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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장유미* 김영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재
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하고, 민주적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지방정부에서 주
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
으로 도입･시행되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시행 기간이 짧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비해 관
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으로 사업의 채택요인
을 확인하여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사
업으로 인한 편익의 범위, 사업 제안자의 이익집단 여부, 전문성 여부, 그리고 제안서 심사 부
처의 예산규모가 사업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 제안자의 특징이 사
업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안서 심사 부처의 예산규모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발전을 위해 제안사업 심사
에 있어서의 익명성 확보, 일반 제안자들을 위한 사업 전문성 확보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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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의민주주의가 대부분 국가들의 일반적인 통치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며, 시민들은 이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Geisel 2012). 최근 들어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 공공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Box 1998; Bingham et al.
2005; Zhang and Yuguo 2011),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
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논의되어 왔다(Krenjova and Raudla 2013).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지방정부에서 주
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
도를 2017년부터 시범도입 후, 2018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현재까지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
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참여를 통한 예산형성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엄태호･윤성일 2013; 주기완 2020).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에 관
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는 중앙정부 수준의 참여예산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탓에
관련 자료가 이제 축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달리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등의 활동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즉 참여의 대상과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국민
참여예산사업의 효과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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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사업의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예산사업 채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국
민참여예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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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 System)에 관한 논의
가. 참여예산제도
시민참여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정치체제 내의 법적 거주인이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시민의 의도적 개입”이며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민들의 의도적
인 개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Langton 1978; 전영평 외 2007; 권오성 2015).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접근방식 중 하나이며, 투명성과 시민들의 참
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예산편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
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곽채기 2005).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
회 문제와 관련한 정책은 행정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경우도 비록 예산안의
최종적인 승인은 의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은 정책을 실제로 수행
하는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실제 시민들의 의사를 반
영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관료들은
Niskanen(1971)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존과 권력의 확대를 위해 예산을
극대화하게 되고, 이는 곧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로 이어지게 된다(손종필･김대진
2017).
반면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예산배
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지출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관료들이 비효율
적인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는 관료조직의 예산 극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손종필･김대
진 2017). 이렇듯 참여예산제도는 일반적인 정책과정 또는 예산결정 과정과 달리 행정
의 대응성(Responsiveness)과 민주성(Democracy)을 높이며, 예산편성 과정에 직
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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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의의를 가진다(이순향･김상헌 2011).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Port Alegre)시에서 처음 도입되
었다(나중식 2004). 뽀르뚜 알레그리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의한 예산통제
시스템”인 참여예산제를 고안하여 1989년부터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시
정부예산 중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에 대한 배정과 집행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
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해당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시
의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는 점에서 성
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면서 수많
은 학자들을 통해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학술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참여예산제도가 예산운영의 투명성, 대응성, 분
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ngton 1978; Wampler and Avritzer
2004; Koonings 2004; Bäutigam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도 다수 있었
다. 특히 참여의 불평등성, 제도 적용의 한계, 예산결정의 단기적 시각 등에 대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먼저, 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집단에 따라 참여도
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책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Baierle 2002; Penha 2003; 나중식 2004). 이는 곧 예산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즉 예산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아닌, 특정 집단만의 의견이 예산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예산제도는 주정부 또
는 국가차원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Baierle 200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
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때문에 참여 대상
이 많아지면 관리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 또는 계층의 독점, 지역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예산제도는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참여예산사업은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점은 오히려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하연섭 2018). 하지
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
산의 경제적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나중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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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운용, 지방분권 강화, 주민들에 대한 책임
성과 대응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부터 시작되
었다(Patterson and Wagner 2013). 중앙정부는 2003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교부
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
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
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244개의 모든 기
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선행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으로 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영평 외(2003)의 연구는 대
구 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하였다. 전주상(2008)은 국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장치마련,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발전을 통해 해당 제
도의 성공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강인성(2008)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6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정도에 따라 참
여유형을 나누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성민･최윤주
(2009)의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개의 지방정부를 대
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성공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
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수구･박영강(2015)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
구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이 지방의회의 예산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의회의 예산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수길･류일환(2018)은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주민참여의 폭넓은 확대와 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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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보편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참여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라는 한계와 참여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특징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참여예산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 후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재정법」 제16조1)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2)에 근거하여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
안하고 심사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가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제안은 중앙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포괄하지만 ①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② 단순 민원이나 재정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법
령 위반사항 ③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④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 ⑤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참여예산은 제안형과 토론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제안형은 적격으
로 판단된 제안사업을 정식사업으로 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며, 토론형
1)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
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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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련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갖는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당시에는 제안형 국민참여방식으로만 진행되
었으나, 보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9년부터 주요 사회 이슈 및 재정사
업에 대해 국민과 논의･토론과정을 거쳐 개선아이디어를 심화 발전시키는 토론형 국
민참여방식을 추가 운영하였다. 토론형 참여방식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으로 기존의 참여예산제도 방식을 보
완하고 국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국민참여예산 운영은 다음 절차를 거친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홈
페이지,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한 제안을 상시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접수된 제안
들을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검토하고, 적격 판단을 받은 사업에 한해 숙성과정
을 진행한다. 숙성과정은 제안자 의견수렴, 지원협의회 논의, 현장토론을 거친다. 지원
협의회의 경우 복지･사회･경제･일반행정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
성된다.
이후 예산국민참여단의 토론이 진행되는데 예산국민참여단은 실제 회의에 참여하
는 부처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논의하여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다. 일
반국민 예산참여단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의 이익을 과다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
고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무작위 통계 추출을 실시한다.3) 이
에 더하여 예산국민참여단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
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각 취약계층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을 통해 대상자를 추
천받게 된다. 숙성과정과 참여단의 토론을 거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과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토론형 사업의 경우, 제안형 사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주체선정 투표, 온라인･현장 토론, 부처의 사업요구, 기획재정
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3) 시도별(17), 성별(2), 연령별(5)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 추출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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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참여예산 운영 과정
운영준비
(1월)

사업제안 및 숙성
(1~5월)

참여단 구성 및
선호도 조사
(4~7월)
정부 예산안
실제 반영
(6~8월)
사업 집행 점검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9~12월)

∙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통보
∙ 사업제안 접수
∙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
- 부처검토(3~4월), 지원협의회 심사(5월), 현장토론회(5월)
∙ 토론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
- 토론이슈 확정(3월), 온라인 토론(3~4월), 현장토론회(5월)
∙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 예산국민참여단 구성(5~6월)
- 예산국민참여단 구성(5월), 참여단 역할 숙지 및
사업검토(5~6월), 패널 토론회(6월)
∙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7월)
∙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6~8월)
∙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8월)
∙ (국무회의) 예산안 확정(8월)
∙ 사업별 집행현장 방문
∙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운영보고서」, 2021

3.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회계연도 기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사이트(www.my
budget.go.kr)에 공개된 제안형 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제안사
업들 중 동일한 제안자의 중복된 제안사업이나 단순 민원성 사업을 제외한 제안사업은
총 4,599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약 4.8%의 사업이 채택되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
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4년 동안 총 210개의 사업에 대하여 476,907
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다음 [표 1]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참여예산사
업의 수와 국회 확정 예산액을 정리한 표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의 수는
2019년 38개에서 2022년 7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예산배정액 또한
2019년 92,808백만원에서 2022년 142,851백만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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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참여예산사업 현황(2019~2022)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2019

합계

평균

1,205

964

1,002

1,428

4,599

1,150

채택사업 수(비율)

38(3.1)

38(3.9)

63(6.3)

71(5.0)

210(4.8)

53(4.6)

예산총액

92,808

124,477

116,771

142,851

476,907

119,227

2,442

3,276

1,854

2,012

2,271

2,250

제안된 사업 수

채택사업대비 예산

2020

2021

2022

주: 1. 채택사업 수는 국회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수를 의미함
2. 평균 사업대비 예산은 평균 예산총액 대비 평균 사업 수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22

다음으로 사업대상별 구성을 살펴보았다.4) 4,599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
업의 약 53%인 2,441개의 사업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며, 그중 아
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397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각 235개와 217개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이 전체의 38.9%를,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8.1%를 차지하였다([표 2] 참조).
[그림 2] 사업대상별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구성 분포(2019~2022)
(단위: %)

4) 사업의 분류는 사업 제안서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여 사업의 대상을 분류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의 저자들 간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통한 사업대상별 분류 동일성 확인 후 유형(대상)을 결
정하여 분류의 타당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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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업대상별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구성(2019~2022)
(단위: 개, %)

사업 대상

사업 수

구성 비율

아동･청소년

397

8.6

예술･체육

86

1.9

장애인

235

5.1

여성

84

1.8

노인

217

4.7

국방･보훈

84

1.8

농어촌

198

4.3

기업관련

79

1.7

소외계층

148

3.2

대학

63

1.4

청년

142

3.1

공무원

32

0.7

소상공인

115

2.5

기타

361

7.9

다문화

105

2.3

보편

1,787

38.9

95

2.1

지역

371

8.1

합계

4,599

100

출산관련

사업 대상

사업 수

구성 비율

주: 1. 기타: 사회복지사, 목공사 등 특정 단체 또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기업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보편: 법 개정, 신호체계 개선 등 다수의 보편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 특정 지역의 지하철 노선 확대, ○○지역 개발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표 3] 사업대상별 국민참여예산 채택사업 구성 비율(2019~2022)
(단위: 개, %)

사업 대상

채택된 사업

구성 비율

아동･청소년

22

10.5

기업관련

12

장애인

사업 대상

채택된 사업

구성 비율

노인

4

1.9

5.7

공무원

3

1.4

11

5.2

출산관련

3

1.4

농어촌

9

4.3

소상공인

2

1.0

여성

8

3.8

예술･체육

1

0.5

소외계층

8

3.8

대학

0

0.0

국방･보훈

5

2.4

기타

27

12.9

다문화

5

2.4

보편

75

35.7

청년

5

2.4

지역

10

4.8

합계

210

100.0

주: 1. 기타: 사회복지사, 목공사 등 특정 단체 또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2. 기업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보편: 법 개정, 신호체계 개선 등 다수의 보편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 특정 지역의 지하철 노선 확대, ○○지역 개발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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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4,599개의 사업 중 정부와 국회에서 채택되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210개이며, 약 60%의 사업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그중 아동 및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10.5%, 기업관련 사업 5.7%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5.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체
의 35.7%를,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8%를 차지하였다([표 3] 참조).
[표 2]와 [표 3]을 비교하였을 때 채택된 사업의 경우,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은 5.9%p 증가한 반면, 보편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9%p, 특정 지역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은 3%p 감소하였다.
[그림 3] 사업대상별 국민참여예산 채택사업 구성 분포(2019~20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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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요인 탐색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참여예산사업의 특성과 사
업 제안자의 특성, 그리고 예산사업 채택의 주 행위자인 정부 관료의 특성에 관한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는 크게 행정
부와 의회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예산의 경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채택하
고 숙성하는 모든 과정을 행정부에서 수행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참여예
산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조정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사업
의 채택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과정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인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사업의 특성 요인
앞서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들의 구
성은 아동 및 청소년, 기업,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체 사업의 60%를 차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특성과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특성에 주목한다.
20세기부터 행정학 또는 정책학에서 정책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
다. Arnold(1979)는 Lowi(1964)의 정책유형 분류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 배분정책
과 관련하여 편익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분류하고,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
책의 비용과 편익의 특성에 따라 정책행위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다른 행태를 나타
낼 수 있다고 보았다. Arnold(1992)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따라 정책을 사회구성원
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보편적 범위(General)와 특정 집단 또는 지역에 편익을 부과
하는 집단대상(Group)과 지역대상(Geographic)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
들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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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rnold(1992)의 편익의 범위 분류
구분

정의

비용･편익의 범위

보편
(General)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제성장, 물가안정, 공중보건 향상,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보편적 증세, 경기침체, 등 집합적
자산과 관련된 정책

집단
(Group)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특정 산업분야, 성별, 연령, 인종, 특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특정 집 정 질병환자, 문화 활동 등에만 영향
단의 구성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미치는 정책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역도서관 건설, 지역 SOC 건설 등
지역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특정 지
(Geographic)
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자료: Arnold(1992)의 재구성

보편적 범위는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범
위를 의미한다. 일반적 편익으로는 경제성장, 물가안정(Stable Prices), 공중보건(Public Health)의 향상 등을 포함한 집합적 자산과 관련된 편익이 있다. 집단대상은 정책
으로 인한 효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 편익
또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산업분야 또는 계층의 성장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며, 특정 회사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재향군인회 지원, 농촌보조금정
책(농산물가격보조정책)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대상은 정책으로 인
한 효과가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구･군 등 특정 지역의 구
성원들에게만 편익 또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역도서관 건설,
지역 SOC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편익의 범위에 관한 특성은 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예산은 특정 정
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부담자와 그로 인한 편익의 수혜자, 의사결정자 모두
가 다르다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하연섭 2018). 이러한 예산의 특성으로 정책
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모든 국민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는 반면, 정책을 위한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분산되고 그로 인한 편익이 특정 집
단･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의 참여가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정부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자원이 아니라 세금을 낸 시민들 모두의 자원이므로 공유지의 비극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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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경우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고갈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손
종필･김대진 2017). 예산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귀속되지 않으며, 예산이 소모되더
라도 쉽게 보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서 정책을 통해 예산지출의 편익을 받는 시민들에게서도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한 유인이 존재하므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하며(손종필･김대진 2017), 이는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누리
는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유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Wilson and Dilulio
2001; 전진영 2009).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
민참여예산사업의 주요 재원은 일반재정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재원이 구성
된다. 즉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다수의 국민으로 분산된다. 반면 과반 이상
의 사업은 특정 집단 또는 지역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참여예산제도의 정치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보편사업에 비해 편익을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집중시키는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제안자의 특성
앞서 설명하였듯이 특정 단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형성에 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익집단과 전문가집단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진
행한다. 이익집단이란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결성되어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
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박천오 1999).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
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익집
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 정부와 대립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행정기관들과 이들이 소관하는 정책영역에서는 정부 관료와
이익집단이 공존, 더 나아가서는 상호 협력관계에 놓일 수 있다(Peters 1995; 박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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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특정 정책 형성에 있어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정
책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부관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 및 전략을 교환할 수 있다
(Waarden 1992). 김익식･장연수(2004)의 연구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이익단체의
장 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익단체 유형별로 영향력을 행사하
는 정책과정의 단계, 참여방식, 대정부 건의 내용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으며,
전문가단체, 연고단체, 직능단체 등의 이익단체들이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대식･최진혁(2005)은 9개 도시의 382개 주요 이익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익단체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정책형성에 영향력
을 행사한다는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익집단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참여예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여
지가 있으며, 실제로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기존 국민의 제안 취지와는 다르게 실질
적인 정책 수요자들보다는 정부 정책기조와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5)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이익집단이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정책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난제(Wicked
Problems)가 등장하면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지식 확보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관료들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특정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가 정책을 형성할 때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Ashford 1984, p.73; Brown
2008, p.548; Maasen and Weingart 2005, pp.14-15). 이에 정부에서는 정책형성
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
5) 주애진,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겉도는 국민참여예산,” 동아일보, 2020. 2. 4. <https: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3/99521962/1, 접속: 2022. 6. 9.>
김보경, “‘꼭 필요한 사업이라더니...’ 국민참여예산 졸속･부실 집행,” 아시아경제, 2021. 8. 16. <https://
www.asiae.co.kr/article/2019092610544446603, 접속: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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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Martin and Richards 1995).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정책형성
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심지어는 전문가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도 발생한다(Krick 2015). 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rick(2015)의 연구는 과학기술분야의 공공정
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하였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정부가 정책을 형성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 Peter et al.(2016)의 연구는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특
정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료조직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논의를 미루어볼 때 국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관료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제안하는 사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
구는 사업 제안자의 전문적인 특성을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요인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2: 전문가(집단)가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 예산 극대화 추구자로서의 관료의 특성
Niskanen(1971)은 예산 극대화모형을 통해 의회나 정당의 이익보다는 관료 개인의
예산과정에서의 행태를 주목하여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설명하
였다. Niskanen(1971)의 예산 극대화모형의 핵심 주장은 관료는 합리적이므로 자신
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는 것이다. 해당 모형은 관료들이 높은 자율성과 비교적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며, 아젠
다 통제권(Agenda Control Advantages)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 하
에서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는 성공적인 경향을 갖는다(강윤호 1999). 예산 극대화모형
에서 관료들은 조직의 예산증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호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예산삭감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생존을 확
보하고자 한다(강윤호 1999). 만약 합리적 관료에 의한 예산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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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적 평판, 권력, 산출물 등의 영역에서 극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예산의 추구자로서의 관료의 특성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관료의 예산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2004년부터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상황에 기초한 중기예산계획(MTBF: Mid-term Budget Framework)을 수립하
여 총 세출규모의 한도를 설정하고, 정해진 세출한도 범위 내에서 하위 범주로서의 기
능별･분야별 세출의 한도를 설정하며, 마지막으로 세출한도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편성구조를 가지고 있다(김나영･김은지 2017). 이를
통해 각 부처들의 예산의 과대요구를 막을 수 있으며,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예산 극대화모형의 관점에서 각 부처들은 자신들의 세부 분야마다 지출
총액의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각 부처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정당성을 높
여야 한다. 특히 배정된 예산의 규모가 작은 분야에 속한 부처들의 관료는 해당 총액 내
에서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참여예산은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민
참여예산사업은 국민들이 필요성에 의해 직접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정
당성을 유지할 수 있고, 더불어 행정부의 민주적 책무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예산의 규모가 작은 부처일수록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유인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심사를 담당하는 부처의 예산규모가 작으면 사업이 채택될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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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모형
1.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함이다. 분석대상은 회계연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안된 국민참여예산 제안서
3,171개이다.6)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사이트(www.my
budget.go.kr)와,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요청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
구는 종속변수가 사업의 채택 여부로 이산형(Binary)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로버스트(Robust) 방법에 의해
추정하였다.
[그림 4]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 제
안자의 특성, 그리고 예산 극대화의 추구자로서의 관료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도식화 하였다.
[그림 4] 연구의 분석틀
사업의 특성

- 보편사업, 집단사업, 지역사업

제안자의 특성

- 이익집단 여부
- 제안자의 전문성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

예산 극대화 추구자로서 관료의 특성

6)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외국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2022년을 제외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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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들이 제안한 국민참여예산안의 채택 여부며, 국민참여예산
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은 국민참여예산이 채택되었으면 1, 채택되
지 않았다면 0으로 코딩하였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업의 특성, 제안자의 특성, 관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네 가지 주요 가설
에 의거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택 요인을 의미한다. 먼저, 사업의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Arnold(1992)의 편익 범위 분류에 따라 보편적 사업,
집단사업, 지역사업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편익의 범위에 따라 보편사업일 경우 1, 집
단사업 2, 지역사업 3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사업의 분류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내
용분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저자들 간 크로스체크를 통한 사업대상별 분
류 동일성을 확인 후 유형을 결정하여 분류의 타당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제안자의 특성 중 이익집단은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
가 특정 단체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전문성(Expertise)에 대한 측정
은 온기찬(1996)이 제시한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전
문성은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초보자 또는 경험이 적은 사람을 구별해 주는 특성, 기술,
지식’이다(오헌석 외 2007). 일반적으로 전문가란 특정 학위를 취득한 교수 또는 연구
원, 의사, 각 분야의 학자 등과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을 통해 인증된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을 의미하였다(김선영 2013).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직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
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숙련된 수행자를 포함하는 것
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Ericsoon and Lehmann 1996). 온기찬(1996)은 초보
자와 구분되는 전문가의 특징을 ① 영역 특수적 지식의 보유 ② 특수한 지식을 통한 문
제해결전략 제시 ③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④ 지식에 기반한 결과 예측 능력 등
네 가지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네 가지 특징 중 세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전문가로 상정하며, 제안자가 전문가일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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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하였다.7) 전문가에 대한 분류 또한 분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제안서를 내용
분석 하였으며, 연구저자들 간의 크로스체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의 예산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재정(www.openfiscaldat
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부처별 예산을 수집하였다. 정부부처의 규모에 관한 변수는
t년도의 예산을 (t-1)시점에 편성한다는 예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t-1)의 시차를 적용
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활용하였다.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는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
책결정에 미치는 강도와 범위 등에 대해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 보는 시각이며, 정치적 요인은 정치적 구조와 과정을 정책 산출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하며 주로 소속정당의 특성, 투표율, 선거 등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독립
적으로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예산의 채택요인을 확
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치적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활용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은 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에서 출발하였는데,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욕구(needs)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산업화로 풍
부해진 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정정길 2010). 산업화이론에 따르면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수준, 인구의 구성 등으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이에 맞는 정책을 형성한다(O’Connor 1988).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지출 요인으로서 소득수준,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구의 구성 등이 지출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abricant 1952; Dawson and Robinson
1963; Lineberry and Sharkansky 1978). 따라서 본 연구는 통제변수로 GDP 대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구의 구성을 설정하였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의 구성의 경우, 앞서 국민참여예산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노령화 지

7) 단 제안서에 제안자의 이름이 아닌 한국연구재단, 장애인협회 등 기관명이 제시될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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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외국인 비율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또한 예산
의 특성을 고려하여 (t-1)시점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변수를 정
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변수의 구성
사업의 특성
종
속 채택
변 여부
수
사업의
특성
독 이익
립 집단
변
전문성
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채택 여부

채택=1
비채택=0

편익의 범위
(Arnold(1992)의 분류 보편, 집단, 지역)

보편=1
집단=2
지역=3

이익집단 여부

이익집단=1
비이익집단=0

사업 제안자의 전문성 여부

전문성=1
비전문성=0

부처의
규모

(t-1)년도 사업심사 담당부처의 예산(log)

경제
성장률

(t-1)년도 GDP대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t-1)년도 실업률

노령화
(t-1)년도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지수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log)
통
제 장애인
(t-1)년도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 비율
변 비율
수 기초생활
(t-1)년도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비율
비율
외국인
비율

측정

(t-1)년도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백만원

출처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www.mybudget.
go.kr)

열린재정
(www.openfisc
aldata.go.kr)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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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가.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진행하였으며 [표 6]과 같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제안자의 특성 요인인 이익집단과 전문성의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연구는 사업의 특성, 이익집단, 관료의 특성 요인만을
분석한 Model 1과 사업의 특성, 전문성, 관료의 특성 요인만을 분석한 Model 2로 나
누어 두 가지 모델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각 변수들의  
값과 P값을 비교하여   값과  ≻  의 유의성이 큰 장애인 비율과 해당 변수와 상관
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실업률을 분석에 포함하였다.8) 해당 변수들을 설정함으로써
분석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변수들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 기술통계 분석
국민참여예산사업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앞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
계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3,171개의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된 사
업은 139개로 4.4%를 차지하였다. 사업의 특성을 확인하면, 집단사업 1,655개, 보편
사업 1,257개, 지역사업 266개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 제안자의 특성으로
는 이익집단이 제출한 사업이 435개, 전문가(집단)가 제출한 사업이 661개로 각각
13.7%와 20.8%로 확인되었다.
8) 통제변수들의   값과  ≻  값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비율

노령화 지수

수급자 비율

경제성장률

외국인 비율

실업률

0.1268

0.1264

0.1262

0.1253

0.1234

0.1221

0.009

0.010

0.011

0.018

0.066

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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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상관관계 분석
채택
여부
(a)

사업
특성
(b)

이익
집단
(c)

(a)

1

(b)

0.001

(c)

0.071 0.097

(d)

0.186 0.083 0.733

전문성

예산

(d)

(g)

경제 실업률 노령화 장애인 수급자 외국인
성장률
지수
비율
비율
비율
(h)
(i)
(j)
(k)
(l)
(m)

1
1
1

(g) -0.150 0.134 -0.076 -0.099

1

(h) -0.065 -0.123 -0.147 -0.157 0.003

1

0.051 0.090 0.142 0.169 -0.026 -0.824

(i)

1

(j)

0.064 0.124 0.131 0.131 0.009 -0.961 0.635

(k)

0.058 0.116 0.108 0.099 0.019 -0.861 0.420 0.968

1

(l)

0.064 0.124 0.135 0.137 0.006 -0.975 0.677 0.999 0.953

1
1

(m) -0.059 -0.108 -0.150 -0.171 0.018 0.933 -0.973 -0.798 -0.62 -0.829

1

[표 7] 상관관계 분석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채택여부

채택: 139(4.4%), 비채택: 3,032(95.6%)

사업특성

보편: 1,257(39.5%), 집단: 1,655(52.1%), 지역: 266(8.4%)

이익집단

비이익집단: 2,736(86.3%), 이익집단: 435(13.7%)

전문성

비전문가: 2,517(79.2%), 전문가: 661(20.8%)

최댓값

예산

3,171

11.8004

1.7700

5.7071

13.6927

장애인 비율

3,171

0.0504

0.0004

0.045

0.0508

실업률

3,171

4.7818

0.0607

4.7158

4.8621

2.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 영향요인 분석
[표 8]은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이
다. 분석결과 제안자의 특성인 이익집단의 여부와 전문성, 그리고 사업심사 부처의 예
산규모 요인은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업의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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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변수[종속변수: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Coef.)]
사업의 특성

제안자의 특성

부처의 규모

통제변수

편익의 범위

이익집단

Model 1
집단

0.2635
(0.175)

집단

0.0587
(0.765)

지역

-0.1536
(0.712)

지역

-1.6555
(0.696)

0.5624**
(0.012)

전문성
부처 예산
장애인 비율
실업률

상수
N

Model 2

-0.3436***
(0.000)

640.2351**
(0.021)
0.4423
(0.387)

-33.4444**
(0.011)
3,171

1.5261***
(0.000)

-0.3239***
(0.000)

630.3349**
(0.026)
-0.0063
(0.990)

-31.7741**
(0.018)
3,171

Prob>chi2

0.0000

0.0000

R2

0.0746

0.1268

주: * p<0.1, ** p<0.05, *** p<0.01

구체적으로 사업 특성인 사업의 편익범위 요인은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제로 특정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사업에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과 채택여부와의 교차분석 결과 채택된 사업은 집단사업
30.1%, 보편사업 19.2%, 지역사업 3% 순으로 사업 비중이 구성되고 있으며, 채택사업
대비 비채택사업의 비율 또한 집단사업 5.1%, 보편사업 4.2%, 지역사업 3.1%로 나타난
다([표 9] 참고). 또한 국민참여예산제도 현황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참여예산으로 채택
된 사업들이 주로 아동 및 청소년, 기업,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체 사업의 60%를 차지한다. 이에 더하여 특
정 집단(이익집단)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채택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가설 2-1이 채택되었
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사업의 특성이 사업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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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업의 특성과 사업채택 비교분석 결과
(단위: 개)

구분

보편사업

집단사업

지역사업

합계

채택

51
(19.2%)

80
(30.1%)

8
(3.0%)

139
(100%)

비채택

1,201
(39.6%)

1,573
(51.9%)

258
(8.5%)

3,032
(100%)

합계

1,252
(39.5%)

1,653
(52.1%)

266
(8.4%)

3,171
(100%)

다음으로, 제안자의 특성 중 이익집단 요인과 전문성 요인은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채
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하였다. 이익
집단이 제안한 예산 사업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이익단체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예산 형성에도 마찬가지로 이익집단이 자원 및 전략을 교환하는 등
정부 관료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제안자가 제안한 예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
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예산사
업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가진 행위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현상 또는 특정 사업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의 예산규모가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이는 예산규모가 작은 분야에 속한 부처들
이 자기 부처의 지지기반 확보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산의 규모가 작은 부처는 예산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민주
적 책무성이 높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지출한도가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하에서 부
처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국민참
여예산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작은 부처들은 예
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활용할 유인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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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의 경우 장애인 비율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실업률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참여예산제도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이나 민주적 대응성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을 갖는다는 한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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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요약과 시사점
국민참여예산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이와 비례하여 배정되는 예산의 크기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
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회계연
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안된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3,171개를 대상으로 사
업의 채택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는 제안자의 특성과
부처의 규모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사업의 특성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업의 특성 요인으로 설정한 사업으로 인한 편익의 범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과 채택여부와 교차분석 결과와
비채택사업 대비 채택사업의 비율이 집단사업, 보편사업, 지역사업 순으로 나타났으
며, 채택된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약 60%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점, 가설
1과 이론적 연관성이 있는 가설 2-1이 채택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사업의 특성이
사업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의 특성이 국민참여예산
사업 채택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안자의 특성으로 설정
한 이익집단 요인과 전문성 요인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적
인 영향력을 확인하여 가설 2-1과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 이익집단이 집단
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국민참여예산사
업의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도출하였다. 또한 특정 사회 현상에 대
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제안한
사업의 경우,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제안서를 심사하는 정부부처의 예산규모와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 사이의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이는 즉 예산의 규모가 작
은 부처일수록 사업에 대한 민주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높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활용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중 제안자의 특성이 사업 채택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결과는 향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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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이익집단이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편
익취득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민참여예산제도
가 이익집단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자에 대한 정보는 제도를 관리하는 기획재
정부가 관리하고, 제안사업을 심사하는 부처들에게는 익명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고
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 제안자가 전문성을 가질수록 사업의 채택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
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대다수의 제안자들은 제안하는 사업과 사회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국민이다. 제도의 취지대로 일반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안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제안자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는 ‘OOO사업을 해 주세요’, ‘OOO이 불편합니
다’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또는 근거가 미흡하
여 채택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제안자들의 사업제안 의견을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반대로 특정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자신들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를 적절하게 조절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대상으로
사업의 특성과 채택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가진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회
계연도 기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사업 제안서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결과
도출이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3개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는 사업의 특성, 사업 제안자의 이익집단 여부, 전문
성, 제안서 심사 부처의 예산규모 등을 변수로 하여 사업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국민참여예산사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영향요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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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ject Adoption
of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Jang You-mi* Kim Young-rok**

Abstract

This study ver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the project in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s a system that transfers
political decision-making led by the government to the public, and has the advantage of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democratic validity of the budget. In Korea, it was
introduced by local governments in 2003, and the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as implemented in earnest in 2018. Since the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has a short implementation period, academic
research of the system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refore, the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implication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y identifying the factors for
adopting the project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budget system. For the analysis, the
scope of the benefits of the program, the interest group, expertise of the project
proposer, and the budget size of the proposal review departmen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project adoption were analyz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feature of the project proposer and the
budget size of the proposal review department could effect on the project adop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to secure anonymity in the review of the
proposed project and to prepare measures to secure project expertise for general
proposers.
 Keywords: National Participation Budget System, Project Adoption Factors, Policy
Type, Interest Group, Bureaucrat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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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예산의 올바른 운용은 국가사회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릇될 경우, 부실
재정으로 인해 국민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오늘날 공공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예산은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령 집행과정에서 특정 항목이 관례나 정치
및 당파적 약속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지어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의 과다･허위 청구가 끊
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정부의 고질병으
로서 심화된 예산낭비 및 비효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계제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과 예산과정의 접목, 인공지능 기반 공적 가치 창출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
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반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
대화를 위한 솔루션의 탐색 및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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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정
부기능의 지원 도구로써 인공지능 연구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예산은 정부의 핵심기능
으로써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자
동화된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및 평가, 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적
기회와 대안 식별에 통찰을 제공한다. 과거 전자정부 구현과정에서 정보화가 적용되었
듯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정부 구현과정에서 지능화의 적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예산의 올바른 운용은 국가사회경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릇될 경
우, 부실재정으로 인해 국민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오늘날 공공정책에 기반을 둔 정
부예산은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령 집행과정에서 특정
항목이 관례나 정치 및 당파적 약속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지어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의 과다･허위 청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행정안전부 2021)에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재정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재정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초기 집행단계
부터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요구된다. 재정관리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강화와 예산효
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심혜인
2020). 정부예산은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결정이다.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함께 집행계획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인공지능은 정부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정의
중추 기술인 인공지능의 활용은 저조하고 정부예산의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알고리즘
구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며 지원도구도 초기 단계에 있다.
정부의 예산규모가 팽창일로다. 2011년에 300조원이었던 예산규모는 2022년 608
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지출 급증과 함께 의무지출
로 경직적 지출만 300조원 규모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관리하는 사업 숫자가
증가하면서 부실한 집행이 우려된다(이원희 2022).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
복을 위해 4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중 이월･불용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
액이 1조 2,166억원에 달했다. 다른 곳에 쓰였다면 재정건전화에 사용됐을 돈이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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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잠든 셈이다.1) 또한 지자체 불용예산의 경우, 매년 30조원 정도가 환수되면서 국
가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이렇듯 정부의 고질병으로서 심화된
예산낭비 및 비효율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계제에 이르렀다. 인공지능 기술과
예산과정의 접목, 인공지능 기반 공적 가치 창출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인
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기반 예산집행의 효율
성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의 탐색 및 실천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3)

1) 박효정, “나랏빚 늘려놓고 지출도 비효율… 사회보험 재정부터 손질을,” 서울경제, 2021. 7. 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7KG7VB, 접속: 2022. 4. 12.>
2) 행정안전부, “지자체 불용예산 최소화 및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 지원,” 행정안전부, 2021. 12. 22.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7162, 접속: 2022. 4. 12.>
3)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산지킴이모델의 개념형성과 구조화에 초점을 둔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예산집행관련 데이터수집 및 전처리를 바탕으로 실천적 모델구축과 배포는 후속작업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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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부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 실태와 원인
1. 정부예산 낭비의 실태 및 현주소
그동안 정부 내에서 빚어진 예산 늘리기 경쟁, 비용개념 결여, 무사안일, 책임부재 등은
정부 비효율을 심화하는 고질적 요인이었다. 또한 매년 예산 및 결산 자료가 공개되지
만 재정 집행효율성 등 다양한 분석을 위한 모든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과 정보가 공
개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로 세분화
하여 편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항목에 대한 구체적 활동프로세스나 원가정
보가 명시되지 않고 있기에 성과평가 기준이나 집행효율성의 분석 및 판단이 어렵다
(이진석 2014).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8,000여건의 회계 관련 지적사례
중 반복･공통의 낭비사례가 2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10대
유형은 ① 기금관리 잘못 ② 목적 외 및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③ 계약 및 공사 관리 잘못
④ 중복 또는 과잉투자 ⑤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 ⑥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⑦ 과시 및 선심성 행사 ⑧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⑨ 국･공유재산 등의 미온적
관리로 인한 국고수입 증대 기회 상실 ⑩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압축됐다(행정안전부
2008). 또한 예산절감 지침서에서 10대 유형별 예산낭비 사례가 소개되어 예산낭비 재
발방지를 위한 사업내용 설명과 문제점 및 예산낭비 발생 원인까지 제시되었다. 동 지
침서는 단순히 과거의 낭비 사례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종의 예산절감을 위
한 타산지석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은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실무관점에서 예산단계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성과평가 및 결산단
계로 구분한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벗어나거나 합리적 의사
결정이 배제된 채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나 집행되거나 집행과정에서 관리체계 부실
등이 주로 비효율성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진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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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산단계별 비효율성 유형과 사례
구분

예산의 비효율성 사례

예산편성

∙
∙
∙
∙
∙
∙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결정/정치적 결정
사전조사와 상반되거나 결과를 무시한 예산편성
중복투자나 유사한 사업결정
수요와 비용예측 및 사업타당성 조사 미실시
업무규정 및 절차위반의 사업결정 및 예산편성
입법이전 사업결정 및 예산편성
잘못된 사전조사로 인한 과다예산 편성

예산집행

∙
∙
∙
∙
∙
∙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예산집행
연말 집중된 밀어내기 및 늑장집행
예산집행점검 및 관리 부실/주민반대 및 반발로 인한 사업집행 지체
과다 및 낭비적인 지출/구매 및 계약비리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과도한 예산의 전용/만성적인 이월/법규위반에 의한 집행

사업평가 및 결산

∙ 부실한 성과관리/부정확한 사업평가나 성과측정
∙ 평가결과의 왜곡/성과평가, 관리 및 환류제도의 미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자료 가공

그리고 사업평가 및 결산과정에서는 객관적 평가가 미흡하거나 체계적인 성과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해 차기 연도 예산에 대한 환류에 문제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올바
른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단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매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이 “나눠먹기 예산”, “쪽지예산”이
다. 이러한 사업은 대다수 타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 결과물의 유
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수반하여 매우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를 빗대어
국회의 예산심의를 “3실(정실, 밀실, 부실) 심사”로 표현하기도 한다(서경호 2017). 엄
밀하게 국회의 예산심의 및 결산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다면 비효율적 정책(사업)
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오류를 범하고도 감사원이 뒤늦게 발견한 액수
만 매년 수 조원 안팎인데 지난 9년(2012~2020년) 동안 90조 4,000억원에 달하면서
국가회계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이같은 오류수정손익 발생액 90조 4,161억원에
대한 부처별 분석 결과,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33조 1,787억원(36.7%)으로 나타났
다. 이어 국방부(31.1%) 28조 1,004억원, 해양수산부(9.7%) 8조 7,545억원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유오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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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2013~2018년) 동안 정부가 세수예측을 제대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
다. 그동안 많게는 25조원 오차를 드러내더니 2021년 60조원 가량의 세수 초과라는
오차를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여러 변수가 많아 100%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하지만 과도한 오차율 발생은 분명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잘못된 세수예측은 정부
가 계획한 세입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결손 사태를 맛보거나 때로 예상보다 수십
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4) 모자라도 문제, 남아도 문제인 것이
세수다. 하지만 세수추계가 들쑥날쑥하면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만큼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자 무리한 징세행
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세수입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이 요구된다. 정부는 오차율 발생 원인으로 민간소비 및 수출･수입 증가,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경제지표의 변동을 꼽고 있다. 물론 정부의 원인진단도 일
리 있지만 오랫동안 세수추계 오차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층 개선
된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세수추계는 재정운용의 비효
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2. 정부예산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진단
정부예산은 정책집행의 중요 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에서 보듯 국가전략지침, 성과평가, 소통 및 모니터링, 조정, 벤치마킹 도구로서 기능
을 수행한다. 하지만 예산기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운영 측면에서 투명성 저해 요인은 불필요한 예산편성,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편법집행,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회계부정, 그리고 비효율적 예산낭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이종운 2009; 감사원 2010~2015).
그동안 예산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방법론은 이론 및 실무사례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했다. 선진국에서 도입된 성과관
리시스템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적용이 부합하거나 불완전하게 검증되지 못한 사
례가 많다. 이처럼 재정집행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 관점이나 방법론이 상이하게

4)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9.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구축 및 운영

43

제시되고 있다(김재훈 외 2015; 배인명 2016; 이종운 2009; 이진석 2014;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3).
[그림 1] 예산의 기능

정책 및 전략의 지침
성과평가

의사소통의 수단

예산의 기능
Monitoring 도구

조정수단
Benchmarking 도구

첫째, 예산편성 단계의 낭비요인으로서 정치적 고려나 기관장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수요조사나 경제성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착수하였다가 수요부족 및 사업 중단 등의
파행을 야기하였다. 주로 부처사업의 확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 간 과도한 경
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투자가 중복되었다. 심지어 조직 간 공동 활용을 위
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기관 간 협조가 미비한 채 사업이 개별적으로 집행되
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예산삭감을 염두에 두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미삭감 예산을 다른 사업이나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품목별
투입중심 예산지출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예측 없이 예산의 과다요구로 이어지며 다시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유발하는 동시에 지출의 관행화로 차년도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반복되
면서 예산체계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예산지출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예산
편성은 예산액의 사전인출,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발생, 일부 전용 후 불용처리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면서 예산집행의 변칙적 행태를 유발한다.
둘째, 예산집행 단계의 낭비로서 입찰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계약방법･조건의
검토가 불충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원가에 포함되어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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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당공무원이 물품･용역 구매과정에서 현장 확인 및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
아 부적합한 물품이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사업 여건 등 예산편성 당시와 달
라진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적절한 회계처
리 및 편법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부당전용 및 사고이월, 부당한 국고인출 및 관
리, 불용처리 및 회피목적의 연도 말 예산집행, 회계증빙에 의거하지 않은 편의적 예산
집행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 예산불용 발생 시 차년도 예산편성
에서 예산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약의 동기부
여보다 편성예산 관행적 소진 경향이 매 회계연도 말에 빈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채무
미확정이나 구매물품 납품의 미완료상태에서 대금 선지급이나 연도 말 매매예약 상태
에서의 대금지급 등 예산회계 원칙을 위반하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셋째, 사후관리 단계의 낭비다. 기존의 사업추진 경험이나 성과평가와 보완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채 유사하거나 다음 단계의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존사업의 낭
비요인이 반복되고 있다. 가령 낙찰차액(당초 예산금액과 경쟁 입찰과정에서 낮아진
계약금액 간 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반환되지 않고 기관운영비나 신규 사업비로 사용하
는 등 당초의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원한 보조금 정산 후 남은
예산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회계부정은 명확한 예산회계 통제의 미비나 기준과 지침의 이행이 준수되지 않아 횡령
및 유용 등 회계부정이 발생한다. 가령 예산회계서류의 허위작성 및 변조, 허위영수증
을 이용한 회계부정 등이 있다.
넷째, 제도상 문제점이다. 예산절감에 기여한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가 미흡하다. 가령 편성된 예산잔액의 경우, 차년도 예산에서의 삭감 또는 성과평가에
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집행잔액을 소진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을 위한 계약제도로 변질된 단체수의 계약제도처럼 경쟁원리가 훼손되면서 계약
금액이 상승하기도 한다. 기존사업의 관리와 효율성 제고 노력보다 새로운 사업의 기
획･착수가 높이 평가받는 현실에서 투입 위주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비효
율적 예산 운용과 낭비의 경우 약정 수준을 초과하는 예산부담 행위, 투자 사업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예산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추진, 관행 등에 의존한 업
무처리로 인한 지속적 비효율 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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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과 문제점, 한계
정부는 기존 재정정보 시스템이 기관별 관리로 통합된 재정정보의 제공이 어렵고 재정
제도의 혁신을 뒷받침할 시스템기반이 필요하여 2007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하 dBrain으로 약칭)을 출범하였다. 동 시스템은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로 생성된 정보가 관리되는 재정정보시스템이
다. dBrain은 전반적인 재정활동 지원, 재정혁신 뒷받침, 재정자금출납의 전 과정을 전
자화하고 재정운영 현황의 실시간 재정관리, 재정통계 분석정보 산출 등의 역할을 한
다. 즉 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관리, 채권/채무, 회계결산까지
모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수
립,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 등 재정혁신의 지원을 위해 프로
그램 예산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자금과 자산･부채를 상호연계 관리하고 국
가재정의 재무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반영 및
재정위험관리기반 등의 특징을 지녔다. dBrain은 사업관리･예산･회계･통계분석 등
단위업무 시스템과 한국은행, 국방부, 국세청 등 46개 기관과 63개 외부시스템과 연
계･구성되었으며, 중앙･지방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재정포털을 통해 시
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생산된 주요 재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dBrain은 하루 평균 공무원 6만 5,000여명이 접속해 4조 8,000억
원을 수납하고 8조 7,000억원을 집행하는 데 쓰이고 있다.5)
하지만 dBrain은 정보 분석이 어렵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
앙과 지방재정 연계 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단점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
째, 예산정보와 결산정보의 연계문제이다. 둘째, 예산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문제이
다. 셋째, 결산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문제이다. dBrain이 가동된 2007년 당시 정부
거래에 대한 적합한 회계처리가 어려웠고 사업의 원가정보 산출이 불가능하여 재정사
업의 성과관리도 어려웠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처리지침」, 「원가
계산준칙」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황혜신 2010).6)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igitalbrain.go.kr)
6) 박신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블로그, 2013.
<https://blog.naver.com/kipfmanager/40193608195, 접속: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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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내역사업 관리문제로서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
으나, 세부사업이 너무 큰 단위로 구성돼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오프라인(Off-line)상
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의 이력 관리 문제로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실
제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총사업비 관련 집행 등 유의미한 재정운용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과목구조 개편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업변경 시 전년도 자료
만 조회가 가능하여 시계열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정책변화에 유연한 사업관리가 곤란
하다.7)
통상 정보시스템은 구축 이후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로 사용자들의 성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2000년대 초반의 기술로 구축된 dBrain도 예외는 아니다. 이
용자의 불편 및 불만사항들이 제기되었으며 노후화로 인해 사용자 요구에 대한 눈높이
를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이현석 2020). 현재 열린 재정포털이 운영되고 있지만, 온
라인상 재정데이터 개방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dBrain은 데이터 기
반 정책결정지원 시스템 구현이라는 비전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예
산회계가 재정혁신기반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해 성과관리제도와의 상호 연계, 재정업
무 총괄기관의 필요, 정책의지와 인식변화 등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9년 「차세대 예
산회계시스템구축 추진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2022년 1월
20일 차세대 dBrain을 개통하였다(전준범 2022).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리업무 범
위가 넓어지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과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등이 도입된
게 차세대 dBrain의 특징이다. 동 시스템의 사업범위는 기존의 예산, 지출 등 11개 기
능의 개선은 물론 부담금, 채권 관리, 융자 관리 등 6개 신규기능을 추가하고 그 기능을
모듈화하였다. 또한 OLAP, EIS를 대폭 개선하고 GFS, 국가채무, 재정관리, 부채통계
등을 확대하여 구축하며 지방 및 교육재정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정성호 2020).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 사업 가운데 재정데이터를 기업 및 연구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데이터 분석센터를 구축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구현전략으로서 실시간
국고금 관리, AI 기반 GDP 추계, AI 기반 재정추계, 재정투자 효과분석, 정책상황 진
단･예측 등 AI 및 빅 데이터 기반 재정추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송석현 2021).
AI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KODAS는 dBrain 재정데이터에 사회･경제･행정지
7)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현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획재정부 나라장터 공고 제안요청
서」(일부 내용 발췌), 기획재정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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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민간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고 AI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책관리상 위험요인을 미리 포착해 대응하도록 돕는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도 구축했다. KORAHS는 재정데이터와 실시간 연계되는 8,000
여개 지표의 변화값에 대한 임계치를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
고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차세대 dBrain 개통과 함께 24시간 상담체제도 갖췄다.
시스템운영 상황실, 콜센터, AI 챗봇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현재수준은 NLP 기반 챗봇
이나 초보적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수준이므로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형데이터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갈수록 증가하면서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AI 기반 공공정보시스템(AIPDS, AI based
Public Data System)을 지향해야 한다. AIPDS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정
책의 분석･평가와 미래예측 및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지능적 솔루션으로 고도화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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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사례와 시사점
최근에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인 AI가 정부 의사결정의 개선가능성에 기대가 커지면
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 및 재정영역에서 직면한 문제의 해결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한 공공 재정관리(PFM) 및 세무 관리의
효율화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작업의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산통제의 개선과 대량의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함으로써 회계오
류를 줄이고 위험을 식별하며 세금부정 및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프
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의 통찰력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중요한 위치에 인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1. 정부(공공) 재정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예산집행 감시도구로서 공공데이터의 역할 및 효용이 크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
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정부는 국내외 공적자금의 흐름이나 지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모니터할 수 있다(OECD 2017). 이에 따라 정부활동이나 지출에 대한 정
보제공으로 정부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패방지와 통제를 통한 청렴
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공적자금 집행의 효율성 여부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증
책임을 강화시켜줌으로써 공적자금의 용처와 지출방식 대한 명확한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시민감시와 통제(Public Scrutiny and Control)가 원활하
도록 정보의 분석, 처리,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IMF는 회원국의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예방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재정투명성은 국가재정정보의 공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국가재정
의 구성 요인들은 광범하고 다양하기에 공공 빅 데이터와 관련성이 높다. 특히 재정운
영이나 예산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행태와 게임 양상,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재정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
하는 것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와 함께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
한 공개과정에서 빅 데이터 기술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재정투명성은 재정정보의 공개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핵심은 재정정보에 대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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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접근이다. 인터넷 등 보편적 접근채널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균일한 이용이 보장되
어야 한다. 또한 재정정보의 완전한 품질 보증을 위해 데이터 수준의 검증과 독립적이
며 객관적인 감사를 거쳐야 한다. 정보공개 수준과 접근수단, 그리고 품질완전성에 대
한 보증은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관심과 참여하려는 국민을 고려할 때 생성된
재정정보는 빅 데이터의 특성을 지닌다. 재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간접적 재정정보를
포함하면,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빅 데이터는 필수적 수단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UN 평가결과 전자정부 분야에 세계 1위 연속 2회
수상, 온라인 참여지수 1위 수준에 이른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재정투명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이현숙 2012).
국가재정의 투명한 운영은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접근 가능하도
록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운용 내용을 적극 공시함으로써, 스스로 부정
행위 억제와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등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투명성은 중요하
다(곽관훈 2006). 일반적으로 재정투명성이 우수할수록 신용등급, 재정규율, 부패 등
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Hameed 2005). 이에 선진국은 예산과정에서 재정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재정정보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9조에 ‘재정정보 공
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의 자료제공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구변화 등이 고려된 장기추계 등 재정상황에 대한 내용의 미흡, 정보공표
시기의 불분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국민의 재정정보 이용가능성 보장, 「국가
재정법」 제97조의2). 실제 국가수행 사업단위(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내용,
목적, 추진상황 등의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 사이트(www.digitalbrain.go.kr)에 나라살림(기
획재정부 발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편성 및 집행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예비
타당성 운용지침,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에 다소 어렵고 복잡하며 세부정보는 막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에 사전정보 공표항목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행정 감시와 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경우, 사전 공개범위,
방법, 시기, 주기 등을 미리 정하도록 공표하였다. 그러나 부처별 공표정보 중 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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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수준, 방식, 범위에 일관성이 없기에(상이한 부처별 훈령) 실효성이 약하다. 또
한 dBrain의 이용권한 제한과 함께 재정정보 열람을 위한 제도적 일관성도 미흡하다.
이는 시스템 구축의 취지 및 재정제도의 개혁 노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인식된다.
재정정보의 공개를 위해 예산 당국 이외에 시민에서 관계 부처장까지 예산과정상 권한
에 따라 차등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가 요구된다(이현숙 2012).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dBrain은 2019년부터 KODAS
(데이터분석), KOFIS(재정통계서비스), KORAHS(정책상황관리시스템)를 중심으로
재구축되어 2022년에 출범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재정지킴이의 필요조건으로서 최고
의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다.

2.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책정: 기회와 과제
인공지능 기반 예산시스템은 빠르고 자동적이며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다. 일종의 직관
적 시스템으로 수동적 관리방식과 절차에서 기인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사업별 예산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및 예산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
출의 최적화를 위해 목표 KPI와 규모를 설정하여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예산항목(사업
별)의 주기별(주/월/분기/반기) 규모와 CPI의 생성 정도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러한 바탕에서 인공지능은 예산의 적정비율을 항목(사업별)별로 배분할 수 있다. 그리
고 일단 사업이 집행되면 사업별 데이터 셋이 실시간 AI로 재전송되어 모델을 보강한
다. 인공지능은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예측기반 예산최적화가 지속 가능하
다. 이에 따라 예산의 합리적 배정과 함께 알고리즘기반 의사결정에 의한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Grove et al. 2000).
예산과정에서 자원배분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다.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높이면 투자
수익(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반 예산활동은 배분프로세스의 개선
을 통해 기본적 예산기능과 관련하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① 벤치마킹 툴 ② 의사
소통 도구 ③ 모니터링 및 성능 평가 도구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벤치마
킹의 경우, NLP(자연어처리) 또는 Text Mining이라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촉진, 개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추출(IE) 기반에서 다양한 출처에서 모든 종류의 구조화된 정보추
출이 가능하다. 증거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보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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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다(Gandomi and Haider 2015).
또한 가치사슬에서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AI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미 기업들은 마케팅 및 재무관리 부문에서 향상된 투자수익 측정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있다. 그 결과 최적의 영업 전문가 수의 실현이나 한계효용 파악, 고객의 영향 요소
등을 포함하여 최적화된 구매결정 예측 및 지출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
이터와, 알고리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정보의 경우 효과적인 인공지능
의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축적, 예측과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 보안성 높
은 하드웨어의 구축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문제 등 법적
제약도 존재한다. 또한 AI 기반 예산과정에서 AI의 과제와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데이터 품질 저하, AI 모델 설계에서의 편향 및 편견, 직원의 실직 우려 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Goasduff 2019).

3. 인공지능(AI) 기반 문제해결: 사례분석과 시사점
가. 국내사례8)
현재 정부부문에서 인공지능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예측, 지하수 오염 감지 등 환경
정책에서 대규모 데이터분석의 바탕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정책에서 재난
재해 위험 요소의 탐지와 예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정책영역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데 비해 국가재정의 배분과 집행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사용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오영민 2021). 다만 보조금 분야에서 활용사례를 확
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예산규모는 97.9조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규모에서
17.5% 비중을 차지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2019년 한 해만 약 20만건이 확인, 860억원이 환
수 결정된 정부의 고질적 문제다. 이에 2017년 7월부터 부정수급 의심 징후를 포착하
는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9)을 도입해 2년간 약 5,05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8) 아직까지 종합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으므로 부분적이며 단편적 사례에 머물러 있다.
9)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모니터링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OECD 국가 중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및 부처별 통보와 관련해 별도로 확인되는 사례가 없을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사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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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건의 부정 징후 의심 사례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10) 이를 테면 과거에 사람이
10년 동안 적발한 부정수급 패턴(Feature)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 수급자 정보를
빅 데이터와 매칭(Matching) 시킨 후 시스템이 상습적 부정수급 사례를 미리 알려준
다. 이처럼 부정수급 외에도 가족 간 거래･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정상소명이 완료된 경
우, 이상(Abnormal) 사례에서 자동 제외하는 등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정부
는 부처별 시스템 연계와 통합을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대상자가 정부의 다른
보조금 신청 시 일종의 ‘블랙리스트’ 등록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거부되도록 개선하면
서, 보조금 이외의 국가지원 사업(R&D･출연금･융자금 등)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 해외사례
캐나다의 경우, 기존 정책상 재무 분석에서 CDN $1,000을 초과하는 여행비용을 수동
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AI가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신속하게 분석, 검토하여 비용을 결정
할 수 있다. AI를 통해 위험도 높은 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오류, 누락 또는 규칙위
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용의 검토 및 클레임을 자동으로 승인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예산집행의 승인, 모니터링, 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부터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만들어 개별
정부사업의 승인, 예산지출, 사업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고 있다.11) 캐나다는 AI 알고리
즘의 투명성과 자동화된 정부서비스 배치 및 적용의무화 수단으로 알고리즘 영향평가
(AIA)를 채택한 세계적 선도국가다.
미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예산프로세스 개혁방법에 인공지능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더구나 불확실성 고조 상황에서 기존 예산책정 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
는 인공지능 기반 예산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에 자금을 지원하되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기술 사업을 중단하는 등 재정
정책 판단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감독이 수

10) 하지만 통보받은 부처는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적
발된 부정수급 유형별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사례가 확인되었다.
11) Popp Andrew, “AI for government finance: Understanding value & barriers,” MindBridge,
2020. <https://www.mindbridge.ai/blog/ai-government-finance-accounting/, 접속: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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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도록 모든 기금결정은 의회에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방부와 의회는
효율성 측정 및 가시적 투자수익을 보여주기 위해 측정기준 수립에 협력한다. 특히 국
방부는 신기술 분야에서 시급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분
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하여 부처별 위험하고 복잡
한 세계에서 국가방위업무에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신흥기술에 자금지원･조달 분야의
개척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12)
영국은 부정수급 및 사기를 줄이기 위해 AI와 머신러닝을 배포하였다. 노동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사회복지 편익 및 수당청구 업무를 처리하
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즉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신청할 때 보육 및 주거비용에
대한 주장의 사실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집행기관, 복리후생 사무실, 토지등록 및 개인 신용 등과 같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모아 사람들이 사회적 혜택의 대상 여부를 평가하였다(Booth 2019).

다. 시사점
현재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정부효율, Risk 완화 및 운영통찰력 등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AI 기반 정부재정
통제, 감사 및 예측기능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 정확성, 절약에 기여할 것
이다. 또한 재정데이터의 급증에 따라 무작위 샘플링을 포함한 현재의 감사 및 통제기
법이 직면한 실수 및 부정행위 탐지상 한계의 극복이 가능하다. AI는 100% 자료검토
수단을 제공해 위험거래 및 당사자를 탐지할 수 있다. 가령 기술적으로 최적화 문제의
솔루션 발굴에 적절한 Simulated Annealing 확률적 기법13)을 사용할 수 있다. 데이
터 기반 훈련의 반복과정에서 알고리즘은 특정 상태의 유지나 약간의 확률로 근사한 상
태로 이동하여 목푯값을 재계산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예산과정에 채택하는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예산과

12) MAC Thornberry, “How Congress must reform its budget process to compete against China
in AI,” The Hill, 2021. <https://thehill.com/blogs/congress-blog/economy-budget/5603
45-how-congress-must-reform-its-budget-process-to-compete, 접속: 2022. 5. 26.>
13) 담금질 기법(Simulated Annealing)은 전역 최적화 문제에 대한 일반적 확률적 메타 알고리즘으로
동 기법은 광대한 탐색공간 안에서, 주어진 함수의 전역 최적해에 좋은 근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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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단계별로 중복과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우선 현재 프로세스 기반 자동화 및 평가
를 통해 실시간 파악, 개선의 바탕에서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수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산요구 책정 및 예측방식을 자동화할 수 있다. RPA 기반 디
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AI 및 머신러닝 엔진과 융합하면 반복적 작업의 자동화로 예산
과정의 주기 및 사이클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한 상황에의 대응이 용이하다. 위기 상황에서 보다 민첩한 예산책정 및 예측방식을 채
택하여 유연성과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에서 레거시 및 관행의 탈피
와 함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최적화된 재무 및 예산책
정 프로세스를 핵심 역량으로 구축하면서 차별적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절차 간
소화, 전월 데이터 기반 실사 및 통찰을 제고하며 임무 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다.
[표 2] 예산단계별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예산단계

인공지능 활용영역

주요 알고리즘

기대효과

예산요구

∙ 예측 및 추계: 정확성
∙ 분석: 종합적, 체계적, 신속한 분석

선형회귀
유전알고리즘

정확성, 예측력
증대, 최적화

예산편성

∙ 우선순위: 선정 및 최적화
∙ 편성주기: 명확화 및 가속화

유전알고리즘

신속화, 유연성,
최적화

예산집행

∙ 배분: 중복과 오류 방지
∙ 집행: 자동화기반 짧은 반복과 조정

RPA

정확성, 능률성,
탄력성

심사(회계)
및 평가

∙ 심사: 데이터 기반 심사
∙ 평가: 데이터 기반 통찰력 제고

SVM

정확성, 성과향상
객관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활용 가능한 분야로서 첫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유사중복 사업
의 탐지이다. 유사중복 사업이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수혜자가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정당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재정사업의 수가 매우 많고 사업
의 차이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유사중복 사업의 발견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인공
지능 기술은 발견하기 어려운 유사중복의 탐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 부처에서 입
력되고 관리되는 사업들에 관한 목적, 내용, 수혜자에 관한 사업 정보와 관련 사업에 관
한 신문기사, SNS, 전자문서 등 비정형데이터의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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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중복된 사업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사업의 부정수급이나 위법한 집행의 탐지에 인공지능
과 빅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상 금융거래를 인공지능 기
술로 탐지하여 위법한 금융거래행위를 적발하는 것처럼 재정집행 과정의 부당하고 위
법한 예산낭비를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의 과거 부정수급 사례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 유사 부정수급
사례 발생 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를 인지하여 재정당국에 통보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따른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재정사업의 평가에서 대규모 행정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사업의 효
과성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과 사업의 세부내역 및 수혜자별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 대규모 행정자료 외에 다양한 평가제도에 의해 축적된
평가정보는 유용한 빅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즉 기존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토대로 실제
Test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점을 탐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단계)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효과가 기대되므로 활용기회 최대화 및 부작용 최
소화를 위한 이론 및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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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 구성요소와 구조
1. 예산문제와 데이터, 알고리즘
가. 예산낭비와 비효율 문제인식 및 정의
예산지킴이 모델은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지적된 예산과정
에서 드러난 낭비와 비효율 등 문제에 대한 정의 및 진단의 바탕에서 데이터 확보를 위
한 기준과 요소를 정한다. 즉 항목별로 예산집행내역의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처, 사
용금액, 증빙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불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사용일자가 사
업기간에 미포함 되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된 경우에 불인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모
델 적용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가령 건설 및 복지처럼 정책영역 및 기능상 이질성이나
예산낭비 유형 및 발생빈도 면에서 상이하다. 하지만 예산낭비 유형은 분석사례들에서
확인된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 분야별･단계별로 볼 때 건설 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설계오류에 의한 과잉･과소 공급으로 인한 사업타당성 훼손, 집행단계에서는 설계변
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보건복지의료사업의 경우, 부정수
급이나 횡령 등 불법･부당행위에 의한 예산낭비가 두드러질 수 있기에 개별 사례의 종
합분석을 통해 예산낭비 형태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나. 데이터 정의 및 준비, 처리
문제정의 단계에서 목록화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즉 예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식된 사례와 자료(기사 등)에 관련된 데이터의 양과 크기를 확인하고 데이터별 유형
(Type)을 확인한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하고, 민
감한 데이터는 삭제 또는 비식별 처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추출･변환･로드가 용이하
고 편리한 상태로 저장하고, 원본은 유지한다.
또한 데이터는 예산부처 및 사업부서에서 운영 중인 통합재정시스템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기간에 집행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다. 즉 분석대상 데이터의 Column,
레코드 건수와 대상데이터 등의 확인을 통해 최종 모델링 대상데이터를 식별한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대상 Column 중에서 중복, Null 및 불필요한 Column을 제거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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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Column을 모형설계에 사용한다. 또한 개별데이터는 코드, 정보, 금액데이터로 분
리, 분석한다. 즉 수집된 원시(Raw)데이터는 학습데이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습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탐색과정에서 정규화를 실행하고, 데이터에 포함된 이상값
제거, 누락 값 채우기, 행/열 제거 등을 통하여 데이터를 정제(Cleansing)한다. 먼저,
결측(缺測)값은 평균값, 최빈값,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값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코드성
격 데이터 중 사업자번호 등과 같이 의미 있는 데이터는 해당 자릿수를 변수로 치환하
고, 일반적 코드 값은 One-hot Encoding을 사용한다.14) 또한 연속성 및 금액데이터
는 정규화를 위해 log로 치환하며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도록 스케일링한다. 자연어의
경우,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품사정보의 부착을 위해 Khaiii(Kakao Hangul Analyzer Ⅲ)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토큰화하고, 주제(Topic)별 단어분포 및 문서별 주제
(Topic) 분포를 추정하는 모델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전처리 방법을
사용한다(김용국 2021).
모델학습 전에 올바른 특성파악을 위해 특성공학(Feature Engineering)15)을 실시
한다. [그림 2]에서 보듯 전처리된 데이터는 자동변수 생성 툴을 사용해 특징 추출을 진
행한다. 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특성이 추출된 변수를 만든다.16)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과정에 활용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 특성의 유사성
으로 인해 빅 데이터 분석･활용 전략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
(재정)데이터는 필드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형데이터가 아닌 텍스트, 그림, Excel 파
일 등이 혼재된 비정형데이터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예산과정 특성상 실시간 분석이나 다양한 자료의 종합 및 체계적 분석이 어렵
다. 이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보다 직관과 경험이 강하게 작용
했다. 게다가 생성자료는 대부분 보조자료로 활용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이제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빅 데이터의 보편적 활용과 함께 당장 효용이 없더라도 데이터 관리차원
14) One-hot Encoding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형해 주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값만
True이고 나머지는 모두 False인 인코딩 방법이다.
15)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표현을 찾기 위해 특성을 다듬고, 선택(Selection)하고, 스
케일링(Scaling)하고, 추출(Extraction)하는 작업이다.
16) 변수 간 조합을 통해 생성된 변수를 x2 test, Pearson test 및 t test 방법을 통해 1차로 변수를 추출
하고, 다시 XGBoost, RFE(Recursive Feature Estimator), Random Forest 및 Light GBM 방법
을 이용해서 최종 변수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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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저장과 Tag 및 Sementics 기반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가공 및 분석이 요
구된다. 과거 예산과정에 생성된 데이터에서 발견하지 못한 패턴이 사후 발견되고 데이
터 기반 예산과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과학화･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국가재정
정보아카이브 구축 및 데이터 열람 및 분석플랫폼 및 Cloud 시스템, 재정데이터 분석
인력 확보 등 데이터 환경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2] 데이터 특성추출

특성생성
데이터
변수

-통찰력기반
-도메인지식
-자동화된 특성생성

생성된
변수

-X2 test
-t test
-Pearson Test

1차
추출
변수

2차
추출
변수

최종
도출된
다차원
변수

특성
추출된
데이터
변수

-RFE
-XgBoost
-Random Forest
-Light GBM

예산지킴이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그림 3]에서 보듯 주로 정책문서, 관련법률,
정책자료, 연구문헌 등 Text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금융자
료 등 정형데이터를 API 형태로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자료들도
비정형화된 데이터로서 Crawling 형태로 획득할 수 있다. 근자에 이르러 SNS 게시글,
메시지, 전자문서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데이터
의 기술적 형태 차이 외에 수집대상 데이터의 내용적 특성에 대한 분류를 정의해야 한
다. 이처럼 필요한 데이터를 내용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까닭은 데이터 수집체계와
구성을 보다 효율화하면서 데이터 품질향상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재정정보시스템은 세금, 예산을 비롯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으
므로 정보보호에 유의하면서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 적용과 탐
색이 요구된다. 재정정보는 빅 데이터 특성을 지니면서 데이터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통찰력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추출 및 정제작업이 요구된
다. 기본적으로 재정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재정정보시스템의 DB를 누구에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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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로 공개할 것인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동
된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 예산과정별 시간 태그
(Tag)에 따른 데이터 연산처리 알고리즘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흐름과 단
계가 역동적이고 재정범위와 요소가 광범하기에 데이터 확보와 처리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구별되어야 할 특성을 [표 3]과 같이 예산낭비 및 비
효율 데이터로 구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예산지킴이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다. 알고리즘
예산낭비와 비효율문제의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의 선택과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이 필
요하다. 첫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단순하고 구체적인
영역부터 시작하되 데이터와 기준이 되는 결과(Baseline Results)를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알고리즘은 데이터과학 시나리오의 서로 다른 측면에 따라 선택되어
야 한다. 특히 정확도, 학습시간, 선형, 매개 변수 수 및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기능 수는
무엇인가? 등이 고려되어 알고리즘이 취사선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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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산낭비 및 비효율 데이터(공통요소)
구분

요소(특성)

답변

중요도 및 근거

사업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기준 및 요소

∙ 적정
∙ 부적정

해당법령 및 지침

중복/과잉투자

중복요소

∙ 있음
∙ 없음

해당법령 및 지침

관리 잘못

국가보조금, 출연금, 계약
공사, 기금관리의 적절성

∙ 있음
∙ 없음

과시 및 선심성

정책의 유사성

∙ 있음
∙ 없음

불요불급

예산 목적 외 사용

∙ 있음
∙ 없음

목적, 근거
해당법령 및 지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관련 법률 및 규정

∙ 있음
∙ 없음

해당법령 및 지침

∙ 인정
∙ 불인정

해당법령 및 지침
해당법령 및 지침

개별부처마다 서로 다른 업무영역과 운영기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관리 리
소스만으로 통제업무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단순히 비효율
이나 낭비, 사기나 오류의 발생 문제가 아니라 언제, 왜, 어떤 규모로 발생했느냐의 문제
이다. 또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사용 편의성, 학습시간과 함께 정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초기에 실행하기 쉽고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소기의 결과를 얻었고 데
이터에 익숙해졌다면 많은 시간을 정교한 알고리즘 활용에 할애해야 한다. 그래야 데이
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능개선이 용이하다. 최상의 알고리즘은 가장 높은 정
확성의 달성에 그치지 않는다. 최고의 성능 발휘를 위해 세심한 튜닝(Tuning)과 함께
광범위한 학습이 지속되어야 한다.
예산지킴이 모델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이 고려되어 앙상블을 이룰 수 있다.
그 가운데 규칙기반 전문가시스템(Rule Based Expert System)은 1960년 Simon에
의해 개발된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컴퓨터에 전문 지식을 입력한
지식기반 전문가시스템에서 유래되었다. 전문가시스템은 지식기반 프로그램이며 특
정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실 정부예산은 가장 중요한
관리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예산(재무)관리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무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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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반적 평가가 어렵다. 이러한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재정관리 평가방법으
로서 퍼지규칙기반 시스템(FRBS)은 많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강력한 입력
측정을 생성하며, 전문가의 복잡한 상황 판단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Ammar et
al. 2002).17)
[그림 4] 예산지킴이 모델 구성을 위한 알고리즘

한편 위험기반 샘플링(Risk Based Sample)을 통해 저위험 거래에 대한 검사를 체
계적으로 줄이고 위험증거에 따라 고위험 거래에 대한 검사를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RBT(Risk Based Testing)는 위험의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
스트 유형으로 소프트웨어 복잡성, 비즈니스 중요도, 사용빈도, 결함발생 가능영역 등
을 기준으로 한 위험평가 작업이 포함된다. 위험기반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한 테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결함이 있을
수 있다. RBS가 기본 통계개념을 검사와 관련된 정책과 운영에 통합한 것이다. 검사를
위한 통계적 지식과 기법을 사용하면 위험을 보다 잘 식별하고 위험과 자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RBS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의 투

17) Ammar Salwa et al., “Evaluating City Financial Managament Using Fuzzy Rule―Based
Systems,” Public Budgeting & Finance, vol.21 no.4, 2002, pp.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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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방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검
사의 필요 조치로 사용하기 위해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가령 오류예산에 대한 경
고는 임계값을 기반으로 하며, 오류예산의 특정 비율이 사용되었을 때 경보를 제공한
다. 예를 들어 7일 기간에 대한 오류예산의 75%가 사용되는 경우, 알림(Alert)을 표시
하고 50%가 경과하면 경고(Warn)해주는 방식이다.18) 이외에도 예산문제 해결을 위
해 기계 학습과 NLP(자연어처리),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혼합하여 구축된 데이터 셋으
로 훈련하여 모델을 구현, 예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납세자 신뢰 향상과 공적 기관으로
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19)

2.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솔루션: 시스템구조와 모델
현재의 재무관리 및 감사기법은 회계, 급여 및 비용관리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
이터 증가에 맞춰 확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개방형데이터는 재정투명성
을 가능케 하지만 대량데이터에서 부정행위, 오류 및 누락 등의 식별에 필요한 전문적
이며 엄격한 분석이 어렵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는 수동 작업의 감소와 고비용의 인적 모니터링을 대
체할 수 있다. 가령 플랫폼에서 지출정보를 추출하여 실제 지출액을 목표예산과 비교한
다. 그리고 매월, 사용자지정 날짜범위 내 또는 지출 대비 지출속도를 모니터링 함으로
써 예산프로세스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사용자는 외부시스템 및 보고서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파편화를 예방 및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예측 및 고객
지불 예측을 사용하여 정확도가 향상된다. 현금흐름 예측을 저장하고 실제 재무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예측성과의 측정과 정확한 예측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반
복적인 스프레드시트기반 프로세스를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전환시켜줄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담당자
18) Datadog, “Error Budget Alerts,” Datadog. <https://docs.datadoghq.com/monitors/service_
level_objectives/error_budget/, 접속: 2022. 4. 12.>
19) Popp Andrew, “How AI restores the public’s trust in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governments,” Mindbridge, 2020. <https://www.mindbridge.ai/blog/ai-restores-public-trust-fiscalaccountability-of-governments/, 접속: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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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부처)별 예산집행의 실시간 파악 및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AI 자동화를 활용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원하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 파악되면서 집행의 효율성의 확보를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얼마나 절약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지
만, 예산에 대한 통제력과 통찰력을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산지킴이 솔루션의 구성요소로서 데이터, 예산집행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기본 개
념(이상탐지)과 프로세스(알고리즘과 분석방법과 결과)와 의미를 정리한 분석개념도
는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인공지능은 대규모의 데이터와 신속한 처리능력, 그리고 강력한 알고리즘이 결합되
면서 향상된 성능으로 광범하게 보급되고 있다. 실제로 AI 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 도
입,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Agent가 지각, 인식, 이해, 소통, 의사결정, 행동영역에
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문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달라
질 수 있다. 가령 정책지원대상의 적격성 분류문제의 경우, 정책대상에 관한 정형적 데
이터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군집분석 및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활
용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반면에 자연재난, 질병,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발생 같은 고질적 난제
의 경우, 정형 및 비정형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명가능 알고리즘과 심층적 강화학
습 알고리즘이 활용된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실제 정책현상에서 정책 및 예산과정은
복잡하고 역동적이기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해결 지향의 인공지능 기반 정책모델의 시스템구조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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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산지킴이 솔루션의 분석개념도
구 분
데이터

세부내용
사용데이터

설명
∙ 분석대상 정책 Text 및 영상
∙ 정책대상 집단의 반응자료(SNS)

증강(Augmentation) ∙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예측력 및 효율성 향상
개념

이상
탐지

자료
속성
파악
프로세스

의미

Anomaly

∙ 정상(적격)인데 비정상(비적격)으로 예측(오 분류)
∙ 비정상(비적격)인데 정상(적격)으로 예측(오 분류)

Anomaly

∙ 정상(적격)인데 정상(비적격)으로 예측(정 분류)
∙ 비정상(비적격)인데 비정상(비적격)으로 예측(정 분류)

자연언어처리1)

∙ 기존의 정책추이 및 관련 법령자료
※ 자연언어처리는 부서별 예산집행 및 영향정도 측정에 기
여함. 특히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집행과 성
과에 대한 의견수렴 가능

∙ 정책통계 및 이미지
통계적 확률
※ 통계적 확률기반 사업집행의 합리성 및 객관성 확보에
(추정 및 검정)
기여함.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의 합
리성 및 객관성 확보
규칙기반분석

∙ 해당 정책추이 및 통계

Clustering

∙ 해당 정책통계
※ 예산분배, 대상선정 및 추천(이상탐지 및 추천)

SVM

∙ 해당 정책판단

분석방법

1. 심층강화학습: Q-러닝기반 MARL: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2. 설명가능 AI: ① sensitivity analysis(SA)와
② Layer-wise relevance propagation(LRP)
3. 회귀분석: 최소자승
4. Clustering: DBSCAN 알고리즘

분석결과

∙ Accuracy/Sensitivity/Specificity/AUC

활용성

∙ 수치형 자료뿐만 아니라 이미지 자료와 함께 텍스트 자료
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예측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강화학습기법에 정형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데이터 분
석도 중요함

주: 1) 자연언어처리(NLP)는 통계와 기계 학습 방법을 통해 문장구조, 의미, 정서 및 의도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거나 지원함. 사기탐지 및 보안, 광범위한 자동화 그
리고 비구조화된 데이터 마이닝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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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의 시스템구조

시스템은 데이터의 자동수집 체계의 마련과 함께 정기적 업데이트로 최신 데이터가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빅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탑재되고
지속적인 데이터 개선작업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방법으로 설정된 목표에 가장 가까
운 최적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설명 가능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과 Support Vector Machine과 적절성 집행, 보상, 상태설정의 자동화를 위한 생성
적 적대 신경망(GAN)의 앙상블 모델로서 다양한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모
델성능 최적화를 진행하는 Parameter 자동조정 및 Auto Reward 알고리즘을 지향한
다. 다만 부처(기관)별 업무성격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적법성과 관련 해당 기관 및
업무성격에 맞게 Customizing을 통한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솔루션은 예산과정에서 비정상을 미리 탐지함
으로써 사고 이후 예산감사나 조치하는 환류(Feedback) 방식에서 사전탐지로 예방하
는 순방향(Feedforward) 방식으로의 운영전환이 가능하다. 다양한 조직에 대규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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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할당되는 경우, 기존 정보자원과 도구로 자금흐름과 기관지침 준수의 추적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낙후된 컴퓨터시스템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의 저장 및 분석에
부적합하며 정부컴퓨터에 내장된 레거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빅 데이터 분석 작업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솔루션의 구동환경을 적절하게 갖추어야 기존 회계 및
감사역량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예산문제에 대한 분석 및 예방을 통해 고질적 예산낭비
와 비효율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6]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은 보다 정교한 분석과 적용을 통해 예산집
행의 효율과 적절성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예산배분 프로세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의
사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예산배분과 집행은
인지적이며 지능적 배분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사회적, 지능적 결정에 달려 있
다. 바람직한 모델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 및 정보 활용의 지원을 위한 기
술과 인력 간 조화와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합리적이며 선량한 관리자로
서 인간의 개입도 견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를 신뢰하고 의존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 성능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은 특정한 판단에 대해 알고리즘
의 설계자조차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Black Box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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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산편성 및 할당 등 정책판단에 대한 이유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제시하는 인공지능을 일컫는다.20) 이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설명 또는 해석가능성과 완전무결한 기술(記述)성의
절충과 균형이 필요하며(Gilpin et al. 2018), 운영성과와 결과에서 편견이 없도록 지
속적인 모니터링, 조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

3. 모델 적용상의 한계와 극복방안
예산과정은 인간행동과 조직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반영하므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요구된다. 즉 경제, 사회 및 심리에 대한 통찰과 함께 예산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예산계
획수립의 적절성,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21) 또한 인공지능 도입과정에서 기술
적, 인적 및 제도적, 조직적 저항 등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비롯한 정보자원의 개
량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모델 적용을 위해 물리적 및 기술적 환경은 선
결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기술혁신에 상응하여 조직 및 제도혁신이 병행되어
야 기술채택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예산지킴이 모델은 예산과정에서 낭비나
비효율과 같은 비정상 및 이상(異常)값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숙련된 인력부족, 데
이터 제약, 기술표준 미비, 문화적 장벽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정부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디지털 전환교육이 필요
하다. 물론 모든 공무원에게 데이터처리와 알고리즘 개발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
지만 알고리즘 평가 및 위험성 이해, 제기된 문제의 완화조치 등 인공지능 활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수준의 인재확보는 어렵겠지만 모델관리 및 활용능력을 갖춘 인력
이 필요하다. 기술전문가 외에도 인공지능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이해하는 변호사, 전
문가, 사회과학자 및 윤리학자와 협업이 필요하다.

20)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은 2016년
XAI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국내 UNIST를 포함한 세계의 유명 대학 및 연구기관 등도 XAI 개발
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AI 활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21) Marotta Gianfranco and Cam-Duc Au, “Opportunities of AI in Budgeting Approaches,”
Digitale Welt, 2021. <https://digitaleweltmagazin.de/en/fachbeitrag/opportunities-ofai-in-budgeting-approaches/, 접속: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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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알고리즘 훈련의 핵심 요소로서 데이터이다. 표준의 정형데이터가 제공되어야
정보입력, 비교, 분석 등 효과적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준화 및 통합이 불가능한
정보는 신호보다 많은 소음생성으로 인해 자료 분석이나 이상탐지를 어렵게 한다. 비디
오 이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는 효용을 제약하기에 적
절한 식별자와 태그 지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 공유도 중요한
과제다. 데이터 집합의 통합으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비구조화된 데이터, 호환되
지 않는 운영체제 및 부서 간 정보 분절은 정보공유를 어렵게 한다. 기능과 영역에 걸친
데이터통합기반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공정하고 편견 없는 모델생성을 위해 컴파일, 코딩, 분석 및 해석방법에 대한
표준이 요구된다. 공통계약 및 데이터 집합구성 방식에 대한 기술표준이 갖추어져야 강
력한 인공지능 모델배포에 의한 기회창출이 가능하다.
다섯째, 관료적 관성에서 벗어난 혁신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인공지능
채택을 위해 조직구조, 운영 및 관리 스타일에 새로운 변화와 실험이 장려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감수와 실험정신이 요구된다. 신기
술과 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 버그와 결함, 오류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작은 규모와 영역에서 시작하면서 문제의 식별 및 처리 후 전체적 확산이
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설명가능성의 확보
와 함께 신기술 적용에 대한 신뢰구축과 함께 조직에의 통합프로세스 개선이 병행되어
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에 사전에 충분한 변화관리
및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예산과정과 재정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국제
기구 규범과 기준, 동향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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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어
재정은 국민이 정부에 국가를 건전하고 투명하며 능률적으로 운영하라고 맡긴 세금이
다.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세금이기에 정부는 바르게 아껴 쓸 책무가 막중하다. 그 일환으
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지능적 예산관리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솔루션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가 크다. 물론 인공지능 기술은 만능이 아니며
그 여정도 험난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장점과 편익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및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와 알고리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 재정정보의 경우, 인공지
능의 효과적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미흡, 예측과 탐지를 위한 알고리즘의 채택,
보안성 높은 하드웨어 구축에 한계가 있다. 더불어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법적 제약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공적 가치와 편익이 크기 때문에 예산과정에 인공지능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공지능 솔루션의 도입과 함께 재정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 제
도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바탕에서 사업관리에 필
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의 집행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기반
재정집행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
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구현 및 적용과정에서
상이하고 역동적인 정치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하다. 그렇지만
정부예산 과정에서 정책담당자의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
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데이터 축적과 가공, 보다 많은 변수를 포함한 수학적
모델과 혁신적 알고리즘의 생성과 훈련, 모델 구현과 배포는 정부효율성 제고와 공공적
가치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의 행정조직에서
통합은 새로운 민주적 사회의 진전을 위해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법, 프로세스 개선 및 행정조직 및 문화의 개
선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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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per operation of the national budget as a net function for the national social
economy. However, if it goes wrong, it can put a burden on the public due to poor
finances. Moreover, the government budget based on public policy faces various
problems in the decision and execution process. For example,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specific items are made by customs, political and partisan promises, etc. Even at
a time when excessive and false claim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and contributions
continue, efficient execution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finances are a very
urgent task. As a chronic government disease, the deepening budget waste and
inefficiency problems have reached a phase where they can no longer be neglected. It is
inevitable to combin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 budget process and creat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ublic value. Based on thi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lutions and seek practical task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budget execution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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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정부지출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분야별로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부지출이 부문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외생적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지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이용하거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정부지출이 내생적일 가능성을 고려하
여 부문별 정부지출의 초깃값을 도구변수로 설정한다. 미시적 패널자료 추정방법을 사
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다.
부문별 자료를 사용하면 정부지출의 효과는 부문별 차이로부터 식별된다. 본 연구에
서 추정하는 것은 부문 단위 정부지출의 효과로, 어떤 부문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해당 부문에서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은 부문을 정부지출이 없는 부문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문별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한다. 지난 20년 동안 연구개발, 공공행정, 사
회서비스 부문(사회복지, 사회보험, 의료보건, 교육), 건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전
체 정부지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의 고용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효과도 평균보다
높다. 건설 분야 가운데 산업시설 건설 부문에서는 고용 효과가 크지만, 교통시설과 일
반 토목시설 건설 부문에서는 정부지출이 민간 고용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개괄한다. 기존 연구
는 시계열을 이용한 연구, 지역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가 있
다. 제Ⅲ장에서는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정
부지출의 고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추정식과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방법에 관
해 설명한다. 제Ⅴ장에서는 기초 통계를 보여주고, 제Ⅵ장에서는 추정 결과를 보여준
다. 추정 결과에서는 평균 고용 효과, 부문별 고용 효과와 산출효과와의 관계, 고용 형태
별 효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제Ⅶ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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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
정부지출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지역단
위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일부 있다. 그리고 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 연
구에 대해 개괄하면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설명한다.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핵심은 정부지출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에 대
한 외생적 충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식별하고자 하였다. 시계열 분석에는 정부지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이용하는 연구(Narrative Methods)와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Ramey and Shapiro(1998)는 역사적 문헌 탐구를 통해 전쟁 비용 지출을 정부지
출의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Burnsid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정부지출의 증가가 노동 시간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
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재정지출 증가로 자본과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졌
고, 노동 시간이 늘어났고, 실질임금이 감소하였다. 또한 단기간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
였다. 표준적인 신고전파 모형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없지만, 표준적인 모
형에 습관 형성과 투자에서의 조정비용을 포함하면 정부지출의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연구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서 정부
지출이 다른 변수보다 먼저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정부지출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였다.
정부지출이 몇 달 혹은 분기처럼 단기간에 산출과 같은 변수들에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
에 정부지출을 사전결정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을 이용하여 Fatás and Mihov(2001)의 연
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와 고용이 함께 증가한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통적인 실질 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모형에서는 정부지출이 증가
할 때 노동 시간이 늘어나고 소비는 감소한다. Fatás and Mihov(2001)의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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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전통적인 RBC 모형의 예측과 다르다.
Monacelli et al.(2010)에서는 미국 자료로 정부지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
르면, GDP의 1% 만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1년 동안 산출은 1.2% 증가하고, 실업은
0.6% 감소한다. 노동 시간, 고용, 일자리를 찾는 확률이 모두 증가하고, 이직률은 감소
한다. 이들은 탐색과 매칭 마찰이 있는 표준적인 신고전파 모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생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케인즈학파 모형에 소비와 고용 간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을 추가하면 승수효과가 커지면서 추정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rlino and Inman(2015)의 연구에서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과 1970년부
터 2010년까지 미국 주정부의 지출과 조세 모형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
출의 고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저임금 가구에 대한 정부지출이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에는 지방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최지혜･김
일태(2015), 김영덕･강경아(2015)는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진우･김영덕(2018)은 2000년과 2014년까지 16개 지역별 재정지출과
고용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자료로 미시경제학적 방법론인 시스
템 일반 적률법(Sysmtem GMM)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지역보다 전국 재정지출의
증가가 고용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지출의 증가는 상용직보다 임시일
용직 혹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였다.
Perotti(2008)는 미국 산업연관표와 제조업 생산성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정책의 효
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가 많은 산업일수록 산출, 노동 시간, 실
질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출 증가가 많은 산업에서 시간당 노동 생
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2부문 새케인즈학파 모형과 일치한다
고 하였다.
Nekarda and Ramey(2011)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산출과 노동 시
간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신고전파 거시경제모형에 부합한다고 하
였다.
정부지출의 업종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김소영･이동현(202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SVAR)을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1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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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산출 승수효과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방,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
지, 보건, 과학기술, 국토 지역개발 등의 정부지출은 산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끼
쳤으며, 부분별로 승수가 상당히 차이 난다.
기존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거나 지역단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는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미시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한다.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는 다른 자료에 비해 관측치가 많아서 추정을 위해 필요
한 변동성(Variation)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미시적 패널 추정방법
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부문별 고용과 산출효과를 추정한다.
홍민기(2021)의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이 산출에
미치는 승수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
하여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효과 추정에서 더 나아
가 부문별 고용 및 산출효과를 추정하여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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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산업연관표의 총거래표와 고용표이다. 정부지출과 산출
에 관한 자료는 총거래표를 이용하고, 고용에 대한 자료는 고용표를 이용한다.
총거래표와 고용표의 단위는 상품이다. 자료는 상품 분류의 기준에 따라 대분류, 중
분류, 소분류, 기본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총거래표는 모든 분류 기준에 관한 자료가 있
지만, 고용표는 소분류 단위까지 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거래표와 고용표 자료
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장 상세한 단위인 소분류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는 상품 단위를 ‘부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이다. 2010년과 2015년 자료는 실측표를 사
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관해서는 연장표를 사용한다. 2010년에 상품 및 산업분류가 크
게 바뀌어서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기 어렵다. 2015년에도 분류가 바뀌었지만 변화 폭
이 작아서 연결할 수 있다.
2010년 소분류는 총 161개 부문이고, 2015년은 165개 부문이다. 2015년에 4개 부
문에서 구분이 세분되어 부문 수가 늘어났다. 분류가 변화한 부문은 [표 8]에 제시하였
다. 구분이 세분된 것을 2010년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개 부문으로 구성된 균형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균형패널 자료를 2015년 생산
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실질화하였다.
총거래표의 거래액은 구매자 가격, 생산자 가격, 기초가격으로 평가된다. 생산자 가
격은 생산자의 출하 가격이고, 구매자 가격은 생산자 가격에 유통 마진을 포함한 가격
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 가격에서 순생산물세를 차감한 가격이다(한국은행 2014).
투입산출표 소분류 총거래표에는 기초가격 평가표와 생산자 가격 평가표가 있다. 실
측표가 있는 2010년과 2015년에는 기초가격 평가표와 생산자 가격 평가표가 모두 있
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초가격 평가표만 있고, 2016년부터 2018년
까지는 생산자 가격 평가표만 있다.
평가 기준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자 가
격으로 평가된 연결 자료를 구성한다. 생산자 가격과 기초가격의 차이는 순생산 물세와
생산물 보조금이다. 상품 의 생산자 가격 평가액, 기초가격 평가액, 순생산물세액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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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각각      라고 하면,        이다. 전환 비율은  ≡         
이다. 두 가격표가 있는 2010년 자료로 생산자 가격과 기초가격의 전환 비율을 계산하
고, 이 전환 비율을 적용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가격 평가표를 생산자 가격
평가표로 전환하였다. 즉    이다.
산업연관표 고용표에는 피용자와 취업자에 대한 정보가 있다. 피용자는 임금근로자
를 말한다.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 고용표의 취업자와 피용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산업연관표의 생산
활동은 국내 생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취업자 수에 일시적 해외거주자, 원양어업 종사
자, 외국인 취업자는 포함되며, 해외 취업자와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된다.
취업자는 1년 동안 각 산업에 투입된 총노동량을 뜻한다. 노동량 계측 단위로는 연인
원(Man-year)과 전업 환산기준(Full-time Equivalent)이 있다. 전업 환산기준은 근
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으로, 근로시간까
지 고려하여 노동량의 크기를 측정한다. 2010년부터 고용표는 전업 환산기준으로 작
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용’이란 개념은 전업 환산기준 수치를 말한다. 특별
한 언급이 없는 한 본 연구에서 ‘고용’(Employment) 효과는 전체 취업자 수에 대한 효
과를 가리킨다.
정부지출은 정부 소비지출과 정부 고정자본형성(정부투자)을 합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정부지출의 산출효과도 추정하여 고용 효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산출은 부가가
치로 측정한다. 부가가치는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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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정방법
1. 추정식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추정한다.
                     

(1)

여기서    는  기  부문의 취업자 수,    는  기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가리킨다.
또한  는 시간 효과,  는 부문 효과를 가리킨다.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관
측되지 않는 요소를 가리킨다.
위 식에서            이므로,   는 현재기 정부지출의 1단위 증가가 현재기
취업자 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를 당기 고용 효과라고 부르겠다. 본 연구
의 자료에서 정부지출 1단위는 10억원이고, 취업자 단위는 명이다.
정부지출은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 정부지출    가
  기 취업자 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

 기 정부지출이  기 고용량과    기 고용량에 미치는 누적 고용 효과는 식(1)과 식

(2)를 따로 추정한 후 계수값을 더하여 구할 수도 있고, 두 식을 합한 식을 추정하여 얻
을 수도 있다(Chodorow-Reich 2019). 하나의 식으로 누적 효과를 추정하면 표준오
차를 계산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식(1)과 식(2)로부터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         ,              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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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에서                  로서,  기 정부지출의 1단위 변화가  기와
   기 취업자 수의 합에 미치는 2년 누적 효과를 나타낸다.

2. 식별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s) 추정법과 패널 도구변수(Panel
Instrumental Variable) 추정법을 사용한다. 패널 고정효과 추정법을 사용하면 시간
에 고정적이며 관측되지 않는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다.
나아가 패널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한다. Nakamura and Steinson(2014)에서는
지역단위 자료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하면서, 각 주정부 지출 비중의 5년 평균값과
전체 정부지출을 곱한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
출의 효과를 추정한 Nekarda and Ramey(2011)의 연구에서는 산업 정부지출 비중
의 평균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Goldsmith-Pinkham et al.(2020)에서는 비중
의 초깃값을 도구변수로 제안하였다.
바람직한 도구변수는 부문별 산출의 추세와는 상관관계가 없고 정부지출과는 상관
관계가 있는 변수이다. 현재기 비중이나 비중의 평균보다는 비중의 초깃값이 부문별 산
출의 추세와 상관관계가 적을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부문 정부지출 비중

)로 사용한다.
의 초깃값(   )과  기 정부지출을 곱한 변수를 도구변수( 

      

(4)

여기서   는  기의 정부지출 총액이고,         는 부문 의 정부지출이  기 전
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패널 고정효과 추정치와 패널 도구변수 추정치가 일치성(Consistency)을 갖기 위
한 충분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Wooldridge 201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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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는 부문별로 차이가 없는 공통부분으로    와 상관관계가 없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현재기 정부지출이 현재기 잔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잔차항의 편차(    
  )와 상관관계가 없으면 일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모
형에 시간 효과가 포함된 경우, 잔차항의 편차는 취업자 수의 추세적 요인, 경기변동 요
인을 제외한 요인을 나타낸다.
패널 도구변수 모형에서 추정치가 일치성을 갖기 위한 조건은 최초기 정부지출의 비
중이 현재기 잔차항의 편차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변화는 소비, 투자, 생산성, 산출의 변화를 통해 취업자 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가격(임금, 이자율, 생산물 가격)의 변화 정도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 정부지출의 변화가 여러 가지 변수의 변화를 거쳐 취업자 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 경로에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정식에서는 별도의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

85

Ⅴ. 기초 통계
부문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2010년 정부지출의 비중(   )을 기준으로 집단을 세 개
로 나누었다. 정부지출의 비중은 각 부문의 정부지출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가리킨다. ‘집단 1’은 정부지출 비중이 0%인 부문들이다. ‘집단 2’는 정부지출의 비
중이 0% 보다 크고 1% 보다는 작은 부문들이다. ‘집단 3’은 정부지출의 비중이 1% 이상
인 부문들이다. 각 집단의 부문 수는 각각 105개, 48개, 8개이다.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문은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정부지출 비중이 36.4%이
다. 그다음으로 의료 및 보건 17.1%, 교육 서비스 15.9%, 교통시설 건설 7.1%, 비주거
용 건물 6.6%, 일반토목시설 건설 4.5%, 연구개발 2.8%, 사회복지서비스 1.4%의 순이
다. 8개 부문이 전체 정부지출의 91.8%를 차지한다.
[표 1]과 [그림 1]에서는 집단별 정부지출과 취업자 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집단
1’과 ‘집단 2’의 정부지출액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상대적으로 큰 변화
가 없다. 반면 ‘집단 3’의 정부지출액은 2010년 평균 29조원에서 2019년 평균 47조원
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1] 집단별 정부지출과 고용량
(단위: 조원, 만명)

정부지출

취업자 수
80

50

70

40
30
20

60
50

집단1

집단2

40

집단2

집단3

30

집단3

집단1

10

20
1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 ‘집단 1’은 정부지출 비중이 0%인 부문들, ‘집단 2’는 정부지출의 비중이 0% 보다 크고 1% 보다는
작은 부문들, ‘집단 3’은 정부지출의 비중이 1% 이상인 부문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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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별 정부지출과 고용량
(단위: 십억원, 명)

구분

정부지출

취업자 수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1

집단 2

집단 3

2010

0

432

28,914

81,805

182,690

602,661

2011

0

443

28,147

83,058

186,020

611,418

2012

0

463

28,956

84,170

190,627

635,755

2013

0

488

30,690

84,628

191,634

647,358

2014

0

487

31,754

84,691

200,553

670,186

2015

-1

505

37,219

86,759

199,859

677,411

2016

-1

541

40,358

86,744

200,974

690,513

2017

-1

547

41,630

86,909

203,200

706,348

2018

-1

651

43,229

86,823

200,968

716,562

2019

-1

761

46,966

87,424

199,201

726,921

105

48

8

105

48

8

부문 수

주: ‘집단 1’ 가운데 선철 및 조강,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투자액이 감가상
각 투자액보다 작아서 기업투자와 정부투자가 음수임
자료: 산업연관표 패널자료

‘집단 1’과 ‘집단 2’의 취업자 수는 10년 동안 각각 6.9%, 9.0% 증가하였다. ‘집단 3’의
취업자 수는 10년 동안 20.6%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 동안, 정부지출 비중
이 높은 부문에서 정부지출과 취업자 수가 다른 부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
였다. 참고로 ‘집단 3’의 2010년과 2019년 부문별 정부지출과 고용량은 [표 9]에 제시
하였다.
정부지출 비중이 큰 10개의 부문에 대해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의료 및 보건으로 2010년
17.1%에서 2019년 20.5%로 3.4%p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1.7%p,
교육 서비스가 0.6%p 증가하였다.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은 교통시설
건설로 2010년 7.1%에서 2019년 4.0%로 3.1%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일반토목시설
건설의 정부지출 비중이 1.6%p 감소하였다. 공공행정 및 국방은 정부지출 비중이 매우
큰 부문인데, 10년 동안 정부지출 비중이 36.4%에서 34.9%로 1.5%p 감소하였다. 전
반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의료, 보건, 사회복지, 사회보험,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하였고, 건설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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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
(단위: %, %p)

부문

2010

2019

변화

비주거용 건물

6.6

6.7

0.1

교통시설 건설

7.1

4.0

-3.1

일반토목시설 건설

4.5

2.9

-1.6

산업시설 건설

0.7

1.0

0.2

2.8

2.6

-0.3

공공행정 및 국방

36.4

34.9

-1.5

교육 서비스

15.9

16.5

0.6

의료 및 보건

17.1

20.5

3.4

사회보험서비스

0.9

1.3

0.4

사회복지서비스

1.4

3.1

1.7

연구개발

자료: 산업연관표 패널자료

88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Ⅵ. 추정 결과
1. 평균 효과
추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든 추정에서는 부문 단위 군집(Cluster) 표준오차
를 사용하였다. 당기 정부지출의 취업자 수 효과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추정치는 5.10
명이고,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치는 4.48명이다. 두 추정치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계수 차이 Hausman  통계량 0.85). 2년 누적 고용 효과는 패널고
정효과 모형에서는 11.0명이고, 도구변수 추정법에서는 10.0명이다. 두 추정치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Hausman  통계량 0.60).
[표 3]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 추정 결과
구분
추정방법

당기 효과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정부지출 효과

2년 누적 효과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패널 고정효과

초기비중
5.104
(4.47)

4.482
(4.87)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초기비중

10.983
(4.98)

9.976
(5.59)

1단계 F

121.04

150.50

1단계 계수값

0.981
(10.74)

1.01
(12.67)

1,610

1,449

관측치
주: 괄호 안은  값임

1단계 추정에서 F값은, 당기 효과 추정에서 121.0이고, 2년 누적 효과에서 150.5이
다. 1단계 추정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계수값은 각각 0.981과 1.01이다. 연구에서 사용
한 도구변수와 정부지출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정부지출의 당기 산출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패널 고정효과 방법에서 1.131이고, 패
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방법에서 1.134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계수 차이
Hausman  통계량 0.01). 정부지출의 2년 누적 산출효과 추정치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에서 2.32이며, 도구변수 추정법에서는 2.36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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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도구변수 사용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계수 차이 Hausman  통
계량 0.15).
[표 4] 정부지출의 산출효과 추정 결과
종속변수
추정방법

당기 효과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정부지출 효과

2년 누적 효과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패널 고정효과

초기비중
1.131
(9.19)

1.134
(8.80)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초기비중

2.317
(8.38)

2.362
(7.89)

1단계 F

121.04

150.50

정부지출 계수값

0.981
(10.74)

1.01
(12.67)

1,610

1,449

관측치
주: 괄호 안은  값임

2. 부문별 효과
부문별 정부지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표본을 ‘집단 1’과 개별 부문으로 한정하여 추
정하였다. ‘집단 1’은 초기 정부지출 비중이 모두 0이어서 ‘집단 1’과 개별 부문 하나만
포함한 경우, 도구변수 추정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패널 고정
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추정법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부문별 효과는 정부지출 비중이 높은 10개 부문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정부지출
비중이 높은 10개 부문이 2019년 전체 정부지출 비중의 93.4%를 차지한다.
부문별 정부지출의 산출 및 취업자 수 효과 추정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고, 이를
[그림 2]로 표현하였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출의 산출효과와 취업자 수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산출효과가
큰 부문에서 취업자 수 효과도 큰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연구개발 부문의 당기 산출효과는 9.5이고, 취업자 수 효과는 42.0으로 다른
부문에서의 효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2년 누적 산출효과와 취업자 수 효과는 각각
17.9과 72.8로 다른 부문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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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문별 정부지출의 산출 및 고용 효과

셋째, 건설 부문의 산출효과와 취업자 수 효과는 세부 부문별로 차이가 크다. 교통시
설과 일반토목시설 건설은 당기 산출효과가 각각 0.7과 0.5로서 낮은 편이고, 취업자
수 효과는 각각 -4.8과 -3.9이다. 이 두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산출효과가 크지 않고,
민간 부문의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킨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 부분에서는 정부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두 부문에서 정부지출의 당기 산출효과는 각각 2.3과 1.4로서 평균보다 높고, 당기
취업자 수 효과도 각각 6.44와 9.53으로서 평균보다 높다.
넷째, 사회복지, 사회보험, 의료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은 취업
자 수 효과가 매우 크다.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의 산출효과는 각각 1.08과 0.33으
로 낮은 편이지만, 취업자 수 효과는 각각 25.5와 12.8로서 매우 높다. 의료보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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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산출효과는 1.4이고 취업자 수 효과는 7.8로서 평균보다 높다. 2년 누적 효과
에서도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산업시설 건설 부문의 당기 취업자 수 효과는 9.53이고, 시차 누적 효과는
27.01로 차이가 크다. 산업시설 건설 부분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효과는 당기보다 다음
해에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표 5] 부문별 정부지출의 효과 추정 결과
구분

당기 효과

2년 누적 효과

산출효과

취업자 수 효과

산출효과

취업자 수 효과

비주거용 건물

2.34
(7.0)

6.44
(3.1)

5.55
(6.3)

15.01
(2.8)

교통시설 건설

0.71
(0.9)

-4.81
(-1.0)

0.73
(0.5)

-6.92
(-0.7)

일반토목시설 건설

0.50
(0.5)

-3.92
(-0.7)

1.23
(0.7)

2.50
(0.2)

산업시설 건설

1.42
(0.8)

9.53
(0.9)

3.05
(0.6)

27.01
(0.9)

연구개발

9.50
(9.5)

42.04
(6.8)

17.85
(8.9)

72.82
(5.9)

0.99
(13.5)

4.29
(9.4)

2.03
(12.5)

9.88
(9.9)

교육 서비스

1.11
(8.9)

1.64
(2.1)

2.18
(8.0)

4.06
(2.4)

의료 및 보건

1.44
(14.5)

7.86
(12.7)

3.17
(13.3)

16.85
(11.5)

사회보험서비스

0.33
(0.3)

12.77
(1.6)

0.57
(0.2)

27.60
(1.5)

사회복지서비스

1.08
(3.0)

25.54
(11.1)

2.07
(2.7)

46.39
(9.5)

공공행정 및 국방

주: 괄호 안은  값임

3. 고용 형태별 효과
취업자 수는 고용 형태에 따라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종사자로 구분된다. 패널 고
정효과 모형으로 각 고용 형태별 정부지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부지출의 당기 고용 효과 추정치는 상용 5.3명이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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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임시･일용과 자영･무급 종사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각각 -0.3명과 0.1명으로 크
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정부지출이 상용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2년 누적 효과 추정치는 11.2명이다. 누적
효과를 추정한 경우에도 임시･일용과 자영･무급 종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는 상용직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표 6] 정부지출의 고용 형태별 고용 효과
구분
추정치

당기 고용 효과

2년 누적 고용 효과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5.266
(4.89)

-0.297
(-0.77)

0.136
(1.10)

11.181
(5.67)

-0.493
(-0.58)

0.295
(1.08)

표본수

1,610

1,449

주: 괄호 안은  값임

고용 형태별 고용 효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7]에 나와 있다.
표의 마지막 열에서는 전체 고용 증가 효과에서 상용직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
고 있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 부문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효과는 대부분 상용직 고
용이 증가한 것이다. 연구개발 부문에서 정부지출의 2년 누적 고용 효과는 72.8명인데
상용직 증가 효과는 78.4명으로, 고용 효과에서 상용직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
이다. 교육서비스와 의료 및 보건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효과에서 상용직 증가가 차지하
는 비중은 각각 181%, 102%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서비스 부문에서 이 비
율은 각각 82%와 88%이다. 연구개발,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지출의 고용 효
과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건설 부문에서 고용 효과가 상용직 증가로 발현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에서 상용직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주거용 건물 58.8%, 산업
시설 건설 44.2%, 일반토목시설 건설 20.1%로 낮다. 건설 부문은 전체적으로 정부지출
의 고용 효과가 낮기도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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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문별, 고용 형태별 정부지출의 2년 누적 취업자 수 효과
부문

상용

임시·일용

자영·무급

상용 비중

비주거용 건물

8.83
(2.2)

8.57
(6.2)

-2.38
(-1.3)

0.588

교통시설 건설

-1.54
(-0.2)

-0.27
(-0.1)

-5.10
(-1.5)

0.223

0.50
(0.1)

2.08
(0.7)

-0.09
(0.0)

0.201

산업시설 건설

11.93
(0.5)

6.03
(0.8)

9.04
(0.8)

0.442

연구개발

78.42
(8.5)

-6.47
(-2.1)

0.88
(0.2)

1.077

공공행정 및 국방

9.63
(13.0)

0.16
(0.6)

0.08
(0.2)

0.975

교육 서비스

7.36
(6.0)

-4.23
(-9.8)

0.93
(1.6)

1.812

의료 및 보건

17.20
(15.6)

-1.30
(-3.5)

0.95
(1.9)

1.021

사회보험서비스

24.25
(1.8)

1.92
(0.4)

1.43
(0.2)

0.878

사회복지서비스

38.05
(10.4)

8.04
(6.6)

0.31
(0.2)

0.820

일반토목시설 건설

주: 괄호 안은  값임. ‘상용 비중’은 전체 고용 증가 효과(상용+임시･일용+자영･무급 증가)에서 상용
직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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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고용은 전업 환산기준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정부지
출이 내생 변수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초깃값을
도구변수로 하여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정부지출 1단위(10억원) 증가는 취업자 수를 당기에 4.5명, 2년 누적으로
는 10.0명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문별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당기 취업자
수 증가 효과는 연구개발 분야(42.0명)에서 가장 크고,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 사
회보험, 의료보건)에서도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교통시설과 일반토목시설 건설 부문
에 대한 정부지출은 민간 부문의 고용을 구축하는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건설 분야 가운데 산업시설 건설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시차를
두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 형태별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정부지출의 고용 효과는 상용직 증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 종사자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용
형태별 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부문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효과는 대부분 상용직 고용이 증가한 것이었다. 반면 건설 부문은 전체적으로 정부지출
의 고용 효과가 낮기도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부문별 차이를 이용하여 고용 효과를 추정하였다. 패널자
료 추정에서 산업 간 연관 효과와 경제 전체 일반균형 효과는 추정식의 시간고정효과에
흡수된다. 산업 내 효과와 경제 전체 효과의 관계, 일반균형 효과를 나누어 추정하기 위
해서는 다부문 정부지출 모형(Bouakez et al. 2018)이나 일반균형 모형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이다.
부문별 정부지출에는 저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다. 산출효과나 고용 효과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지출에 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산출이나 고용에 대한 효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지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신고
전파 이론에서 정부지출은 산출에 대한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기가 작다. 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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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학파 모형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정부지출이 경제 전체 산출에 큰 영향을 준다.
산출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는 조건에는 임금과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 소비성향이 큰
경우, 지출이 부채로 조달되는 경우, 이자율이 0에 가까워서 통화정책이 테일러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산출효과가 크다는 것은 새케인즈학파 모
형이 현실에 더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모형마다 노동량이 증가하는 경로가 다르지만, 신고전파 모형과 새케인즈학파
모형에서는 모두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노동량이 증가한다. 정부지출이 임금, 생산물
가격, 소비,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토
하는 연구가 향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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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 분류가 바뀐 부문은 모두 분류가 세분되었다. 예를 들어 석유제품(코드 37)은
원유 정제 처리제품(코드 162)과 윤활유 및 기타 석유 정제품(코드 163)으로 나뉘었다.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타전기장치,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도 세분화되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균형패널 자료를 만들기 위해 세분된 부문을 2010년 구분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2015년 부문 분류 변화에 관해서는 한국은행(2014)의 통계편을
참조할 수 있다.
[표 8] 2010년과 2015년 소분류 구분 변경 부문
2010

2015

석유제품(코드 37)

원유 정제 처리제품(코드 162)
윤활유 및 기타 석유 정제품(코드 163)

기타전기장치(코드 81)

기타전기장비(코드 379)
전선 및 케이블(코드 374)

수리서비스(코드 160)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리 서비스(코드 821)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코드 440)

개인서비스(코드 161)

개인서비스(코드 822)
기타(코드 830)

[표 9] ‘집단 3’ 정부지출과 고용량
(단위: 십억원, 명)

구분

2010
정부지출

2019
고용

정부지출

차이
고용

정부지출

고용

비주거용 건물

16,705

483,664

27,596

588,008

10,891

104,344

교통시설 건설

17,794

236,832

16,311

117,827

-1,483

-119,005

일반토목시설 건설

11,226

241,349

11,937

111,378

711

-129,971

7,141

387,277

10,625

614,952

3,484

227,675

공공행정,국방

91,688

907,828

143,763

1,060,839

52,074

153,012

교육서비스

40,167

1,519,905

68,210

1,532,641

28,043

12,736

의료 및 보건

43,119

596,228

84,454

979,792

41,335

383,565

3,469

448,210

12,835

809,934

9,366

361,725

연구개발

사회복지서비스

주: ‘집단 1’은 정부지출 비중이 0%인 부문들이고, ‘집단 2’는 정부지출의 비중이 0% 보다 크고 1%
보다는 작은 부문들임. ‘집단 3’은 정부지출의 비중이 1% 이상인 부문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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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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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employment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using the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from 2010 to 2019. The initial share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was used as the instrum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the employment effect was the larg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 and
effects on the social service (social welfare, social insurance, medical health), and
industrial facility construction employments wer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spending on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general civil engineering facilities
construction has a crowding out on private sector employment, which has reduced
overall employment. The employment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output effects.
 Keywords: Government Expenditure, Input-Output Table, Panel Data, Instrument
Variable, Employ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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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성명재**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보완해
주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의 범위를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
만으로 확대하고, 간이과세 범위를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
다. 2020년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는 평균 49만원, 신규 간이과세자(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는 84만 8천원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는 각각 소득 2∼
6분위와 4∼7분위에 집중 분포한다. 소득증가 효과도 중･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지니계수를 0.11% 하락(0.40589→0.40559)시켜 (+)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의 절대크기가 작고 고소득층에도
세경감 효과가 일부 귀착되기 때문에, 소득격차 완화효과는 다소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간이과세제도의 본래 목적이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 증진과 징세비용
감축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격차 완화 및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
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정책취지에
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재분배,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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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1) 범위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특히
소규모･영세사업자들에게 미친 경제･사회적 타격이 상당히 크다. 정부는 세금납부 유
예, 대출 확대 등의 조처를 시행하였고, 세금 경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방
안을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상한)를 연매출액 기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
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납부면제)의 범위(상한)를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자로, 한계일반과
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개편의 주된 목적
이다.
간이과세제도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일반과세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들
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방식을 간소화하는 간편납세제도의 일종이다. 전단
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의 복잡한 과세체계 대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액으
로 산정하는 납세간소화 장치이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율(즉
기준율 또는 부가가치 기준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부가가치율이 세법상의 간이과세
기준율보다 높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간이과세 세액
이 작기 때문에 세경감 혜택을 얻는다.2) 반대의 경우에는 이론상 간이과세 세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율을 평균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반과세 세부담보다 낮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한계일반
과세자의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부가가치세(소비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간이과세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일부를 (영세)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소비세 과세논리상 적절
1)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1억 5,000만원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율을 업종별로
차등(10∼60%)하여 1996년 최초 도입되었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1억 5,000
만원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기존 과세특례 제도(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를 대체하면서
기준율을 5∼50%로 조정하여 2000년 도입되었다.
2) 부가가치율이 기준율보다 낮으면 간이과세 세부담이 더 크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면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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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이 금번 간이과세 범위 확대의 정책취지이다. 정책취지에 맞춰 간이과세의 의미를 재해
석하면, (영세)사업자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소비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그중 일정
비율을 소득지원의 형태로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이과
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방안이 소규모･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얼마나 효과적이었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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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취지,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연구 필요성과 핵심 분석대상
과세 방식(일반과세 vs. 간이과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율이 기준율보다 낮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론상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
반과세 세부담(이론세액)보다 높아지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부가가치율이
기준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세부담이 이론세액보다 작아진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기준율이 부가가치율과 괴리되면서 전자는 과다세부담, 후자는
과소세부담을 지게 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
간이과세 세부담이 과중해지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이라는 정책취지
가 무색해진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에서는 업종별 기준율을 실제 부가
가치율 평균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기준율을 낮게 설정할수록 이론세부담보다 실세
부담이 작아지는 간이과세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역차별 현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
수 간이과세자들의 실세부담이 이론세부담보다 작다. 간이과세제도가 소규모･영세사
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는 크게 과세특례제도(1999년 말 폐지)와 간이과세제도 두 가지가 있다. 납세방식을
간소화하여 기장능력과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
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도입 당시 세금경감 제도라는 인식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
나 최근에는 간이과세제도(또는 광의의 특례과세제도)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
치세 감면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20년 세법개
정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2020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기획재정부 2020, 2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제당국도 간이과세제도를 세부담 경
감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가 과연 세경감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의 세금납부방식이 과표 탈루에 취약하여 탈
세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반론이 많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05

세법개정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간이과세제도를 소상공인에 대한 세경감 제도
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정작 이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간
이과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초점
을 맞춰 간이과세의 범위 확대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미 세경감 제
도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영
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적
정성 여부를 떠나 실증분석 차원에서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취지
의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 사항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의 타당성과 적절성, 법리적 차원의 과세
공평성 등에 대한 제도연구, 정책연구가 대부분이다.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세부담 경
감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한 실증연구는 찾기 어렵다. 근본 이유는 분석자료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책연구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분석한 연구(정다운 2021)가 있다. 그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일
반 서베이 자료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자
영업자 소득지원 효과와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부가가치
세 신고자료의 경우 실제 납세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가구소득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본 연구와 연구주제가 비슷하거나 연구방법론이 유사한 연구로는 김승래･박
명호･홍범교(2007), 김승래(2021), 정다운(2021)의 연구가 있다.
김승래･박명호･홍범교(2007)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 기준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업종별 세부담 경감분의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이과세
세경감을 통해 소득지원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구주제가 유사하다.
다만 분석대상이 개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업종별 세경감 집계치를 분석하였다는 점,
소득재분배 영향보다는 업종별 세금경감액 추정과 기준율의 적정성 분석 등에 주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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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2021)는 농어업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정
책의 농･어업 부문 가구소득 증대효과와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
정책은 간이과세 범위 확대 정책과는 관련성이 낮지만, 부가가치세 경감을 통해 저소득
층을 지원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려는 정책목표는 유사성이 크다. 분석방법론
상으로도 세부담 경감액을 해당 가구별로 추정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다운(2021)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율 분포를 알 수 있고, 세수효과를 직접 추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간
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성이 크다. 다
만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가구 소득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간이과세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
련성이 있는 연구들도 있다. 세율 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효과 연
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업종별 실효세율 추정 연구, 부가가치세 면세의 업종별 감
면규모 추정 연구 등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준다는 점에
서 연구방법론상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기백(2000), 정재호(2010), 박명호
(2008), 성명재(2013), 박명호･정재호(2014), 김승래(2015) 등이 그러하다.
박기백(2000), 정재호(2010)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
세의 감면규모를 추정하였다. 박명호(2008), 성명재(2013), 박명호･정재호(2014)는
기본부문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문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하여 부가가치
세 면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동 제도(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실증
분석과 제도연구를 병행하였다. 김승래(2015)는 일반계산균형모형 분석을 통해 부가
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때 예상되는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귀착분포와 소득재분배 효
과를 분석하였다. 간이과세 연구와는 관련성이 없지만, 부가가치세 개편에 따른 세부
담 변화가 가구소득과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재분배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해준다.
그 밖에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과 세무행정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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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를 위한 간편과세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영세사업
자가 당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을 간이과세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
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성호･박성웅･나형종(2020)은 개인사업자의 경쟁
력･자생력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
하다고 보고, 업종별 기준율을 인하하여 실질세 부담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심충진･김진태(2020)도 그런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이다.

3.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와 제13차년도(2020) 재정패널 원시자료를 분
석자료로 사용한다. 두 자료 모두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자료이다. 산업연관표는 5년
주기로 끝자리가 0과 5인 연도의 실측표가 이용 가능하다. 사잇연도에는 실측 없이 외
삽법(外揷法, extrapolation)을 통해 추정한 연장표가 발간된다. 연장표는 단순추정
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재정패널자료는 전국 단위의 전 가구를 대상으
로 소득･소비 및 각종 조세정보를 가구 및 가구구성원 단위로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의 부가가치 기준율을 6가지로 분류하여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재정패널자료는 20개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종
사 업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표는 33부문으로 구분되어 있
다. 33부문 산업연관표는 20개 표준산업분류 가운데 제조업을 14개 소부문으로 세분
화하고 나머지 19부문을 포함하여 모두 3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패널자료와
산업연관표의 업종분류는 동일한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두 자료의 업종
분류는 서로 일치한다. 재정패널자료의 20개 표준산업부문의 형태로 추정값을 얻기 위
해 33부문 통합대분류 산업연관표의 14개 소부문 제조업을 1개의 부문으로 통합합산
하여 20부문 산업연관표로 재정렬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재정패널자료의 주요 기술통계는 [표 1]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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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정패널자료 주요 기술통계(2020)
(단위: 세, 명, 만원)

구분

평균

가구주 연령

53.37

최대
119

최소
19

표준편차
15.81

가구원 수

2.40

9

1

1.20

취업인 수

1.30

6

0

0.80

총소득

5,002

130,119

0

4,545.30

소비지출

2,915

74,400

0

2,073.67

주: 1.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2. 동 자료의 인적 정보는 2021년, 소득, 소비, 세부담 등은 2020년 귀속분 기준으로 구성

나. 간이과세 세부담의 추정과 간이과세자의 사업소득 구간범위의 식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연매출액 8,000
만원 미만의 한계일반과세자이다. 규모상 피고용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다. 무급가
족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세법상 이런 경우도 피고용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부가가치는 세포함 매출에서 세포함 매입을 공제한 것으로, 피용
자보수와 개인영업잉여가 혼재한 형태의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재정패널자료는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정보를 담고 있지만 매출액 정보는 제공
하지 않는다. 동 자료를 이용하여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존･신규 간이과세자 포함)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매출액 범위를 역산
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한계)일
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전 부가가치 총액에 세율을 곱한 것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부가가치와 관계없이 매출액에 부가가치 기준율과 세
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3) 사업소득으로부터 유형별 매출액 범위
를 산출하는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주요 변수를 정의하자.

3) 간이과세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다. 매출액 중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 중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면세 매입액 중에서 이전
단계의 매입세액이 포함된 부분 중 일부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공제해준다. 국세통계연보는 간이과
세자의 (산출)납부세액과 공제･차감세액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동 정보의 업종별 차감납
부(세액)비율을 이용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실부담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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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업종, 단    ⋯  
 :  -업종(산업)의 실제 부가가치율(피용자보수･영업잉여, 부가가치세 포함)

  :  -업종(산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 기준율
 : 부가가치세율(현행 10%)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아래에서 하첨자  를 생략함

부가가치율은 매출액(  ) 중 부가가치의 비율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는 매
출액에 부가가치율(  )을 곱하면 산출된다. 부가가치는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의 합으
로 구성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은 세금(부가가치세) 포함 총
부가가치 중 각각





   와     의






비율로 결정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

가가치세는 매출액(  )에 기준율(  )을 곱해 산출한 부가가치기준액에 세율(  )을 곱하
여 산출된다. 사업소득(  )은 부가가치( ⋅  )에서 유형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면 산출된다. 매출액으로부터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공식을 정리
하면 [표 2] 상단부의 1∼3행과 같다. 매출액, 부가가치세, 사업소득 사이에 일대일 대
응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표 2] 상단부의 식에서 역함수를 구하면 과세유형별로 사업
소득으로부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 하단부의 두 행과 같다.
[표 2] 부가가치세 사업자 과세유형별 매출액, 부가가치, 사업소득, 부가가치세(산출세액)의 관계식
구분
총부가가치(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부가가치세( )



     ⋅⋅
⋅⋅ ⋅  ⋅⋅
사업소득(  )




⋅
   ⋅   
매출액( ) 산식(사업소득 관계식)

  ⋅

⋅
⋅
부가가치세( ) 산출세액 산식(사업소득 관계식)   ⋅   
  ⋅

주: 저자가 도출한 계산식임. 과세매입･과세매출을 전제로 하는 일반해 산식 기준임. 간이과세자의
산출세액은 각종 공제 및 감면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포함) 차감 전 세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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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이 10%이므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세포함 부가가치
총액의 1/11이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이다. 즉 사업소득의 1/10 비율만큼이 부가가치
세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액과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율과 기준율 조합에
따라 업종별로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기준율을 5∼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은
업종을 6개로 대분류하고 다섯 가지(15%, 20%, 25%, 30%, 40%) 기준율을 적용하고
있다([표 9] 참조). 간이과세 기준율은 2015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업종별 부
가가치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표 4] 참조).4) 2015년의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35.2%이다.
예시적으로 매출액 규모를 100, 실제 부가가치율을 전 산업 평균치와 유사한 35%,
(부가가치) 기준율을 20%라고 가정하자. 이때 기존 납부면제자(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는 부가가가치세가 납부면제되므로 (가구)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35와 0
이 된다.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액 3,000∼4,800만원)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부가
가치세 부담률이 기준율(20%)의 1/1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100)×기준율(20%)×
세율(10%)=2가 된다. 가구소득은 부가가치(35)에서 부가가치세(2)를 공제한 33이다.
(한계)일반과세자(연매출액 4,800∼8,000만원)의 경우 세법개정 이전에는 부가가치
(35)가 가구사업소득과 정상과세된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역산하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과  이다.
[표 3]은 위의 부가가치율과 기준율을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세포함 연매출액이
4,400만원인 사업자의 일반과세 세부담과 간이과세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부가가치
율이 35%이면 부가가치는 1,540만원이다. 일반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부가가치




중  (=140만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  (=1,400만원)은 사업소득이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매출액에 기준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88
만원,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1,452만원이다. 그러므로 간이
과세 세부담이 일반과세 세부담보다 52만원 적다. 간이과세 세부담이 더 적은 이유는

4) 광업의 부가가치율은 1.96%([표 4] 참조)로 세법상 기준율(5∼50%)보다 낮다. 단 광업부문에 간이과
세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율(평균)보다 기준율이 낮다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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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율(20%)이 부가가치율(35%)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부담 비교(예시)
(단위: 만원, %)

구분
연매출액(  , 부가가치세 포함)

일반과세
4,400

4,400

35

35

4,400×35%=1,540

4,400×35%=1,540

-

20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 포함)
세포함 부가가치
간이과세 부가가치 기준율
부가가치세
사업소득

간이과세

140

 (4,400)×20%×  (10%)=88

1,400

1,452

n.a.

+52

일반과세 대비 (사업)소득 증감
주: [표 2]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한 예시

서베이 자료는 사업자의 매출액 정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자 유형을 판정･분류할 수 없다.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과
종사업종(산업) 정보를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기
준율을 결합하면 업종별로 납부면제자･기존 간이과세자･신규 간이과세자 여부, 과세
유형별 사업소득의 범위를 식별할 수 있다. 예시적으로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35%
와 기준율 20%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의 사업소득 범위를 산출해보자.
기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3,000∼4,800만원이다. 35% 부가가치율을 적용하
면 부가가치는 1,050∼1,680만원이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은 각각 부가가치의
2/35와 33/35이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은 990∼1,584만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면 납부면제자의 사업소득 범위는 0∼1,050만원이다.
(한계)일반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8,000만원이므로, 부가가치는 1,680∼
2,800만원이다. 간이과세로 전환되기 이전 상태에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
가치의 1/11, 즉 152.7∼254.5만원이다.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사업소득은 1,527.3∼
2,545.5만원으로 산출된다.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과세유형별 사업소득 범위는 일부 구간에서 소
득순위의 역전 또는 구간중복에 따른 자료단절(또는 불연속) 현상이 발생한다. 납부면
제와 간이과세 사이, 간이과세와 (한계)일반과세 사이의 경계점 부근에서 그러하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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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편의상 예시적으로 실제 부가가치율과 기준율이 각각 35%와 20%인 경우 기존 간
이과세자의 사업소득 범위(990∼1,584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기존 납부면제
(즉 사업소득 990만원 이하), 그 이상이면 한계일반과세자(사업소득 1,584∼2,545.5
만원)로 가구를 분류한다. 부가가치율과 기준율이 위와 다른 경우에는 [표 2]의 공식을
이용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간이과세의 범위를 식별한다.
개정세법에 따라 기존 납부면제자와 기존 간이과세자를 한 데 묶어 (신규)납부면제
자로 재분류하고, (한계)일반과세자는 (신규)간이과세자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자영업자
들의 과세유형이 결정되면, 사업자 개인별 사업소득액으로부터 가구별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 총액을 역산하고, 이로부터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다. 분석방법: 부가가치율의 추정
부문별 부가가치율은 부문별 부가가치 총계를 동 부문의 총산출(=총생산)로 나눈 값으
로 정의된다. 부문별 부가가치는 동 부문에서 생산된 총산출에서 중간투입 합계를 차감
하면 산출된다. 부문별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사후적
으로, 어떤 부문에서 생산한 산출물의 총가치(총산출)는, 동 부문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동 부문에 투입된 총투입의 가치(또는 총판매액)와 항상 일치한다. 산업연관표에
서는 총산출과 총투입 항목을 각기 총공급과 총수요로 표기하고 있다.
산업연관표의 각 열은 해당 부문의 산출물 생산을 위해 각 부문(자기 부문 포함)으로
부터 투입되는 중간투입(원재료 등 포함) 정보, 생산요소(노동, 자본)에 대한 보수(피용
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물세, 고정자본소모 등 부가가치 항목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
어 있다. 부문별 부가가치율은 동 부문의 열 중에서 부가가치 항목의 합계치를 분자로
하고, 동 부문의 총산출액을 분모에 대입하여 산출한 비율로 계산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부가가치율의 산포도(확률분포)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
해 비모수핵추정법(nonparametric kernel estimation)을 이용하여 부문별 부가가
치율에 대한 확률분포(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각 부문별로 총산출액이 다르기 때문
에 전 산업 총산출액 대비 부문별 총산출액의 비율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확률밀도
함수(weighted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추정하였다. 분석방법론상 상세정
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률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20개 대분류 표준산업을 3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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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문으로 세분류한 상세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라. 분석방법: 소득지원 효과 및 세수손실규모의 추정
2021년에 시행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정책은 납부면제 범위를 기존 간이
과세자(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한계)
일반과세자를 (신규)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
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세부담 전액이 경감되고, 소득지원 효과는 세부담 전액과 일치한
다. 세수감소 규모는 기존 간이과세 세수의 전액이다. 2020년 간이과세의 납부세수는
5,763.7억원([표 10]의 상단 참조)이다. 최근 실적을 볼 때 연간 5,000∼6,000억원 정
도의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한계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부가가치율과 기준
율의 상대적 크기 차이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고 반대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일반과세 세액은 세전 부가가치(=매출액×부가가치율×  )에 세율(  )을 곱하여 산
출되고, 간이과세 세액은 매출액×기준율×세율의 방식으로 산출된다.


일반과세 세부담:    ⋅⋅ 

간이과세 세부담:   ⋅ ⋅ 

(1)
(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였을 때의 세부담 차이를   ≡    라고 정의


하면,           이다. 간이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신규 간이과세

자(한계일반과세자)의 세경감액(   )이 곧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액이 된다.
 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 세율(  )이 10%
  의 부호는 부가가치율(  )과    

이므로 부가가치율이 기준율(  )보다 최소 10% 이상 더 크면(    ) 간이과세로 전
환함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    )되고(과소부담), 양자가 같으면 두 세부담이 일치
하며, 부가가치율이 기준율의 1.1배보다 작으면(     )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반과
세 세부담보다 과중해진다(과다부담,     ). 즉 부가가치율이 기준율보다 충분히
크면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부가가치율이 기준율보다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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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경우에는 연매출액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속 일반과세자로 잔
류하는 것이 세부담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기준율을 높게 설정할수록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반과세 세부담보다 과중해지는 한
계일반과세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율을
부가가치율 평균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규 간이과세자(한계일반과세자)
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세부담 변화분(   )의 부호가 음(-)이 되어 세부담액이 경감
된다. 이때 소득지원 효과의 크기는    가 된다.




업종별 기준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 평균값의 10/11로 설정(      )하


면 이론상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수총액과 평균 세부담은 동일하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사업자(     )는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율이 충
분히 큰 사업자(     )는 간이과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론상 세부담
이 증가한 사업자들의 세수증가 효과와, 세부담이 감소한 사업자들의 세수감소 효과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율에 비해 기준율을 상당히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
과가 세수증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다. 한계일반과세자를 신규로 간
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수손실 총규모는 1인당 세경감액 평균값,      에 전






⋅


       
체 간이과세자 수( )를 곱한 금액으로, ⋅ 
    









이다. 단      ,     ,       이다. 다만 한계일반과세 중에서 실제 부
가가치율이 기준율(2021년 기준 가중평균치 24.28%)보다 낮은 사업자는, 일반과세
세부담이 간이과세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잔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Ⅲ장의 [그림 2]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분포를 추정하였다. 만약 개별사업자의 부가가
치율 분포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분포와 유사하다면 대략 38.8%(부가가치율이 25%보
다 낮은 비율, [그림 2] 기준)의 일반과세자들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기준율 평균보다 낮
으며, 따라서 이들은 일반과세로 잔류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계일반과세자 중에
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
타나지 않으므로, 한계일반과세자가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효과에서 일반
과세 잔류비율(38.8%)만큼을 차감하여 신규 간이과세자에게 귀속되는 세부담 경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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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추정한다.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감소분은 모두 사업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간이과세자는 물론이고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매우 미약하며 따라서
가격수용자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사업자들이 당면하는 개별수요곡선은 완전가격
탄력적, 즉 수평이다. 당면한 수요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는 세금감소분은 모두 공급자,
즉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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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분석 결과
본 장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추정결과와, 산업연관분석과 재정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추
정한 간이과세제도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소득분배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1.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확률분포
본 절에서는 20개 표준산업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을 추정하였다. [표 4]는
2015년 산업연관(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추정한 부가가치율과, 세법에 규정된 간이과
세 부가가치 기준율(15%, 20%, 25%, 30%, 40%)을 비교하였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은 35.2%로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
율을 가중평균한 값은 24.28%(가중치는 부문별 총산출 비중)이다. 전 산업 부가가치율
(35.2%) 대비 69.0%(=24.28÷35.20)이다. 즉 평균적으로 기준율이 실제 부가가치율
보다 31%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일반과세보다 간이과세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기준
율을 설정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21년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되기 이전에는 부가가치 기준율이 4단계(5%, 10%, 20%,
30%)로 2021년의 기준율보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낮았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 기
간의 기준율을 가중평균한 평균값은 22.05%이다. 2021년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할 때 세
수감소 효과를 줄이는 방향에서 부문별 기준율이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부문별 부가가치율은 1.96∼77.02%로 부문 간 편차가 상당히 크
다. 광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1.96%로 가장 낮고, 공공행정과 부동산업･임대업이 각
각 77.02%와 73.14%로 가장 높다.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과 농･림･어
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40% 이상으로 높다. 반면에 제조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은 부
가가치율이 20%대로 비교적 낮다.
부가가치율이 기준율의 1.1배보다 낮으면(     )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반과세
세부담보다 과중해진다(제Ⅱ장 3절 라항 참조). 광업과 제조업이 그러하다. 다만 광업
에 종사하는 간이과세자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광업부문에서 세부담이 과중한 간
이과세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21.22%로 기준율 20%의 1.1
배(22%)보다 조금 낮다. 다만 그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평균적 관점에서 볼 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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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이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대체로 서로 비슷할 것으로 추
론된다. 이들 두 부문을 제외하면 기준율이 부가가치율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세부담이 일반과세 세부담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었던 세액감면 제
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부가가치 기준율과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간이과세 범위 확대 이전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들은 일정한 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감면받
았다. 국세통계연보는 각 업종별로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감면 후 차감납부세액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세액 대비 차감납부(세액)비율을 계산하
면 [표 4] 마지막 열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일례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매입세액 등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감납부비율이 99.2%로
매우 높다. 반대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공제감면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 비율이 5.8%에 불과할 정도로 실세부담이 매우 적다. 여타 부문은
동 비율이 16.4∼73.3%로 업종별로 편차가 크다. (기존)간이과세자의 실세부담은 산
출세액에 업종별 차감납부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본 절에서는 20개 표준산업(대)분류를 세분화하여 381개 기본부문으로 확장한 상세
산업연관표(2015)를 이용하여 상세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추정하고, 비모수핵밀
도추정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율의 확률밀도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와 누적확률밀도함수(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를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추정하였다.
확률밀도함수([그림 1])의 경우 추정과정에서 평탄화(smoothing) 작업을 거쳤지만
표본수(381개)가 충분히 크지 않아 확률밀도함수의 곡선이 다소 들쑥날쑥하다. 그렇지
만 전체적으로는 부가가치율 분포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간별로는 부가가
치율 15∼40% 영역에서 확률밀도(즉 표본빈도)가 가장 높고, 50%대 초반, 그리고 60%
대 중반∼70%대 중반 영역에서도 확률밀도가 높다. 확률밀도의 정점이 여러 개인 다봉
분포(multi-modal distribution) 구조를 지닌다. 다봉분포는 확률분포특성(평균, 분
산, 分布群(distribution family) 등)이 구조적으로 다른 복수의 이질적인 집단이 단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특성이 완전히 다른 여러 개
의 업종군(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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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문별 부가가치율 및 간이과세 차감납부(세액)비율
(단위: %)
업종(산업)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실제 기준율 차감납부
비율
()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45.56

20

2. 광업

1.96

20

3. 제조업

21.22

20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5.26

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업종(산업)

55.98

40 51.482

-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3.14

40 99.186

45.367

13. 전문 과학 및 기술
44.71
서비스업

40 48.539

20

100

14. 사업시설 관리 및
58.48
사업지원 서비스업

40 48.539

53.33

15

48.539

15. 공공행정, 국방 및
77.02
사회보장 행정

30 48.539

6. 건설업

37.95

30

75.585 16. 교육 서비스업

7. 도매 및 소매업

52.17

15

8. 운수업

34.65

9. 숙박 및 음식점업 27.91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35

73.333 11. 금융 및 보험업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실제 기준율 차감납부
비율
()
(  )

67.76

30 48.539

16.352

17. 보건업 및
52.41
사회복지 서비스업

30 48.539

20

68.995

18. 예술, 스포츠 및
44.30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 48.539

15

5.765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41.57
기타 개인서비스업

30 48.539

30

20. 기타(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
68.995
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 산업 평균

0

0

-

35.20 24.28

-

주: 1. 2015년 통합대분류 투입산출표(실측표)는 33부문인데, 3∼16부문은 제조업의 세부부문임. 3∼
16부문을 제조업으로 통합하고 20개 표준산업 기준 투입산출표로 전환하여 20개 부문의 실제
부가가치율()을 추정함(저자 추정치)
2. 숙박업의 기준율은 25%이나, 재정패널자료와 투입산출표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이 구분되지 않
음. 음식점업이 숙박업보다 납부세액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편의상 음식점업 기준율(15%)
을 적용함
 ) 평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년)에 규정된 기준율을 적용하여 추정
3. 전 산업 기준율( 
함(단 간이과세의 범위 확대 이전인 2020년의 기준율 가중평균은 22.05%)
4. 간이과세 차감납부비율은 산출 납부세액 중 공제세액･감면세액(의제매입세액공제 포함)을 공
제하고 차감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나타냄. 도매 및 소매업은 도매업과 소매업의 가중평균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가중평균치임. 국세통계연보에서 각종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서비스업 수치를 적용함
자료: 1.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202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차감납부(세액)비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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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누적확률밀도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는 부가가치율이 10%,
20%, 30%, 40%인 경우에 누적부문비중(누적확률)이 각각 8.1%, 28.8%, 48.8%,
64.5%임을 보여준다.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35.2%)과 거의 비슷한 35%보다 부가
가치율이 낮은 부문의 누적비중은 56.7%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음을 보여준다.
2021년 기준율의 가중평균값은 24.28%이다. [그림 2]에 의하면 부가가치율이 대략
25% 수준보다 낮은 부문의 누적비중은 38.8%이다. 만약 개인별 부가가치율 분포가 부
문별 분포와 유사하다면,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율이 기준율 평균보다 작은 사
업자의 비중은 위의 비율과 유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애석하게도 아직 개인별 부
가가치율 분포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고, 또 현재 시점에서 동 분포를 추
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부문별 분포를 개인분포로 원용하는 경우 시사점
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 중에서는 부문별 부가가치율 분포 추정결과
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분포가 부문분포와 유사하다고
잠정적으로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한계일반과세자 가운데 부가가
치율이 기준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비율을 부문분포에서 추정한 38.8%와 동
일하다고 상정하고, 한계일반과세자 가운데 간이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일반과세
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규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즉 소득증대 효과)를
차감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1]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률밀도함수

주: 2015년 381부문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그림 2] 업종별 부가가치율 누적확률밀도함수

주: 2015년 381부문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120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2. 간이과세제도의 소득지원 효과
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소득계층별 사업자 결합분포 현황
[표 5]는 2020년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와 간이과세 가
구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지닌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가구를 자영업자 가구로 분류하였다. 전 가구 가운데 자영업
자 가구는 19.45%로 추정된다. 기존 납부면제와 기존 간이과세 가구는 전 가구 중 각각
3.83%와 2.44%, 간이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신규로 편입된 간이과세 가구는 4.46%로
추정되었다. 1분위에는 납부면제자만 일부 존재하고 여타 유형의 간이과세자는 1가구
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 자영업자 가구의 비율은 2∼7분위에서 19.47∼25.79%로 전체 평균
(19.45%)보다 높다. 중･저소득층에 자영업자 가구가 집중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7분위는 자영업자 가구 비율이 23.46∼25.79%로 월등히 높다. 반면에 고소
득층(8∼10분위)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 1분위는 자영업자 가구 비율이 9.17%
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1분위의 상당수가 노인은퇴 가구 등 비경
제활동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2분위 이상의 분위는 경
제활동 가구 비율이 높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전 가구 대비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간이과세
비율 분포와, 간이과세 과세유형별 가구 비율 분포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자영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거의 대부분 4분위 이
하의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다. 5분위 이상에서는 간이과세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
면서 주로 일반과세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간
이과세 가구(납부면제 및 신규 간이과세 포함)의 비율이 저소득층(2∼4분위)에서 17∼
22% 내외로 가장 높고, 중소득층(5∼7분위)은 10% 내외, 고소득층(8∼10분위)에서는
약 2∼5%로 크게 낮다. 두 그림에서 보듯이 간이과세 가구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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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소득계층별 자영업자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별 분포
(단위: %)

전 가구 중 비중
자영업자(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9.17 19.47 19.62 25.79 23.46 23.61 23.59 18.37 18.76 12.70 19.45

(기존)납부면제(A)

7.00 15.64 6.16 3.91 2.11 1.05 0.54 0.82 0.54

0.52

3.83

(기존)간이과세(B)

0.00

2.53 7.07 5.53 2.37 3.32 1.31 0.84 0.83

0.55

2.44

(신규)간이과세(C)

0.00

0.62 4.58 13.03 9.50 5.26 5.04 2.92 2.68

0.95

4.46

(A+B)

7.00 18.18 13.22 9.44 4.48 4.37 1.85 1.66 1.37

1.07

6.27

(A+B+C)

7.00 18.80 17.80 22.48 13.98 9.63 6.90 4.58 4.05

2.02 10.72

자영업자 가구 중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기존)납부면제(D)

76.3 80.34 31.37 15.17 8.99 4.44 2.29 4.47 2.86

4.12 19.68

(기존)간이과세(E)

0.00 13.02 36.02 21.46 10.11 14.08 5.57 4.57 4.44

4.30 12.53

(신규)간이과세(F)

0.00

3.19 23.32 50.53 40.50 22.27 21.37 15.92 14.26

7.49 22.91

(D+E)

76.3 93.36 67.40 36.62 19.1 18.52 7.86 9.04 7.31

8.42 32.21

(D+E+F)

76.3 96.55 90.72 87.16 59.6 40.79 29.23 24.96 21.57 15.92 55.12

주: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년 귀속분 소득 기준)를 분석하여 추정한 저자 추정치 기준

[그림 3] 전 가구 대비 일반과세･간이과세 비율 [그림 4] 전 가구 대비 간이과세 유형별 가구 분포
(단위: %)

주: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단위: %)

주: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나. 간이과세 범위 확대 시 가구소득 증감 효과
[표 6], [표 7]은 간이과세 확대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 효과를 소득계층별로 보여준다.
[표 6]은 전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기준의 두 가지 형태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6]의 윗단은 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때, 아랫단은 자영업자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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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을 때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표 6]의 윗단은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가
구소득이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를 포함하여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소득증가 효
과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동 제도의 목적이 저소득층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가구소득 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전 가구
를 기준으로 어떤 계층에서 얼마큼 소득증대 효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
기 위해서이다. [표 7]은 간이과세제도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간이과세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7]은 간이과세자 가구를 기존 납부면제, 기
존 간이과세(신규 납부면제), 신규 간이과세(기존 한계일반과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
할하고 각각의 소득효과 분포를 구분하여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두 표 모두 시장소득,
개편 전･후의 총소득, 기준 가구 범주별 소득 증감액과 증감률 분포를 보여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기존 및 신규 간이과세자 가구의 소득이 증가
한다. [표 6]의 윗 단에서 보듯이 소득 증가분을 전 가구 기준 평균치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 4만 9,700원 정도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편 전 가구(총)소득
(5,002만원) 대비 소득증가율은 0.10%이다.
기존 납부면제자는 이미 부가가치세 전액이 납부면제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를 확
대하더라도 소득 변화는 없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신규로 납부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
편 전에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 전액이 납부면제된다. 그 결과 기존 간이과세자는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만 1,900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로 전환되면서 일반과세와의 세부담 차이가 가구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전 가구 기준 가구소득은 가구당 평균 3만 7,8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구당 각각 49만원과 84만 8,100원 정도씩 소득이 증가하지만, 전 가구를 모집
단으로 가구당 소득증가액을 환산하면 각기 위의 금액으로 산출값이 줄어든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신규 간이과세자 비율은 22.91%로 기존 간이과세자의
12.53%보다 1.8배 정도 많다([표 5] 참조). [표 6]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경감에 따른
소득증가 기여분은 전 가구 대상 평균값을 기준으로 전자(3만 7,800원)가 후자(1만
1,900원)의 3.2배에 이른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소득증가 기여도가 더 크다. 한계일반
과세자 가운데 일반과세에 잔류하는 과세자를 제외하더라도 신규 간이과세자가 기존
간이과세자보다 수적으로 더 많고 매출액 규모도 더 클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 범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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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으로 경감되는 세금 감소폭도 더 크다는 점 등,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의 범위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는 중･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2∼6분위, 신규 간이과세자는 4∼7분위에서
소득증가액과 소득증가율이 여타 소득분위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다. 기존 간이과세자
의 경우에는 특히 3∼4분위의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3분위에서 (전 가구 기준의) 가구
당 소득증가액과 증가율이 각각 31,100원과 0.14%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다. 신규 간
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특히 4∼5분위의 중소득층에서 소득증가 효과가 두드러진다. 소
득증가액은 5분위에서 가구당 평균 10만 9,800원(증가율 0.30%)으로 가장 크고, 증가
율은 4분위에서 0.35%(증가액 10만 3,700원)로 가장 높다.
[표 6]은 간이과세자 이외의 가구도 함께 포함하여 전 가구를 모집단으로 가구당 소
득증가 효과를 추정하였다. 소득분위별 소득증가 효과의 크기는 간이과세 1가구당 소
득증가액의 절대 크기와, 해당 소득분위별 간이과세자 가구의 분포비율의 두 가지 요소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세경감을 통해 소득이 증가
하는 간이과세자 가구만의 소득증가 효과는 고찰할 수 없다. 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표 7]의 분석이 필요하다. [표 7]의 소득계층은
전 가구 기준의 소득분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분포와 소득증가 효과는 간이과세 가
구만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재계산하였다.
기존 납부면제자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편 전･후의 소득변화는 0이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로 전환되면서 가구당 평균 49만원 가구소득이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액은 평균 43.99∼61.31만원으로 분
위별 편차는 비교적 크지 않다. [표 6]에서 간이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소득증가액의 상
대크기가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표 6]은 간이과세자 이외의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증가 효과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분위별 소득증가 효과가 간이과
세자 가구의 평균 소득증가액과 분위 내 간이과세자 가구비율의 2개 요소의 곱으로 나
타나는 반면, [표 7]은 간이과세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소득증가액을 산출하였기 때문
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중･고소득층에서는 기존 간이과세자 비율이 급속하게 줄
어들기 때문에 [표 6]에서 전 가구 기준의 소득증가 효과가 고소득층일수록 급속히 줄
어드는 패턴을 보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124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표 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계층별 소득증대 효과(전 가구･자영업자 가구 기준)
(단위: 만원, %)

전 가구 기준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164

719 1,836 2,454 3,218 4,134 5,060 6,184 7,924 13,050 4,474

총소득 (개편 전)

650

1,413 2,259 2,968 3,694 4,560 5,475 6,674 8,385 13,943 5,002

(개편 후)

650

1,414 2,264 2,981 3,707 4,565 5,479 6,678 8,388 13,944 5,007

증감액 (전 가구)

0

1.56

4.99 13.44 12.24

5.36

4.75

3.46

2.85

1.10

4.97

(기존 납부면제)

0

0

0

0

0

0

0

0

0

0

0

(기존 간이과세)

-

1.32

3.11

3.07

1.26

1.47

0.60

0.51

0.30

0.29

1.19

(신규 간이과세)

-

0.24

1.88 10.37 10.98

3.88

4.15

2.94

2.55

0.81

3.78

0

0.11

0.22

0.45

0.33

0.12

0.09

0.05

0.03

0.01

0.10

(기존 납부면제)

0

0

0

0

0

0

0

0

0

0

0

(기존 간이과세)

-

0.09

0.14

0.10

0.03

0.03

0.01

0.01

0.00

0.00

0.02

(신규 간이과세)

-

0.02

0.08

0.35

0.30

0.09

0.08

0.04

0.03

0.01

0.08

증가율 (전 가구)

자영업자 가구 기준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389

1,008 1,799 2,538 3,333 4,178 5,097 6,175 7,817 12,099 4,321

총소득 (개편 전)

616

1,480 2,220 2,967 3,692 4,578 5,500 6,626 8,305 13,047 4,772

(개편 후)

616

1,488 2,245 3,020 3,745 4,601 5,521 6,644 8,320 13,056 4,798

증감액 (자영업자)

0

8.14 25.44 52.40 52.97 22.76 20.17 18.91 15.32

8.77 25.95

(기존 납부면제)

0

0

0

0

0

0

0

0

0

(기존 간이과세)

-

6.88 15.84 11.98

5.46

6.26

2.56

2.81

1.62

2.28

6.23

(신규 간이과세)

-

1.26

9.60 40.42 47.51 16.51 17.61 16.10 13.70

6.49 19.73

0

0.55

1.15

1.77

1.43

0.50

0.37

0.29

0.18

0.07

0.54

(기존 납부면제)

0

0

0

0

0

0

0

0

0

0

0

(기존 간이과세)

-

0.46

0.71

0.40

0.15

0.14

0.05

0.04

0.02

0.02

0.13

(신규 간이과세)

-

0.09

0.43

1.36

1.29

0.36

0.32

0.24

0.16

0.05

0.41

증가율 (자영업자)

0

0

주: 1.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년 귀속분 소득 기준)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의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기존 간이과세자와 한계일반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가 효과는 각각 차감납부(세
액)비율과, 일반과세자 잔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평균 84.81만원, 분위별로는 평균 38.90∼
115.5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에 비해 소득증가 효과와
소득증가액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편차가 큰 이유는, 기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3,000∼4,800만원인 반면 신규 간이과세자는 4,800∼8,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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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 매출액 구간의 베이스 차이가 크고, 따라서 세경감 효과 역시 큰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증가율은 기존 간이과세자가 1.37%, 신규 간이과세자는 1.99%로 후자가
조금 더 크다. 과세유형(기존 vs. 신규 간이과세자)별로 패턴 차이가 있지만, 소득증가
율은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
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4∼5분위가 2∼3분위보다 소득증가율이 조금 더 높
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중･저소득분위의 간이과세 가구의 소득증가
율이 높고,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소의 등락과 절대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
모두 저소득분위에서 고소득분위로 갈수록 가구당 평균 소득증가액의 크기가 조금씩
완만하게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고소득
층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9∼10분위의 소득증가액이 8분위
보다 조금 작다. 9∼10분위에 속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과 사업소득은 8분위에
속한 간이과세자보다 작지만, 여타 종류의 소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9∼10분위에 속
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3.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추정
간이과세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개편 전･후 가구(총)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 하락률로 측정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표 8]과 같다.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를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시장소득과 총
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4857과 0.40589이다. 두 소득의 차이가 이전소득(사적+공
적이소득)이므로,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하락률)는 10.51%로 추
정된다.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통해 가구 사업소득이 증가한다.
간이과세자 중 소득이 증가하는 가구는 기존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한계일반
과세자)이다. 기존 간이과세자가 납부면제자로 전환되면서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19만원의 소득이 증가하고 지니계수는 0.036% 하락(0.40589→0.40575)한
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3.78만원 소득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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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니계수는 0.074% 하락(0.40589→0.40559)한다. 두 가지 효과를 한 데 묶으
면,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전 가구 기준 가구소득은 4.97만원 증가하고 지니
계수는 0.40589에서 0.40545로 0.11% 하락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
득재분배 효과는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간이과세 범위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계층별 소득증대 효과(간이과세자 가구 기준)
(단위: 만원, %)

기존 납부면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371

880 1,215 1,783 2,533 2,709 4,249 5,804 7,081

8,463 1,418

총소득 (개편 전) 597

1,431 2,110 2,877 3,739 4,463 5,381 6,669 7,974 11,917 2,149

(개편 후) 597

1,431 2,110 2,877 3,739 4,463 5,381 6,669 7,974 11,917 2,149

증감액

0

0

0

0

0

0

0

0

0

0

0

증감률

0

0

0

0

0

0

0

0

0

0

0

기존 간이과세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

1,676 1,946 2,379 2,996 4,084 4,024 6,008 7,948 11,488 3,081

총소득 (개편 전)

-

1,742 2,234 2,902 3,694 4,649 5,506 6,798 8,609 12,088 3,579

(개편 후)

-

1,794 2,278 2,958 3,747 4,693 5,552 6,859 8,645 12,140 3,628

증감액

-

52.03 43.99 55.51 53.21 44.31 45.84 61.31 36.18

증감률

-

2.99

1.97

1.91

1.44

0.95

0.83

0.90

0.42

52.37 49.00
0.43

1.37

신규 간이과세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

1,780 2,149 2,766 3,391 4,108 5,046 5,857 7,387

총소득 (개편 전)

-

1,780 2,302 3,001 3,651 4,543 5,485 6,580 8,355 11,546 4,252

(개편 후)

-

1,819 2,343 3,080 3,767 4,616 5,567 6,681 8,450 11,632 4,337

증감액

-

38.9 41.16 79.56 115.54 73.85 82.30 100.64 95.30

증감률

-

2.19

1.79

2.65

3.16

1.63

1.50

1.53

1.14

9,381 3,860

85.59 84.81
0.74

1.99

주: 1.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년 귀속분 소득 기준)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의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기존 간이과세자와 한계일반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가 효과는 각각 차감납부(세
액)비율과, 일반과세자 잔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산출한 금액 기준

이들 가구의 소득 증가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감소에 기인한다. 이는 곧 부가가치세
의 세수감소를 의미한다. 전 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소득 증가액은 4.97만원이다. 2020
년 통계청의 추계가구 수는 20,174,317가구이다. 총세수감소 규모는 1조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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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만원×2,017만 가구)으로 추정된다. [표 8]에서 보듯이 간이과세 확대의 소득재
분배 효과는 0.11%이다. 소득재분배적 관점에서 간이과세 확대의 효과성은 어떠한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매우 추상적이다. 다행히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비교하
면, 금액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소위 “가성비” 지
표의 하나로서, 부가가치세 세수 또는 이전지출(이전소득)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다.
시장소득과 총소득 사이의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실업급여 등 각종 현금 형태의 사회수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에서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 규모는 528만원(=5,002만원-4,474만원)이다. 이를 추계가구 수로 곱하면
총 111조 4,002억원이 추산된다. [표 8]에서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0.51%
이다. 만약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이전소득 규모에 비례한다면 이전소득 규모
를 1조 27억원으로 축소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0.095%로 산출
된다. 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가 이와 동액만큼 감소하는데, 그때의 소
득재분배 효과는 0.11%이다. 이전소득보다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경우에 단위
당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를 통해 정부가 의도하였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번의 간이과세 범위 확대정책을 통해 코로
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였던 소규모･영세사업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최소한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제도가 부가가치세 본연의 과세기능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부가가치
세제의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
다. 그런 관점에서 간이과세제도의 축소･폐지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
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부가가치세 본연의 과
세기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한 세액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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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의 지니계수 하락 효과
(단위: %)

지니계수
소득재분배 효과:
(A) 대비 하락률

시장소득

총소득(A)

총소득+
개편안

총소득+기존 총소득+기존 총소득+신규
납부면제
간이과세
간이과세

0.44857

0.40589

0.40545

0.40589

0.40575

0.40559

-10.51

-

0.110

0

0.036

0.074

주: 1. 제13차 재정패널자료(2020년 귀속분 소득 기준)를 이용하여 가상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의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2. 감소율은 전 단계 소득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감소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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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적 타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소규
모･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지원(증대)을 위해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
를 확대하였다. 본래 간이과세제도는 납세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협
력을 증진하고 징세당국의 징세비용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복식부
기에 기초한 일반과세 방식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간편하게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근간이다. 일반
과세보다 간이과세 방식의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부
가가치 기준율을 실제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기준율을 낮게 설정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들의 세금이 경감되고 있다. 최근에는 간이과세제도가 본연의 납세편
의 증진 기능보다 오히려 세금경감 제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그 연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다분히 최근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
이 가중된 소규모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
는 데 주된 정책목표가 있었다. 부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의 소
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였음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개편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보호와 재분배 기능 보완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만, 그
런 정책목표가 부가가치세 본연의 과세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간이과세제도가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증진 대신 소비자
가 부담한 소비세 중 일부를 간이과세 사업자들의 납부세액 경감을 통해 소득지원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정책효과성을 검증해본 결과,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세
경감 및 소득증대 효과가 집중되어 (+)의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0.11% 하락)가 발
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자영업자
들이 중･저소득층에 주로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
는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정책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중･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단일세율 체계를 지닌 부가가치세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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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들이 중･저소득
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의 소득재분배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일부를 추출한 표본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동 자료는
간이과세 여부 및 매출액 정보 등 상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담액 변동효과를 잘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세정보는 풍부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필수적인 (가구)소득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납세신고표본자
료 대신 서베이 자료(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납세신고자
료와 서베이 자료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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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 기준율(2021년 기준)
(단위: %)

업종

부가가치 기준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10)

2.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20(20)

3. 숙박업

25(20)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운송업 제외)

30(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3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3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2020년 기준율. 단 2020년 현재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5%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2021년 1월 기준)

[표 1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개인일반과세자(반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인원 및 납부세액
(단위: 명, 억원)

간이과세

인원

납부세액

2016

1,652,359

5,542.88

2017

1,646,647

5,716.83

2018

1,563,140

5,616.47

2019

1,603,298

5,816.49

2020

1,684,147

5,763.70

개인일반과세자

과세인원

납부세액

반기 매출액(2020년) 1기(상반기)2기(하반기)
3,000만원 미만
3,000∼4,800만원 미만
소계

평균

1기(상반기)2기(하반기)

계

2,330,676

2,368,536

2,349,606

-1,057.92

-4,284.06

-5,341.98

511,009

530,412

520,710.5

9,923.44

9,923.44

19,442.52

2,898,948 2,870,316.5

5,639.38

5,639.38

14,100.54

2,841,685

주: 1. 상기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020년 및 그 이전 기간에 적용된 기준으로 분류된 것임.
단 개인일반과세자의 경우 20201년 신규 간이과세에 편입대상자를 기준으로 발췌･정리함
2.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3,000∼4,800만원의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대상임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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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stributive Effects of Augmenting the Simplified
Taxation Scope of Value-Added Tax in Korea

Sung Myung Jae*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ugmenting the simplified taxation scope of
Value-Added Tax enacted as a part of the 2020 VAT reform in Korea. The VAT reform
is to help small-size self-employed by mitigating their tax burden to cope with the
negative effects of the long-lasting COVID-19. The VAT reform of simplified VAT
taxation extends the scope of VAT exemption up to KRW 48 million and that of the
simplified taxation between KRW 48 and 80 million. A counterfactual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s in the simplified taxation scope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by KRW 490 thousand for the new VAT-exempt small businesses
and by KRW 848 thousand for the new simplified taxpayers, respectively. The induced
increase in income seems to be concentrated relatively more in low and middle income
deciles and, so, yield a slightly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0.11% reduction in
Gini coefficient (from 0.40589 to 0.40559). The changes in simplified VAT taxation
scope seem to be successful in supporting the income of the small-size self-employed
and, so, alleviating the regressive VAT burden with the positive income redistribution.
However, the validity of expanding the VAT simplified taxation scope seems to be
widely debatable, because its main purpose is not to financially support the small VAT
businesses but to help their voluntary VAT compliance. However, the validity of
expanding the VAT simplified taxation scope seems to be widely debatable, because its
main purpose is not to financially support the small VAT businesses but to help their
voluntary VAT compliance.
 Keywords: Value-Added Tax, Simplified Taxation, VAT Exemption for Small
Business, Redistribution, Tax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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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가능성 검토
정성호*
국문초록
보조금제도는 신청자와 교부자 간의 의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에 친화
적이고,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도 계약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현행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체계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행정처분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제18조), 이를 계약 형식으로 구성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개별법에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보조금 협약과
같이 개별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이나 고시에 협약 또는 계약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
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법에도 불구하고 공
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계약 형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를 위해서는 일반법인 보조금법에 계약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행정청이 계약방식이나 행정행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과 같은 일반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위탁
형식의 계약제도에 관한 일반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계약방식은 상호 협의에 따라 신
축적으로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로부터의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처럼 공법상 계약은 상호 간의 계약자유와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
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것이다.
□ 주제어: 보조금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활동, 행정기본법,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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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은 행정처분이라는 고권적･일방적 수단에 의해 집행되어
왔다. 이에 현대의 다양한 행정 활동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위형식이 필요
하게 되었고, 계약방식을 통해서도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제기
되어 왔다. 또한 행정실무에서는 이미 계약방식의 행정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사무위탁, 도로･하천의 경비 분담에 관한 협의, 과세표준 협정,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지원에 의한 군 입대(의무 입대가 아닌 간부 또는 여군), 사
유지의 도로･공원부지로의 제공, 기부채납(국가에 자기 땅 등을 무상기부), 보조금 지
급 관계, 별정 우체국장의 지정(마을 사람 중에서 우체국장을 지정), 공해방지 협정, 환
경보전 협정,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행정의 발전에 비해 법률체계가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을 받고 있었는데, 2021. 3. 23.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이 행정 활동의 행
위형식으로 명문화되었다.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홍정선
2020). 공법상 계약2)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적응하여 탄력적으로 행정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용이하며,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장선희 2010).
외국의 경우, 법적 체계의 정립을 통해 계약방식의 행정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
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는 공공부문이 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부 사업팀과 민간의 외부 공급자
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 등 계약방식의 행정 활동을 확대
1)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2) 통상 행정 활동에 있어서 계약의 방식은 당사자의 일방이 행정주체, 곧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포함)인 경우로서, 이 경우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법상 계약’, 사법적 효과의 발생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행정계약’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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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리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프랑스의 법제가 바로 완전심리소송3)이다.
완전심리소송은 “계약 이외 공법상 배상 청구, 국가 배상 청구,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
해보상을 포함한 행정계약에 의한 모든 분쟁”을 포함한다(박재윤 2016). 또한 미국에
서는 조달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계약방식을 활용한다. 재정 활동 수단의 하나인 보조금
은 민간의 창의와 공공의 재원을 접목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수행하지 못하
지만, 공익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신청자와 교부자 간 의
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제도에 보다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행정기본법」에 ‘공법상 계약’ 제도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행정의
신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법상 계약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계약 법제와 외국의 계약방식의 재정 활동의 특징을 분석하
고, 공법상 계약에 의한 보조금 운영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위법성을 통제하는 월권소송에 금전 급부를 명하거나 결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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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조금과 계약 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강학상 보조금은 광의의 보조금과 협의의 보조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의
의 보조금이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사인이나
사기업 등 사경제 주체에게 행하는 금전의 급부 기타의 수익적 조치로서 보조금, 융자,
지급유예, 세제상 특혜조치, 공공요금의 감면 기타 실질적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협의
의 보조금이란 적극적인 급부 제공을 통한 보조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광의의 개념 중
세제 또는 공과금의 감면을 제외한다(장선희 20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
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
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
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 부담금4)(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5)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이 결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
는 자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
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
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
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4) 여기에서 부담금은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21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부담
금을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
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보조금법 시행
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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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국고보조금은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
의 시설 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조금 지원의 성
격에 따라서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와 토지매입
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로 구분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금 규모와 세부내역의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보조금 및 세부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보조금 규모(A)

41.29

59.14

60.17

60.35

67.16

80.44

86.74

지방자치단체보조

31.77

45.93

47.33

47.81

50.57

61.66

65.60

경상보조

17.24

30.43

31.49

33.04

36.29

44.24

49.42

자본보조

4.52

15.50

15.84

14.76

14.28

17.42

16.18

9.52

13.21

12.84

12.55

16.59

18.78

21.15

경상보조

7.36

10.84

11.07

10.84

14.76

17.14

19.11

자본보조

2.16

2.37

1.77

1.71

1.83

1.64

2.03

282.0

371.8

384.6

402.5

427.5

473.9

512.3

14.6

15.9

15.6

15.0

15.7

17.0

16.9

민간보조

총지출(B)
총지출대비 보조금 규모(A/B)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우선, 국고보조금 총액 추이를 보면, 2010년 41.29조원이었던 보조금이 2020년에
는 86.74조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총지출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도 14.6%에서 16.9%로 2.3%p 증가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면, 민간보조에 비
해 지방자치단체보조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경상보조는 지방자치단체보조
와 민간보조 둘 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보조의 경우, 2020년 기준, 전
체 보조금 65.6조원 중 경상보조는 49.42조원, 자본보조는 16.18조원이다. 민간보조
는 전체 보조금 21.15조원 중 경상보조는 19.11조원, 자본보조는 2.03조원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6) 보조금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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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반
영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상보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경우, 비가역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상보조 비율의 증가 추
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고보조사업 이후 사업
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비용도 문제이지만, 지방비 부담은 더 큰 문제가 된다. 즉 국고보
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신청한 사업(예를 들어 치적 쌓기 사업)도 있지만, 이
와 별개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이를 지방비 매
칭이라 부르기도 함) 사업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2]는 2016~2020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 부담
률을 설명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해 비중은 2016년 38.1%에서 2020년
34.2%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2]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당초 예산)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67.13

65.2

70.66

80.09

86.7

국고보조금 등

42.86

43.48

47.2

53.59

58.15

지방비 부담

24.24

21.72

23.46

26.49

28.55

지방비 비중

38.1

34.6

34.5

34.3

34.2

국비사업

1)

주: 1)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보조금,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2020, 81쪽

2. 보조금의 법적 근거와 계약 가능성
보조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한가? 만일 예산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행정은 급부행정 즉 수익적 행
정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거나, 본질성 이론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상대
방이나 제3자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법적 근거가 필
요하다고 본다(장선희 2010). 하지만 보조금법 제9조제1항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가능성 검토

141

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
여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장선희 2010). 요컨대 보조금법에 근
거가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
면 된다.7)
그렇다면 개별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의 근거로 보조금 교부 시 계약 형식
으로 가능할까? 보조금 지급은 급부행정에 속하고,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업무이다.
따라서 개별법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청과 상대방의 협의에 따라 업무처리 절
차를 계약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보조금법상 변
경취소나 반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한견우 1998). 하
지만 행정 실무적으로는 하위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없다면, 보조
금법에 따라 신청부터 교부･반환 등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형식은 행정처분
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보조금법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이고, 행정처분 형식
으로 보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은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서 보조금 교부 시 “법령과 예산에서 정
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이러한 조건을 계약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3. 보조금법상 “교부조건”의 계약 가능성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독일도 “보조금 지급은 그에 상당하는 자원이 공적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김병기 2009).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방만한 집행을 방
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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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기에서 조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는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어가 “조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학상 부관 중 하나로 흔히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의 형태로 등장하는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여기서는 수익적 행
정행위에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부관인 “부담”으로 볼
수 있다(홍정선 2020). 부관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최소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도 “수익
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
을 붙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대
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따라서 보조금 교부 결정은 수익적 행정
행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유롭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조금법 제18조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요건이 제1항의 경우 “법령과 예산
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제2항에서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익의 국가반환조건을 붙
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관이 붙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신청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보조
금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교부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
어 신청자는 교부조건을 보고 나서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다툴 수 있을까? 실제로는 교
부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
고, 만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 신청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조건
을 붙이기 전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으로 구성하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부관인 교부조건을 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
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
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다.8) 따라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계약
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면 이러한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
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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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계약은 보조금 교부라는 행정처분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목적
과 상대방의 의무에 관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만일 상대방이
보조금법이나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철
회･취소나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의 법적 성
질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법상 계약’ 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조
금 교부 결정 등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해당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계
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등),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
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
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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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사례 및 계약 법제 비교
1.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사례
가. 직접 공사 수행에서 계약 형태로의 전환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은 공공재(Public Goods)와 규모수익 체중(Increasing Returns
to Scale)9)의 기술조건을 지닌 공익사업(Public Utilities)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공공재
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진 재화로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등이 발
생할 유인이 크다. 또한 공익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와 서
비스를 생산･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자연독점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독점 하에서 사회적 적정량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생산･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보다는 직접투자 운영(생산･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옥동석 외 2000, 5
쪽). 한마디로 정부의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공익성과 사회적 경제성을 담보하
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전통적 운영방식인 투입물 위주에서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했던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10)을 민간기
업이 자신의 책임 하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규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것이
다. 이는 정부가 민간기관과 유사한 유인구조 방식, 즉 정부부문에 시장 기구를 도입･적
용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과거 정부에 의해 수행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 등의 업무는 법률 또는 정관에
간단히 기술하고 세부내역은 명령으로 통제하였다. 반면 정부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9) 규모수익 체중은 모든 투입 요소의 투입량을 h배 늘렸을 때 산출량이 h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규모수익 체중이 존재하면 생산량의 증가 비율이 요소투입비용의 증가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관련 함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f(hL, hK) > hf(L, K)
10)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는 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유지의 네 가지로 결합되어 제공된다.
전통적인 방식 하에서는 정부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자금조달과 운영유지 분야를
담당했다면, 최근의 계약방식은 민간기업이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설계, 시공, 자금조달,
운영유지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한마디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의 규격서를 작성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와 체결된 계약을 관리하는 것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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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의 산출물(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 대가지급 등 관련 내용을 협약으로
정해 활용하게 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11) 제13
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평
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제2항), 지정된 협상
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 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
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 관
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김대인 201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나. 「예산회계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의 전환
국가의 예산과 회계 등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 「예산회계
법」은 1961. 12. 19.(법률 제849호)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제6장에 하나의 조문으로,
즉 제70조(계약의 방법과 준칙)가 규정되었고, 1975. 12. 31. 개정 시 제6장(계약)에
계약의 원칙(제70조), 계약의 방법(제70조의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
70조의18) 등 17개 조문이 추가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12) 2006. 10. 4.
(법률 제8050호) 타법 폐지13)되면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예산회계법」 제6장(계약) 내용을 대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1995. 1. 5. 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은 정부조달 협정의 타결에 따른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정부조달 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협정 및 국제규범
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던 제6장의 내용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이 근본

11) 1994. 8. 3.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은 2005. 1. 27.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 타법 폐지 직전 2005. 1. 27. 타법 개정된 법률의 구조는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결산, 제4장
전체삭제, 제5장 수입 및 지출, 제6장 전체삭제, 제7장 시효, 제8장 유가증권, 제9장 전체삭제, 제10
장 기록과 보고, 제11장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법률의 일부 내용은 「국가회계
법」의 조항으로 규정된다.
13) 이때 「기금관리기본법」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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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유였다.14)
이처럼 재정 활동에 있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1961년 「예산회계법」에 제정되면서
처음 반영되었고, 이후 1995년 「국가계약법」으로 변천되었고, 이와 연관하여 「건설업
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각종 법과 시행령의
변천에 따른 공사계약방식은 공개 경쟁방식,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 부찰제 재도입, 물가변동(ESC)제 도입, PQ제, 최저가 낙찰제 재시행, 실적공사
비제, 최저가 낙찰의 저가심의제 시행 등의 변천 과정을 거쳤다(이유섭 2014a).

2. 주요 국가 행정상 계약 법제15) 비교
영국, 미국의 영미 법제에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상 계약도 사법
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별도의 일반법이 없다. 다만 개별법에서 공공 조달계약이나 민간
위탁계약 등에 있어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행정상 계약이 널리 인정되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 법제에서는
공 역무16)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등 사법상 계약에 비해 행정에 특권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박은진 2013).
한편 독일은 유일하게 일반법을 두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제4장
의 제54조부터 제62조에서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김대인 2019). 독일 연방행
정절차법 제54조(공법상 계약의 허용성)는 “공법 영역에서의 법률관계는 법령에 반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통하여 성립･변경･폐지될 수 있다. 행정청은 특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과 행정행위의 발령을 대체하여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제정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5) 본 연구는 정책적 활용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해서 검토
한다.
16) 행정법의 중심개념인 공 역무(le service public)는 공공서비스라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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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 행정상 계약 법제의 비교
구분

영국

미국

계약의
법적 성질

∙ 행정상 계약은 전통적으로 사법상 ∙ 공공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
계약으로 이해했으나, 낙찰자 결정
약으로 보나, 계약체결 이전 단계와 이
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일부 인정
후 단계에서 다양한 공법상 특수성 반영
∙ 민간위탁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되는 등 공법상 규율이 증가
국가의 감독 등 공법적 요소 반영

법체계

∙ 행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 ∙ 행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 부재, 개별
개별 법령에서 규율
법령에서 규율

관련법령

계약의
유형

구분

∙ 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06
∙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
∙
∙
∙
∙

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Act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ct
OMB Circular A-76

∙ NHS협약, 공공조달계약, 민관협력 ∙ 공공조달계약, 보조금계약, 민간위탁계약 등
계약, 민간위탁계약 내부협약 등

프랑스

독일

계약의
법적 성질

∙ 공공조달계약을 포함한 모든 행정상 ∙ 연방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계약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
∙ 공공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인정
인식
되지만, 절차상 공법적 규율을 적용

법체계

∙ 행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 부재, 개 ∙ 행정상 계약에 대한 일반법 존재(연방행
별법령에 규율
정절차법)

관련법령

∙ Code de marche public
∙ 연방행정절차법
∙ Code general des Collectivit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territoriales
Wettbewerbsbeschränkungen)
∙ 연방건설법전(Baugeseztbuch)
∙ 민관협력촉진법
(OPP-Beschleunigunsgesetz)

계약의
유형

∙ 공공조달계약, 공공서비스 위탁계약, ∙ 공공조달계약, 민관협력계약, 도시계획
계획계약, 지방안전계약 등
계약,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 등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운용수단으로서의 행정계약」, 2014.

148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Ⅳ.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에 관한 논거
1.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신청주의 원칙), 중앙관서가 판단해 결
정하는 구조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집행을 의뢰하는 형태이다. 이때 정부는 보
조사업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비롯한 사업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제 보조사업 수
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사업자가 어떠한 서비
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후 점검도 충분하지 않
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간에게 보조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두드러진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의 필요성은 높고, 사업 자체도 명확하고 구체적이
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민간보조
사업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즉 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심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의 구조를 경
제학적으로 단순화하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자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입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재화의 생산 및 구입에 앞서 기업과 계약을 통해 미래에 지불할
가격 메뉴를 먼저 결정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한 Laffont and
Tirole(1986; 1988)에 의하면, 국가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
한 전략으로 스스로 가격을 제시함은 물론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
로 전환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가격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 계약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
러 계약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후관리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보
조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책임도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 활동을 계약 형태로 전환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조달과 보조금을
계약방식을 통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고, 영국도 행정 조직 외부의 기업
과 일반 시민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 내부개혁을 위해 계약방식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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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임현 외 2014).
통상 정부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나 민간에게 수행을 위탁하고,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보조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
는 구조이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기득권화되어 보
조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행정행위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 규모도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
의 국고보조금 운영은 경쟁적 요인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로 인해 국고보조금
의 비효율성은 물론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득권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시행 주체인 국가와 보조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고, 다수의 보조사
업자가 존재해 경쟁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방식
을 계약 형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2.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영 확대 가능성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
항을 규정하면서 보조금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한편 보조금법의 규율과 별개로 약 300여개의 개별 법률에서 “보조할 수 있다거나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예산을 쉽게 인정받으려는
목적이나 보조금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흠
결은 시급히 치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태는 보조금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은 물론 개별 중앙부처가 보조금법과 별개로 보조사업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는 보
조금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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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보조금 지급대
상으로 규정(제2조제1호)하고 있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보조금 지급)는
교육부 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
긴 결손을 보조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개별법에 특례를 두는 경우 계약으로 보조금 교부가 가능할까? 이는 개별
법의 해당 규정이 보조금법 제3조의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된다.

가. 대통령령에서 보조금법과 다른 특례를 둔 경우17)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또는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하
위법령에서 세부적인 지급기준이나 방법 내지 절차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
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법과 달리 하위 규정에서 계약으로 보조금 지급 관계를 규
정하는 경우 이를 보조금법의 특별규정으로 보거나 또는 보조금법상 행정처분 방식과
개별법상의 계약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일례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3조 등에서는 민간부문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주
무관청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18)
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53조
(재정지원)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실제 운영 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 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
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의 재정지원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19)이라고 한다. 법 제53조에
17) 민간투자법상 실시계약 관련 사안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을 참조하면 된다.
18) 민간투자법 제2조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
업 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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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면서,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지급 방법을 실시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보조금
법상 행정처분 형식 대신 계약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거나
행정청이 보조금법상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투자법상 계약 형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재
량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덕 2019).
여기서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으로 보조금 지급 관계를 정하는 경우 이는 공
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공법
상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공법상 계
약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행정상 강제
수단을 둔 경우에 그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지만, 관계 법령에서 행
정상 강제 수단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봤다(이상덕 2019).

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 특별규정을 둔 경우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
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이 고시로 보조금 지급 관계를 계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이
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는 중소기업 정
보화지원사업(제9조제1항제8호)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
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
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
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항), 대통령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고
19)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 IMF 외환위기 직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회기반
시설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현재에도 MRG가 완전히 없어진 것
은 아니지만(20~30년 장기계약을 이유로), 과도한 재정 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방식(SCS)
이 도입되었다. SCS(Standard Cost Support)는 운영수익이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금액을 보전해
주고, 운영 수입이 비용보다 많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등 주무관청이 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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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지원금 지원협약 체결, 지원금협약 취
소 및 지원금 회수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8조에서 “정보화 지
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20)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두고, 고시에서 협약을 통해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업무를 위탁받아 그 지급 및 정
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장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해당 중소기
업과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 내용에는 지원금 지원
에 관한 내용과 협약의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에서는 지원금 환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
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
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또한 대법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법 제10조제1항)과 산학협력지원사업(제11
조제1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사유에 해
당할 때는 출연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32조제1항)고 정하고
있는 반면, 법 제18조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원금 지급요건 또는 환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다21)는 것을 전제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고시를 근거로 체결한 지원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에서 해지에 관한 사

20) 용어는 “출연”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다.
21) 고시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지원협약의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제26조), 사
정변경에 의한 지원협약의 취소(제28조), 정부지원금의 회수 명령(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지원협약
에서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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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면서 지원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
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다. 개별 법률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자금지원 규정을 둔 경우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
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 급부를 말한다. 보조금법에서는 국가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22)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
어야만 출연을 할 수 있다.23) 반면에 보조금은 법률에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연은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
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다르다. 보조금은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경상경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일반
적이지만, 출연금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단체의 경상경비를 지원하
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24)
하지만 보조금과 출연금은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출연
금 사이에는 이중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조금법 제14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22) 보조금법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
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
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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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하면서 출연도 하려면
법률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문제는 개별 법률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것이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가 불분명하다. 즉 법률상 용어가 반드시 강학상 용어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경우는 아주 많다. 출연금인지 보조금인지 구별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사용 목적
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 급부인지 ② 집행잔액의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가 있는지 ③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법률에서 “출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목적과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고, 잔액의 사후정
산과 반환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경우라면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Ⅳ장 2절 나항(고시 등 행정규칙에 특별규정을 둔 경우)의 경우, 「중
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제9조)을
지원하는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
도록 하며, 제20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의 출연금은 본래적 의미의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 제8조에서는 해당 사업에
출연하려는 경우 사업의 내용,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협약의 변경 등의 사항을 담
아 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제1항),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며(제3항), 사업이 종료된 후 정상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협약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조금법상 전형적인 보조금과는 다르지만,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
관계를 계약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와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출연금은 실제로
는 보조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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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계약방식의 보조금 운용 확대에 관한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법
률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 보조금
법 등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25)과 민간투자법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26)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1. 법 제･개정 제안
가. 「행정기본법」의 개정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3장(공법상 계약)의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는 행정
활동을 종래 행정처분 위주의 행위형식에서 계약방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계약을 통한 행정 활동은 한계가 존재한다.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같은 법 제31조와 제48조에 따르면 공
공기관장은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본법」도 제정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평가 자체를 경영협약에 근거한 방식으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평가 자체를 경영협약에 근거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제48조에서 매년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
정할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에서 일률적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개별 공
공기관의 이사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후 경영평가단에서 상위평가(또는 메타평가)를 실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정성호 2014).
26) 민간위탁 방법은 사실상 위탁계약이다. 현재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행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특정인을 지정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
관이나 협회 등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라 보다 경쟁적이고 신축적인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
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0. 6. 26.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
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제안 이유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
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심의
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
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려는 것”이라고 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제2101079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
382회 국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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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
능한데, 여기서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 그리고 법령 보
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법 제2조). 따라서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
고는 있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특히 행정규칙이나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공
법상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활동을 어떤 행위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
해서 선택재량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 제54조27)와 같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와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행위를 대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본법」에 위와 같은 일반기준을 설정하고, 개별법에서 특성에 맞
게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조금법의 개정
현행 보조금법 체계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행정청과 상대방인 민간의 상하 관계로 설정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금제도는 신청자와 교부자 간의 의
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에 친화적이고,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
리를 위해서도 계약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보조금법상 교부조건의 계약 구성 또는
개별법이나 하위법령에서 계약 형식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관계를 공법상 계
약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보조금법이 규정
하고 있는 행정처분 방식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즉 보조금 법률관계를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지 ‘공법상 계약’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에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부 대안으로 보조금법에 협약을 통한 보조사업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제26조의2 신설), 기존의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를 제26조의3(보
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다음 예시 참고).

27)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창설, 변경, 소멸시킬 수 있고,
특히 당해 관청은 행정행위를 발하는 대신에 행정행위의 수령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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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제26조의2(협약에 의한 보조사업)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는 민간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사업의 내역, 규모, 성과 지표, 모니터링 방식, 협약
미 이행시의 통제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변경) 제26조의3(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실정법 질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
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그 적용 법규나 법 원리에 차이가 있으며, 양자에 각각 적용
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행
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상 계약’이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규정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대 복리 국가의 다양한 행정 활동을 신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광범위
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조금 지급 방식, 공공기관 평가 등 성과평가 방식, 민
간위탁 등의 분야에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
정안전부, 조달청 등은 물론 법제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계
약방식은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종전의 행정처분 위주의 방식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정보가 부족
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계약방식은 상호 협상 관계이기 때문에 역으로 정부의 정
보가 부족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방식은 서로 간 의사 협의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정 활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국회로부터의 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작용과 사법상 계약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계
약으로서의 장점과 행정 활동으로서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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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이 필요할 것이다.28)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에서도 보조금과 관
련하여 이미 계약을 통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동안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명문화해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상 계약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분쟁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
았다. 민사소송29)의 대상이라 판결한 이유는 보조사업자(공무수탁사인의 성격)와 보
조금 수령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공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채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한 다툼은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와 같은 공법 주체가 맺는 법률관계에 사법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익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법원이 공익 보호를 위해 사법상 법리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국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법률관계에 고유한 공법적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와 제도가 프랑스나 독일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완전심리
소송에 발달되어 있다.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의 법리가 규정되기 시작
하면서 판례가 누적되었고, 여러 행정법의 법리와 결합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왔
다. 최근에는 민관협력 등과 관련해 행정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행정사법 계약이나 공공
조달 계약의 공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공법상 계약에도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
되고 있다(서보국 2019).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27조에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라고 규정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28) 「행정기본법」 제27조제2항에서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
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29)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
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
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은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와 보조금수
령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공법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 제33
조의2 제3항이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보조금수령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없다. 따라
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또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
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
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
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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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법적 인식의 틀은 마련되었다. 즉 보조금 지급결정(행정처분)이 아니라 보조금
협약체결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는 봤다. 다만 보조금법상 규율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실무에서는 이를 계약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제
정된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보조금 운영을 계약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안 마
련이 필요하다. 즉 공법상 계약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여타 행정법의 법리와 연계해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계약방식의 보조금제도의 운용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등 담론을 제안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 기초해 공법상 계약에 관한 더 많은 논의의 장이 형성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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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Operate a Contract-Based Form of Subsidy Policy

Jeong Seongho*

Abstract

Subsidy regulations have a close affinity with contracts in the sense that they are based
on a consensus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provider. Contractual forms are also
more efficient in the appropriat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subsidies. However, the current subsidy regulation structures consider subsidy
implementation as a for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Nonetheless, conditions can be
imposed attached in the actual purpose of a subsidy (Article 18), and it may prove more
efficient if a contractual form is applied. Hence, subsidy implementation does not
require discrete legal justification. However, some subsidies are explicitly stipulated by
small business support or public-private investment regulations, with a corresponding
presidential decree or public notice that allows for concession agreement or
contract-based subsidy provision. The latter form of subsidy can be implemented
through a public contract, even though a subsidy regulation itself stipulates a for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order to expand a contractual form of subsi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justifiable legal provision within a subsidy management act that
allows for a contractual method. Furthermore, to allow administrative agencies to easily
choose between contractual and administra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have general
provisions, which, for example, can be found in 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Law of Germany. There is also a need to adopt a general administrative act regarding
the contractual system in a trust form. In addition, while a contractual method has the
advantage of flexibility in conducting administrative activity based on mutual
agreement, there are challenges in terms of how to achieve appropriate oversight from
a parliament. As such, a public contract will require special treatment to guarantee both
contractual freedom and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 Keywords: Subsidy Policy, Administrative Activity, General Administrative Act,
Public Contract, Subsidy Management Act
* Research Fellow,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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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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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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
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예산정
책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규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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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D, ABB, ABC, BBB, BBC

A
B

ACC, ABD, ACD, BCC, BBD, BCD, CCC
ADD, CCD, BDD, CDD, DDD

판정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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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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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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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내의 주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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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