 통계가 「한국
통합재정수지」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부채통계의 범위를 확
대하며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비금융공공부문 부채(D3)를 발표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회계와 재정통계를 2000년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신공공관리론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IBRD/The World Bank(1997), 신공공관리론의 재정운
용에 대해서는 Schick(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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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 구축된 지 십 수 년이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총량, 재원배분, 또는 재정사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서 사용
되는 재정통계들은 여전히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재정총량의 논의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국가채무(National Debt) 개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
며, 재원배분의 전략적 선택에서는 다양한 재정통계들이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
고, 개별 재정사업에서도 그 원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계량적인 성과지표만 강조되
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는 재정운용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이 더 많이 등장하
고 있는데, 보다 충실한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점차 더 거세지고 있다.
과연 현재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가?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OECD 국가들과의 경제사회
지표의 비교로부터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공동의 경제적 위기 속
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역량은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있다. 재정운용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재정정책의 방향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통
계의 국제비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 재정통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대적으로 조
명하면서, 당시에 제기되었던 정책목표들을 준거로 하여 지금까지의 정책성과를 종
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200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사정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분출하였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들을 행정전산화, 복식부기, 발생주의 그리고 재정범위 개
편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들 정책이 도입될 당시의 배경을 조명함
으로써 우리는 이들 과제가 추구하고자 한 궁극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보다 명확하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들 개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개선
의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제Ⅴ장에서는 정부회계･재정통계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
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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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0년대 이전의 재정통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류의 재정통계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예산편성을 담
당하던 경제기획원은 「예산개요」를, 국고와 결산기능을 담당하던 재무부는 「결산개
요」를 각각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예산항목들을 중심으로 세입세출거래들의 조직별,
성질별(비목별), 기능별 분류를 제공하며 그때그때 중시되었던 다양한 재정관련 통
계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국채, 차입금, 상환금 등 세입세출의 보전거래 구분과
그에 따른 재정수지 평가, 회계 간 내부거래의 상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까지 많은 기금들이 설치 운용되면
서도 재정통계의 범위는 여전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한정되어 있었다.2)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1976년에 이르러 시
작되었다. IMF는 1974년에 ‘재정통계지침 초안(Draft)’을 발간하였는데 경제기획
원, 재무부,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반은 1976년부터 IMF와의 협조 하에 재
정통계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물은 1979년에 처음 발간된 「한국의 재정
통계」인데, 여기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부(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던
정부보유기금)를 ‘통합재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정부’, ‘비금융공
기업’, ‘금융공기업’ 등 부문을 분류하기 시작하였다.3)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보유하
지 않는 소위 ‘민간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으로 불리
던 공공기관들이 재정의 영역으로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
「한국의 재정통계」(1995년 이후 「한국통합재정수지」로 개명)에서는 세입 및 세
출거래들에 대한 기능적 분류,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기능적 분류는 정부거래의 정책적 기능을, 조직별 분류는 정부거래를
수행하는 조직단위를, 품목별 분류는 정부거래에서의 목적물(Objects)을, 경제성질
별 분류는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각각 기준으로 하였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경
2) 재무부(1979), 18~21쪽 참조.
3) 1979년 당시 ‘일반정부’는 1개의 일반회계, 13개의 특별회계, 15개의 정부보유기금으로, ‘비금융공기
업’은 5개의 특별회계(양곡관리, 전매사업, 철도사업, 통신사업, 조달)와 2개의 기금(양곡관리기금, 조
달기금)으로, ‘금융공기업’은 3개의 기금(수출보험, 재산형성저축, 외국환평형)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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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자본, 유상과 무상, 비상환과 상환 등을 구분하는 것인데 인건비, 물건비 등
품목별 분류와 통합하여 경제적 분류라는 단일 체계로 발전하였다.4)
1970년대에 초안에 불과하였던 IMF의 재정통계지침(GFSM,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은 1986년에야 국제적 기준으로 공식 발간되었
다. 초안과 마찬가지로 1986 GFSM은 경제적 분류에 따라 정부거래들을 경상항목,
자본항목, 무상원조, 융자･출자, 보전거래 그리고 국고시재금 등으로 분류하였다.
‘경상항목’은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의 거래들인데, 경상적 거래의
대상물은 통상 1년 이내에 그 형태가 변화되어 소모된다. ‘자본항목’은 거래의 결과
물로서 시설물, 기계장치 등과 같은 고정자산 그리고 상품, 재료 등과 같은 재고자산
이 증감하는 거래를 말한다. ‘융자금과 출자금’은 정부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자본항목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유지되는 자산이다. ‘보전거래’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에 나타나는 현금지출을 보전할 목적으로 차입하는 거래 또는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거래들이다. ‘국고시재금’은 정부가 보유하는 자금의 잔액으로서 여유자금
운용 또는 유동성 관리를 위한 자금을 포함한다.
1986 GFSM은 현금기준에 따라 현금지출입이 수반되는 정부의 모든 거래들을
국고시재금 변화와 함께 차변과 대변으로 모두 계상하였다. 국고시재금의 증감 변화
도 반영되어 있기에 차변과 대변은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할 것이다. 현금지출입이
수반되는 세입세출의 거래들로부터 재정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계
산에 포함되는 거래와 포함되지 않는 거래들을 구분해야 한다. 차변과 대변의 전체
거래 표에서 일정한 선을 긋고 그 위에 표시되는 거래들은 재정수지 계산에 포함되
는 거래(선의 위쪽, Above the Line)로, 그 나머지는 재정수지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선의 아래쪽, Below the Line)로 간주된다. ‘선의 위쪽’에 어떤 거래들을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재정수지의 평가목적에 따라, 즉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재정운용을 규정하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986 GFSM은 경상항목, 자본항목, 무상원조, 융자･출자를 ‘선의 위쪽’으로 간주
하는 재정수지 개념, 즉 ‘종합수지(Overall Balance)’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5) ‘종합수지’는 정부부문이 경제
4) 재무부(1979), 4~6쪽 참조.
5) IMF(1986), pp.106-108, p.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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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정책적 거래들을 재정수지 계산
에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기에 ‘공공정책기준’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정부
가 정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들을 정부의 일반적인 수입(또는 수
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재정운용 시각을 반영한다, 반면 경상수지(Current Balance)
는 경상항목만으로 평가되기에 자본지출을 국채와 차입금으로 얼마든지 보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이들 외에도 감가상각비의 포함여부 등 다양한 시각에 따
라 다양한 재정수지 개념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규모 역시 재정수지를 판단하는 ‘선의 위쪽’에 포함되는 거래들로부터 파악될
것인데, 1986 GFSM은 ‘융자･출자의 총액’ 대신 ‘융자･출자의 순액’을 재정규모의
계산에 포함시켰다. 1986 GFSM은 재정규모를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출자 지
출’-‘융자･출자 수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1986 GFSM에서는 ‘융자･출자
지출’과 ‘융자･출자 수입’의 차액을 영어 원문으로 ‘Lending Minus Repayment’라
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이래로 이를 ‘순융자’로 번역 사용해 왔다.6)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는 재정규모를 ‘총지출 및 순융자’로 부
르고 있다.
재정규모 평가에서는 정부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영업활동이 많은 논란
이 되었다. 1986 GFSM은 매출수입 전액보다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만을
재정규모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7)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정부부문 내에서 이
루어지는 영업활동(예컨대 매점 등)에 대해서는 현금영업잉여(Cash Operating
Surplus)만을 경상수입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영업잉여는 영업수입과 영업비용의
차액인데, 영업수입에 포함되는 매출수입은 그 전액을 정부의 처분 가능한 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산기능을 담당하던 재무부는 「한국통합재정수지」라는 재정통계를 1986 GFSM
에 따라 생산하고 있었지만, 경제기획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예산운용의 준거
지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 재정통계에서는 기금 일부

6) 2001 GFSM에서는 재정수지 개념으로 ‘Net Lending/Net Borrowing’을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이 또한 ‘순융자/순차입’으로 번역하고 있기에 ‘순융자’라는 용어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7) IMF(1986), p.53, p.126 참조. 1986 GFSM에서는 정부기관 내부의 소규모 영업활동을 ‘Departmental
Enterprise’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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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정범위에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를 평가하고 있었지만, 예산당국은 기금을 재
정의 영역으로 아예 간주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수지 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의 합계에서 재정수지 개념을 파악하였다. 물론
1991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경제기획원은 모든 기금들을 관리 통제
하고 있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안 자료에서는 기금을 포함한 통합적
재정통계를 생산하지 않았다. 2007년에 「기금관리기본법」과 「예산회계법」이 통합
되어 「국가재정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기금은 예산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영역으로
공식 포함되었다.8)

8)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기금은 ‘기
금운용계획안’으로 분리된 채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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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0년대 이후 정부회계･재정통계의 변천
1.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세계 각국은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다양한 재정개혁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정부예산과 회계에서 전통적
인 현금주의를 기업회계식의 발생주의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뉴질랜
드는 정부개혁의 선도적 국가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정부부문 전체에
민간기업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정부 재무제표를 발간
하였다. 이러한 영향 하에서 국내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을 소개하는 다수의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9)
다른 한편으로, 1994년에는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소위
‘세금 도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더 투명한 회계정
보를 제공하는 제도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예
정되면서 공무원들의 계약관련 금품수수나 업무추진비의 개인목적 사용 등 예산집
행의 부정과 낭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정
부거래의 부정･오류를 자기 검증할 수 있도록 단식부기 체제의 정부회계를 복식부
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경제적 거래에서는 자원의 유입과 자원의
유출이 서로 대응하는데(‘거래의 이중성’), 이들을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재하는
복식부기와 달리 개별 장부 중심의 전통적 단식부기에서는 거래내용이 종합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제기되었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요구들은 1997년 외환위
기 직후 정부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회계의 전면적인 개편 요구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현금지출입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변동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거래를 기록하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은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학계와 시
민단체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회계제도의 개편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
9) 이계식･문형표(1995), 최광･임주영(1997),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1997), 옥동석(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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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기업의 분식회계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중요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
기에,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당시 정부회계의 문제점, 또는 정부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이후 발간된 정부백서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되었다.10) 첫째,
기존의 정부회계는 세입세출회계, 국가채권･채무 회계, 국유재산 회계, 물품회계 등
으로 분리된 채 회계 상호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부거래의 부정･오류를 자기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기존의 정부회계는 자산과 부채(예
컨대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무형자산, 충당부채 등)의 증감이 실질적으로 발생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현금주의
하에서는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자원의 유출입이 파악되지 않고, 또 미래지출을
대비하는 충당금이 충분하게 적립되지 않기에 재정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 기존의 정부회계는 각종 재정사업의 원가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정사업별 원가와 성과가 대비될 때 비로소 비용 대비 성과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회계의 개편 요구를 받고 있던 1990년대 말, 기획재정부는 197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예산시스템(FIMsys)과 회계결
산시스템(NAFIS)의 개선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획재
정부는 통합 전산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
를 수용하고자 2004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다. 기획단
은 통합적 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디브레인(dBrain)을 구축함과 동시에 앞에서 설
명한 세 가지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채
택되면서 정부회계의 전 범위에 걸쳐 발생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정부회계기준을 수립하고자 설치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이후 발생주의를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융자･보증, 연금･보험, 원가계산, 민간투자사업(BTO･BTL)

10)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2012), 20~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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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2009회계연도에는 국가재
무제표가 시범적으로 작성되었고, 2011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
영표, 순자산변동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공식 제출되었다.11) 이들
이 대상으로 하는 재정범위 또는 회계의 범위는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함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전체로 확대되었다.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
당하는데 자산과 부채 그리고 그 차액으로서 순자산을 분류 제시하고 있다. ‘재정운
영표’는 회계연도 내에서 이루어진 정부거래들을 원가와 수익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순자산변동표’는 ‘전기 기초순자산’과 ‘당기 기말순자산’의
차액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주요 사항
구분

내용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② 연금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③ 보험충당

3. 장기충당부채

부채(무역보험, 농어업재해재보험) ④ 기타 장기충당부채(보증충당부
채, 퇴직수당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 ② 담보제공자산 ③ 파생상품 내역 ④ 지급
보증 ⑤ 중요한 계약사항(건설공사 계약, 업무위탁 계약, BTL 등)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⑦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우발
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PSO 공익서비스 비
용,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지하철 공사에 대
한 금융비용 지원)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몰수품,
국가귀속물품)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① 세입･세출외현금 ② 세입･세출외거래(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험적립금,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③ 자산재평가(일반유형자산,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④ 융자사업 ⑤ 사회보험사업(구상채권･대손충당
필요한 사항

금, 수익 및 비용) ⑥ 정부조직개편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

11)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2012), 5~6쪽 참조.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11

재무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재정정보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있는데, 이들은
잠재적인 재정위험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1]은 주석의 주요 사항으로서 장
기충당부채,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들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 사건이나 거래
의 결과로 인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
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그리고 ‘우발사항’은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
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기재하고 있다.12)

2. 재정범위의 국제기준 준수
정부회계, 재정통계의 개편에 대한 또 다른 요구는 재정범위의 국제기준 준수의 측
면에서 나타났다. 옥동석(1997)은 당시까지 재정통계와 관련하여 발간된 국제기준
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의 재정통계 산정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당
시 국제기준으로는 IMF의 1986 GFSM 뿐만 아니라 1993년에 발간된 UN의 국민
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지침이 있었다. SNA 지침은 1954
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1968년, 1993년, 그리고 2008년에 그 개정판이 발간되었
다. 그런데 이 지침은 1993년부터 국민경제에 대한 5대 부문 분류체계를 확립하였
는데, 여기서 부문 분류의 기준은 제도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
다.13) 이 점에 착안하여 옥동석은 한국의 재정범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과 같은 회계단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도단위와 같은 기관들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비해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14)
이러한 주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정
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발발하면서 크게
12) 대한민국 정부(2021), 1124쪽 참조.
13) 1993년 SNA 개정판에서는 한 개의 장(Chapter)을 제도단위와 제도부문 분류의 설명에 할애하고 있는
데, 여기서 일반정부, 가계,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의 5대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14) 제도단위는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다른 실체와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실체(Entity)’로 정의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인격을 가진 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2014 GFSM 번역본에서는 제도단위 대신 ‘기관단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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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았다. 공적자금이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기금, 국
공유재산, 공공기관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 등
에 보증한 채무를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정부･여당은 재정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재정범위를 제도단위로 파악하면 기
금과 공공기관도 재정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에 공적자금은 정부의 보증채무가 아니
라 직접채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채무의 정치적 논쟁은 점차 재정범
위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 IMF는
재정통계지침의 2001년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2001 GFSM은 정부회계의 발생주
의 전환과 함께 1993 SNA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정범위의 제도단위 전환을 본격적
으로 강조하였다. 1986 GFSM에서도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부문 분류를 설명하고
있지만, 2001 GFSM에서는 1993 SNA와 마찬가지로 한 개의 장(Chapter)을 할애
하며 제도단위를 본격적으로 강조하였던 것이다. 2001 GFSM의 발간으로 재정범위
를 제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더욱더 힘을 받게 되었다.15)
재정범위의 제도단위 전환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부채무 규모에 영향을 주
지만 재정규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복지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과연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에 대
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특히 OECD 국가들과의
비교가 재정운용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점차 국
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정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던 것이다.16) 국회에서도 재정
통계의 작성 범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계속 등장하였는데, 국가재
정법 입법 과정에서 기금을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예산당국은 2004년부터 재정범위에 기금을 포함시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재정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망라한 ‘통합재
15) 2014년에 GFSM이 개정되었으나 큰 관점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으며 수익, 비용, 자산, 부채의 세부
분류 명칭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호(2016) 참조.
16) 관련 내용은 옥동석(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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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정에 상응하여 평가한 종합수지를
예산당국은 ‘통합재정수지’라 하였는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액’을 제외한 값을 ‘관리재정수지’로 정의하여 재정운용의
준거지표로 사용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현 정부의 실질적 책임 하에서 재정을 운
용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이었다.17) 그런데 여기에는 금융성기금 8개
와 외국환평형기금(비금융성기금)이 제외되고 있다.18)
관리재정수지와 함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산당국의 재정운용 준거지표로서 국
가채무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69년 「결산개요」에서 처음으로 도입
된 국가채무의 개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으로 구
성되었다. 이후 재정범위가 기금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넘어 일부 기금(즉 정부관리기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19) 그런데 국가채무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또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부부채 또는 정부채무의 통계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이어졌다.20)
재정의 포괄범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
에 민관합동 재정통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였다. 2009년 5월에는 기
존의 팀을 재구성하여 재정범위에 초점을 맞춘 ‘재정범위 검토 T/F’를 출범시켜 재
정범위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핵심적이고도 본격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21) 이 작
17)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액’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나타난 재정손실을 ‘노무현 정
부’가 보전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재정수지 계산에 포함시키면 지나치게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
연 원금’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다.
18)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따른다고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9)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정의되는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에 대
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20) 국가채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옥동석(2010) 참조.
21) 2009년 5월에 구성된 ‘재정범위 검토 T/F’에는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위원장으로, 재정정책
국장을 간사로 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기획재정부 공공정
책국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그리고 KDI 고영선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박형
수 박사, 인천대 옥동석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당시 T/F는 매월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사례 출장조사를 수행함으로써 2012년 일반정부 부채통계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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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결과로 도출된 재정통계 개편안은 2011년에야 공청회, 국무회의 통과, 공공기관
설명회 등을 거치며 2012년 상반기에 비로소 제도단위 기준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범위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발표는 수개
월을 끌며 201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루어졌다.22)
[표 2] 한국 통합재정통계 상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범위
구분

내용
회계단위

•
•
•
•

제도단위

(회계단위 범위에 추가하여)
• 금융성 기금 8개
• 외국환평형기금 1개
• 공공비영리기관 222개

회계단위

•
•
•
•
•

제도단위

(회계단위 범위에 추가하여)
• 공사･공단 95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회계 1개
기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14개
기금(사업성 등) 56개

일반회계 243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54개
기타특별회계 1,771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지방재정법 대상기금 2,468개 전체

자료: 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한국 통합재정수지」, 160~162쪽.

[표 2]는 회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와 제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를 비교하여 보여
주고 있다. 재정범위를 제도단위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간하던 「한국통합재정수지」에 제도단위 기준의 일반정부에 대한 재정통계를
2014년부터(2012회계연도부터)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 2월
에는 부채통계의 범위를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파악한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며 ‘비금
융공공부문’의 부채 통계를 발표하였다.23) 여기서는 금융공기업 부문을 제외한 비
금융공공부문을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하였는데, 국
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비금융공공부문 부채(D3)를 처음 발표하였다.
22) 기획재정부,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2012년 12월 24일 보도자료 참조.
23) 기획재정부, “’12년 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2014년 2월 14일 보도자료 참조. 보도자료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금융공기업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금융공공부문’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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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평가
2000년대에 이루어진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재정범위의 확대는 초기에 내세웠
던 개혁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내세웠던
정책목표는 부정･오류의 자기검증,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원가
계산 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재정통계의 국제비교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통계의 범위를 기금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제Ⅲ장에서 설명한 정
책적 노력들이 과연 원래의 정책목표들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본 장에서는 이
네 가지 측면을 개괄적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우선 부정･오류의 자기검증 측면에서는 디브레인(dBrain)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이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는 회계처리가 세입세출, 채권･채무, 국유재산, 물품 등 개별 장부에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장부 간의 상호 연
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정과 오류의 여지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의 도입으로 계정과목 상호 간의 연계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발생주의 도입으로 재정건전성 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재
정위험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 특히
재정상태표에 대한 각종 주석은 이러한 위험들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함으로써 그 규모와 연도별 추이에 대해 정치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통계들을 다양한 국가들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회계와
달리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의 국제비교는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적 전통과 관습이 있
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IMF, OECD,
EU 등 국제기구들의 재정통계지침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꾸준히 전
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재정통계의 국제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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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재정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국제기준의 준수
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국제기구의 다양한
통계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부족하였다.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서의
각종 거래분류들, 즉 재무계정과목 분류, 기능별 분류와 재무제표 양식 등은 IMF의
GFSM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GFSM의 준수가 부족했던 이유는, 재정운용에 대한 정
책적 시사점을 실제로 도출하고자 하는 재정전문가들보다 민간기업의 회계에 익숙한
회계사, 회계학자들이 디브레인(dBrain) 시스템과 정부회계기준을 주도해왔기 때문
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잘 설명
되어 있는데, 초기에 마련된 정부회계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의 회계사
중심으로 마련되어 실제 활용에 한계가 다수 노출되었다. 정부회계기
준 초안은 실제 민간에서 사용 중인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인용
하거나, 정부부문에 괴리감 있는 낯선 용어 등 회계 관계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동 기준에 대하여 생소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24)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정부회계를 재단했다는
사실은 ‘재정운용표’에서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시각에서 작성되었는데,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예산프로그램
으로부터 나타나는 수익과 그 원가를 대응시키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이다. 민간기업에서는 각종 사업에서 매출수익이 발생하지만 정부사업의 프로그램
에서는 ‘재화 및 용역 제공수익’이 프로그램의 본질적 성과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도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의 수익이라는 개념을 억지로 동원하며 프로그램의 원가
에 대응시켜 ‘재정운용순원가’라는 무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25)
24)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 2012, 24쪽 참조.
25)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운용표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수익, 연금수익, 보험수익, 이자수익 등을
‘프로그램 수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수익’에서 정부지출로 나타난 비용을 모두 공
제하면 ‘재정운용순원가’가 계산된다. 이 값에서, 정부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인 국세, 부담금 등
의 ‘비교환 수익 등’을 공제하면 ‘재정운영결과’가 계산된다. 이들 계산치가 재정운용에 대해 갖는 정
책적 의미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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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1 GFSM에서 요구하는 운영보고서는 다양한 개념의 재정수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부문의 가장 중요한 수익인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에서
정부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적 비용을 공제한 값을 운영수지(Operating Balance)
로 정의한다. 운영수지에서 각종의 실물자산 획득에 소요된 지출을 공제하면 또
다른 재정수지가 계산되는데, 이를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Net Borrowing)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수지를 보전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GFSM의 운영보고서인 것이다. 이러한 운영보고서는
기간별로 다양한 재정수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책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정운용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상태표 역시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고유한 위
험요소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재정건전성
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도 정
치중립적인 재정통계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대한 위험들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한 공기업 부문의 재정위험에 있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정보가 재정상태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회계 개편의 세 번째 정책목표로서 원가계산 역시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였
다고 할 수 없다.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은 개별 단위사업의 원가를 전혀 생산하
지 못하고 있다. 원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뿐만 아니라 단위사
업을 프로젝트(Project)–작업(Work)–활동(Activity) 등의 체계로 구분하고, 특히
활동기준원가(ABC, Activity-Based Cost)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여전히 답보상태
에 머물고 있다. 활동기준의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면 활동기준의 예산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개별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의 설명책임(Accountability)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이루어진 재정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과연 국제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하는 재
정범위, 그리고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획정은 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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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비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중립적인 판단이 요구되고, 또 이에 대한 국제지침의 해석,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금, 정책금융기관의 일반정부 여부, 공기업의 준재정활동 등 부문 분류와 관련
하여 정치적 쟁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재정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측면의 평가에 기초할 때, 정부회계･재정통계 개편을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종 거래들의 분류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각종 통계 개념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과목의 분류체계가 IMF의 GFSM뿐만 아니라 EU,
OECD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준과 지침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등의 분류체계, 그리고 거래의 기능적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때 재정통계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재정위험들을 체계
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재정보고서 체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점차 많은
국가들이 IMF의 GFSM을 준수하며 재무제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체계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는 GFSM의 운영보고서(Statement
of Operation)와 일치하도록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기업 비중이 매
우 큰데도 불구하고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구분, 그리고 공기업의 정책형 사업과 기
업형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재정범위의 포괄범위에 대한 논란을 근
본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공기업 전체를 망라하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무제
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가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단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경제적 거래들이 다양
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회계체계를 구축할 때, 특히 비목별 분류를 활동기준
으로 개편할 때 원가계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활동단위별로 원가
를 파악하고 활동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비로소 단위사업 집행자의 재량적 범
위는 확대되고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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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부회계･재정통계의 개선과제
1. 거래분류의 국제기준 준수
가. 재무계정과목의 GFSM 준수
디브레인(dBrain)의 거래분류에서는 IMF의 GFSM을 충분히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를 근거로 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은 매우 낮다.26) 디브레인(dBrain)
의 기반은 ‘국가회계기준’인데 이는 국가 간의 재정통계 비교를 위한 다양한 지침들
을(UN의 SNA, IMF의 GFSM, 그리고 OECD, EUROSTAT의 각종 통계기준) 거의
감안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문의 재정운용 및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회계 중심으로 회계기준들이 마련되어, 재정정책의 실제 담당자들에게 매우 생
소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분류는 기업회계와 대부분 일
치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에 반해 2014 GFSM에서는 자산을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한 후, 비금융
자산은 고정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가물, 비생산자산 등으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는 화폐용 금, 통화 및 예금, 채권, 융자, 지분 등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 GFSM에서 요구하는 대차대조표 분류 형태는 우리나라의 재정상
태표 분류 형태와 다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재정운영표는 정부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총원가와
그렇지 않은 총원가를 구분하고 있을 뿐, 이들 정보는 재정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GFSM의 ‘운영보고서’는 다양한
개념의 재정수지 계산 그리고 재정수지의 보전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
에 GFSM의 운영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익･비용의 분류는 우리나라 재정운영표의
26) IMF는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재정통계지침의 유형을 1986 GFSM, 2001 GFSM, 2014 GFSM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침의 준수 여부는 각국의 재정통계 당국자에 달려 있을 뿐 IMF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MF(2021), p.102, pp.112-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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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와 서로 다르다. GFSM에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익으로 조세, 부담금 등
강제적 재원을 중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재정운용표는 기업회계의 시각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의 대가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FSM에서는 조세를 그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파악하고 분류하는데 반해 디브
레인(dBrain)에서는 ‘조세’라는 법률적 명칭이 부여된 항목만을 조세로 간주하고 그
분류 또한 국제적 분류체계를 준수하지 않는다. 더구나 GFSM에서는 Grant(‘출연’
으로 번역)와 Subsidy(‘보조’로 번역)를 금전의 수취 기관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데
반해, 디브레인(dBrain)은 법률상 명칭을 기준으로 하기에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GFSM에서 Grant는 일반정부의 기관이 수령하는 자금을, Subsidy는 비금융 또는
금융기업이 수령하는 자금을 각각 의미한다.
물론 디브레인(dBrain)의 거래분류를 GFSM 분류방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혼란이 수반될 수 있다. 관습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계정과목’과 ‘정보관리항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무계정과목’과 ‘정보관리항목’은 특정 예산과목에 포함되는 개별 경제적 거
래들을 추가로 분류하는 기준인데,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의 양은 이들을 더 상세하
게 분류할수록 많아질 것이다.27) 예산과목은 예산집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구분되는
과목 체계인 반면, ‘재무계정과목’은 다양한 거래들의 성격들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
하여 충실한 재정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과목체계이다. 예산과목은 많으면 많을
수록 이용, 전용 등 절차가 복잡해져 예산집행의 재량권은 줄어들지만, 재무계정과
목과 정보관리항목은 그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정보의 양은 더욱 더 풍부해
진다.

나. 개별 거래 중심의 기능적 분류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 및 순융자’
에 대해 기능별 분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15∼18%를 차지하는 지방교
부세에 대해서는 ‘주분류외 지출’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분류가 이루어지

27) ‘정보관리항목’은 재무제표, 주석, 부속명세서 등을 원활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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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별 분류 체계는 중앙정부와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도단위 기준
으로 파악된 일반정부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이루어지는 기능별 분류조차 국제적인 분류기준과 완전히 일치한
다고 할 수는 없다. UN은 정부기능별 재정배분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위해
COFOG(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분류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대분류 10개, 각각의 대분류에서 5∼9개의 중분류가 이루어진다.28)
재정지출의 정부기능별 분류가 중요한 재정통계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국제기준에 따른 체계적이고도 정확한 정부기능별 분류가 작성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능적 분류는 1980년대의 분류방식을 아무런 개선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정부기능별 분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복지지출의 범위에 대한 것이
다. OECD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1990년대에 사회복
지지출 데이터베이스, 즉 SOCX 통계기준을 마련하였다. GFSM은 현물이전을 포함
하여 상세한 사회복지지출의 통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OECD는 별도의 통계
기준으로서 SOCX를 제시하였던 것이다.29) SOCX 통계는 공공부문, 법정민간부문,
비법정 민간부문을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부문별 구분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지출을
공공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년 이후 OECD의 SOCX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
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파악하는데, 디브레인(dBrain)
시스템과의 협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0) 연구원에서는 SOCX 통계를 위
한 관련 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통계를 분류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의 COFOG 분류
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생산에 대
한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인 작업을 위한 협업이 재정통계 담당 기관들 사이에서 잘
28) UN(2000) 참조.
29) OECD(2007), p.4 참조.
30)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전체를 제도단위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2014년도 이후의 일인데, 사
회복지지출 통계에서 제도단위의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을 파악했다는 사실에 대
해서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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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단위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기능별 분류는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담당자들에 의해
분권적인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능별 분류는 예산과목 분류에서
‘항’ 단위인 프로그램 단위보다는 개별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1986 GFSM의 다음 인용문에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별 분류
에 대한 기본 지침이 수립 발간됨으로써 업무현장에 가까이 있는 담당자가 기능별
분류에 대한 코드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류의 단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거래가 된다. 각각의
조달, 급여, 이전, 융자상환, 기타 지출 등에 대해 개별 거래가 기여하
는 기능에 따라 COFOG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자본이
전과 경상이전 그리고 순융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타 지출에서는 개별 거래를 분류단위
로 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기관, 프로그램 단위,
실･국 또는 정부부처 내의 유사 조직단위를 중심으로 COFOG 코드
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위의 모든 지출에 대해 그
단위의 COFOG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개별 거래가 아닌 정부조직을 분류단위로 활용할 때에는, 정부의
계정으로 간주되는 아주 작은 실체가 하나 이상의 COFOG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의 지출은, 서로 다른
기능에 공헌하는 업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COFOG 기능들 사이에
배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
하는 단위의 지출액 전체를 당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에
할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31)

31) IMF(1986), p.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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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보고서의 체제 정비
가. GFSM 재정보고서의 발간
GFSM에서 요구하는 재정보고서는 일반정부의 ‘대차대조표’, ‘운영보고서’, ‘현금의
원천 및 사용보고서’,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등이 있다. ‘대차
대조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잔액을 보고하는데, 자산은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으로 또 부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보고서’는
다양한 개념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그 보전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현금의 원천 및
사용보고서’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부문의 유
동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는 정부거래에 기인하지
않는 자산, 부채의 증감을 보여주는데 보유이득과 손실, 규모(물량)의 변동을 보여주
고 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
으로 인한 순자산 변동’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또한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체계의 관점에서 다양한 재정통계들을 제공하고 있
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통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차이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
고 있다. 재정통계란 국민계정체계(SNA)에 의한 일반정부부문에 대한 통계이고 일
반정부부문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동일한 개념과 분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또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공개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포괄범위는 서로 다른데, 전자는 일
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한정되지만 후자는 제도단위의 일반정부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한국
통합재정수지」는 GFSM에 따라 작성되기에 그 포괄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런
데 국가회계기준과 GFSM은 모두 발생주의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통계
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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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들 수 있는데,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는 이 충당부채가 반영되어
있지만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상
태표에서는 장기충당부채를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통합재정수지」에서 정리하고 있
는 일반정부의 자산과 부채에는 장기충당부채가 제외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의 통계적 불일치,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 사이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그리고 일반정부의 ‘대차대조표’, ‘운영보고서’, ‘현금의 원천 및 사용보고서’,
‘거래외 경제유량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등 GFSM에서 요구하는 재정보고서
를 GFSM의 기준에 따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비교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특히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재정운영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GFSM의 운영보고서 체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GFSM에서 요구하는 운영보고서는 다양한 재정수지 개념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주목적이 있다. 재정수지 개념은 재정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운영보고서가 정부거래들의 다양한 경제적 성격을 구분하여 보여줄 때 풍부
한 재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림 1]은 현금주의를 채택한 1986 GFSM과 발생
주의를 채택한 2001 GFSM(또는 2014 GFSM)의 재정수지 개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GFSM의 운영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의 왼편에서는 1986 GFSM의 분류를 보여주는데, ‘총수입 및 출연(Total
Revenue and Grants)’은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의 합계를 나타내고, ‘총지출(Total
Expenditure)’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합계를 나타낸다. 1986 GFSM에서는 현
금지출을 Expenditure, 현금수입을 Revenue로 각각 표현하고 있다. 그림의 오른
쪽에는 발생주의의 2014 GFSM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2001 GFSM과 일치한다.
여기서는 발생주의 개념에 의한 Revenue와 Expense로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번역된다.
2001 GFSM에서는 1986 GFSM의 ‘총수입 및 출연’에서 자본수입(고정자본자산,
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의 매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운영수익(Operating
Revenue)으로 규정한다. 또한 1986 GFSM의 ‘총지출’에서 자본지출(고정자본자산
의 취득, 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의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01 GFSM
에서는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으로 규정한다.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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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로 정의된다.
그리고 1986 GFSM에서 자본수입과 자본지출로 분류되는 거래들의 차액은
2001 GFSM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으로 정의된다. 1986 GFSM에서 ‘순융자’로
번역되는 ‘Lending Minus Repayment’는 보전항목에서의 유동성관리용 금융자산
의 순변화와 함께 2001 GFSM에서 ‘금융자산의 순취득’을 구성한다. 그리고 운영수
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자산의 순취득 합계 금액은 ‘부채의 순부담’ 금액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1986 GFSM의 분류와 2014 GFSM의 분류 비교1)
GFSM 1986
총수입 및 출연
(Total Revenue and
Grants)

GFSM 2001
(제외) 고정자본자산, 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의 매각

운영수익
(Revenue)

고정자본자산, 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의 매각

경상지출과 자본이전의 합계
총지출
(Total Expenditure)
고정자본자산 취득; 재고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의 구입

순융자2)
(Lending Minus
Repayments)
보전항목
(Financing)

운영비용
(Expense)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자산의 순취득
현금, 예금 및 유동성관리용
증권의 총변화

총 순차입

부채의 순부담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주: 1) 이 그림은 1986 GFSM과 2001 GFSM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2014 GFSM은 2001 GFSM과
개념적으로 동일하기에 이 그림이 그대로 적용됨. 다만 2001 GFSM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
득’을 2014 GFSM에서는 ‘비금융자산의 순투자’라 명명하고 있음
2) 우리나라에서는 1986 GFSM의 ‘Lending Minus Repayments’를 순융자로 번역하고 있음.
그런데 2001 GFSM에서 재정수지 개념으로 규정되는 ‘Net Lending’도 순융자로 번역하고 있
어 혼동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함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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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액인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을 공제하
면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Borrowing)’이라는 수지 개념이 얻어진다.32) 운
영수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된 지출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순융자/순차입’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에 사용된 지출을 반영하여 계산된 재정수지이다. ‘순융자/순차
입’은 정부가 각종 자본자산을 구입하고 경상적인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차입금
또는 잉여금을 반영한다. 1986 GFSM의 종합수지는 ‘Lending Minus Repayments’
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2001 GFSM의 ‘순융자/순차입’은 금융자산 거래를 포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 도입 이후의 GFSM은 운영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재정수지
개념과 수치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1]의 개념
을 기초로 하는 운영보고서가 전혀 발간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운영보고서를
정부기관별로 또 연도별로 작성하여 비교한다면 재정운용에 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한 시사점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 공공부문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GFSM 등 국제적 기준의 요구에 따라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
라 재정운용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절실
하다.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핵심적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는 것과 공기업 등 각종 공공기관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재정위험들을 선제적으
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기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상태표에서도 관련 정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면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들, 특히 공기업은 일반정부와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
에 이들로부터 비롯되는 재정위험들은 각종 재정보고서에서 적절하게 공개되지 못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정책을 사실상 수행하고 또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기관들
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재정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기업의 비중이 높고 또 공기업을 통한 정책활
32) 순운영수지에 고정자본소비 또는 감가상각비를 합하면 총운영수지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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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도 다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비자와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가
보상 이하의 가격책정, 정부예산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공약사업들, 정책금
융의 저리 융자 등 정부가 정책목표를 위해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소위 준
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공기업의 준재정활동과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구분하는 것에은 상당한 어
려움과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비용과 재정위험을
다른 기관들로 이전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재정
정보를 정부의 재정정보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IMF도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에 「공공부문 부채통계지침(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을 발간하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관리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3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단위 기준의 재정범위를 핵심으로 하면서 공공
비영리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과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결합재무제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 2014 GFS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34) 공공비영리기관과 공기업들은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을 것
이다.
“재정통계의 범위는 재정정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단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정통계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원칙적인 구성체가 사용된다. 일반정부부문은 주로 정부의 시장외
적 활동에 관여하는 제도단위를 포함하고, 공공부문은 시장 및 준재
정 활동을 포괄하는 공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3) PSDS란 IMF, OECD 등 9개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공공부문부채 작성지침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지불능력, 유동성위험 등을 감지할 수 있
는 통계정보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공공부문 부채통계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을 객관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4) IMF(2014), 문단 4.7 및 표 4A.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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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차원의 교차분류
가. 교차분류와 원가계산
2000년대 이후 재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이슈들이 분출하며 더 다양한 재정정보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부처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효과, 지역균형
효과, 고용효과, 중소기업지원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재정정보에
대해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거래들은 개별 부처의 정책적 현
안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거래들은 기관, 재원, 경제적 성격, 기능, 정책목표, 활동유형 등의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개별 거래들에 대한 분류기준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개별 거래의 분류기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개별 거래의 분류기준에 대해 범정부적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별 거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들에 대하여 다양한 분류코드가 체계적으로 부여됨으로써 교차분류(CrossClassification)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분류 기준이 ①∼⑧ 8가지가
있다면 개별 거래는 8가지 기준에 따른 코드 번호를 아래와 같이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의 각종 거래에 대한 분류체계는 [표 3]과 같은데,
분류 유형별로 다시 세부 분류가 존재함으로써 상세한 교차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XXX - XXXX - XXX - XXXX - XX - X - XX - XXX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과정은 투입물 거래들의 일정한 묶음들을 표
준화하여 활동(Activity), 작업(Work), 과업(Task)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
해 표준적인 원가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 의하면 ‘활동(Activity)–작업(Work)–프로젝트(Project)–프로그램(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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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된다.35)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작성할 때
비로소 작업별 원가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거래분류는 재정운용에 필요한 의사결정
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주어질 것인데,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거래분류 외에
도 개별 부처 또는 부처의 하위조직별로 필요한 거래분류가 존재할 수 있다.
[표 3] 미국 연방정부 거래에 요구되는 분류 및 코드 체계
분류 유형
1. 예산과목 또는 자금

2. 프로그램(기관의 주요
활동 및 사업)

세부 분류
• 가용기간(Period Availability)
• 계정번호(Fund Account Number)
•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 프로그램 요소(Program Element)
• 하위 프로그램(Subprogram)
• 활동(Activity)
• 하위 활동(Subactivity)
• 정부부처(Department)
• 집행 청(Agency)
• 실/국(Administration/Bureau)

3. 조직(프로그램의 책임
단위)

• 사무소(Office)
• 본부(Branch)
• 과(Unit)
• 예산중심(Budget Center)
• 원가중심(Cost Center)

4. 프로젝트(프로그램의
하위 요소; 원가회계의
기준)

• 하위 프로젝트(Subproject)
• 과업/작업 순서(Task/Work Order)
• 작업 단위/직무 순서(Work Unit/Job Order)
• 기능(Function)
• 인건비
• 여행 및 교통비

5. 각목 명세

• 수용 및 재료비
• 공공요금
• 시설장비비

6. 기타 데이타

(계정 내에서 더 자세한 하위요소별로 구분: 각 요소별로 더
자세한 파악을 위한 설명 또는 계정체계의 추가 분류)

자료: Tierney, C. E. et al.(2007), p.139.
35) Project Management Institute(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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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지출과 경직성경비의 구분
정부지출 분류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의 구분에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서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
분 관리할 것을 규정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장기재정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
정되는 법정지출’이고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준예산의 내용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하
여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하더라도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국가
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기금의 의무지출사업은 국회에 별도 보고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3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의무지출을 세 가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째는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지
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다. 둘째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이며, 셋째는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이다.
법령상의 정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무지출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에서 정부의 지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
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법률적 지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법률 그리고 각종 하위규정(대통령
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등)에서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공식(Formula)이 규정됨
으로써 매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금액을 임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어야 한다.37)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의무지출 항목들을 [표 4]와 같이 구분하
고 있는데,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추정하지만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일정한
증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금액을 전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량지출의 증
가율을 경상 GDP의 성장률과 동일하게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지출이 경제규
모에 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6) 김태완(2010), 4쪽 참조.
37) 의무지출의 항목별로 지출대상과 지출단가가 규정되는 법령상의 내용은 김태완(2013), 152~1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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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무지출의 항목
구분
사회보험
연금
공공부조

내용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타 의무지출

보훈급여, 보육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이자지출 등

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금’만 의무지출로 간주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36쪽.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출의무가 예산근거법에 매우 포괄적으로 규
정됨으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태완(2010)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통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례들을 다수 정리
하고 있다.38) 일부 사업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혼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고, 또는 의무지출 대상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출규모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밖의 수급품에 대한 예산은 법령
에서 정해지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재량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정적 재량에 의해 대상자(또는 급여권자)와 지출규모(지출단가 등 지출공식)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무지출에 대한 국가재정법 상의 정의를 그대로 사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
임 할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재량지출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서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으로 규정되어 자격급여
(Entitlement) 성격이 있지만, 할인대상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
지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더구나 예산 확정 이후에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김태완(2013)은 지출대상과 지출단가가 법령
에 의해 규정되는 예산사업들이 모두 의무지출로 간주되지 않기에 국회예산정책처
와 기획재정부가 이들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39)
38) 김태완(2010), 31쪽 참조.
39) 김태완(2013), 153쪽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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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지급여부, 대상자, 지급금액의 공식이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의 경계영역에 포함되는 지출형태가 많기에 이들에 대해
서는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장기재정전망부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재량지출을 경직성 지출과 비경직성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경직성 지출은 ‘지출의 성격상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항목으로 국방비, 공무원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가 여기에 해당된다.40)

40) 국회예산정책처(2016), 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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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2000s, demands for reform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in Korea
were raised from three main perspectives. These are as follows: accrualism in government accounting, brought about by New Public Management government reforms; double-entry
bookkeeping to prevent corruption and errors caused by poor tax management among local
governments, and; adoption of institutional units to ensure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flecting these demands, the government completely
reorganized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overall bal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future policy tasks for the production system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valuating the government's efforts to date. First, the classification of
various transactions in the government sector must be completely reorganiz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entire public sector so that Korea’s inherent financial risks can be highlight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applying the activity-based cost and the activity-based budget so that costs can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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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on state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using panel data on 40 states between 2004 and 2015 of the U.S.
Based on the comprehensive measure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find that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More important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vary across different legal provisions. While the political provision of requiring
the legislature to submit a balanced budget has a positive effect on lowering revenue forecasting error, two technical provisions—placing controls on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nd
not allowing deficit carryover—present the opposite effec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critical implications and cautious lessons for potential dialogues of incorporating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udgeting process.
쉍 Keywords: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BBRs), Revenue Forecasting Error,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State Revenue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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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Balanced budget requirements (BBRs), as one of the major fiscal institutions, are “a
defining featur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budgeting and finance” (Smith and Hou
2013, p.1). BBRs mandate the governmen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its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more importantly, they prevent the government from carrying
over deficits in the general fund. Scholars have extensively studied the impacts of BBRs
on diverse aspects of fiscal performance (e.g., Alt and Lowry 1994; Poterba 1994; Smith
and Hou 2013). Their empirical findings confirm that BBRs are effective in restraining
expenditure growth, reducing deficits, and reducing borrowing costs.
Another emerging area of research is the effects of BBRs on the revenue side of
fiscal performance, with a specific focu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e.g.,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Krause, Lewis and Douglas 2013; Rose and Smith 2011).
Revenue forecasting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budget process. Firstly, forecasted
revenues establish a revenue baseline for the next fiscal year, and decision-makers in
the budget process use this baseline to inform their decisions on fiscal policies in both
governmental revenues and expenditures (Bretschneider and Schroeder 1988; Forrester
1991; Mikesell and Ross 2014). Both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emphasized fiscal
sustainability as the optimal goal to be pursued in the budget process, and they believe
accurate forecasts for revenues are critical for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Auerbach
1999; Mikesell and Ross 2014). In particular, “an inaccurate forecast or a distrusted
forecast both represent ways in which the forecast process can contribute to a violation
of sustainability” (Mikesell and Ross 2014, p.1). Cirincione et al. (1999, p.26), for example, point out the severity of both over- and under-forecasted revenues, in that
“overforecasts can lead to budgetary shortages that may result in unanticipated programmatic and/or staff reductions while underforecasts may lead to excessive tax levies
and charges.”
The scholarly discussions of fiscal rules—in particular, BBRs—that a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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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will also generate critical relevance and implications to other regions, including Korea. While the National Finance Act of Korea has already stated the balanced
budget as one of the main principles to follow, it does not hold effectiveness as a
legal provision. Meanwhile,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set of fiscal rules to maintain fiscal stability among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e.g., 김주희･박소영 2020; 이상경 2011).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tries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grounded on the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cases of the U.S. where fiscal rules—in particular, BBRs—are actively maintained.
While investigating an array of fiscal institutions, such as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s (TELs), Budget Stabilization Funds (BSFs), and debt limits, and their impac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scholars find evidence of a significant effect of
BBRs as well: BBRs, in particular no-deficit carryover rules that prohibit deficits from
being carried into subsequent fiscal year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producing under-forecasted revenues (e.g.,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Rose and
Smith 2011). Previous studies, however, present several issues. First, they have typically
focused on the direction of the bias in forecasting error while leaving the effects of
BBRs on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that is, the extent of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forecasted revenues—unexplored. Second, they have disregarded the difference in legal provisions of BBRs across states: rather, they have traditionally treated a single provision of BBRs—no-deficit carryover rule—as the key
variable. Third, previous studies have not primarily focused on BBRs, and therefore,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roles of BBRs in revenue forecasting have not been discussed rigorousl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revenue forecasting while
addressing two critical issues. Foremost, using panel data from the Annual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ACFR) between 2004 and 2015 for 40 state governments of the 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effects of BBRs on the accuracy
of state revenue forecasting. Second, in the analysis, this study uses a comprehensive
measure of legal provisions of BBRs that Hou and Smith (2006) have develop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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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enables this study to find in which ways different legal provisions of BBRs
affect state revenue forecasting error.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 two major findings. First, they present the
evidence concerning the critical effects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three
legal provisions of BBR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tate revenue forecasting
error. More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of BBRs with revenue forecasting error varies
across different legal provisions. While the technical provision of BBRs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the political provi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ate with only
technical provision will be benefited from improving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through implementing the political provision of BBRs.
This research begins with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BBRs and their probable effec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Next, the discussion turns to the data, variables and methods used to test empirical models, an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It then concludes by discussing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followed by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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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iscal Institutions and BBRs
State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 variety of fiscal institutions, including BBRs,
TELs, BSFs, and debt limits. Fiscal institutions benefit the government in a variety of
ways. These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control fiscal policies as well as to maintain
or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terba and von Hagen 1999;
Johnson and Kriz 2002; Knight and Levinson 2000). Fiscal institutions also indicate
to the market how governmental officials manage fiscal policies and which priorities
they have in deciding the direction of those policies (Poterba and von Hagen 1999;
Johnson and Kriz 2002). From a financial management perspective, fiscal institutions
reduce the problem of the principle-agent relationship (El Husseiny 2016; Johnson and
Kriz 2002; von Hagen 2002a; 2002b). Taxpayers are limited in understanding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allocating governmental revenu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axpayers and governmental officials.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ir organizations, therefore, may use resources for their
interests rather than for taxpayers’ interests. Public choice scholars, in particular, support
fiscal institutions as the legal tools to curb the budget-maximizing behavior of bureaucrats (e.g., Niskanen 1975). Through fiscal institutions, taxpayers can indirectly constrain
governmental officials to go against taxpayers’ expectations on fiscal policies (von
Hagen 2002b).
The BBRs are one of the significant fiscal institutions, defined as the legal institution
that mandates the government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its revenues and
expenditures. By forcing the government to hold the balance, BBRs keep the government from carrying over deficits primarily in the general fund. Every state has certain
type(s) of BBRs which began to be enacted in the late 1800s (Knight and Levingson
2000; Smith and Hou 2013). There is a variation across states, however, in terms of
the legal provisions of BBRs. While some states have either constitutional or statutory
legal provisions, others set up both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ground for their B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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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vary state to state, requiring a balanced budget “when it is proposed, when
it is adopted, or just at year-end” (Bland 2006, p.33).
Previous empirical studies have confirmed that BBRs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iscal performance in achieving a balance between revenues and expenditures, reducing deficits/debt, and constraining spending growth. For example, Poterba (1994)
finds that state balanced budget rules have an effect on how state fiscal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unexpected deficits or surpluse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how
a certain indicator of states with “weak anti-deficit rules” is associated with state responses to fiscal shock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data of 27 states with an annual
budget cycle, the study suggests that weak anti-deficit rules lead a state to adjust spending less against unexpected deficits than strict anti-deficit rules do. Using panel data
of 47 states between 1970 and 1991, Bohn and Inman (1996) also find empirical evidence that BBRs of end-of-year budget deficit limi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state general fund deficits by $100 per capita. Their empirical results also
confirm that lower deficits in general fund are the results of spending cuts, not revenue
increases. Hou and Smith (2010) test their new framework, developed in Hou and
Smith (2006), to explain a difference in legal provisions of BBRs across states. Their
models, based on panel data of 50 states with two time periods of 1950-2004 and
1980-2004,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or not BBRs have an effect on restraining
deficits. They find that the technical provisions of BBRs are more effective in restraining deficits than the political provisions; however, they do not find any evidence of
a difference in the effects between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s of the BBRs on fiscal deficits,
Hagen (1991) shows that BBRs have positive effects on lowering the level of state
indebtedness. Hagen (1991) compares states with stringent BBRs to those with weak
ones in terms of the level of state GO bond debt. Controlling other critical factors
related to indebtedness across states, the author finds that states with stringent BBRs
have a lower level of indebtedness than those with weak BBRs.
The recent study by Smith and Hou (2013), which also applies their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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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of BBRs, examines the effects of BBRs on state expenditures. Based on
the long-panel data on 48 states with a time period between 1950 and 2004, their empirical results confirm the following three technical requirements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restraining state expenditures: (1) the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2) controls are in place on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and (3) no deficit may
be carried over into the next fiscal year (or bien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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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venue Forecasting Process and BBRs
Due to the significance of revenue forecasting in the budget process, scholars have
extensively published empirical studies on revenue forecasting, and their studies have
mad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identifying the list of critical factors affecting revenue
forecasting error in bo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g., Bretschneider et al. 1989;
Bretschenider and Gorr 1992; Cassidy, Kamlet, and Nagin 1989; Goeminne, Geys, and
Smolders 2008; MacManus and Grothe 1989; Mocan and Azad 1995). The list includes
political (political fragmentation, election cycle, state political ideology), economic
(inflation rate, unemployment rate, income per capita), organizational (forecasting agency status), and technical factors (forecasting methods) in relation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Based on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recent empirical research has begun to
explore the potential impacts of fiscal institutions, including BBRs, BSFs, and TEL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e.g., Couture and Imbeau 2009;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Krause, Lewis, and Douglas 2013; Luechinger and Schalegger 2013;
Rose and Smith 2011). One line of research focuses on bias in revenue forecasting
and explores whether fiscal rules affect the direction of bias—either under-forecasts
or over-forecasts—in forecasted revenues. Empirical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BBRs, especially the legal provision of the no-deficit-carryover rule, are likely to predict
under-forecasted revenues. For example, Rose and Smith (2011) present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BRs and revenue underestimation, with panel data
from 47 states between 1986 and 2007. Their empirical models use a distinct measure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which is based on each state’s appropriation bills, and
identify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no-deficit-carryover rule and revenue under-forecasts. Using panel data from 47 states between 2007 and 2011,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confirm that two legal provisions of BBRs—controls over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nd no-deficit carryover rules—reduce the level of over-forecasted revenues by 4.9 percent and 5.6 percent respectively.
Another line of research, which is very similar to this study’s focus, empirically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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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able impacts of fiscal rules, in particular BBRs, on the accuracy of forecasted
revenues measured by the degree of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forecasted revenues. For example, based on panel data from 1986 to 2004 in the Canadian
provinces, Conture and Imbeau (2009) present empirical evidence that revenue forecasters
in budget offices with an anti-deficit law typically exhibit risk-aversion behavior; the forecasting accuracy therein, therefore, is higher than those by budget offices with no BBRs.
Luechinger and Schalegger (2013) use panel data between 1984 and 2005 from the Swiss
cantons and confirm that BBRs and other fiscal rules have positive effect on reducing
both projected and actual budget deficits through increasing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In sum, these two lines of research confirm that BBRs, in particular the no-deficit
carryover rul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ate revenue forecasting error. However,
there exist some limitation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emost, prior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effect of BBRs on the occurrence of under-forecasted revenues, or a bias of forecasted revenues, with the prevalent belief that under-forecasting
is a more rational choice than over-forecasting. Both over- and under-forecasts, however, incur harmful effects on fiscal stability (Cirincione et al. 1999). For this reason,
it is worthwhile to examine whether BBRs affect revenue forecasting error with respect
to the extent of deviation of the actual revenues from the forecasted revenues. Further,
previous research ignores the difference in legal provisions of BBRs across states. Hou
and Smith (2006; 2010) and Smith and Hou (2013) urge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the nature of legal provisions of BBRs, confirming that the effects of BBRs on fiscal
performance differ across different legal provisions.
This research addresses these two issues by exploring the potential effects of different legal provisions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First, this study focuses on
how BBRs affect the accuracy of forecasted revenues, which is a distinct measure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treating both under-forecasts and over-forecasts as detrimental
to the budget process. Second, this research applies the framework of BBRs developed
by Hou and Smith (2006). The empirical models in this study test whether the potential
effects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vary for different legal provisions.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differing effects of technical and political rules of B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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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Method
1. Data
This research uses multiple data sources, including the Annual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ACFR),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s (NASB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d the U.S. Bureau of
Census from 2004 to 2015. In measuring revenue forecasting error, this research utilizes
the budgetary comparison schedules in state governments’ ACFR. The ACFR has some
advantages as a data source. First, the report is available on a yearly basis and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operating and financial information source (Robbins and
Simonsen 2010). Second,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GASB’s)
Statement No. 34 requires that, in addition to the final budgets and the actual revenues,
governments should also report the original budget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GASB34 in 1999, budgetary comparison schedules were presented, but only the final
budgets were required. The original budgets are defined as the initial appropriations
of the budget completed (GASB 1999). The availability of the original budget information allows users of financial reports to evaluate forecasting accuracy at the outset
of the fiscal year rather than after adjustments were made during the year (GASB
1999).
For variables of fiscal institutions, this research refers to Hou and Smith (2006) for
the variable of BBRs and the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in 2015, for other fiscal institution variables. Since
its first edition in 1975, the report has been extensively cited by experts and scholars
while offering details on state governments’ budgetary processes in terms of budget
timeline, legal institutions, budget approach, and so on. Organizational and budgetary
variables of state central budget offices are drawn from the report as well. Other variables to control for economic conditions and political contexts are draw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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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U.S. Bureau of Census, and previous studies.
In the analysis, this research uses the budget data for 40 states over a period of
12 years from 2004 to 2015. 10 states a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for two reasons.
Arizona, Arkansas, Colorado, North Dakota, Oklahoma, Oregon, South Dakota,
Washington, and Wyoming are excluded because they do not present original budget
data. Wisconsin is also excluded because of the state’s unrealistic information on forecasting error: their forecasting errors are constant as zero during the time period of
this research, implying no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forecasted
revenues.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474 observations for 40 states between 2004
and 2015, with strongly balanced panel data.1)

2. Dependent Variable: Revenue Forecasting Err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research is revenue forecasting error. It is measur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or variation) between the “actually collected”
revenues (or simply the actual revenues) and the “originally forecasted” revenues (or
simply the original revenues) as a percentage of actual revenues. Among revenue sourc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eneral fund for various reasons (see more Rose and
Smith 2011). Foremost, “the general fund typically is interpreted as the part of a state’s
budget that is subject to a balanced budget rule” (Rose and Smith 2011, p.191).
The measure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in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the one
that previous studies have traditionally used in two aspects. First, the forecasting error
in this study is measured as an absolute value of the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forecasted revenues. While the traditional approach is to calculate nominal forecasting error (a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revenues and the actual revenues), this approach maintains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to make the measure
of forecasting error appropriate for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a bias of revenue
1) There are six missing observations since some states do not provide forecasted revenues
in certai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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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either under or over-forecasts (Boyd and Dadayan 2014). On the other
hand, “the absolute value is useful when we are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accuracy,
without regard to whether revenue is above target or below” (Boyd and Dadayan 2014,
p.6). From a financial management perspective, both under-forecasts and over-forecasts,
or simply inaccurate revenue forecasts, will incur negative effects such as political turmoil which surrounds the resolution of either budget surpluses or budget shortfall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costs of implementing new changes in either tax or spending policies for the next fiscal year (Cornia, Nelson, and Wilko 2004; Dougherty, Klase,
and Song 2013; Forrester and Mullins 1992; Smith and Rose 2011). Second, revenue
forecasting error in this study is the initial forecasting error measured as the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original revenues forecasted initially. Previous studie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forecasting error measured by the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final revenues adjusted after the original budgets are
forecasted (e.g., Krause, Lewis, and Douglas 2013), yet it is worthwhile to explore the
initial forecasting error since inaccuracy at the initial forecasting phase typically incurs
bot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sts in an adjusting or re-budgeting process during
the fiscal year. The simple equation below defines how the forecasting error is measured
in this study:

Forecasting Errorij =

|

Ra - Ro
Ra

|

Where Forecasting Errorij represents the initial revenue forecasting error of state i
in year j, Ra denotes the actual revenues collected, and Ro denotes the original revenues
forecasted. State revenues will hold a higher level of accuracy when Forecasting Errorij
is closer t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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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venue Forecasting Errors by Year
Fiscal Year

Number of Forecasts

Forecasting Error (%)
(Actual – Original)

2004

37

5.25

2005

39

6.49

2006

39

6.34

2007

39

4.94

2008

40

5.72

2009

40

8.00

2010

40

8.23

2011

40

5.50

2012

40

6.51

2013

40

6.97

2014

40

6.25

2015

40

6.34

Total

474

6.38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yearly forecasting error are presented in Table 1 above.
The average forecasting error was 6.34 percent. A yearly analysis shows that forecasting
error had increased during the 2008-2010 period. As the budgets for this period had
been created during 2007-2009, which was the period of recent economic crisis period,
this finding may be the result of revenue unpredictability during crisis periods.

3. Independent Variable: BBR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legal provisions of BBRs. While
prior research has traditionally used three measures of BBRs developed by the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CIR), the NASBO, and the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 scholars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these
measures (e.g., Krol and Svorny 2007; Hou and Smith 2006). For example, Hou and
Smith (2006, 23) point out that “the aforementioned ACIR index, NASBO’s dic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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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 variables, and the NCSL distinction met the criterion of convenience of use, but
too often they fail to yield reliable results when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Particularly, both ACIR index and NASBO’s dichotomous measure fail to capture the
difference in a system of legal provisions of BBRs across state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uses the framework to measure BBRs developed by Hou
and Smith (2006). Hou and Smith (2006, p.44) operationalize the definition of BBRs
as “systems of interlocking provisions that work coherently toward maintaining the
norm of balance.” Each legal provision is imbedded in one of three major phases—the
executive preparation, legislative review, and implementation phase—of the budget cycle.
Through a thorough content analysis of relevant legal information, Hou and Smith
(2006) confirm nine legal provisions that constitute a system of BBRs while categorizing them into two broad categories, political and technical provisions. Table 2 presents
the nine legal provisions with their nature. Since the measure of the legal provisions
of BBRs by Hou and Smith (2006) was as of 2004, this study has checked any changes
in those provisions based on the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by the NASBO; no
changes had been made between 2004 and 2013. The measure of BBRs in this research
consists of eight dummy variables to indicate the presence of a particular legal provision (when it is “1”). Note that one of the provisions, “The governor must sign a
balanced budget,” is not measured due to its embeddedness within another provision,
“The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Smith and Ho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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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visions of State BBRs
BBRs Provision

Nature of
Provision

Phase

1. The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Political

Executive Preparation

2. Own-source revenue must match
(meet or exceed) expenditures.

Technical

Executive
Preparation,
Legislative Review

3. Own-source revenue and general
obligation (or unspecified) debt (or
Technical
debt in anticipation of revenue) must
match (meet or exceed) expenditure.

Executive
Preparation,
Legislative Review

4.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Legislative Review

Political

5. A limit is in place on the amount of
debt that may be assumed for the Technical
purpose of deficit reduction.

Executive
Preparation,
Legislative Review,
Implementation

6. Governor must sign a balanced
budget.

Political

Legislative Review

7. Controls are in place on
supplementary appropriation.

Technical

Legislative Review,
Implementation

8. Within fiscal-year controls are in
place to avoid deficit.

Technical

Implementation

9. No deficit may be carried over to the
Technical
next fiscal year (or biennium).

Implementation

Next, Table 3 below presents the legal provisions of BBRs in the 40 states that constitute the sample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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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BRs of 40 States as of 2015
State

Provisions

Adoption

State

Provisions

Adoption

Alabama

1, 3-5, 8, 9

1932

Mississippi

1, 3-5, 8, 9

1890

Alaska

1, 3, 4, 7, 8

1911

Missouri

1, 3, 5, 8

1875

California

1, 4, 6, 8

1966

Montana

1, 2, 4, 7-9

1889

Connecticut

1, 3, 4, 7, 8

1949

Nebraska

1, 3, 5, 8

1875

Delaware

3, 4, 7

1897

Nevada

1, 3-5, 7

1864

Florida

1, 4, 8

1969

New Hampshire

1, 4, 7, 8

1957

Georgia

1-5, 7

1877

New Jersey

1, 4, 7, 8

1844

Hawaii

1-4, 7, 8

1978

New Mexico

1, 3, 5

1955

Idaho

1, 2, 4, 8

1889

New York

1-4

1894

Illinois

1, 3-5, 7

1970

North Carolina

1, 3, 4, 8, 9

1929

Indiana

3

1851

Ohio

1, 3-5, 8

1851

Iowa

1, 3, 5

1846

Pennsylvania

1, 4

1968

Kansas

3-5, 8

1859

Rhode Island

1, 3-5, 7, 8

1935

Kentucky

1-4, 7, 8

1891

South Carolina

1, 3-5, 9

1932

Louisiana

1, 4, 8

1974

Tennessee

3, 5, 8

1870

Maine

1, 3

1848

Texas

2-5, 8, 9

1876

Maryland

1, 4, 7

1916

Utah

1-5, 8

1896

Massachusetts

1, 3, 4, 6-8

1941

Vermont

3

1993

Michigan

1, 3-5, 7, 8

1908

Virginia

1, 3

1971

Minnesota

1, 3, 8

1939

West Virginia

3, 4, 7

1872

Note: This table is updated from Hou and Smith (2013, p.7) and adjusted for adoption
year with the earliest year of either constitutional adoption or statutory adoption.

4. Control Variables
On the basis of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determinants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this study controls for a list of political, economic,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terms of political factors, the empirical models in this study include
election year and government ideology. Empirical evidence identifies a tendency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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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orecasting in the general fund during an election year (e.g., Conture and Imbeau
2009; Krause et al. 2013).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ideology with revenue forecasting
error has mixed empirical evidence (e.g., Bretschneider et al. 1989; Bretschneider and
Gorr 1992; Cassidy et al. 1989; Mocan and Azad 1995; Krause et al. 2013). Next, this
study controls for three economic variables: population, per capita income, and unemployment rate. Prior research confirms that these economic indicators affect revenue
forecasting bias substantially (Conture and Imbeau 2009; Krause et al. 2013). Other fiscal institution variables, BSFs, Spending Limit, and Revenue Limit, are also included
to parse out their potential effec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While BSFs are regarded as having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venue forecasting error (Rose and Smith
2011), the effects of both spending limits and revenue limits have mixed evidence (e.g.,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Rose and Smith 2011). Finally, this study controls
for organiza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state budget office, such as agency status (Boyd
and Dadayan 2014; Krause et al. 2006) and the size of state budget office (Ryu 2011).
Agency status refers to whether a single executive budget office performs budget development or a joint team between the executive office and the legislative office performs
it. Despite of empirical evidence offering a mixed view on the effects of agency status,
the size of state budget office is treated as beneficial for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of a state government. Data sourc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Appendix Ⅰ.

5. Model
This study uses a time-series cross-sectional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with the
panel data of fiscal years 2004-2015. Since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tudy—different measures of BBRs—are time invariant, fixed effects model absorbs these variables by the intercept. On the other hand, random effects model is advantageous over
fixed effects model by allowing the inclusion of time invariant variables, as well as explaining the differences across panels. The main assumption of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is that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among individuals or panels is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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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d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is assumption is in general treated
as not being satisfiable, it can be also relaxed in some cases. If the unit of analysis
is an organization (like state government), it is discussed that an organization’s unobserved characteristics (in general geographical traits) may not necessarily related to
its observed characteristics. Given that the regression model of this study already controlled for state-level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political ideology,
per capital income, and election), it may be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a state government’s unobserved (regional) characteristics may not affect any key explanatory
variables.
Further, addition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In particular, this study tested a
Fixed Effects Filtered (FEF) regression model developed by Perasan and Zhou (2018).
The FEF regression model offers the consistent results with the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results reported. A potential downside of the FEF model is that it does
not offer fit-statistics information. Another methodological alternative is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 but this model requires to find reliable instruments for key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case of this study, this means that nine
different instruments are needed to test the system GMM model. Practically, it is not
feasible to find those instruments to run the system GMM model, and thus, this study
remains with the results of a time-series cross-sectional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
The potential threat in using a panel data approach is the presence of serial correlation and heteroscedasticity, and this study is no exception. Diagnostic tests, a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and a Breusch-Pagan/Cook-Weisberg test respectively, detected both serial correlation and heteroscedasticity. As previous research
on fiscal institutions confirms that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can resolve both
serial correlation and heteroscedasticity (e.g., Rose and Smith 2011; Smith and Hou
2013), this study tests empirical models with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Another
probable issue is the non-normal distribu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since the dependent variable (revenue forecasting error) is bounded between 0 and 1 and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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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ed. As a robustness check, a regression model with log-transformed dependent variable is also tested.
In addition, multicollinearity also can be a threat for empirical analyses. The results
of testing multicollinearity present a mean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of 2.27. All
the variables have their VIF under 2.7, but unemployment rate has its VIF of 4.10
which can be a little problematic regarding controlling for multicollinearity.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however, supports the critical role of unemployment rate in
revenue forecasting error. For this reason, the empirical models of this study include
the unemployment rate. What follows is the specification of an empirical model in this
research. The parsimonious random effect model for state i in year t is:

Forecasting Errorit = αo + β1BBRsit + β2Xit + μit

where Forecasting Errorit denotes the initial revenue forecasting error. BBRsit represents a vector of legal provisions (BBR1 through BBR9) of BBRs of a state, and Xit
is a vector of the control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Subscripts i and t stand for a state and a yea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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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Revenue Forecasting Error

Mean

Std. Dev.

Min

Max

0.064

0.080

0.001

0.847

BBR1: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0.822

0.383

0

1

BBR2: Own-source revenue must meet
or exceed expenditures

0.203

0.403

0

1

BBR3: Own-source revenue plus debt
must meet or exceed expenditures

0.782

0.414

0

1

BBR4: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0.746

0.436

0

1

BBR5: Limit on debt that may be
assumed for deficit reduction

0.429

0.496

0

1

BBR7: Controls are in place on
supplemental appropriations

0.404

0.491

0

1

BBR8: Within-fiscal-year controls are in
place to avoid deficit

0.595

0.491

0

1

0.15

0.357

0

1

BBRs

BBR9: No deficit may be carried over
into the next fiscal year (or
biennium)
Economic & Political Condition
Population (in thousands)
Unemployment Rate

6,287.88 6,708,484

619.107 38,062.78

0.065

0.023

0.02

0.137

37,992.74

6,881.13

23,981

62,738

Election Year (1=Yes)

0.241

0.428

0

1

Government Ideology

49.605

26.656

0

92.451

Budget Stabilization Funds

0.949

0.220

0

1

Spending Limits

0.495

0.500

0

1

Revenue Limits

0.102

0.302

0

1

Agency Status (1=Consensus)

0.581

0.494

0

1

Budget Type (1=Biennial)

0.353

0.478

0

1

Size of State Budget Office

0.008

0.005

0.001

0.031

Per capita Income

Fiscal Institution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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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Results
Table 5 below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andom effects regression models.
While Model 1 is the primary model to be discussed, both Model 2 and Model 3 are
tested for a robustness check. Model 1 tests the probable effects of each legal provision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which is measured as an absolute value. Model
2 does the same, but its outcome variable is log-transformed. Model 3, on the other
hand, uses the final revenue forecasting error—which is measured by the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collected and the final revenues forecasted—as its outcome
variable: further, the outcome variable is log-transformed.
[Table 5] BBRs and Revenue Forecasting Error
Model 1

Model 2

Model 3

BBR1: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0.009
(0.025)

-0.018
(0.232)

0.421
(0.470)

BBR2: Own-source revenue must
meet or exceed expenditures.

-0.023
(0.019)

0.073
(0.229)

-0.521
(0.363)

BBR3: Own-source revenue plus debt
must meet or exceed
expenditures.

0.018
(0.026)

-0.177
(0.307)

-0.798
(0.502)

BBR4: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0.051**
(0.029)

-0.815***
(0.275)

-1.222***
(0.412)

BBR5: Limit on debt that may be
assumed for deficit reduction.

-0.028
(0.027)

-0.372
(0.266)

-0.075
(0.433)

BBR7: Controls on supplemental
appropriations.

0.065**
(0.025)

0.820**
(0.306)

1.421***
(0.419)

BBR8: Within-fiscal-year-controls

0.009
(0.017)

-0.055
(0.193)

0.480
(0.335)

BBR9: No deficit carryover

0.040**
(0.023)

1.079***
(0.229)

0.689***
(0.414)

Initial Forecasting Initial Forecasting Final Forecasting
Error(LogError(absolute)
Error(LogTransformed)
Trans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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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Model 2

Model 3

Budget Type (1=biennial)

-0.035
(0.024)

-0.293
(0.235)

-0.465

Budget Stabilization Funds (1=Yes)

0.010
(0.038)

0.929*
(0.539)

0.390
(0.903)

Spending Limits (1=Yes)

0.015**
(0.017)

0.388**
(0.152)

0.257*
(0.362)

Revenue Limits (1=Yes)

-0.015
(0.040)

-0.139
(0.361)

-0.632
(0.696)

Population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Unemployment Rate

0.267**
(0.664)

11.073**
(7.613)

2.918**
(9.961)

Per Capita Incom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Election Year (1=Yes)

-0.009
(0.007)

-0.105
(0.140)

-0.046
(0.185)

Government Ideology (Index)

-0.001*
(0.000)

-0.010**
(0.004)

-0.007
(0.007)

Agency Status (1=Consensus)

0.008
(0.017)

0.233
(0.205)

0.218
(0.426)

Budget Office Size

0.593
(2.050)

-25.031
(21.489)

-4.134
(43.065)

constant

0.125*
(0.065)

Initial Forecasting Initial Forecasting Final Forecasting
Error(LogError(absolute)
Error(LogTransformed)
Transformed)

Number of observations

-3.280***
(0.967)

-2.607
(1.747)

474

474

464

R

0.085

0.197

0.208

Adjusted R2

0.015

0.136

0.146

2

Wald Chi2

529.71***

670.05***

710.72***

Number of states

40

40

39

Number of years

12

12

12

Note: 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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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ree models from Table 5 present consistent findings in terms of estimated effects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Across models, the fourth, the seventh, and
the ninth legal provisions of BBRs a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For a more convenient interpretation,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the empirical results from Model 1 since Models 2 and 3 use their outcome
variables logarithmically transformed. Recall that revenue forecasting error in Model 1
is measured by an absolute value of variation between the actual revenues collected and
the original revenues forecasted as a percentage of the actually collected revenues. For
this reason, a lower value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implies a lower forecasting error
(or a higher forecasting accuracy), and therefore, a negative (or positive) direction of
the estimated impact of explanatory variables implies that the variables decrease (or increase) revenue forecasting error.
Model 1 in Table 5 suggests that the fourth provision of BBRs, requiring that a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Its estimated coefficient, -0.051,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percent level. This result
indicates that revenue forecasting error is on average 5.1 percentage points lower in states
with the requirement that a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than in states without
this provision. Given that the average initial forecasting error is 6.2 percent, a decrease
of 5.1 percentage points is a considerable effect.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actual revenue across states is $16.3 billion, the variation of about 5 percentage points between
the actual revenues and the original revenues will be a result of rebalancing about $7.4
million of under-forecasted or over-forecasted revenue estimates. Ironically, the first provision, which requires that a governor must submit a balanced budge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the direction of its estimated
coefficient is positive which is the opposite to that of the fourth provision.
Next, the results of the seventh provision, which places controls over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presen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venue
forecasting error. Its estimated coefficient, 0.065 (p < 0.05), indicates that states with
this requirement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level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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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6.5 percentage points than states without it. This increase in revenue forecasting
error will approximately add an additional $10 million to re-budget during the fiscal
year. Regarding the probable effect of this provision of controls over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Jordan, Yan and Hooshmand (2015) present that this provision influences reducing the magnitude of over-estimated revenues. Their finding may imply that
this provision is positively related to an under-forecasting attitude. Since under-forecasted revenues cause a deviation of the forecasted revenues from the actual revenues
collected, they will lead to a higher level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Finally, the legal provision that no deficit should be carried over into the next fiscal year
or biennium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Its estimated coefficient, 0.040 (p < 0.05), suggests that in states with no-deficit carryover,
revenue forecasting error is higher by 4 percentage points than their counterparts. The average effect of this provision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is an additional variation of $6.5
million to be rebalanced during the fiscal year. Previou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of no-deficit-carryover is positively related to under-forecasted revenues (e.g., Rose
and Smith 2012; Jordan, Yan, Hooshmand 2015). On the basis of this finding, the results
suggest that under-forecasted revenues due to no-deficit carryover rule may cause a larger
variation between the actually collected revenues and the originally forecasted revenues. As
in the case of the seventh provision, this larger variation increases revenue forecasting error.
Regarding control variables, among other budgetary institution variables, Spending
Limi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Spending Limits, 0.015 (p < 0.05), indicates that states with an expenditure
limitation a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level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by 1.5 percentage point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a spending limit may increase the tendency of the budget office to maintain an under-forecasting attitude to
protect against unforeseeable events leading to the case where revenues may exceed the
authorized level of expenditure. The empirical results also confirm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unemployment rate and revenue forecasting error, which is a consistent
finding with previous research. Another control variable, government ideology,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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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magnitude of an estimated impact is marginal.
In sum,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 the main argument of this research: BBRs have
potential effec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The results, further, present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another main argument that the effects of BBR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are different across legal provisions of BBRs. Foremost, two technical provisions, the seventh provision that places controls on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and
the ninth provision that no deficit should be carried over, lead to an increase in the
level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This negative consequence of technical provisions in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may be a result of under-forecasted revenues. Since revenue
forecasting is one of the main functions given the budget office, “if revenues do not
keep pace with projections, the budget office takes the blame” (Bland 2006, p.37). On
the other hand, state administrators and politicians are free from any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budget officials under BBRs in general are encouraged to produce under-forecasted revenues holding a conservative attitude as a means of offering a cushion
in the event of an unanticipated downturn in economic conditions which results in revenue shortfalls (Feenberg et al. 1989; Rodgers and Joyce 1996; Rubin 1987).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provision of requiring that a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is positively related to lowering revenue forecasting error. Some scholars state that governors and elected officials prefer an optimistic revenue forecast, which
will lead to over-forecasted revenues, since “an optimistic revenue forecast makes it easier
for them to balance the budget” (Bland 2006, p.37). Mikesell and Ross (2014) emphasize
the political acceptability of forecasted revenue estimates to governors and elected officials and point out that revenue forecasters may feel that their figures for future revenues
will be acceptable if they have a more optimistic attitude. Since in general a state budget
office tends to produce under-forecasted revenues based on a conservative attitude (Boyd
and Dadayan 2014; Brogan 2013; Rose and Smith 2011), an optimistic attitude in forecasting revenues will lower the incentive to take a conservative attitude. Therefore, the budget
office may generate less under-forecasted revenues under this politic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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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Conclusion
With its inherent importance as a baseline for the revenue resources available in the
budget process, revenue forecasting has been the topic of extensive empirical analysis
in the public finance and budgeting field. While the literature offers a set of determinants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clusters of factors, the probable effects of fisc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BBRs,
have recently begun to gain attention from scholars as a promising and valuable research
theme. This study offers some contributions to this emerging scholarly discussion on
fiscal institutions and revenue forecasting error, with a specific focus on BBRs.
Especially, with an equal emphasis on both under- and over-forecasted revenues, this
study uses a distinct measure of revenue forecasting error which stands for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Further, in testing potential effects of BBRs, this study uses a
more comprehensive measure of BBRs developed by Hou and Smith (2006) and tests
whether each legal provision has differing effects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Empirical results present the following legal provisions of BBRs as having a critical impact on revenue forecasting error: (1)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2) controls
are in place on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and (3) no deficit may be carried over to
the next fiscal year (or biennium). Both technical rules, placing controls over supplementary
appropriations and requiring no-deficit-carryovers, are related to a higher error in revenue
forecasting.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rule, requiring that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wering revenue forecasting error.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as well.
Most importantly, states can improve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by establishing political rules, which leads to a reduction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osts
involved in the re-budgeting process. As previously presented, however, each state does
not implement only one of the legal provisions of BBRs. Rather, a state is typically
equipped with a set of different legal. From this standpoint, states with a list of tech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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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rules will benefit from implementing the political rule, in particular requiring that
the legislature must pass a balanced budget requirement, by improving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In other words, states with a combination of both technical and
political rules of BBRs can produce more accurately forecasted revenues that are crucial
in maintaining fiscal stability. Increased forecasting accuracy also sends a positive signal
about fiscal stability and performance to investors in municipal bond markets; therefore,
a state can enjoy low borrowing costs through better credit ratings in its bonds (Brogan
2013).
Given that both Korea and the U.S. are dissimilar in numerous aspects including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systems, it may be limited in applying these implications
directly to Korea. Ye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fiscal laws has gradually been emphasized amo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tell that BBRs may take a diverse form of legal provisions resulting in different outcomes in fiscal performance or more specifically revenue forecasting. Therefor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at different types of fiscal rules may generate different outcomes in fiscal performance. Also, discussions on introducing fiscal rules—for example,
BBRs—in Korea must rely on extensive review and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ases
from diverse regions.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was not able to find any strong theoretical
grounds to explain why we observe differing effects by different legal provisions of
BBRs. Future research, therefore, will be benefited from an attempt to set up theoretical
models or frameworks to predict the outcomes of BBRs in fiscal performanc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budget office officials may be the next step to
consider. Further,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as recently referred to three different
dimensions—centeredness (average error), accuracy, and dispersion (two-thirds spread
of error)—in evaluating the quality of revenue project. It will be worthwhile to explore
each dimension in regard to potential outcomes of BBRs and other fis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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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Ⅰ. Variable Description and Source
Variable

Description

Source

Forecasting Errors

Dependent variable
Measured as an absolute
value

State Annual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2004-2015

BBRs

Independent variable
Dummy variables of eight
legal provisions

Hou and Smith (2006; 2013)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2015) NASBO

BSFs

Dummy variable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2015) NASBO

Spending Limit

Stringency (0~33)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2015) NASBO

Population

State yearly population

U.S. Census Bureau

Unemployment Rate

Annual state
unemployment rate

Bureau of Labor Statistics
from 2004 to 2015

Per Capita Income

State annual per capita
income

Bureau of Labor Statistics
from 2004 to 2015

Election Year

State election in each year
Each state webpage
(0,1)

Government Ideology

State government ideology
0=Most conservative
position 100=Most liberal
position

Berry et al. (1998), Updated
version retrieved from
http://rcfording.wordpress.
com/state-ideology-data/

Agency Status

0=Non-Consensus Group
1=Consensus Group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2015) NASBO

Budget Type

A dummy variable
(1= Biennial budget)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2015) NASBO

A percentage of budget
State Central Budget Office
analysts to full-time
Size
employees

NA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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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9년 11월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부대의견1)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공제금액 등을 수정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2020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소폭 수정된
내용으로 가결되었다.
개정된 세법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2021년에 0.02%p, 2023년에 0.08%p 인하
하고, 기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었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식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3)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
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과세되었던 주식, 채권, 파
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동일한 과세체계로 포섭하는 등 합리적 과세체계를 구
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
어온 주제이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곽태원 2000; 김문현･김란영
2002; 홍범교･김진수 2010; 김갑래 외 2014; 문성훈･임동원 2019). 또한 농어촌
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16호) 부대의견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증권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2)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후에도 변함이 없다. 대한
민국에 거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시행 이후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3)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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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 규모가 2019년 기준 약 6조원4)으로 총 국세청 세수
(284조원)의 약 2%를 차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세금제도
조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홍범교･김진수 2010;
최원근 2011; 채은동 2013; 김갑래 외 2014; 문예영･신영임 2020).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연간 시장 전체 시가총
액의 증감액을 활용하거나 가상의 주식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간 시가총액 증감액은 일 년 동안의 주가의 변동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평가이익이고, 주식양도차익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내의 주가 변동
을 반영한 실현소득이므로 주식 보유 시점에 따라 이 둘은 다를 수밖에 없다(문예
영･신영임 2020). 또한 가상의 주식거래를 시뮬레이션 하여 주식양도차익을 추정하
는 방식도 가상의 주주가 임의적으로 주식종목을 구성하고 각 주식의 연간수익률에
따라 양도차익을 추정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식 보유기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투자자들의 양도차익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 결과 자료
를 통해 매년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는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실현소득을 가장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의 자료를 확보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
도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제도의 내용에 부합한
세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연간 양도차익뿐 아니
라 매도가액 등의 정보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납부 현황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제
도를 반영한 상장주식의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정하고 이를 기존의 증권거래세 및 대
4) 증권거래 시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별도로 과세하고 있으며,
코스닥･코넥스･장외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코
스피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를 각각 적용하였고,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0.3%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
로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0.05%p 인하하여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0.1%, 농어촌특별세
0.15%를 각각 적용하였고, 코스닥과 코넥스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0.25% 적용하였다. 장외거래의
경우 변동 없이 0.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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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양도소득세와 비교함으로써 제도변화의 세수효과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개편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된
세수현황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 강화 시의 세수효과 추정과 관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Ⅳ장에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기초통계 분석을 진행
하며, 제Ⅴ장에서는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의 세수 추정방법 및 결과를 설명한 후
제Ⅵ장에서 결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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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투자관련 세제개편 내용 및 세수 현황
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
자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5) 이러한 소득은 현행 제도 하
에서는 각각 다른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과세 범위에 포함된
다. 대주주의 범위는 2021년을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지분
율 1% 이상인 경우이다.6) 세율은 보유기간, 상장여부 등에 따라 10~30%7)이며,
국내와 해외주식 간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파생
상품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며, 주가지수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파생상품이 과세대
상이다. 주가지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종목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율은 10%이며 파생상품 간에 손익을
통산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펀드(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매매차익8)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다. 또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총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5)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소득을 말하는 것
으로, 채권이나 예금의 이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등이 주로 해당한다. 현행 과세체
계에서는 일부 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지만 개정된 세법에
서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과 손실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여 과세한다.
6)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비상장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67조의 8

7) 주식에 대한 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2021)의 「2021 대한민국 조세」, 82쪽 참고.
8) 본고에서는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해 ‘매매차익’ 혹은 ‘실현소득’ 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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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한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펀드9)의 경우에는 비과
세하며 펀드 상품 간 손익 통산이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채권의 경우
채권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나 채권의 매매차
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신
설하고 그 범위를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여 분류 과세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10)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양도소득, 파생상품의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11)으로 부터
의 이익12)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 하에서 비과세되었던 상장주식 소액주
주와 국내 주식공모형 펀드가 새롭게 과세범위에 편입된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범위 내에서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
며, 과세기간 전 5개년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13)를 허용한다. 이에 더하여 기본공
제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는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적용한다.

9) 공모를 통해 발행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의미한다.
10)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
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의미한
다. 대표적인 예로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
11)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로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파생결합증권(DLS,
Drivatives Lined Securities)이 있다.
12) 금융투자소득 도입 후에도 주가지수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3) 「소득세법」에서는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표현하며, 이는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
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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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내용
구분

현행(2021년 기준)

금융투자소득 신설 이후(2023년 시행)

∙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식: 10~30%
∙ 파생상품 양도소득: 탄력세율 10%
세율

∙ 펀드(집합투자기구) 양도소득: 14%1)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 통합과세 시행: 과세표준 3억원 이
하 20%, 3억원 초과분 25%

∙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 기본공제: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공제

∙ 손실이월공제: 없음
손익통산 ∙ 국내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등2)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손실이월공제: 5년
∙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허용

주: 1) 펀드 환매 및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세율 적용
2)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공모형 펀드와 K-OTC 주식 포함

2. 증권거래세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에 대해서 거래 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식매도 시 매도가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1996년 이후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2019년 6월에 일부 인하되었고 금융투
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과 2023년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한 세율은
주식시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14)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2019년 6월까
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15%씩 부과되어 주식매도 시에 매도가액
에 총 0.3%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2019년 6월에는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여
증권거래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적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증권거래세
0.08%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
년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한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며 2019년 6월까지 0.3%의 증권거
래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세율이 인하되어 2019년 6월에는 0.25%, 2021년에는
14) 「증권거래세법」에서 기본적인 증권거래세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주식
시장의 종류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을 별도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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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2023년 이후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외 코넥스, K-OTC, 장외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세율은 다음의 [표 2]에 제시
하였다.
[표 2] 주식시장별 증권거래 시 부과되는 세목과 세율
(단위: %)

구분

세목

2019. 6월
이전

2019. 6월
이후

2021~2022

2023 이후

증권거래세

0.15

0.1

0.08

0

농특세1)

0.15

0.15

0.15

0.15

증권거래세

0.3

0.25

0.23

0.15

증권거래세

0.3

0.1

0.1

0.1

K-OTC

증권거래세

0.3

0.25

0.23

0.15

그외
(장외거래)

증권거래세

0.5

0.45

0.43

0.35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2)

주: 1)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일몰기한이 2024년 6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음
2)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을 의미

3. 세수현황
[표 3]에는 기존 제도 하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을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014~2019년까지 약 1.7~3.4조원 규모로 나타
나는데, 이중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약 0.6~1.3조원,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는 1.0~2.2조원 규모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높은 수준이다.15)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16년부터 과세되었으며, 2016~2019년까지 약 244~531억
원 규모이다.

15) 2016~2019년의 주식양도소득 세수입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결정세액을 주식종류별로 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2014~2015년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에서 결정세액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적용세율별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4~2015년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적용세율별 양도차익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했고 이를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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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규모
구분
주식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장주식

0.6

0.9

0.7

1.1

1.3

1.0

비상장주식

1.2

1.0

1.3

2.2

2.1

2.2

주식 합계

1.7

1.9

2.0

3.3

3.4

3.2

-

-

392

531

244

398

파생상품(억원)

주: 2014~2015년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에서 결정세액을 제공하지 않고 적용세율별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등의 자료만 제시함. 이에 2014~2015년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적용세율별
양도차익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자료: 국세통계연보, ‘5-1-8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 ‘5-2-7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현
황’, ‘5-2-8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현황’, 각 연도.

[표 4]에는 주식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제시하였다. 2014~20
19년 기간 동안 주식거래로 인한 세수입(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규모는 약 4.6~
8.3조원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별로 살
펴보면,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약 2.9~4.4조
원으로 나타난다.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는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약 1.4~3.6조원으
로 나타나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세가 전체 거래세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표 4]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주식거래과세분) 규모
(단위: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권거래세

1.5

2.0

1.7

1.8

2.2

1.3

농어촌특별세

1.5

2.0

1.7

1.8

2.2

1.6

코스닥 증권거래세

1.4

2.6

2.5

2.7

3.6

2.8

0.2

0.3

0.3

0.3

0.3

0.3

4.6

6.9

6.0

6.5

8.3

6.1

코스피

기타

증권거래세
합계

자료: 국세통계연보,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현황,” 각 연도.

80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Ⅲ. 선행연구
주식양도소득세 강화의 세수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
로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도되었다.
홍범교･김진수(2010)의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09년의 연말을 기준으로 시가
총액 증가분을 상장주식 양도차익으로 가정하고 주식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의 비중
을 이용해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을 추정한 후, 세율 14%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
득세수를 추정하고 2009년의 증권거래세수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양도소
득세수 추정치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하여 약 19조원 규모로 같은 해 증
권거래세 세수가 3.5조원인 것과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최원근(2011)의 연구에서는 시장데이터를 통해 주식거래 형태, 빈도, 매매 시기
등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하여 주식거래에 따른 실현이익을 추정하여 양도차익으로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상장사협의회의 TS-2000 자료를 활용하였으
며 해당 자료에 지분과 관련한 정보가 있음을 고려하여 소액주주 등16)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 세율을 적용 시 소액 개인투
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는 2010년 기준 11.8조원으로 같은 해 증권거래세
3.6조원 대비 3.3배 확대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채은동(2013)의 연구에서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자 투자실태와 금융감독원 전
자공시시스템자료에서 나타난 금융투자자의 투자행태를 반영하여 가상주주를 생성
하고 이들의 수익률에 따른 가상의 양도차익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본공
제와 세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중 2010년을 기준
으로 세율 10%, 기본공제 2천만원, 거래세 0.15%로 인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수는
6.3조원 증가하고 증권거래세는 2.8조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17)
16) 최원근(2011)에 따르면 TS-2000자료에서는 지분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최대주주, 주요주주, 기타
주주, 예탁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래가 어려운 최대주주, 예탁원, 주요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와 기타주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17) 채은동(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연간 주식시장 상황으로 인해 연도별 세수효과가 차이가 있다. 동일
한 시나리오에서 2011년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방식에
비해 0.67배가 되며, 2012년의 경우에는 0.85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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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외(2014)의 연구에서는 주식 보유기간의 분포를 나타내는 보유기간 모형
을 토대로 월간 주식양도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시장 대표성 등을 고
려한 5개 상장사(삼성전자, POSCO,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LG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FnGuide 자료를 통해 주가 및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5개
종목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정한 결과, 20% 세율을 가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의 1.18배 규모라는 결과를 보였다.18)
문혜영･신영임(2020)의 연구는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
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투자금액별 수익률, 투자금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주
주의 양도차익을 추정하고 세수를 계산하였다. 수익률 적용방식의 시나리오에 따라
2017년 주식 양도소득세수는 1.09~1.2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19)
이처럼 합리적인 양도차익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시가총액 증감액, 가상주주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은 여전히 주식 보유기간을 고
려하지 못하여 개인투자자의 실현이익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갑래 외
(2014)의 연구는 보유기간 모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일
부 주식종목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통해 매년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취득한 양도차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개인투자자의 실현소득을 보다 명
료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의 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 김갑래 외(2014)의 연구에서는 단기와 장기자본이익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율을 설정하여 주식양도
소득세를 계산하였고, 손실공제여부에 따른 추정치를 구분하여 제공하였으나 본고에는 단기와 장기
자본이익에 모두 20%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공제를 적용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19) 문예영･신영임(2020)의 연구에서는 별도로 증권거래세와 비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의 증권
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규모가 6.5조원인 것과 비교해볼 때 주식양도소득세 증가분은 상당히 작
은 규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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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설명 및 기초통계
본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9개 국내 중･대형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의 국
내 상장주식 거래결과 자료(이후 ‘분석자료’로 표기)이다.20) 자료는 1년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비용, 양도차익, 기초주식평가액, 기초주식평가손익, 기말
주식평가액, 기말주식평가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투자자
가 해당연도에 주식을 매도 또는 매입한 총금액을 의미하고, 필요비용은 주식을 거
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자체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양도차익은 거래자가 해당연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손익을 의미한다. 기초(말)주식평가액은 연초(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재가
치로 평가한 금액이며, 기초(말)주식평가손익은 기초(말)주식평가액에서 매입금액과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료는 2008~2017년의 10년간 거래결과를 수집하였으나, 증권사에 따라 거래
결과 자료의 기간이 상이하다. 9개 중 4개의 증권사는 2008~2017년의 자료가 모
두 있으나, 5개 증권사는 2009년, 2013년, 201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
다. 해당하는 5개 증권사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증권사로 영업을 시작한 시점 이
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5] 자료제공 기간별 증권사 수
자료제공 기간

증권사 수

2008~2017

4

2009~2017

2

2013~2017

2

2004~2017

1

20) 분석자료에서는 투자자가 단순히 증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가 다른 증권사
로 가지고 간 주식의 평가금액을 매도로 전산처리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기록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해당 연도에 양도가액은 있으나 필요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관측치 중 약 2%가
이에 해당하여 이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1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남은 부분을
다른 증권사로 이동한 경우는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 보유시점을 고려한 양도차익이 분석에 포함되
기 때문에 본 세수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83

본 분석자료에서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약 325만명이다. 예탁결제원의 상장법인 주식투자자 중 개인주주 수가 2017년 약
501만명21)인 것을 고려할 때, 분석자료가 전체 시장의 65%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양도가액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도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자료의
양도가액이 891조원이며, 한국거래소의 개인투자자 거래현황에서 매도금액은 1,390
조원으로 나타나 분석자료가 전체 시장의 약 64%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4개 증권사의 자료를 사용한 2008년에는 분석자료가 전체 시장을 19~27%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9개 증권사가 모두 포함된 2014년 이후에는 분
석자료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여 추후
제도변화로 인한 세수효과는 2014~2017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주식 보유자 수 및 양도가액(매도금액) 비율
(단위: 만명,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식 보유자 수>
자료1)

106

145

184

197

227

220

264

296

308

325

2)

397

414

451

477

467

475

437

470

489

501

4)

비율

27

35

41

41

49

46

60

63

63

65

자료1)

175

405

421

528

456

369

553

938

849

891

3)

914

1,352

1,218

1,458

1,099

862

861

1,488

1,304

1,390

4)

19

30

35

36

41

43

64

63

65

64

시장

<양도가액(매도금액)>
시장

비율

주: 1) 9개 증권사 자료를 통해서 도출한 주식 보유자 수 및 양도가액(매도금액), 연도에 따라 포함된
증권사의 수는 다름
2)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서 발표하는 각 연도 개인 주식 보유자 수
3)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 개인 주식매도금액
4) 전체 중 9개 증권사 자료의 주식 보유자 수 및 양도가액(매도금액) 비율
자료: 9개 증권사 자료, 예탁결제원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21) 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투자자(실질주주) 현황,”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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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는 분석자료에 포함된 투자자들의 양도차익과 거래세22)를 제시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이 주식양도로 인해 순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식투자로 인한 순소득이 손실인 경우와
이익인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차익과 거래세를 제시하였다.
투자자 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식투자로 실현한 소득이 이익인 투자자가 더 많
았다. 전체 투자자 중에서 이익인 투자자가 가장 많았던 것은 2015년으로 약 60%
의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과 2012년에
는 손실인 투자자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금융위기 시기인 2008
년에는 손실인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양도차익도 투자자 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2015년 양도이익은 약 30조원이
며, 양도손실은 8.5조원으로 순양도차익이 21조원인데 반해, 2008년에는 양도이익
이 약 1.2조원이며, 양도손실은 7.1조원으로 순양도차익이 –5.9조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대체로 양도이익이나 양도손실의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표 7] 이익･손실여부별 양도차익과 거래세 추이
(단위: 만명,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투자자 수1)
(비율)
양도차익
거래세2)

21
(33)
1.2
0.1

64
(56)
7.1
0.7

82
(58)
10.4
0.7

투자자 수1)
(비율)
양도차익
거래세2)

42
(67)
7.1
0.4

51
(44)
5.1
0.5

59
(42)
5.6
0.6

2011

2012

<이익>
77
82
(52)
(49)
11.0
9.5
0.6
0.5
<손실>
72
84
(48)
(51)
8.4 10.1
1.0
0.9

2013

2014

2015

2016

2017

78
(51)
7.7
0.4

103
(54)
19.0
0.8

136
(60)
29.7
1.6

123
(52)
20.9
1.2

144
(57)
27.7
1.5

75
(49)
7.6
0.7

87
(46)
7.4
0.8

89
(40)
8.5
1.3

113
(48)
12.7
1.4

108
(43)
10.1
1.2

주: 1) 여기서 투자자 수는 연간 거래내역이 있었던 투자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손실과 이익의 투자자
수의 합은 [표 6]의 주식보유자 수보다 적음
2) 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3%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코스피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규모임
22) 거래세는 본 논문에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의 연간 양도가
액에 세율 0.3%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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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과 거래세 부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1인당 평균 양
도차익과 거래세를 투자자의 손실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투자
자의 1인당 평균 양도차익과 거래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8년 이득을 본 투자
자는 1인당 양도이익이 약 560만원이고, 거래세는 60만원 가량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양도손실이 약 1,700만원이고, 거래세
를 9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이 약 2,190만원이고, 거래세는 120만원 납부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는 1
인당 약 950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14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세는 양도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과세되어 주식거래로 인한 금전
적 손실을 크게 할 뿐 아니라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래세는 주식투자
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이익･손실여부별 투자자 1인당 평균 양도차익과 거래세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익>
양도차익

5.6

11.1

12.8

14.2

11.6

10.0

18.5

21.9

17.0

19.3

거래세

0.6

1.1

0.9

0.8

0.6

0.6

0.8

1.2

0.9

1.0

17.0

9.2

9.5

11.6

12.0

10.1

8.5

9.5

11.3

9.3

1.0

1.0

0.9

1.3

1.0

0.9

1.0

1.4

1.2

1.1

<손실>
양도차익
1)

거래세

주: 1) 거래세는 양도가액에 0.3%를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코스피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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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방법 및 결과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세수효과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내용이 2014~2017년에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반영한 세수입에서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을 차감한 과세체계 변경의 순효과를 의미한다.23) 또한 분석에 사용하는 자
료가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결과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주식을 중심으
로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즉 상장주식에 대한 전면적 과세로 증가하는 세수에서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분이 별도
로 과세되지 않음으로 감소하는 세수의 차액이 세수효과가 될 것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전면적 과세로 증가하는 세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투자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이
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양도소
득은 분석자료의 양도차익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에서 거래세와 수수료 등24)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때 양도차익이 0보다 작은 경우는 결손금이 된다.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발생 이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즉  년도에 5년간의 손실이월을 허용한다면
   년에 양도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양도손실 금액이    년부터   

년까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에 포함된다.
또한    에서    년에도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후의 기간

23) 새로운 과세체계가 2023년에 도입되므로 해당 시점의 세수를 추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를 위해서는 2023년에 주식시장에 추가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수와 새롭게 주식시장에 유입
된 투자자의 거래행태적 특성, 시장상황에 대한 적절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수추계는 투자자
특성 및 시장상황에 대한 합리적 가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함께 별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여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변화의 순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4) 분석자료의 필요비용에는 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증권사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게 조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수수료는 분석자료의 필요비용이 거래세액(=양도가액
×0.3%)보다 크면 ‘필요비용-거래세액’으로, 분석자료의 필요비용이 거래세액보다 적으면 ‘0’이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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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2,00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이후 2012~2015년에는 매년 300만원, 2016년에는 3,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이때 2016년 기준 이월결손금
은 2011년의 결손금 2,000만원에서 2012~2015년에 이미 공제된 1,200만원을 제
외한 800만원이며, 기본공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2016년 기준 과세표준은 양도소
득 3,000만원에서 이월결손금 800만원을 제외한 2,200만원이 된다.
기본공제는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으로 양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만약 앞에
서 제시한 예에서 기본공제가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0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23
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2억원인 경
우에는 세액이 4,000만원(=2억원×20%)이며, 과세표준이 3억 5,000만원인 경우에
는 세액이 7,250만원(=3억원×20%+5,000만원×25%)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자료에 포함된 개인투자자의 세액을 모두 합하면 9개
증권사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세수입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증권사
수는 2021년 현재 약 59개25)로 분석자료의 개인투자자가 전체 개인투자자라고 보
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표 6]에 제시한 매도금액 비율이 분석자료가
전체 시장을 반영하는 비율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자료에서 계산한 세수입을 매도금
액 비율로 나누어 전체 시장의 세수입을 추정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지
방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포함26)하였다.
세금제도의 변화로 감소하는 세수분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과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금액이 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표 4]의 2014~2017년의 상
25)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현황, <https://www.kofia.or.kr/member_status/m_15/sub0202.do, 접
속: 2021. 5. 13.>
26) 기존 지방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수의 10%가 지방소득세수가 될 것으로 보
고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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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수를 활용하여 세율인하에 따른 감소분을 추정하였다.
2023년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세수가 전액 감소하며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수가 50% 감소할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27)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더 이상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므로 [표 3]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세를 감소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지방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였다.28)
한편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은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던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새로운 과세체계 하
에서 세후수익률이 달라짐에 따라 주식투자금액이나 주식 매도시점을 조정할 수 있
다.29) 그리고 부담하는 거래세가 변경됨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거래빈도가 잦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이러한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분석 결과
를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제시한다. 이는 해당 기간에
9개 증권사의 거래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분석자
료가 전체 시장을 반영하는 비율이 2008∼2013년에는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2014∼2017년에는 64%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세수 추정 시에 적용하
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기본공제금액, 거래세율은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의 내용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대 5년, 기본공제금액은 5,000만원, 거래세율
은 0.15%가 될 것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 거래세율
27) 상장주식에는 코넥스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에 포함된 코넥스시장의 거래세 규모도 포함되어
야 하나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기타항목에서 코넥스시장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코넥스시
장에서의 매도금액 규모가 전체 주식시장의 약 0.02%(2017년 매도금액 기준)로 매우 적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만을 고려하였다.
28)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의 10%가 지방소득세수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적용하였다.
29) Saez et al.(2012)는 일반소득(전체 과세대상소득)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세율탄력성을 –0.5~–1.0
으로 추정하였으며, Dowd et al.(2015)와 Auerbach & Seigel(2000)은 자본실현소득을 대상으로
과세소득의 세율탄력성이 –0.7~–1.7로 나타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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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가 되는 경우의 세수효과도 추가로 살펴보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래세를 폐지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기본공제금액의 차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파생상
품 양도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효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30)는 점을 고려하
여 기본공제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31)
[표 9]는 9개 증권사 자료에 포함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금융투자소득세수
와 과세자 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6~3.9조원 규모이다. 과세자는 약 6~7만명으로 이는 분석자료에서 주식을 보
유하고 있는 투자자 중 약 1.8~2.4%를 차지한다.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
우 양도소득세는 약 3~4.5조원 규모로 나타나며, 과세자는 10.9~14만명 정도이고,
주식보유자 중 3.5~4.7%를 차지한다.
기본공제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과세자 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양도소득세
규모가 큰 2015년에는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약 15.3% 증가하며 과세자는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 9개 증권사 양도소득세 규모 및 과세자 수 추정
(단위: 조원, 만명, %)

이월연도

기본공제
5천만원

5년
2천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양도소득세

2.7

3.9

2.6

3.5

과세자
(비율1))

4.3
(1.6)

7.1
(2.4)

5.6
(1.8)

6.6
(2.0)

양도소득세

3.0

4.5

3.0

4.1

과세자
(비율1))

8.3
(3.1)

14.0
(4.7)

10.9
(3.5)

13.4
(4.1)

주: 1) 각 연도의 9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대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투자자의 비율임

30)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84~86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의 표는 부록 Ⅰ에 제시하였다.
31) 기본공제금액 2,000만원은 정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
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제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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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는 전체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규모와 과세자 수를 제시하였다. 과세
자 수는 [표 6]의 예탁결제원 개인주식보유자 수에 [표 9]의 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다. 5,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9~6.2
조원 규모로 나타나며 과세자는 7~11만명 정도이다. 2,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7~7.2조원이며 과세자는 17~22만명 정도로 나타
난다.
[표 10] 전체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규모 및 과세자 수 추정
(단위: 조원, 만명)

이월연도

기본공제
5천만원

5년
2천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양도소득세

4.2

6.2

3.9

5.5

과세자

7.1

11.1

8.8

10.1

양도소득세

4.7

7.2

4.7

6.3

과세자

13.7

22.2

17.3

20.6

주: 전체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는 [표 9]의 9개 증권사 자료의 양도소득세 규모에 [표 6]의 매도금
액 비율을 나누어 계산하였고, 과세자 수는 [표 6]의 예탁결제원 개인주식보유자 수에 [표 9]의
과세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

[표 10]의 전체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을 활용하여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표 12]에 제시하였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도
입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은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
득세와 이에 연동되어 부과될 지방소득세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세수
증가분은 약 4.3~6.9조원으로 나타난다. 세수감소분으로는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
래세의 50%32)와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분의 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3.7~4.2조원 수준이다. 세수증가분에서 세수감소분을 차
감하여 계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0.6~2.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2)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거래세의 세율이 0.3%에서 0.15%로 감소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
로 기존 세수의 50%가 감소할 것이라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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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추계
(단위: 조원)

구분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
지방소득세
증가분 계(A)
거래세
상장주식 대주주
감소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포함)
감소분 계(B)
차이(A-B)

2014

2015

2016

2017

평균

0.6

0.9

0.8

1.2

0.9

2.8
1.8

4.2
2.6

3.7
0.6

4.4
1.6

3.8
1.7

4.2
0.4
4.6
2.2

6.2
0.6
6.9
3.3

3.9
0.4
4.3
2.9

5.5
0.5
6.0
3.1

5.0
0.5
5.4
2.9

[표 12]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수
효과를 살펴본다. 이때 세수증가분은 약 5.1~7.9조원 규모이며, 세수감소분은 6.5~7.4
조원 정도33)이다. 세수증가분에서 세수감소분을 차감한 세수효과는 2015년의 경우
0.4조원 증가하고, 2016년에는 1.5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거래세 폐지 및 기본공제금액 2,000만원 적용 시의 세수효과 추계
(단위: 조원)

구분

금융투자소득세
증가분
지방소득세
증가분 계(A)
거래세
상장주식 대주주
감소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포함)
감소분 계(B)
차이(A-B)

2014

2015

2016

2017

평균

0.6

0.9

0.7

1.1

0.9

4.9
0.2

7.4
0.4

6.5
-1.5

7.4
-0.5

6.7
-0.3

4.7
0.5
5.2
4.4

7.2
0.7
7.9
6.6

4.7
0.5
5.1
5.8

6.3
0.6
7.0
6.3

5.7
0.6
6.3
5.7

본 분석의 세수효과는 과세방법, 분석기간 등이 상이하여 선행연구들과 직접적으
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략적인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 증감
액을 활용한 홍범교･김진수(2010)와 최원근(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투자자 양도
소득세를 각각 19조원,34) 11.8조원으로 추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공제금액
33) 거래세의 경우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코스닥의 증권거래세가 과세체계 변화로 과세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세수가 모두 감소분에 해당한다.
34) 홍범교･김진수(2010)의 경우 세율을 14%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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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0만원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분석기간 평균 약 6.3조원35)수준이다. 또한 해
당 선행연구가 기본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분석자료의 [표 7]을 활용하여 이익을 본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율 20%를 적용
한다고 하여도 약 7.6조원36) 수준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보다 상당히 적은
규모이다. 가상의 주식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 채은동
(2013)의 연구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세율을 10%,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여 추정한 양도소득세가 1.5~6.3조원으
로, 만약 세율을 20%로 적용하였다면 3~12.6조원 규모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분석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5.1~7.9조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변동 폭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37)
한편 5개 종목에 대해 주식 보유기간 모형을 사용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추정한 김갑래 외(2014)의 연구는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의 1.18배 규모라는 결
과를 보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 전의 세수 대비 도입
후의 세수가 기본공제 5,000만원과 증권거래세 0.15%를 적용하는 경우 1.1~1.4
배38)이고, 기본공제 2,000만원과 증권거래세 폐지를 적용하는 경우 0.8~1.1배로
나타났다. 김갑래 외(2014)의 연구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혜영･신영임(2020)의
연구에서는 10%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2017년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수가
1.1~1.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므로 만약 20%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2~2.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7년을 기준으
로 금융투자소득세가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6조원 규모이고 여기에
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차감하는 경우에도 4.8조원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35) 2014~2017년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세 합계 평균을 제시하였다.
36) [표 7]의 이익을 본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세율 20%를 적용하고 [표 6]의 매도금액 비율을 나누어 전
체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수를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37) [표 7]의 이익을 본 투자자의 2010~2012년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4.5~6조로 변동
폭이 크지 않게 나타난다.
38)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 전의 세수인 [표 3]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금액(A)과 [표 4]의 코스닥 및 코스
피 거래세 금액(B)의 합(C=A+B)에 비해 도입 후에는 [표 11]의 차이에 해당 금액(D)만큼 가감되므로
도입 전 세수 대비 도입 후의 세수 비율은 ‘(C+D)/C’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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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의 세수효과를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국내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2014~2017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한 경우
의 세수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1인당 거래세 부담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식투자
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
원, 거래세율 0.15% 적용)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평균 세수증가분이 약 5.4조원이고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8조원으로, 금융투
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7조 순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식투자자에게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3.9%인 약 19만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세수증가분은 약 6.3조원이고 세수감소분이 약 6.7
조원으로 세수효과는 약 0.4조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하여 세수를 추정
한 것으로 투자자의 양도차익을 추정하여 세수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분석자료는 9개 증권사
의 개인투자자 거래 결과 자료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수
를 도출할 때는 분석자료의 주식매도금액과 전체 시장의 매도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이때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특성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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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의 개인투자자와 주식 보유기간 및 투자성향 등의 측면에서 상이하다면 본 분
석의 세수효과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과세체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이 과세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
는 소액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으
므로 분석 결과를 이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투자소
득은 주식 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 결과 자료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하
여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하여 이
월결손금 공제 등 새로운 과세체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거래세 부담의 편중, 세수안
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되는 데 본 연구가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세제개편에 미시 자료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사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개편 효과를 점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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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0, 86쪽.

95

96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참고문헌
곽태원,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강경제논집」 제29권 제2호, 서강대
경제연구소, 2010, 213~234쪽.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
_____, 「2021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2021.
김갑래･김준석･황세운,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4.
김문현･김란영,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2.
문성훈･임동원,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9, 105~127쪽.
문예영･신영임,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세수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예산정
책연구」 제9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2020, 95~121쪽.
오윤･문성훈,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조세법
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15, 77~116쪽.
채은동, 「[경제현안분석 제81호]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3.
최원근･안성학･박지홍, 「[연구용역보고서]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0.

Auerbach, Alan J., and Jonathan M. Siegel, “Capital Gains Realizations of the Rich and
Sophisticate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0 no.2, 2000, pp.276-282.
Dowd. Tim, McClelland. Robert, and Muthitacharoen, Athiphat, “New Evidence on the Tax
Elasticity of Capital Gains,” National Tax Journal, vol.68 no.3, 2015, pp.511-544.
Saez, Emmanuel, Joel Slemrod, and Seth H. Giertz,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50 no.1,
2012, pp.3-5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97

The Tax Revenue Effect of Introducing a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hin Woo-ri* Song Heon-ja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action tax burden and estimates the tax revenue effec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ystem introduced in 2023 by using data from big nine stock
companies’ individual investor transaction results. The analysis shows that investors who suffered losses from stock investment paid higher transaction taxes on average than those who
benefited. Thus, transaction tax may increase the difference in post-tax net assets between investors depending on whether they lost or not. The tax revenue effect is estimat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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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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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의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분배상
태를 개선하고 중위소득 30~60%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감소시켰다. 생
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와
절대빈곤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충성 원리의 미적용이 상대빈곤을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충성 원리
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중을 기할 일이나, 노인 절대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부
가적인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한시적인 보충성 원리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
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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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
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하위 70%의 노
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최초 도입 시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20만원이었으
며,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이 지급
되고 있다. 박명호･박대근(2019) 등 기초연금의 효과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 따르
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문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리1)를 기초연금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인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감
액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었고, 이러한 주장은 2017년 헌법 소원심판 청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및 각하 판정이 났지만(헌법재판소 2019),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은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에게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논의
한 바 있다.2)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보충성 원리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빈
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 보충성 원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사회집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나 국가와 같
은 큰 규모의 사회집단이 수행해서는 안 되며, 작은 집단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에만 지원의 정당
성이 확보된다는 원리로,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예방적이고 제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
이나 가족 등이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수직적 위계에 따른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안봉근 2009). 보충성 원리는 “사회부조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보호대상자들이 받는 혜택이 중복 산정되는 부분이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남찬섭･허
선 2018, 198쪽).
2)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될 만큼
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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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로 OECD 평균 14.8%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남재욱･오건호(2018)는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경과적 대안으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3)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생계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는 남
찬섭･허선(2018)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을 둘러싼 논의는 기본적으로 ‘심각
한 노인빈곤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
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이 빈곤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용하 외
(2015), 임완섭(2016), 김연명･한신실(2017), 최옥금･이은영(2017), 김혜연(2017),
이채정･탁현우(2018), 허수정･박희란(2018), 박명호･박대근(2019) 등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빈곤노인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의 경우 기초
연금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빈곤 및 소득재분배 상태와 기초연금을 포함한 빈곤 및
소득재분배 상태를 비교하는데, 이때 기초연금을 제외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증가함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급여의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에 따라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보충성 원리를 완화하여 기초연금급여의 소득인정액 포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전 생계급여를 포함한 가구소득(소득 A),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포함한 가구소득(소득 B), 그리
고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 가상의 상황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포
함한 가구소득(소득 C) 등 세 가지 소득을 측정한다. 이중 소득 A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고 소득 B는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된 소득이다.
3) 이외에도 남재욱･오건호(2018)는 현 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급여의 혜택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현
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
는 문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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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득 C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생계급여는 감액되지 않은 소득이다. 따
라서 소득 C는 소득 A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 B에서 측정된 소득분배
및 빈곤 상태를 소득 A에서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두 소득의 비교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
을 반영한 연구 결과로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했던 기존 연구를 일정
정도 개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소득 C에서 측정된 소득분배
및 빈곤상태를 소득 A에서 측정된 값과 비교하여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가상적인 경우의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기초연금 관련 선행연
구를 검토한다. 이때 선행연구 검토는 보충성 원리의 적용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Ⅲ장
에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할 경우와 적용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 가구의 소득인
정액 및 생계급여를 분석한다. 이때 분석자료로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와 농어가 가구를 포함한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 자료로 2006년 이후 매년 전년도에 대한 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표본의 절반 정도를 저소득가구에서 표집하고
있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모수 추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일반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보
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 생계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책시사점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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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보충성 원리 관련 연구
여기서는 먼저 보충성 원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 보충성 원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작은 사회집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나 국가와 같은
큰 규모의 사회집단이 수행해서는 안 되며, 작은 집단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만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원리로,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예방적이고
제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등이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보충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
는 보충성 원리를 가장 큰 의미로 갖는 제도이다. 개인의 노력 및 다른 공적인 사회
정책을 활용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국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
으로 보충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남재욱･오건호 2018).
그러나 안봉근(2009)은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보충성
원리에 대한 협소한 이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봉근(2009)에 따르면 보충성 원리
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와 개인이 스
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저자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은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기인하며, 이를 고려한다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해 보충성 원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손윤석(2014)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손윤석(2014)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간 중복급여 제한의 문제가 공공부조법제의 보충성 원리에 기
인하는 필연적인 결과인지, 아니면 입법정책 상의 문제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
윤석(2014)은 「노인복지법」 상의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법」 상의 기초노령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급여가 「생활보호법」 상의 급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급여와 함께 지적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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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원리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재욱･오건호(2018) 역시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보충성 원리 적용에 반대 주
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문제를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
으나, 다른 공적 급여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 및 사회적 공헌을 이유로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과 현세대 노인의 경우 공적급여의 혜택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범주적 부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연한 적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찬섭･허선(2018)은 이들과 달리 현금급여제도로서 기초연금제도의 성
격을 고려할 때 보충성 원리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도
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아동양육과 관련된 비용보전급
여의 성격을 갖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재판소(2019)는 2017년에 제기된 기초연금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통
해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 재량의 일탈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여
도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총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라고 볼 수 없으며, 생계급여 수급노인은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사업, 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도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적용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재욱･오건호(2018)는 ‘보충성
원리 관점에서 볼 때 기초연금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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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면서도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경과적 대안으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
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는 남찬섭･허선(2018) 역시 노인빈곤을 해
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경우 기초연금 보충성 원리 적용과
같은 쟁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논의를 위해 기초연금 보충성 원리 적용 및 미적용
에 따른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충성 원리의 미적용이
실제 어느 정도 빈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 관련 연구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제도 도입 직후 시점부
터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용하 외(2015)는 2013~2014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임완섭(2016)은 2013~2015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연구 모두에서 상대빈곤
율과 절대빈곤율 모두 하락하였고, 5분위 배율도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옥금･이은영(2017)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이후 빈
곤 개선 정도를 살피고 있는데, 2013~2016년 분기 및 연간 상대빈곤과 절대빈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는 상대빈곤과 절대빈곤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상호(2018)는 2015~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
초연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지니계수 및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상호(2018)는 문재인 정부의 기준연금액 인상도 유사한
개선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연명･한신실(2017)은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2015년)를 사용하여 기초연
금의 소득재분배효과와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절대빈
곤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
도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연명･한신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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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상대빈곤 완화가 아니라 절대빈곤
완화여야 하며, 상대빈곤 완화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혜연(2017)은 2013~2015년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에 의한 성별, 가구유형별 상대빈곤율과 빈곤갭,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과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빈곤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채정･탁현우(2018)는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2012년)와 10차년도(2014년)
자료에 옥사카-블라인더 분해법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가구의 빈곤
격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효과는 가구주 성별, 거주지역, 공적
연금수급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와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빈곤 격차는 2014년에 감소한 반면, 거주지역에 따른 빈곤 격차는
2014년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정･탁현우(2018)은 노인빈곤 논의
에 있어 가구 특성에 따른 빈곤 격차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
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허수정･박희란(2018)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제도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기초노
령연금에 비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 노인에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허수정･박희란(2018)은 기초연금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의 차등적용, 추가적인 소득보장 기제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박명호･박대근(2019)은 「한국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
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득분배 및 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분배상태와 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그 규모가 작아 소득분배
개선 및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가계동향조사」, 「한국복지패널」, 「한
국재정패널」 등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 전후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율
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이 소득분배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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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키고 빈곤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는
대체로 시장소득에 기초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기준소득으로 놓고, 기초연
금이 도입될 경우 빈곤 및 소득재분배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
은 보충성 원리의 적용으로 인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노인의 생계
급여가 감액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즉 기초연금 도입이 모든
가계의 소득을 기초연금 금액만큼 증가시킨다는 가정 하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충성 원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노인의 생계급여 감액을 고
려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에서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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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 추정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을 때의 소득재분
배 및 빈곤 완화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로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평
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값을 도출한다. 이후 평가된 소득인정액을 바탕
으로 기초연금의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생계급여액을 각각 추정한다.

1.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정의되며, 기본적으로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타나 있는 소득평가와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을 따라 계산
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에서 각각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별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분류별 소득환산율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에 나타난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이때 자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완전한 값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계산 과정에서 여러 가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
다. 지금부터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도
출한 방법과 이때 부여한 가정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구의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요소는 크게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액
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다. 근
로 및 사업소득은 자료에서 가구원별로 식별이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에서 농림축산
업 소득은 가구 단위로만 식별할 수 있다. 한편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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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되 예외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나타난 근로소득을 모두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재산소득에
서 임대 및 이자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액도 가구 단위로만 식별할 수
있다. 이때 이전소득에서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소득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계산 과정에서 제외
하게 된다. 이후 상기에서 설명한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가구원들의 근로 및 사업소
득과 이전소득, 연금소득의 합과 가구 농림축산업소득, 가구재산소득의 합을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실제소득은 기초연금액이 반영된
값과 미반영된 값을 구분하여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해주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성격별로 구분하자면 특정 수당액과 근로 및 사업소득에
서의 일정 비율, 재활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의 일부, 마지막으로 만성질
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수당은 자료에서 얻을 수 없다. 또한 재활 및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 변수
는 자료에 존재하나 그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고엽
제 후유증에 따른 수당과 재활 및 자활사업 소득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는 자료에서 나타난
연간 의료비지출로 간주하였다.
근로소득공제는 자활 및 재활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함으
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앞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재활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액에 대한 자료가 부재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도출하였다.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소득평가액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때 가중치 변수를
활용하여 모집단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4)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
연금액이 반영된 연간 소득평가액의 평균은 약 4,583.0만원이며 보충성 원리를 적
용하지 않아 기초연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연간 소득평가액의 평균은 약 4,509.8만
원이었다. 기초연금액이 반영된 경우, 소득평가액에서 평균적으로 약 73.2만원이 추

4) 이하에서 나타난 모든 통계적 보고는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을 알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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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 두 소득의 차이는 연간 수급 받은 기초
연금액과 같다.5)
[표 1] 보충성 원리 적용에 따른 소득평가액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년)

구분

관측치

보충성 원리 적용(A)
보충성 원리 미적용(B)

6,328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4,582.96

4,401.32

0

153,113

4,509.75

4,442.71

0

153,113

73.21

134.01

0

694

A-B

최댓값

주: 1. 표본의 총 6,331개 가구 중에서 금융자산-예금 항목과 부채-금융기관 대출 항목이 무응답인
3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A-B의 최댓값은 A 최댓값과 B 최댓값의 차이가 아니고, A-B의 최댓값임
3.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임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재산유형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6) 재산가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가액의 합이다. 일반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토지, 건축물 및 주
택과 같은 부동자산과 선박 및 항공기,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및 입목,
그리고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건물 완성 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권, 그리고
어업권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의 재산가액으로서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
는데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보정계수인 0.95를 곱해준 값
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인 3.5를
5) 두 값의 차이의 최댓값이 69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월 단위로 환산 시 57.8만원으로 부부 기준 기초연
금 최대금액을 초과한다. 자료 검토 결과 이들 가구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3명 이상인 가구들이었다.
추론하자면 이러한 관측집단은 가구 내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가구들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6)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에 대하여 상이하게 나타나며 다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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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해준 값을 재산가액으로 한다.7) 한편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나타난 가구의 재산
항목에는 선박 및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취득권, 어업권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아 이들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도출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일반재산과 주거용 재산에 관한 내용은 더 자세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서는 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주거한도액을 도시 및
수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재산에서 주거한도액을 차감한 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한다.8) 이후 나머지 차
감되지 않은 액에서 수급자별, 지역별로 구분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이 값에 대
해선 주거용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9) 분명히 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거주하
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억 2천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
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주거용 재산의 인정 한도인 1억원을 차감하고 남은 2천만원
에 대해선 일반재산의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이후 차액 1억원 중 5,400만원은
기본재산액으로서 차감된다. 나머지 차액 4,600만원에 대해선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이 적용된다. 즉 이 수급권자의 주택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131.24만원이다.
금융재산은 현금 및 금융상품과 보험상품의 합으로 정의되며, 가구의 부채액은
공공기관 대출금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그리고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채의 경우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채 관련 정보를 모두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동차에 대한 재산가액은 배기량, 승차인원, 적재량 등에 의
해 상당히 까다롭게 계산되며, 아울러 수급(권)자 중 장애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등
7) 「한국복지패널」에서 재산 관련 변수는 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현실화율을 50~80%
내에서 다양하게 적용해보았으나 결과는 유사하였다.
8)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지역
의료급여
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
1억원
1억 2,0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5,200만원

9)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액으로서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지역
의료급여
생계･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4,200만원
1억 3,6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1억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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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제외되기도 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나타나 있는 자동차 관련 변수에는 배기량 및 승차인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가액을 계산할 때 수급자 가구이면서 장애수당 및 유공자보조금
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50%만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논의 및 가정을 토대로 계산한 소득
환산액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년)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재산의 소득환산액

6,328

1,351,96

2,074.81

0

31,310.45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임

2.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 추정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을 도출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자
료는 조사연도의 이전 연도의 가구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14차 자료의 조사연도가 2019년이기 때문에 수록된 정보는 2018년을 기준으로 나
타난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접 계산한 생계급여액은 개별가구가 2018년
소득을 바탕으로 2019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생계급
여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생계급여액 산출 시 이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의 30%는
2019년도 기준을 이용하였다.10) 기초연금액 포함 여부에 따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생계급여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3]과 [표 4]에 수록
10) 2019년 기준중위소득액과 생계급여액 기준(기준중위소득의 하위 30%).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기준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027,552 8,881,056
중위소득
생계급여액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2,408,266 2,664,3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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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표 3]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표 4]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체 6,328가구 중 현행 제도와 같이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726가구로 분석되었다. 만일 기초
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1,058가구로
늘어난다.
[표 3]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액에 대한 기초통계량: 전체가구
(단위: 만원/월)

구분
보충성 원리 소득인정액
적용
생계급여액
보충성 원리 소득인정액
미적용
생계급여액

관측치

6,328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494.58

470.82

0

12,874.86

3.18

13.27

0

187.27

488.48

474.18

0

12,874.86

4.43

15.73

0

187.27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임

[표 4]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액에 대한 기초통계량: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위: 만원/월)

구분

관측치

보충성 원리 소득인정액
적용
생계급여액

726

보충성 원리 소득인정액
미적용
생계급여액

1,058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32.67

28.62

0

154.38

38.10

27.93

0.01

187.27

27.41

28.68

0

154.34

41.79

27.85

0.02

187.27

주: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임

직접 계산하여 도출한 생계급여액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미 자료에 존재하던 생계급여액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지금까지 연간액
을 기준으로 살펴봤던 것과 달리 월평균 수급액으로 환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직접 계산한 생계급여액은 12로 나눠주었고, 이미 자료에 수록되어 있던 생계급여
액은 수급 개월 수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 수급액으로 환산하였다.
[표 5]에는 월 단위로 환산되어 계산된 생계급여액과 이미 자료에 나타나 있는
생계급여액에 대한 통계량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 계산된 생계급여액은 비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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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 같이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고려된 값만을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추정된 생계급여액의 관측치는 726개이고, 보고된 생계급여액의 관측치
는 598개이다. 이처럼 관측치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생계급여
가 보고된 가구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보고되지 않은 가구 중 일부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추정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생계급여가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추정결과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추정된 가구는 469가구이다. 그리고 생계
급여가 보고되었지만, 추정에서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가구는
129가구이고, 생계급여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정에서 생계급여수급가구로 추정
된 가구는 257가구이다. 비교결과 726가구의 추정된 생계급여액의 단순평균은
38.10만원이고 598가구의 보고된 생계급여의 단순평균은 39.67만원으로 거의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t-검정결과 두 값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표 5] 계산된 생계급여액과 기존 생계급여액
(단위: 만원/월)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추정된 생계급여액(   )

726

38.10

27.93

0.01

187.27

보고된 생계급여액(   )

598

39.67

24.25

0.83

185.08

t-test under     

    ,     

주: 1. 계산된 생계급여액은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고려한 값임
2. 기초통계량은 가중치를 고려한 값이며, t-test는 통상적인 t-test를 수행하였음

[표 5]에서 추정된 생계급여와 보고된 생계급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은 본 연구의 추정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변수들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다. 추정된 생계급여
가 있으나 보고된 생계급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가구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생계급여액과 보고된 생계급여액 모두 존재하는 469가
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액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생계급여와 보고된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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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5% 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생계급여액이 많
은 대다수 가구에서 생계급여액 추정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계산된 생계급여액과 기존 생계급여액: 469개 가구 대상
(단위: 만원/월)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추정된 생계급여액(A1)

469

44.14

27.54

0.07

187.27

보고된 생계급여액(A2)

469

42.26

25.26

1.83

185.08

t-test under H0 : A1 = A2

t = 1.58, p - value = 0.115

주: 1. 계산된 생계급여액은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고려한 값임
2. 기초통계량은 가중치를 고려한 값이며, t-test는 통상적인 t-test를 수행하였음

한편 [표 5]에서 추정된 생계급여와 보고된 생계급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추정치에 일정 정도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오차가 본 연구의 관심사인 기초연금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개선 효과에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불평등과 빈곤 등의 개선 효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오차가 상쇄되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도입 전 빈곤율과 기초연금 도입 후 빈곤율을 비교할 때 양자에 모두 오차가 포함되
어 있다면 두 빈곤율을 비교할 때 오차는 상쇄되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3. 기초연금의 한계세율: 보충성 원리로 인한 생계급여액 감소율
본 절에서는 직접 계산한 생계급여액을 이용하여 보충성 원리 적용으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었을 때 생계급여액의 감소율을 살펴본다. 이는 기초연금의 생
계급여액에 대한 한계세율을 살피는 것과 같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경우 발생하는 생계급여액의 감소는 기초연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납부
한 세금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초연금의 한계세율은 아래 식(1)을 통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아래 첨자로 나타
난  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액 산정과정에서 기초연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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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은 기초연금액이 반영된 값을 의미한다. 즉 식(1)은 기초연금액으로 인
한 소득증가분에서, 기초연금액으로 인해 감소한 생계급여액의 차액이 차지하는 비
중이다. 수식에 (–)부호를 붙인 것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때 생
계급여액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생계급여액1 - 생계급여액0
∆생계급여액
MTR = -(
× 100 ) = -(
× 100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1 - 소득인정액0
단 생계급여액1
생계급여액0
소득인정액1
소득인정액0

소득인정액에
소득인정액에
소득인정액에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

(1)

반영,
미반영,
반영,
미반영,

관측 대상 가구 수는 총 842가구로 2018년에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고, 2019년
기초연금이 미반영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이
다. 기초연금액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평균 약 22.6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생계급여액의 감소분은 약 18.5만원으로 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한계세율의 평균은 약 82.67%로 추정되었다. 이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연금이 미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의 82% 정도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초연금액의 생계급여액에 대한 한계세율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소득인정액(만원/월)

842

22.65

7.90

0

56.17

∆생계급여액(만원/월)

842

18.46

9.15

0

56.17

MTR(%)

811

82.67

29.09

0.07

100.00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한계세율은 811가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제외된 31가구는 기초연금 반영 및 미반영
된 소득인정액이 음(-)의 값을 나타낸 가구들임.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0으로 조정하면,  소득
인정액이 0인 관측치가 존재하게 되고 한계세율 도출 과정에서 불능/부정을 야기하여 제외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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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충성 원리 하에서 기초연금의 한계세율이 100%가 아닌 것은 소득인정액
이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30%에 가까이 위치한 가구로부터 비
롯하고 있었다. 생계급여액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0%의 차액만큼 지급되지만,
이들 가구의 기초연금액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11) 즉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미반영 될 때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 수준이 기초연금액보다 컸던 가구는 기초연
금액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만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어 한계세율이 100%가 된다.
반면 기초연금이 미반영된 생계급여액 수준이 기초연금액보다 작은 가구일수록 기
초연금으로 증가한 소득보다 생계급여의 차감액이 작고, 이러한 차감액은 점차 감소
하여 한계세율은 낮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 [그림 1]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
다.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에 대하여 하위 17%에 해당하
는 가구들은 수급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차감되어 사실상 기초연금액
을 수급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하위 17~30%에 위치한
가구는 분위가 높을수록 한계세율이 감소하여 점차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중위소득에 대한 소득 분위수에 따른 기초연금의 한계세율

11) 기초연금액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중위소득의 70% 수준에 가까울수록, 미수급가구와의 소
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위 30% 가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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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효과 분석
1. 분석방법
제Ⅳ장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소
득분배상태는 지니계수를 활용하고, 빈곤 정도는 Foster-Greer-Thorbecke(이하
FGT) 지수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통해 살펴본다. FGT 지수는 수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빈곤의 기준선이고 는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은 전체 표본 수이고,
는     인 표본 수로, 빈곤선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수이다. 가 0일
경우 FGT 지수는 빈곤율을 나타나게 되고, 1일 때 빈곤갭 비율을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소득 불평등 및 빈곤 개선 효과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하되 기
초연금 도입 여부 및 기초연금 도입 후 보충성 원리 적용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였다. 소득 A는 기초연금 도입 전 소득, 소득 B는 기초연금 도입 및
보충성 원리가 적용된 상태에서의 소득이다. 소득 B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소득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 C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지만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ⅰ) 소득 A(기초연금 도입 전)
ⅱ) 소득 B(기초연금 도입, 보충성 원리 적용, 현행 제도)
ⅲ) 소득 C(기초연금 도입, 보충성 원리 미적용, 제도 변화 가정)
이중 소득 A는 기초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 A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소득 B 혹은 C를 이용한 분석 결과의 비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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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원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의 효과를 보여주게 된
다. 그리고 소득 B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와 소득 C를 이용한 분석 결과의 비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를 보여주게 된다.
ⅰ) 소득 A→소득 B: 기초연금(현행 제도)의 효과
ⅱ) 소득 A→소득 C: 기초연금(보충성 원리 미적용)의 효과
ⅲ) 소득 B→소득 C: 현행 제도 개선(보충성 원리 미적용)의 효과

2.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지니계수를 측정할 때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어 균등화된 소
득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가중치 적용 시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화된
가중치를 활용하였다. [표 8]은 각각의 소득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한 소득불평등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가구
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주 관심사가 기초연금제도의 효과 분석이기 때문에 기초
연금 수급대상자인 노인가구12)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먼저 상기
에서 정의한 소득개념의 변화를 통해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정도를 살펴본다. 소득
A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194로 측정되었다. 소득불평등도
는 소득 B에서는 0.3109, 소득 C에서는 0.3083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
금 제도의 도입은 보충성 원리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소득불평등도
를 각각 2.66%와 3.4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
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소득
B 대비 약 0.84%로 분석되었다. 노인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지니계수로 측정
한 소득불평등도는 소득 A, 소득 B, 소득 C에서 각각 0.3966, 0.3659, 0.3522로
측정되었다. 노인가구에서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한 경
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 각각 7.74%와 11.20%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충
12) 노인가구에 대한 여러 정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가구소득에서 가구주의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를 노인가구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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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리를 적용할 때와 비교할 때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상태가 약 3.74% 개선됨을 보여준다.
[표 8] 보충성 원리 적용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구분
소득불평등도

전체가구

노인가구

소득 A

0.3194

0.3966

소득 B

0.3109

0.3659

소득 C

0.3083

0.3522

A→B

-0.0085 (-2.66%)

-0.0307 (-7.74%)

A→C

-0.0111 (-3.48%)

-0.0444 (-11.20%)

B→C

-0.0026 (-0.84%)

-0.0137 (-3.74%)

6,328

3,139

소득재분배효과
관측수

주: 1. ( )값은 변화율(%)을 나타냄
2.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보고된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구한 소득불평등도는 전체가구 0.3059,
노인가구 0.3605로 본 연구의 추정결과(현행 제도를 반영한 소득 B 기준)와 조금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생계급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음

3. 빈곤 개선 효과 분석
소득불평등도에 뒤이어 빈곤 정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전술했듯이 빈곤을 살펴
보기 위한 지표로써 빈곤율(  )과 빈곤갭 비율( )을 활용한다. 이때 빈곤선
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2019년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 기준과 함께 상대빈곤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의 40~60%을 빈곤
선으로 사용한다.13)
기준중위소득의 30~60%를 이용하여 측정한 빈곤율은 [표 9]에 제시하였다. 기초
연금 도입 전 상태를 가정한 소득 A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측정한
빈곤율은 전체가구에서 5.34%, 그리고 노인가구에서 13.08%로 나타났다. 소득 A

13)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선은 각주 10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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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빈곤율은 빈곤선이 높게 설정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를 사용할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44.33%로 분석되었다.14)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소득을 의미하는 소득 B를 이용하여 측정한 빈곤율은 소득 A 기준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에서는 전체가구 3.10%, 노인가구 5.97%로 측정되었다. 이
는 소득 A 기준 빈곤율과 비교할 때 각각 2.24%p와 7.10%p 감소한 것이다. 중위
40~60% 기준 빈곤율 역시 소득 B가 소득 A보다 낮았는데, 빈곤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은 빈곤선을 중위 40%로 설정했을 때이고, 그 이후로는 빈곤 개선 효과
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 C를 이용하여
측정한 빈곤율은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으로 측정할 때 전체가구 2.37%, 노인가구
3.66%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
빈곤율이 전체가구 기준 소득 A 대비 2.97%p, 소득 B 대비 0.73%p 감소하고, 노인
가구 기준 소득 A 대비 9.42%p, 소득 B 대비 2.31%p 감소하였다. 이는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 완화가 절대빈곤의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
다. 다만, 중위소득 30% 기준으로 볼 때 보충성 원리 미적용의 효과는 현행 기초연
금 도입의 효과 대비 약 1/3 수준이었다. 한편 보충성 원리 미적용으로 인한 빈곤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였다. 이 경우 보충성 원리 완화로 인해 빈곤율이 전체가구 기준 2.89%p, 노인
가구 기준 8.99%p 감소하였다. 다만 중위 50%, 중위 60%로 빈곤선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율 감소효과는 줄어들었다.

14) 본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가구 빈곤율은 현행 기초연금도입을 가정한 소득 B에서 35.94%로 측정
되었다. 그런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상대빈곤율은 2018년 42.0%, 2019년 41.4%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추정된 중위소득 60% 기준 빈
곤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생계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
준중위소득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보고된 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면 빈
곤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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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충성 원리 적용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
전체가구
구분

빈곤율
(%)

빈곤
개선
효과
(%p, %)

중위
30%

노인가구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소득 A

5.34

13.08

19.13

24.56

13.08

31.74

44.33

53.27

소득 B

3.10

9.58

16.46

22.09

5.97

20.64

35.94

45.91

소득 C

2.37

6.69

14.77

21.78

3.66

11.64

30.45

44.91

A→B

-2.24 -3.50 -2.67 -2.47 -7.10 -11.11 -8.39 -7.36
(-42.0) (-26.8) (-13.9) (-10.1) (-54.3) (-35.0) (-18.9) (-13.8)

A→C

-2.97 -6.39 -4.36 -2.78 -9.42 -20.10 -13.88 -8.37
(-55.6) (-48.9) (-22.8) (-11.3) (-72.0) (-63.3) (-31.3) (-15.7)

B→C

-0.73 -2.89 -1.69
(-23.6) (-30.1) (-10.3)

관측수

-0.31 -2.31 -8.99 -5.48
(-1.4) (-38.7) (-43.6) (-15.3)

6,328

-1.01
(-2.2)

3,139

주: 1. ( )값은 변화율(%)을 나타냄
2.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가처분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60%를 이용하여 구한 빈곤율은
전체가구 기준 3.05%, 7.82%, 14.43%, 20.06%이고 노인가구 기준 5.58%, 17.43%, 32.54%,
42.82%임. 본 연구의 추정결과 중 현행 제도를 반영한 소득 B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빈곤
율이 조금 높게 추정되었음.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관되게 추정된 생계급여를 이용하여 기
초연금 및 보충성 원리 완화의 빈곤 개선 효과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빈곤율은 전체가구 수에서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가구의 비율만을 나타내기 때문
에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증가된 소득이 빈곤선을 능가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으면 빈곤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율은 빈곤의
심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빈곤갭 비율은 그 정의에 따라
빈곤의 심화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빈곤갭 비율을 활용하여 소득개
념의 증가에 따른 빈곤 개선 효과를 추가로 살펴본다.
[표 10]은 빈곤갭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는 현행 기초연
금 제도 하에서 빈곤선에 따라 전체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최대 1.75%p에서 최소
0.58%p 감소하였으며, 노인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최대 5.48%p에서 최소 1.80%p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제도는 빈곤선에
따라 전체가구의 빈곤갭 비율을 최대 2.69%p, 최소 0.70%p 감소시켰으며, 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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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빈곤갭 비율을 최대 8.42%p, 최소 2.14%p 감소시켰다. 이에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게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경우, 빈곤갭 비율은 전체가구에서는 최대
0.93%p, 최소 0.12%p 감소하고, 노인가구에서는 최대 2.93%p 최소 0.35%p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보충성 원리 적용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빈곤갭 비율 개선 효과
전체가구
구분

빈곤갭
비율
(%)

빈곤갭
비율
개선
효과
(%p, %)

중위
30%

노인가구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3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소득 A

1.62

3.52

6.08

8.67

3.49

8.35

14.33

20.04

소득 B

1.04

2.28

4.49

6.92

1.69

4.48

9.33

14.56

소득 C

0.92

1.73

3.55

5.99

1.34

2.79

6.39

11.63

-0.58

-1.23

-1.59

-1.75

-1.80

-3.87

-5.01

-5.48

A→B
A→C
B→C

(-36.0) (-35.1) (-26.1) (-20.2) (-51.5) (-46.3) (-34.9) (-27.4)
-0.70 -1.79 -2.52 -2.69 -2.14 -5.56 -7.94 -8.42
(-43.3) (-50.9) (-41.6) (-31.0) (-61.5) (-66.6) (-55.4) (-42.0)
-0.12 -0.56 -0.94 -0.93 -0.35 -1.69 -2.93 -2.93
(-11.4) (-24.4) (-20.9) (-13.5) (-20.6) (-37.8) (-31.5) (-20.1)

관측수

6,328

3,139

주: 1. ( )값은 변화율(%)을 나타냄
2.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가처분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60%를 이용하여 구한 빈곤갭 비
율은 전체가구 기준 1.08%, 2.09%, 3.93%, 6.13%이고 노인가구 기준 1.60%, 3.95%, 8.22%,
13.13%임. 본 연구의 추정결과 중 현행 제도를 반영한 소득 B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빈곤
갭 비율이 조금 높게 추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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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 개선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봤다. 자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
액을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와 미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도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생계급여액을 추정하였다. 이후 지니계수와 FGT 지수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의 효과와 현행 제도에서 보충성 원리가 개선될 때 그 변화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다. 첫째,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전체가구 대
상 소득분배상태를 약 2.66%, 노인가구 대상 소득분배상태를 약 7.74%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현행제도 대
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약 0.84%,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약 3.74%의 소득분배 개
선 효과(B→C)가 나타났다. 다만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지만, 현행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보다는 그 효과가 크지 않
았다. 셋째,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기준중위소득 30% 기준 절대빈곤율을 전체가구
대상 2.24%p, 노인가구 대상 7.10%p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은 빈곤선을 중위 40%로 설정하였을 때이고, 그 이후로
는 빈곤 개선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
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중위소득 30% 기준 절대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효과는 현행 기초연금 도입의 효과보다는 작았다. 보
충성 원리의 완화는 전체가구의 절대빈곤율을 0.73%p 그리고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율을 2.31%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충성 원리의 완화는 중위 40% 기존
빈곤율 개선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후 빈곤선이 높아짐에 따라 빈곤율 개선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행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빈곤가구의 빈곤갭
비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충성 원리의 완화는 현행 기초연금제도
의 빈곤갭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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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연구결과 요약
구분

주요 결과

소득 ∙ 기초연금 제도는 전체 및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상태를 각각 2.66%, 7.74% 개선
재분배 ∙ 보충성 원리 미적용 시 전체 및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상태를 각각 0.84%, 3.74% 개선
∙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하에서 중위 30% 수준의 절대빈곤율이 전체 및 노인가구에서
각각 2.24%p, 7.10%p 감소
빈곤율 ∙ 보충성 원리 완화 시 전체 및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0.73%p, 2.31%p 감소
∙ 빈곤율 감소는 중위 40% 선에서 가장 컸으나, 빈곤선 수준이 높을수록 개선 효과가
작게 나타나, 상대빈곤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음
∙ 현행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빈곤가구의 빈곤갭 비율을 개선함
빈곤갭
∙ 보충성 원리의 완화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빈곤갭 비율을 낮췄으나, 그 정도가
비율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구할 수 있
었다. 첫째,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 절대빈곤이 일정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빈곤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른 추가적인 빈곤율 감소효과는 빈곤선을 중위소득 40% 기준으
로 설정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할 때는
1%p 정도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각주 1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빈곤선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빈곤선이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
다. 실제로 본 연구의 중위 60% 기준 빈곤율(소득 B 기준)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위 50% 기준 가처분소득 빈곤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본 연구
의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선이 상대빈곤을 논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대빈곤에 미치는 추가적인 효과는 미미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득분배상태 개선 및 절대빈곤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충성 원리
의 완화는 소득분배상태를 개선하고, 절대빈곤율을 일정 수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미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절대빈곤율이 전체가구 기준 2.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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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 3.10%수준이고 노인가구 기준 약 7.10%p 낮아져 5.97%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빈곤율 감소효과가 전체가
구 기준 0.73%p, 노인가구 기준 2.31%p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에
대한 보충성 원리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
을 고려할 때, 편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5) 다만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도 노인 절대빈곤이 5%를 초과한다는 점과 최소 기초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이 제도화되기 전까지 한
시적으로 보충성 원리를 완화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빈곤가구에게 부가급여의
형태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충성 원리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계급여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많
은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가정이 적용됨에 따라 생계급여 추정결과
등에서 일정 정도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충성 원리 적용
및 미적용의 효과를 비교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기여도가 있지만, 이를 위해 생계급
여를 추정하면서 많은 가정을 사용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관되게 추정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보충성 원리 적용
전과 보충성 원리 적용 후를 비교할 때 오차가 상쇄되어, 오차가 보충성 원리의 효과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과정의 엄밀성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 과정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 혹은 미적용의 효과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그런데 정책을 평가할 때 실제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하고, 예산대비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5) 분배상태와 빈곤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절대적인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저자들은 보충성 원리가 절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 후 현재의 빈곤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따
라서 저자들이 제시한 수치를 보고 저자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연구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의견은 보충성 원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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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Choo Seok-hyun* Jeon Seung-ho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iarity applied to the basic pension when
calculating livelihood benefit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basic income system
which applied the subsidiarity is effective to improve the income distribution and to reduce
the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ratio and poverty gap ratio. Second, not applying the subsidiarity increases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n improv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alleviating absolute poverty, but the additional effects is not large. Third, relative poverty
rarely affected by the application of subsidiarity. These results imply that it would be prudent
not to apply the subsidiarity to the basic pension entirely, because additional effects of not
applying the subsidiarity are not large. However, further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basic pension, as well as a method of temporarily easing the subsidiarity of providing additional livelihood benefits to basic pension recipients are still needed to alleviate the elderly
poverty, given the still high elderly povert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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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 단위 분석
송윤아*
국문초록
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
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
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먼저, 비수급가구에서는 보험
료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
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재해위험도와 자가점유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급가구에서는 과거 주
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는 재해위험
도별･주택가치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 세입자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상향, 그리고 재난
지원제도 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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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고 풍수해보험제도를 운영한지 15년이 경과되었
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된
재난지원금제도가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원 규모 및 대상의 확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고자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온실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및 그 수용동산, 온실,
상가･공장 등의 전파･반파･소파･침수 손해를 보장한다.1)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
해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며, 보험사업자가 적립한 비상위험준비
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한 보험금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2013~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에 보험료보조 목적으로 투입된 국고는 856
억원, 지방비는 409억원으로, 동 기간 전체 풍수해보험료 납입액 중 국고 및 지방비
가 차지하는 비율은 75.7%에 이른다. 풍수해보험료에서 국고 및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0.6%에서 2019년 80.5%로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지방비에 대한
의존도가 11.7%에서 31.2%로 현저히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20b).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 풍수해보험뿐만 아니
라 자연재해 리스크를 보장하는 대부분의 정책보험이 보험가입률 제고 수단으로서
정부의 보험료보조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사유시설 피해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
인 보험료보조는 해외 재난보험에서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송윤아･홍보배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보조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 정책수단으로서 보험료보조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료보조는 일차적으로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단으
로, 가입률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풍수해위험에 노출된 집단의
보험가입을 촉진하는지 여부, 보험료보조를 동반한 보험제도가 자연재해의 사회적
1) 세입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상품(풍수해보험 Ⅱ)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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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인지 여부, 그리고 보험료보조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경제적 형평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은 피보험 손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금
지한다. 이미연(2019)은 재난지원제도별 중복지원 금지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재난지원금 등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의 기회비용으로 인
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지원 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
가 위험보유자의 보험 등을 통한 위험관리를 저해한다는 가설은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적･실증적으로 입증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착한 사마리아인 딜레
마 또는 자선위험(Charity Hazard)으로 표현되기도 한다(Lewis and Nickerson
1989; Coate 1995; Raschky and Weck-Hannemann 2007; Kousky et al.
2018). 무상지원의 보험수요 구축효과를 확인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사례에
근거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주택피해로 인해 수령한 각종 보험금과 피해액의
차액을 가구당 36,000달러(2021년 기준) 한도 내에서 주거지원금으로 지급하되,
재난이전 상태가 아닌, 거주 가능한(Habitable) 상태의 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
한다. 재난지원제도 간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지원의 영향
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 여부와 재난지원금제도의 풍수해보험수요 구
축효과 여부는 재정지출과 재난지원제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2) 따라서 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
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주택부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
결정이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가구 단위 분석이 가장 적절하겠으나 세부
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어, 시군구 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풍수해보험이 전국을
2) 풍수해보험 계약자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영
주･문명재(2014)는 2008~2012년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합동다중회귀분석(pooled OLS)을 적
용하여 풍수해피해와 정보제공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요인인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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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개 시군구 지역으로 구분하여 보험목적물･상품별로 지역별 차등요율을 적용한
다는 점, 보험료 보조율(지방비)이 시군구 단위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가구
또는 세입자 대상 단체보험계약이 기초자치단체장을 계약자로 하여 시군구 단위로
체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 단위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 및 시
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공사협력 재난보험은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
원하고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을 금지한다. 이 연구의 분석내용은 풍수해보험 뿐
만 아니라 사유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모든 공사협력 재난보험에 적용되는 사안이라
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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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험료보조, 재난지원금, 그리고 보험가입
1.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들은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행동의 귀결이 불확실한 상황
에서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판단은 결과에 관한 효용의 기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다. 그러나 저빈도･고심도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수요가, 보험회사가 보험수리적으
로 공정한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조차, 기대효용이론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
다 낮은 이례적인 현상(Anomalies)이 관찰되어 왔고, 이는 일종의 퍼즐로 간주되었
다. 재난보험에 대한 수요를 합리성이라는 전제로 설명할 수 없게 되자, 인간이 항상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편의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점
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s)이나 전망이론(Prospect
Theory)과 같은 행동의사결정론(Behavioral Decision Theory)을 통해 재난보험
에 대한 수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감정 휴리스틱 또는 Lowenstein
et al.(2001)의 위험느낌가설(Risk-as-Feelings Hypothesis)에 따르면 위험한 상
황에 대한 반응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은 걱정, 두려움, 불안과 같은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대안
을 선택할 때는 전통적인 이론과 같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손실에 대한
선택을 할 때는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Kahneman and Tversky
1979). 즉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고, 확실한 손실보다
는 불확실한 손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험에 적용하면, 발생가능성이 높
은 위험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발생가
능성이 낮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불이라는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
을 선택하므로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한다. 가계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과소수요의 원인이 보험료에 있다고 전제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조치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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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재난지원금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풍수해보험 가입 시 동일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난지원금제도가 병
존하는 상황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재난지원금 수령자와의 형평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보조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주택과 그 수용동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율은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86.2~92%,
차상위가구 75~92%, 비수급가구 52.5~92%로, 피보험자 유형별로 상이하다(행정
안전부 2020a).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험료보조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9년 기준 주택부문 풍수해보험료 지원
에 투입된 국고는 48.9억원(56%), 지방비는 21억원(24%), 자부담은 17.5억원(20%)
으로, 국고 및 지방비가 납입보험료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의 비율은 2019년 기준 1.71%, 아파트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거주 가구 수 대비 풍수해보
험 가입건수의 비율은 3.83%이다.3) 피보험자의 80% 이상이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
단체보험 방식으로 풍수해보험 II에 가입하는 경제취약가구이다.4)

2. 재난지원금의 보험수요 구축효과
국가와 지자체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유실･전파･반파･소파･침수 피해를 입
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와 세입자 보조 등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
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5) 재난지원금은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복구단가에 보조율(국가와 지자체)을 곱하여

3) 지방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수를 모수로 사용할 경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 이외 주택에 거
주하는 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입대상 모수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를 가진
다. 또한 하나의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동일 목적물에 대해 담보를 달리하여 복수의
풍수해보험 계약 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단위를
건물단위보다는 가구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보험가입 건수를 피보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가 65.1%로 가장 높고, 차상위가구
15.4%, 비수급가구 19.6% 순이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지원금 기준 및 규모 등 상세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
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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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합산, 개인별 재난지수에 따라
결정된다.6) 주택복구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복구 지원 단가는 1996
년까지 1동당 1,800만원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0년 5,20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표 1] 참조).7) 2020년 장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
원하기 위해 주택복구 지원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불과 3년 만에 주택 전파 및 유실
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3% 인상되고, 침수가 90만
원에서 200만원, 세입자보조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풍수해보험을 비롯한 일부 자연재해 정책보험은 재해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타 정
책보험의 혜택을 중복하여 수혜하지 못하도록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풍수
해보험법」 제34조 제1항).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에 이미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이뤄졌으므로 재해발생시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
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재난지원제도별 중복지원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재난피해에
대한 무상지원이 보험수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Buchanan(1975)은 ‘착한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든 무조건 돕지만, 상대방의 대가없는 호의
가 반복되면서 도움을 받는 자가 이를 간파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지 않고 도움만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게 되며, 정부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사마리아인 딜레마로 표현하였다. 재해발생 시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금을 제공받
을 것을 사전에 인지한 위험보유자는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감소한다. Browne and Hoyt(2000)
는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현상을 자선의
위험으로 표현하였다. 무상지원의 보험수요 구축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이
론적･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Kousky et al.(2018)는 2000~2011년 기간 동
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난지원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지원금 수령자의 익년도 보험가
입금액 감소를 확인하였다.8)
6) 재난지수별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의 “재난등급
별 재난지원금 기준표”를 따른다.
7) 지원기준 복구단가는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정
하고 있다(「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3조).
8) 미국의 경우 재난지원금 수령자의 보험 가입･유지가 강제되므로, 보험가입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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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제도와 보험제도 간 중복지원을 금지한데다 부보대상 사고의 발생가능성
이 낮은 경우에는 무상지원의 보험수요 구축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보험가입으
로 인하여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재난지원금 등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가
입의 기회비용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보조
율이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율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이미연(2019)은 재난지원금제도와 풍수해보험제도를 병행･유지하면서 풍수
해보험 가입자를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1] 주택복구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

주택파손(동)
전파･유실

반파

주택침수
(세대)

주택소파
(세대)

세입자보조(세대)
입주보증금

임대료

1996

1,800

900

75

-

200

200

1997

2,000

1,000

75

-

300

300

1999

2,700

1,350

60

-

300

300

2003

3,000

1,500

60

-

300

300

2016

3,000

1,500

60

60

300

300

2018

4,200

2,100

90

90

300

300

2020

5,200

2,600

200

90

600

600

자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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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방법
1. 분석모형
이 연구는 정부의 보험료보조 및 재난지원금이 가구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정효과 패널모형(Fixed Effects Panel Model)을 사용
한다.9) 고정효과모형은 설명변수와 지자체의 미관찰 이질성에 해당하는 오차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지만, 시간불변 변수를 모두 제거
한다. 이 연구에서 주되게 활용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보험가입률i,t = β0 + β1보험료보조i,t + β2재난지원금i,t
+ β3~5보험가입기대이익i,t + β6~8경제적특성i,t
+ β9~10보험목적물특성i,t + β11인구학적특성i,t

(1)

+ β12공급측면특성i,t + μi + θt + εi,t
식(1)에서 i 는 지자체(시군구)를, t 는 연도를 나타낸다. μi 는 지자체 i 에 대한
고정효과, 즉 지자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 중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θt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 특성을 통제한다.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가입규모가 거시경
제변수, 규제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시간효과를 통제한다. εi,t 는 평균이 0이고 동분산성을 만족하여 모든 i , t 에
대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εi,t 에 이분산이나 시계열상관이 있으면 추정량은
여전히 일관적이지만 통상적인 표준오차들은 타당하지 않다. 동일 시군구 내 관측치
끼리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모형에서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한다. 금액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를 이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9) 전체 피보험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분석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은 고정효과 패널모형
과 임의효과 패널모형(Random Effect Panel Model)의 추정결과 간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하우스만 검정량은 [표 4]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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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변수
시군구 단위 보험가입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보험가입률은 시군구별 가구 수 대비
보험가입 가구 수의 비율이다.10)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여부에 따라 보험
료 보조율과 가입방식이 상이하여 보험가입률이 수급여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수급가구(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지자체별 수급가구
수(비수급가구 수) 대비 보험에 가입한 수급가구 수(비수급가구 수)의 비율로 측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나, 시군구 단위 차상위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보험가입률을 지자체별 가구 수 대비 보험가입 수급가구 수(비수급가구 수)로 측정하
되, 지자체별 인구 수 대비 기초생활 및 차상위 수급자 수의 비율을 통제한다.
납부보험료가 동일하다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율이 높을수록 가계의 보
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험료
보조율은 시군구별 연간 보험료 대비 국가 및 지자체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이다.
피보험자당 평균보험료를 통제한 후 보험료 보조율의 효과를 살펴본다.
재난지원금의 보험수요 구축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보험가
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ousky et al.(2018)에서 재난지원금 수령자의
익년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소한 것과 같이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령실적이
높을수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을 개연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령실적이 높다는 점은 재해위험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기 때문에, 과거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높을수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조건 등을 고려할 때 가계가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을 재해위험도의 척도로 인식할만한 근거가 크지 않은데다, 설
령 재난지원금을 위험도로 인식하여 보험수요 제고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
난지원금의 보험수요 구축효과가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크다면 음(-)의 추정계수를
기대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변수는 과거 4년간 주택피해복구 목적으로 지급된 재난
지원금을 가중평균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11)
10) 풍수해보험 보험목적물로서 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11) 보험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식이 직전년도보다는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지원금 가중평균 산입기간을 과거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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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변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 외에도 보험가입의 기대이익, 지자체의 경제적 특성, 보험
담보물의 특성, 지자체의 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이 풍수해보험 가
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보험가입의 기대이익
일반적으로 보험수요는 보험목적물의 가치, 사고발생가능성, 손실규모, 보험료, 보
험금(보험가입금액) 등의 함수로,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을수록, 보험료 대비 보험가
입금액이 클수록 보험가입의 기대이익은 커지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가입의 기대이익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 평균보험가입금
액, 재해위험도를 사용한다. 평균보험료는 지자체별 총 보험료를 보험가입건수로 나
눈 값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평균보험가입금액은 지자체별 연간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건수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재해위험도는 과거 4년간 자연재
해 피해액을 가중평균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12)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
지원금과 달리 자연재해 피해액은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도로, 하천, 수도, 항만, 어항, 학교, 철도), 사유시설(축대, 담장, 가축, 축사, 비닐하
우스 등)을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이 포착하지 못한 자연재해 위험도를 보여줄 수 있
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자연재해 피해액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보통세 규모 등에 따라 피해액이 14∼38
억원 이상인 시군구 지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가입의 결정주체인 가구의 입장
에서는 과거 피해주택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실적보다는 자연재해 피해액을 소재지
역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 재난지원금과 재난위험도
간 상관관계 계수는 0.239이다.

12) 재난지원금 변수와 같은 맥락에서 산입기간을 4년으로 한다. 보험가입률과 재해위험도간 상관관계
계수는 재해위험도 산입기간이 2, 3, 4, 5년일 때 각각 0.215, 0.242, 0.250, 0.2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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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특성
지자체 세출예산 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예산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재난방재예산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
라도, 재난방재예산이 높은 시군구일수록 재난에 취약하거나 재난방재에 관심이 많
은 시군구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재난방재예산과 보험가입률에는 양(+)의 관계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부문 풍수해보험 가입이 보험회사 판매채널보다
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가 풍수해
보험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지에 따라 보험가입률이 달라질 수 있다. 재난방
재예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재난방재예산 변수로 사용한다.
보험가입여력이 높을수록 보험에 가입할 개연성이 높다(Browne and Hoyt
2000). 지자체의 소득수준은 재정자립도로 측정한다.13)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자체
일반회계 본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
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수급가구의 경우 보장내용이 필요최소한으로 구성되어 보험료가 비수급가구
에 비해 낮은데다 수급가구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에, 수급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3) 보험담보물의 특성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
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험료보조가 없고,14)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 보장대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15)
13) 2015~2019년 기간 동안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시군구가 많아, 이를
경제수준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14) 공동주택에 한해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 III)이 판매되지만,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한 보험료보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파트는 주택으
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
15) 풍수해보험은 주택의 유실･전파･반파･소파･침수 손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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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주거면적은 위험노출도를
의미한다. 재해 발생가능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당 주거 면
적이 클수록 재해발생시 손실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개연성
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 면적이 커지면 보험가입금액도 그에 준하여 증가하
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가입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보험수요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주의 연
령, 성별, 교육수준, 부양가족 수, 맞벌이 여부, 혼인상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구의 보험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가구의 보험수
요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들 간에 일관성 있는 추정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Zietz 2013). 가구주의 혼인상태 및 부양가족 수가 가구유형으로 포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군구 단위 변수로 1인
가구 비율을 사용한다.
(5) 공급측면의 특성
보험은 수요자의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량
이 보험회사의 인수정책과 이를 반영한 판촉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위험보유
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인수를 기피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보험가입건수가 작을 수밖에 없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보험회사의 인수의무를 규정하거나, 타 보험상품 판매 시 풍수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권유토록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인
수정책과 판촉활동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보험회사
가 경쟁적으로 판매활동을 수행할수록 보험가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별 HHI를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활동, 경쟁도의 지표로 사용한다.
식(1)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16)

16) 벤치마크 모형(1)에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39~3.81에 분포하며, 평균 2.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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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률i,t = β0 + β1보험료보조율i,t + β2재난지원금i,t
+ β3평균보험료i,t + β4평균보험가액i,t + β5재해위험도i,t
+ β6재난예산i,t + β7재정자립도i,t + β8수급자비율i,t

(1-a)

+ β9단독주택비율i,t + β10주거면적i,t + β111인가구비율i,t
+ β12HHIi,t + θt + μi + εi,t

2. 분석자료
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
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
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풍수해
보험 계약정보는 2013년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2014년 이전 자료에서 보험가
입금액 정보가 일부 누락됐고, 종속변수인 보험가입률 산출에 필요한 시군구별 가구
수 정보는 2015년 이후부터 취득가능하다. 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청
의 인구총조사가 20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조사･작성되었고 2016년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조사･작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기간을 2015~2019년으로
제한한다. 연도별 관측 시군구는 2015년 220개, 2016년 221개, 2017년 220개,
2018년 224개, 2019년 223개로, 표본은 총 1,108개의 연도-지자체로 구성된다.17)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출처는 부록 Ⅰ에,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보고하였다. 보험가입률 평균은 4.5%로, 연도-지자체별 편차가 큰 편이다. 비수급
17) 시군구 단위 풍수해보험 계약정보(보험가입률, 평균보험료, 평균보험가액 등)는 피보험자 단위 계약
자료로부터 산출되었다. 피보험자 단위 계약자료에서는 보험증권번호, 피보험자 이름, 보험목적물
주소가 상이한 건을 1건으로 취급하였다. 중복건과 해약 건을 제외한 후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가입건
수는 2015년 315,856건, 2016년 388,737건, 2017년 419,243건, 2018년 366,306건, 2019년
331,636건이다(행정안전부 2020b). 총 1,821,778건 중 1,244건은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다.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일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여 1건
으로 처리된 단체계약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상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약 건을 지자체의 보험계약 관련 변수 산출에 포함하였다. 이로 인해 지
자체의 보험가입률이 실제보다 작게, 평균보험료와 평균보험가액이 실제보다 크게 산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보험계약건수(1,244건)가 전체 계약건수(1,821,778건)
에 비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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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평균 보험가입률은 0.8%로 수급가구(3.9%)의 1/5에 불과하다. 평균보험료
는 53,750원으로, 비수급가구의 평균보험료(134,062원)가 수급가구(26,543원)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보험료 1원당 보험가입금액 평균은 수급가구 1,278원, 비수급
가구 1,225원으로 수급가구가 근소한 차이로 높다. 비수급가구는 재해위험도가 높
은 가구를 중심으로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단체보험 형식으로 가입하
는 수급가구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료보조가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 1원당 보험가액 평균은 수급가구 10,635원, 비수급가구
4,463원으로 수급가구가 2배 이상 높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율은 평균
78.6%로, 수급가구(87.1%)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약 22%p 높다.
보험가입률은 재해위험도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비수급가구(0.176)
보다 수급가구(0.236)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재해위험도 변수의 값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연도-지자체를 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도별 보험가입률을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고위험지역 5%, 저위험지역 2.7%이며, 비수급가구는 고위험
지역 1.1%, 저위험지역 0.5%이다([표 3] 참조). 이러한 재해위험도별 보험가입률 차
이는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가입의 기대이익이 커지는 것 외에, 보험료보조에
대한 가구의 보험가입 결정이 재해위험도에 따라 상이한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피보험자는 주택 및 그에 포함된 동산의 소유자로, 주
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주택에 포함된 동산의 소유자로서 풍수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가점유 가구
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더 높을 개연성이 있다. 즉 자가점유율이 높을수록 보험가
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군구별 자가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2015년에
한해 이용 가능하여,18) 식(1-a)의 분석모형에서 유효한 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다.19)
18) 자가점유율과 달리,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주택보유율에 대한 정보를 2016년 이후 매해 작성하고
있어 2016~2019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유율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
한 가구의 비율이며 타지 주택소유도 포함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특정 시군구의 풍수해보험 가
입률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19) 4장 2절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점유도가 지자체의 보험가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도가 시간불변 변수이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벤치마크 모형([표 4]의 모형
(1)~(3)에서는 이를 분석에 포함할 수 없다.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 벤치마크 모형([표 4]의 모형(4))
에 자가점유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 자가점유도의 추정계수는 0.262로 10%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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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2015년 자가점유율이 중간 값보다 크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자가점유
도로 정의하고, 자가점유도에 따른 보험가입행태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20) 자
가점유도가 높은 지자체의 보험가입률은 7.7%로 자가점유도가 낮은 지자체에 비해
6.5%p 높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에서 관찰된다.
[표 2] 표본의 기술통계량
구분

전체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보험가입률(%)
보험료 보조율(%)
재난지원금(백만원)
평균보험료(천원)
평균보험가액(백만원)
재해위험도(백만원)
재난예산(백만원)
재정자립도(%)
수급자비율(%)
단독주택비율 (%)
가구당 주거면적(㎡)
1인가구 비율(%)
HHI(x10,000)
보험가입률(%)
보험료 보조율(%)
평균보험료(천원)
평균보험가액(백만원)
보험가입률(%)
보험료 보조율(%)
평균보험료(천원)
평균보험가액(백만원)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108
1,053
1,053
1,053
1,053
1,096
1,096
1,096
1,096

4.5
78.6
67
54
50
1,529
6,266
19.2
6.4
49.4
70
30.3
510
3.9
87.1
27
23
0.8
65.2
134
119

5.9
9.2
1,065
108
143
5,414
6,259
11.8
2.4
21.8
6
5.1
1,450
4.9
3.3
47
32
1.8
11.2
228
213

0.001
52.5
0
2
4
0
128
3.1
1.4
10.9
47
17.1
2
0
65.8
2
4
0
52.5
4
4

69.1
92.8
33,272
1,431
3,277
101,200
34,925
60.6
13.5
94.3
93
47.4
10,000
58.8
94.1
769
643
20.9
92.2
2,337
3,277

주: 변수의 정의 및 출처는 부록 Ⅰ을 참고하기 바람. 단 상기 표에서 재난지원금, 평균보험료, 평균보험가
액, 재해위험도, 재난예산은 자연로그를 취하기 전의 값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의 추정계수는 자가점유도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통계
적 유의성과 부호가 동일하였고, 절댓값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 ‘자가’에는 주택이외의 거처가 포함되며,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 등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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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해위험도･자가점유도별 풍수해보험 가입률 평균
(단위: %)

구분

재해위험도

자가점유도

고위험

저위험

고점유

저점유

전체가구

5.9

3.0

7.7

1.2

수급가구

5.0

2.7

6.5

1.1

비수급가구

1.1

0.5

1.4

0.2

주: 1. 고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연도-지자체를, 저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가
하위 50%에 해당하는 연도-지자체를 의미함
2. 고점유지역은 2015년 기준 자가점유율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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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피보험자 유형 및 위험도별 추정결과
추정결과는 [표 4]에 보고하였다. [표 4]의 모형 (1)~(3)은 각각 보험에 가입된 전체
가구,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대상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하우스만 검
정결과, 모형 (1)~(2)는 설명변수와 개인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기각하므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결과를 따른다. 모형 (3)은 하우스만 검정량
이 유의하지 않은 값을 보이고 있어 설명변수와 개인의 미관찰 특성간의 상관관계
가 없다고 가정한 임의효과모형도 적절하다. 모형 (4)는 보험에 가입한 비수급가구
를 대상으로 임의효과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비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임의효과모형
의 추정결과를 따른다.21)
동일 시군구 내에서 시간에 걸쳐 평균보험료 등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일정하고 보
험료 보조율에 1%p 차이가 있으면 보험가입률에 평균 약 0.058%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보험
료가 동일한 상태에서 보험료 보조율이 높아지면 결국 피보험자의 자부담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비수급가구에서 두드러진다. 평균보험료 등 다른 모든 조건
이 동일하다면, 보조율이 높을수록 비수급가구는 풍수해보험에 더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수급가구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풍수해보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료보조는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 소재
가구의 보험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보험료보조가 보험가입률에 미
치는 영향이 재해위험도에 따라 상이한지 살펴보기 위해 보험료 보조율과 재해위험
도로 구성된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모형에 추가하였고, 추정결과를 [표
5]에 보고하였다.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는 수급가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비수급가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다(모형 (2), (4) 참조). 즉 비수급가구의

21) 임의효과모형은 집단 간 정보와 집단 내 정보를 모두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 패널개체 수만큼 자유
도가 손실되는 고정효과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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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가 재해위험도에 따라 상이한 반면, 수급가
구의 경우 보험료보조의 영향이 재해위험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록
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수급가구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더라도 보험료보조
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가 재해위험도에 상관없이 존재하며, 보험료보조의 보험가
입률 제고효과는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22) 바꿔 말하면, 비수급가구는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 보조율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가 보험가입률 제고 측면
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많을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보험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가구
와 비수급가구간에 상이하다. 과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택복구를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많을수록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감소하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 과거 재난지원금 수령실적이 지역주민들에게 재해위험도를 반영
하는 지표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재난지원금의 보험가입 구축효
과가 이처럼 수급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가중평균 산입기간을 각각 과거 2, 3, 5년으로 하여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확인하였
고, 추정결과는 부록 Ⅲ에 보고하였다. 과거 2년간 재난지원금 실적은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장기의 재난지원
금 실적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모형과 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적어도, 재난
지원금의 풍수해보험수요 구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험가입의 기대이익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평균보험료는 보험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해위험도와 평균보험가액은 보험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Browne and Hoyt(2000)와 마찬가지로, 평균보험료
가 높을수록 전체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감소하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평균보험료의 영향은 피보험자 유형별로 상이하다. 평균보험료는 비수급가
구의 보험가입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에는
22) 비수급가구의 보험료 보조율은 52.5~92.2%에 분포한다. 보험료 보조율이 평균(65.2%)이고 재해위
험도가 0, 5, 10, 15일 때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각각 0.71%, 0.74%, 0.76%, 0.78%로, 재해위
험도가 높을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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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급가구의 경우 비수급가구에 비해 평균보험료는
낮고 보험료 보조율은 높아 실제 수급가구가 납부할 자부담 보험료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한다. 낮은 자부담 보험료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방식으로 인해 수급가구는 보험료 변동에 체계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수급가구는 평균보험료 상승에 따른 보험가입의 기대이익
감소에 합리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방재예산이 1% 증가하면 보험가입률은 약 0.281% 증가하고, 이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재난방재예산의 영향은 수급가구에서 두드
러진다.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은 지자체의 재난예산비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재난예산은 지자체의 방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
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과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수급가구의 경우 보험료보조 외에 지방정부
의 적극적인 판촉활동만으로는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
자립도는 비수급가구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비수급가구의 경우 재
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하고 이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수급자
비율은 수급여부에 상관없이 가구의 보험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난다.
단독주택비율은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비수급가구만을 고려할 경우 단독주
택비율이 1%p 증가하면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이 0.028%p 증가한다. 가구당 주
거면적은 수급여부에 상관없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난다.
1인가구 비율과 HHI가 보험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수급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
타난다.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풍수해보험 참여 보험회사 간 보험료 기준 시
장점유율이 고르게 분포될수록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
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보험회사 간 치열한 경쟁 및 판매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가격적인 요인 외 시장상황에
체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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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보험료 보조율

(1)

(2)

(3)

(4)

고정효과

고정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전체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비수급가구

0.058***

-0.108*

0.031***

0.032***

(0.018)

(0.055)

(0.005)

(0.005)

0.012

0.010

**

***

재난지원금

-0.060

-0.105

(0.026)

(0.030)

(0.013)

(0.013)

평균보험료

-0.961**

0.213

-0.284**

-0.305***

(0.420)

(0.456)

(0.119)

(0.107)

0.519

-0.540

0.071

0.079

(0.404)

(0.375)

(0.156)

(0.138)

평균보험가액
재해위험도
재난예산
재정자립도
수급자비율
단독주택비율
가구당 주거면적
1인가구 비율
HHI
상수
연도더미
관측치(클러스터)
R2

0.032

0.030

-0.006

0.001

(0.023)

(0.034)

(0.017)

(0.014)

0.283*

0.290*

0.035

-0.012

(0.157)

(0.157)

(0.052)

(0.063)

0.002

0.002

0.004

-0.010*

(0.025)

(0.024)

(0.009)

(0.006)

0.133

0.25

-0.102

0.001

(0.288)

(0.313)

(0.110)

(0.046)

0.014

0.002

0.028

0.028***

(0.043)

(0.041)

(0.015)

(0.008)

0.061

0.092

0.028

-0.002

(0.106)

(0.12)

(0.038)

(0.014)

**

**

0.307

0.376

-0.052

-0.028

(0.152)

(0.171)

(0.042)

(0.020)

**

-0.120

-1.847

-0.058

0.007

(0.785)

(0.727)

(0.213)

(0.184)

-21.218

-5.216

-2.606

-1.035

(13.238)

(17.544)

(4.623)

(1.823)

있음

있음

있음

있음

1,108(225)

1,053(225)

1,096(223)

1,096(223)

0.314
2

*

Hausman Test: χ (p-value) 26.55(0.047)

0.311
71.14(0.000)

0.106
12.44(0.713)

0.227
-

주: 1. *** p<0.01, ** p<0.05, * p<0.1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는 지자체의 보험가입률이며, 모형 (1)~(3)은 고정효과모형을, (4)는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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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재해위험도별 보험료보조가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보험료 보조율
재해위험도
재해위험도×보험료 보조율
재난지원금

(1)
고정효과
전체

(2)
고정효과
수급가구

(4)
임의효과
비수급가구

0.026
(0.017)
-0.228*
(0.127)
0.003**
(0.002)
-0.061**
(0.026)

-0.165**
(0.072)
-0.507
(0.758)
0.006
(0.009)
-0.106***
(0.030)

(3)
고정효과
비수급가구

-0.950**
(0.418)
있음

0.218
(0.459)
있음

-0.276**
(0.118)
있음

-0.301***
(0.106)
있음

1,096(223)

1,096(223)

평균보험료
연도더미
관측치(클러스터)

1,108(225)

R2

0.310

1,053(225)
0.298

0.012**
(0.005)
-0.120***
(0.041)
0.002***
(0.001)
0.013
(0.013)

0.1

0.012**
(0.005)
-0.119***
(0.041)
0.002***
(0.001)
0.012
(0.013)

0.233

주: 1. *** p<0.01, ** p<0.05, * p<0.1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는 지자체의 보험가입률이며, 모형 (1)~(3)은 고정효과모형을, (4)는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함
3. 평균보험가입금액, 재난예산, 재정자립도, 수급자비율, 단독주택비율, 주거면적, 1인가구 비율,
HHI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음

2. 자가점유도별 추정결과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률은 지자체의 자가점유율에 따라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율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이 지자체의 자가점유도에 따라 상이한지 살펴보았고 추정결과는 [표 6]에 보고하였
다. 모형 (1)에서 보듯이, 정부 보조율이 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은
자가점유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수급가구의 경우 자가점유
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보험가입률이 보험료 보조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모
형 (2)와 부록 Ⅳ 참조). 보조율이 1%p 증가하면 자가점유율이 높은 지역 소재 비수
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0.044%p 증가한 반면, 자가점유율이 낮은 지역 소재 비수
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은 0.013%p 증가한다(모형 (5)~(6) 참조).
세입자는 소유 동산에 대해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단체보험상품(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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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험Ⅱ)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가 지급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택소유자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
액은 세입자에 비해 높고 보험료 보조율의 1%p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주택소유자
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변화는 세입자보다 크다. 이로 인해 자가점유율이 높은 지역
일수록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이 보험료 보조율에 민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로부터 개별 가구의 행태를 유추할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보조
가 증가하면 보험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주택소유자만큼 적
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보험료 보조율 인상에 따른 주요 수혜
자가 세입자보다는 주택소유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 자가점유도별 보험료보조가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보험료 보조율
자가점유도×보험료
보조율

(1)

(2)

수급가구

비수급
가구

-0.057**
(0.024)
-0.113

0.012***
(0.003)
0.037***

(0.120)

(0.010)

(4)
수급가구
고점유
저점유

(5)
(6)
비수급가구
고점유
저점유

-0.173
(0.126)

-0.024
(0.017)

0.044***
(0.010)

0.013***
(0.003)

연도더미

-0.104
(0.029)
0.171
(0.449)
있음

0.011
(0.013)
-0.26***
(0.101)
있음

-0.159***
(0.044)
1.247
(0.963)
있음

0.007
(0.017)
-0.028
(0.263)
있음

0.019
(0.021)
-0.682***
(0.249)
있음

0.003
(0.004)
0.007
(0.030)
있음

관측치
(클러스터)

1,053
(223)

1,096
(225)

541
(112)

512
(111)

551
(112)

545
(113)

R2

0.094

0.249

0.268

0.009

0.215

0.341

재난지원금
평균보험료

***

(3)

주: 1. *** p<0.01, ** p<0.05, * p<0.1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는 지자체의 보험가입률이며, 수급가구는 고정효과모형을, 비수급가구는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함
3. 평균보험가액, 재해위험도, 재난예산, 재정자립도, 수급자비율, 단독주택비율, 주거면적, 1인가구
비율, HHI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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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
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
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수급가구에서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
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
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고위험지
역 비수급가구는 저위험지역 비수급가구에 비해 보험료 보조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
한다. 셋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자
가점유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넷째, 수급가구에서는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비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를 통해 보험가입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
다. 보험료보조는 재해위험도에 상관없이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을 촉진하지만, 그
효과는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지원 확대가 보험가입률 제고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재해위험도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는 비단 보험가입률 제고의 목적에
만 부합한 것은 아니다. 풍수해보험이 국가재정 운영부담을 초래하는 재난지원금제
도를 보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보조의 정당성은 단
순히 보험가입률 제고보다는 재해위험도가 높은 가구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확
보될 수 있다.
둘째, 자산피해 복구 중심의 풍수해보험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리스크
가 커진 가운데 부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재난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가구일수록 주거환경
및 고용조건의 재난취약성, 재난에 대비한 저축 및 보험가입 저조, 낮은 신용에 따른
불리한 대출조건 등으로 인해 재해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153

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풍수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수준별로 보험료 보조
율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도와 상품이 주택피해 복구
위주로 설계되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액이 현저히 낮다.
세입자동산은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피해발생 시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받는다. 보험료보조의 주요 수혜자가 주택소유자라는 점
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최근 자산피해 복구 위주의 재난지원제도
가 재난이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일련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주요국에
서는 재난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Howell and Elliot 2019; Billings
et al. 2021).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018년 기준 56.2%로, 가계자산에서 주택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구가 풍수해보험제
도의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23) 이러한 맥락에서 풍수해보험이 위험도에
상관없이, 혹은 낮은 사고빈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보
험가입을 독려해왔던 관행은 결과론적으로 바람직한 접근일 수 있다.24)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입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미국의 GFIP
(Group Flood Insurance Program, 단체홍수보험)처럼,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잦
은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장기간 풍수해보험 가입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5) 향후 풍수해보험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면, 보험료 보조율을 주택가치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의 풍수해보험 수요 구축효과가 관측되는 바, 재난지원제
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제도 간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손실보상이 아닌
주거보장임을 명확히 하여 주거보장에 상응한 지원금을 정하고, 재난이전 상태로
23)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잠정결과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주택 4,725조
원(50.8%), 주택이외 부동산 2,341조원(25.2%), 순금융자산 2,102조원(22.6%) 등으로 구성된다.
24) 다만 수급가구의 안정적으로 낮은 손해율은 요율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13~2019
년 기간 동안 사고빈도는 비수급가구 0.3%, 차상위가구 0.04%, 기초생활수급가구 0.06%이다. 동 기간
수급가구의 손해율은 8.1%로 비수급가구(40%)의 1/5에도 미치지 않는다.
25) 미국 연방정부는 대출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재난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을 실
행하지 않고 단체홍수보험에 가입하도록 3년치 보험료(2020년 기준 2,400달러) 전액을 대납한다.
동 보험의 보상한도는 7.5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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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풍수해보험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05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을 전부 개정하면서, “보상적 성격으로 변질된 복구비 지원체제를 생계유지 및
생존권보장 차원의 지원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개정사유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
나 주거보장의 목적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6조에서는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목적 및 용도를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시한다. 이에 재난지원금은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그 지원수준
은 응당 복구비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
라도 실제 복구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충분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재
난지원금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초래한다.26) 미국의 경우 주택 복구 및 교체를
위한 지원의 기준을 거주가능성(Habitability)으로 규정한다. 이때 거주가능성은 안
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재난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FEMA 2021).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이 재난이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주거보장
을 위한 지원수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가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의 풍
수해보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경험, 위험선호도 변화 등에
대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가구단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강원 산불 등 특정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
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5건이 발의되었다. 2017년 11월 발의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0447)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
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그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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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변수 정의 및 출처
변수

정의

출처

보험가입률

(연간 보험가입건수/주택거주 가구 수)×100

행정안전부

보험료 보조율

(연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보험료/ 연간 보험료)×100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과거 4년간 주택피해복구 목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천원)을 가중평균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

행정안전부

평균보험료

지자체의 연간 보험료(천원)를 보험가입건수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

행정안전부

평균보험가액

지자체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천원)을 보험가입건수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

행정안전부

재해위험도

과거 4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천원)을 가중평균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

국민재난안전포털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 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100

지방재정 365

재난예산

재난･민방위예산(천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지방재정 365

수급자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수+차상위 수급자수)/인구 수}×100 통계청, 사회보장통계

단독주택비율

(단독주택 거주 가구 수/주택거주 가구 수)×100

통계청 주택총조사

주거면적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m2)

통계청 주택총조사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수/가구 수)×100

통계청 인구총조사

HHI

보험회사별 풍수해보험료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값 행정안전부

자가점유도

2015년 기준 자가점유율이 중간값보다 크면 1,
아니면 0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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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변수 간 상관관계

구분
(2) 보험료
보조율

(1)
보험 (2)
가입률
*

0.235

(3)

(4)

*
-0.055 -0.016

1.000

(4) 평균
보험료

-0.063 -0.393

*

*

0.143

*

*

0.071

*

0.239

*

0.162

*

0.197

(5) 평균
보험가액

0.091 -0.357

(6) 재해
위험도

0.250

(7) 재난예산

0.195

*

0.066

*

0.064

*

(6)

(7)

-0.500 -0.185

*

1.000

*

0.728

*

0.085

*

0.060

*

0.010 -0.104* -0.109* -0.070* 1.000

*

1.000

*

0.099

*

0.235

*

1.000

*

0.390

*

(9) 수급자
비율

0.517

(10) 단독주택
비율

0.612

(11) 주거
면적

0.067

(12) 1인가구
비율

*
*
*
0.403 -0.005 -0.221 0.024 0.194 0.040

(13) HHI

(8)

(9)

1.000

*

*
*
*
*
*
0.133 -0.124 -0.021 0.123 0.133 0.017 -0.753 1.000

*

0.165 -0.062

*

0.057

*

(10) (11) (12)

1.000

(3) 재난
지원금

(8) 재정
자립도

(5)

*

*

*

-0.229 -0.469

*

0.012 0.170* 0.318* 0.321* -0.615* 0.579* 1.000

*
*
*
*
*
*
0.089 -0.041 0.214 0.212 0.397* 0.061 -0.179 0.123 1.000

0.004 -0.564* 0.572* 0.659* -0.238* 1.000

0.031 0.454* 0.441* -0.164* -0.153* 0.242* -0.165* -0.210* -0.102* -0.011

주: 지면 관계상 상관관계 계수가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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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재난지원금의 보험가입 구축효과:
강건성 테스트

구분
보험료 보조율
재난지원금(2년)

(1)

(2)

(3)

(4)

(5)

(6)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0.114**

0.032***

-0.112**

0.032***

-0.106*

0.032***

(0.058)

(0.005)

(0.056)

(0.005)

(0.055)

(0.005)

-0.008

0.001

(0.025)

(0.008)
-0.068**

0.013

(0.028)

(0.010)
-0.104**

0.010

(0.041)

(0.018)

0.284

-0.304***

재난지원금(3년)
재난지원금(5년)
평균보험료

0.196

***

-0.308

0.165

***

-0.305

(0.468)

(0.106)

(0.460)

(0.106)

(0.464)

(0.107)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관측치

1,053

1,096

1,053

1,096

1,053

1,096

(클러스터)

(223)

(225)

(223)

(225)

(223)

(225)

R2

0.309

0.227

0.294

0.227

0.313

0.227

연도더미

주: 1. *** p<0.01, ** p<0.05, * p<0.1를 나타내며, 괄호 안은 군집표준오차임
2. 종속변수는 지자체의 보험가입률이며, 수급가구는 고정효과모형을, 비수급가구는 임의효과모형을
사용함
3. 평균보험가입금액, 재해위험도, 재난예산, 재정자립도, 수급자비율, 단독주택비율, 주거면적,
1인가구 비율, HHI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보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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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재해위험도･자가점유도별 보험료보조가
비수급가구의 보험가입률에 미치는 영향
나. 자가점유도별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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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A County-level Empirical Analysis

Song, Yunah*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household purchase of the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using panel data o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and post-disaster relief
grants for the years 2015-2019. We find that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 increases
with the increased premium subsidy.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emium subsidy on increasing the take-up rate is more pronounced in a county with greater flood risks and a county
with greater home-ownership rates. In addition, we find that increased disaster relief grants
reduce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s in a group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crowding-out effect of disaster relief grants.
쉍 Keywords: Natural Hazard Insurance,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remium
Subsidy, Disaster Relief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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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2011. 11. 1.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45호 제정
2017. 11. 23.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0호 개정
2020. 3. 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0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기준
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한글명칭은 ‘예산정책연구’로 하고, 영문명칭은 ‘Journal
of Budget and Policy’로 한다.

제2장 학술지편집위원회
제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
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라 한다)에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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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경력･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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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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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
다.
2. “변조”란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료의 오류도 왜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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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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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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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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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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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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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통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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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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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보완하여 투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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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AAB, AAC

재심 결과 조합
AAA, AAD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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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수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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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투고자가 10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
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저자가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량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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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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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1월 13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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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확보하여 방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독자적･중
립적으로 전문적 연구･분석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예
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
를 기대합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다 음 빲빲빲빲빲빲빲빲빲빲

□ 논문 분야
◦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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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게재한
다.
2)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단, 연구기
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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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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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
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1), (2), (3), …’, ‘(가), (나), (다), …’ 순을 따른다.
일반적인 구분
Ⅰ., Ⅱ., Ⅲ., …
1, 2, 3, …
가, 나, 다, …

세분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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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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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C

(1)

   cos   sin 

(2-a)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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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페이지 표시
는 한 면일 경우 00쪽(동양 문헌) 또는 p.00(서양 문헌), 여러 면일 경우 00~00쪽
(동양 문헌) 또는 pp.000-000(서양 문헌)로 표시한다.
2)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
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한글 3글자 길이의
밑줄(______)로 인명을 대체한다.
3) 각각의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는 아래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논문(학위논문
포함),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은 동양 문헌 및 서양 문헌 모두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저서 또는 번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동양 문헌의
경우는 낫표(「 」)로, 서양 문헌의 경우는 기호 없이 이탤릭체(italic)로 표기한다.
4)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제작자, 주제명, 제작연도, 웹주소(검색일자)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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