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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력이 어느새 마지막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바쁜 일상에 미뤄둔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늘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2022년 남은 시간은 하고싶은 일, 소중한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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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다.
13년 만에 예산안 편성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만큼,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투자 등에
집중 배분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누적된 나라빚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의 관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을 보듬으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건전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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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른바 ‘퍼주기식’ 확장재정
운용 기조에 따른 것인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숙제를 떠안은 형상이다.
그 결과 재정 당국은 13년 만에 긴축재정을 선언했다. 2022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자를 2020년 이전 수치였던 -3% 안쪽으로 감소하는 한편,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대로 유지함으로써 재정적자 감소와 국가채무 증가를 정상화해야만 한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전 정부에서 늘렸던 일회성 지출은 줄이고, 다양한
국비 보조사업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재정 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기 때문에, 그간의 확장 재정준칙은 폐기하고 관리재정수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는 내용의 엄격한 재정준칙의 입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제동 건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건전재정 전환’과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설정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국정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절감한 재원은 국정과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국민 안정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표1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1)

2022

2023

2024

2025

2026

679.5

639.0

669.7

699.2

728.6

(8.9)

(21.8)

(5.2)

(4.8)

(4.4)

(4.2)

의무지출

303.2

329.7

341.8

361.8

382.5

405.1

(비중)

(49.9)

(48.5)

(53.5)

(54.0)

(54.7)

(55.6)

재량지출

304.5

349.8

297.3

308.0

316.8

323.6

(비중)

(50.1)

(51.5)

(46.5)

(46.0)

(45.3)

(44.4)

본예산

추경2)

재정지출

607.7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4.6

7.5

1.5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2회 추경 기준

실제로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이다. 따라서 건전재
정 기조를 확립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하는데, 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6%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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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0.6%)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
재정수지(-2.6%) 모두 개선되는 한편, 국가채무비율도 49.8%로 -0.2%p 낮아질 예
정이다.

표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1)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예산

추경2)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6

△57.4

△56.6

(GDP 대비)

(△4.4)

(△5.1)

(△2.6)

(△2.5)

(△2.3)

(△2.2)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2.5)

(△3.3)

(△0.6)

(△0.6)

(△0.6)

(△0.5)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50.0)

(49.7)

(49.8)

(50.6)

(51.4)

(52.2)

국가채무
(GDP 대비)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2회 추경 기준

특히 국정과제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계획상
의 첫 해 예산 소요분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11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주
요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130만원 인상,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 월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장애
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등을 반영했다.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

➊ (장병) 병 봉급 등을 2022년 82만원 → 2023년 130만원으로 인상 (+1.0조원)
봉급(병장 기준) + 사회진출지원금 인상 스케줄 :
(2022) 68+14만원 → (2023) 100+30만원 → (2024) 125+40만원 → (2025) 150+55만원
➋ (아동)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月 70만원 부모급여 신설 (+1.3조원)
(2022) 영아수당 30만원 → (2023) 부모급여 도입 70만원 → (2024) 100만원
➌ (청년) ‘청년 원가 주택’ + ‘역세권 첫집’ 5.4만호 공급 (+1.1조원)
2027년까지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20만호 총 50만호 공급 계획
➍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소요 반영 (+0.3조원)
2022~20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
➎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0.3조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10.7 → 11.5만명), 저상버스 확대(2.3 → 4.3천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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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재구조화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운용
효과성 제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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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였던
지출 재구조화를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으로 추진한다. 집행점검 중심이 아닌 윤
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공공 부문을 효율화함으로
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실행방안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지 못했던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
여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국제기준에 맞춘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총
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양상을 감안하여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개편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성과평가의 경우에도 성과미흡 사업예산은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결과 환류를 제도화하고, 각 부처의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 정도를 국민에
게 공개하여 부처 성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도 예산안,
정부 편성 방향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 계층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4조 2천억원 증
가한 31조 6천억원이 반영되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한부모 가정처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년보다 14% 이상 증액한 3조 4천억원을 편
성하는 한편,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2천억원 이상 확
대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핵심 생계비 경감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에 1조 1천
억원 증가시킨 12조 1천억원을 편성했고,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예산은 8조원(전년 대비 2조원 증액)으로, 또 부모급여 등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은
7조 4천억원(전년 대비 1조 4천억원 증액)으로 각각 증액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동안 관(官)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반도체 1조원 투자와 같은 미래전략산업 집
중 육성에 3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핵심전략기술에 4조 9천억원과 디지털플랫폼 정
부 구현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8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 3조 2천억원을, 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4조 6천억원을 확대
투입한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
록 국방예산은 57조 1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 증액하고, ODA 규모는 5천억원 가량
확대하여 능동적 외교협력을 강화하며, 일류 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보훈급여도 6조
2천억원으로 3천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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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예산 4조 5천억원과 수해 등 재난·재해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6조 1천억
원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빠짐없이 편성했다는 평가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방향

앞서 언급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 편성 방향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방
향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지출 절감을 통해 총지출 규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확대하여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
가 필요하다. 형평성, 역차별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지원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둘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화를 위한 밀·수산물의 비축량 확대, 에너지 바우처 인
상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등의 조치를 계획 중에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목
표한 비축량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의미가 있
다. 수매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지, 또 할인쿠폰이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 등에 사
용되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미래 투자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직접 고용보다는 민간의 일자리 창
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간 중심의
고용 확대가 일자리 정책의 큰 줄기여야 하겠으나, 공공 부문 직접일자리 예산 감소
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지출절감 노력에
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
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효과성과 그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추
가적인 재원 축소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합한다. 특히
투자 효과성이 크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민생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에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절감한 재원은 효율적인 재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이 확충되
면 장기적인 재정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나가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매년 10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당연하듯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8년 434
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액은 올해 말 622조원으로 43%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12

13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28%로 그 이전 정부의 3.03%보다도 떨어졌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세입 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정부 지출은 늘어나게 만들었고, 이는 나라빚으로
연결되어 2017년말 660조원에서 올해 말 1,067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폭증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수지 적자는 축소하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중기 재정총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표3

2022~2026년 중기 재정총량
2022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609.1

625.9

655.7

685.6

715.2

(14.7)

(26.2)

(13.1)

(4.8)

(4.5)

(4.3)

총지출

607.7

679.5

639.0

669.7

699.2

728.6

(증가율)

(8.9)

(21.8)

(5.2)

(4.8)

(4.4)

(4.2)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14.0

△13.7

△13.4

(GDP 대비)

(△2.5)

(△3.3)

(△0.6)

(△0.6)

(△0.6)

(△0.5)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58.6

△57.4

△56.6

(GDP 대비)

(△4.4)

(△5.1)

(△2.6)

(△2.5)

(△2.3)

(△2.2)

1,064.4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50.0)

(49.7)

(49.8)

(50.6)

(51.4)

(52.2)

본예산

2회 추경

총수입

553.6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연평균
증가율
6.6

4.6

정부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출은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국정과제 투자계획 등은 뒷받침해야 한다. 의무지출을 절감하여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 등을 활용하여 서민과 사회
적 약자 지원 등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로 이어지도
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기관 자산 정비 등 강력한 재정 혁
신으로 재정여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누적된 나라빚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
소하고 국민부담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을 보듬으면서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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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복무하지 않는 예산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존재감 있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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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직면한
2023년 한국경제

15

2022년 국내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글로벌 주요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의 악조건 속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 압력을 직접 받았다.
그 결과 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선행 지수마저 하
락세로 전환되어 향후 경기 둔화 또는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2.5% 보다 0.3%p 하락한 2.2%로 전
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낮은 2.1% 성장을 전망하
고 있다.1) 심지어 IMF는 지난 10월에 2.0%로 전망하였다.
2023년 경제전망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
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고,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둔화, 인플레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크게 약
화할 것이라는 점이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안정’이며, 재정정책의 방향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
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또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정책, 소비와 투자 진작 대책 등 전반적인 위기 대
응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경기 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또한 취약계층
의 안전망 확보, 소비와 투자 진작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보자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의 패러독스

정부가 내세운 2023년 예산안의 기본 원칙은 ①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② 국정과제 확실한 이행,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③ 역
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 3가지이다.
재정총량을 보면 2023년 총수입은 625.9조원(전년 대비 +13.1%, 2회 추경 대비
+2.8%)이며 2023년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지만,
2회 추경 대비해서는 40.5조원 감소한 △6.0%이다.
지출의 경우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가했지만, 2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40.5조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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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재정정책 기조를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정부는 이
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지급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재구조화를 통
한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고는 하나,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긴축재정 정책이 내년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운운하
면서 국세 수입 감소를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다.
정부가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총 15건이다. 이 중 가장
큰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체계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
향 조정, 세율 인하 및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 등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세수가 2023
년에만 1조 4,244억원에 이르며 2027년까지 총 9조 3,7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가 2023년 6,182억원,
2027년까지 합계 20조 7,374억원에 달한다. 소득세법의 경우도 정부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세수 감소분이 2023년 2조 592억원, 2027년까지 총 8조 4,545억원이다.
이 세 가지 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2023년 세수 감소분이 총 4조 1,018억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정책으로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국민이 부담해
야 하는 패러독스에 빠졌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대책, 일자리
감소문제 방기

2023년 경기전망에서 두 가지를 우선 봐야 한다. 하나는 소비위축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 감소다.
2023년 민간소비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 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물
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7%보다 1%p 낮은
수치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부소비의 경우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인
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5.3%보다 1.3%p 낮은 수치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는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
행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
별로 정책 우선순위를 둬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차별을 만드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 진작이 필요한 내년 상황과도 맞지 않는 역주행 정책이다.
정부의 지출규모 축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는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 등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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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예산은
31.9조원(2022)에서
30.0조원(2023안)으로
1.9조원 감소했다.
직접일자리 규모도
103.0만명(2022)에서
98.3만명(2023안)으로
4.7만명 감소했다.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2023년 실업률은 3.3%로 올
해 3.1% 보다 0.2%p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규 취업자 수의 경우도 27만명으로
올해 78만명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예산은 31.9조
원(2022)에서 30.0조원(`2023안)으로 1.9조원 감소했다. 직접일자리 규모도 103.0만
명(2022)에서 98.3만명(`2023안)으로 4.7만명 감소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0조
원(2022)에서 0.2조원(`2023안)으로 신규 신청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금은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중요한 때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경기대응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했고,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혁신지원, 지식재산 예산 또한 올해보다 1,687억원
을 감액했다. 2023년에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른 산업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
부의 이 같은 예산안은 산업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국민, 민생, 경제
우선의 3원칙 하에
예산안 심사 진행

앞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2023년 경기전망을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
제는 ‘경기 안정’이며, 재정정책의 방향 역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런 전제 아래에서 2023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
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를 국민우선,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3원칙
하에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2023년 경기전망에 기반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에 역행
하는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더불어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
통령실 이전 예산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복무하지 않는 예산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존재감 있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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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투자중점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명하였다. 2023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착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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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투자중점을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 주
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로 설명하였고, 두터
운 사회안전망 구축(31.6조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1조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13.1조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
화(7.2조원) 등을 12대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강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
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내년에
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착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이번 예산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2.3조원(13.1%),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8조원(2.8%) 증가하였으며, 총지출은 639.0조원으로, 전년 본예
산 대비 31.3조원(5.2%) 증가하고,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0.5조원(6.0%) 감소한 규
모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 본예산 대비 41.0
조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는 58.2조원 적자(GDP 대비 -2.6%)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35.9조원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70.4조원, 제2회 추
경예산 대비 66.0조원 증가한 1,134.8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
로 전망된다.

표1

2023년도 예산안의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2022
구분
본예산(A)

추경(B)

2023
예산안(C)

본예산 대비
(C-A)

추경 대비
(C-B)

총수입

553.6

609.1

625.9

72.3

16.8

총지출

607.7

679.5

639.0

31.3

△40.5

통합재정수지

△54.1

△70.4

△13.1

41.0

57.3

(GDP 대비)

(△2.5)

(△3.3)

(△0.6)

(1.9)

(2.7)

관리재정수지

△94.1

△110.8

△58.2

35.9

52.6

(GDP 대비)

(△4.4)

(△5.1)

(△2.6)

(1.8)

(2.5)

1,064.4

1,068.8

1,134.8

70.4

66.0

(50.0)

(49.7)

(49.8)

(△0.2)

(0.1)

국가채무
(GDP 대비)

주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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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총괄 분석

이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3년에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 이자부담이 증가하며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분
명한 예산,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추가 투입하는 방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결여된 사업 등의 예산을

경제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1% 성장하여 성장세가 둔

조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화할 전망이다.1)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용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상승과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되어 각각 1.2%,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지표를 보면, 전체 취

수 있는 예산으로 추가

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79.5만명) 대비 크게 감소한 8.6만명에 머무르고, 실업률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3.4%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할 전망이다.

필요가 있다.
표2

2022~2023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국내총생산

4.1

2.5

2.1

민간소비

3.7

3.7

2.4

설비투자

9.0

-4.9

1.2

건설투자

-1.6

-2.9

0.4

경상수지(억달러)

883

350

320

취업자증감(만명)

36.9

79.5

8.6

실업률

3.7

3.0

3.4

소비자물가

2.5

5.2

3.3

명목국내총생산

6.7

4.7

4.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2. 2022년과 2023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지표 악화, 그리고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
하는 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실질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1%, 정부 2.5%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0.4%p 낮았고,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4.6%, 정부 4.5%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0.1%p 높았다. 정부 전망치와 비교할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음에도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것은 정부보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높게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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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10년(2013∼2022년)간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2013년 489.8조원에서
2022년2) 1,068.8조원으로 579.0조원(118.2%)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2.6%에서 2022년 49.7%로 17.1%p 상승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2020∼2022년)간 국가
채무가 345.6조원(47.8%) 증가하여 그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표3

2013~2022년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가채무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GDP 대비)

(32.6)

(34.1)

(35.7)

(36.0)

(36.0)

(35.9)

구분

2019

2020

2021
본예산

제2회 추경

2023
예산안

2022

국가채무

723.2

846.6

970.7

1,064.4

1,068.8

1,134.8

(GDP 대비)

(37.6)

(43.8)

(46.9)

(50.0)

(49.7)

(49.8)

주 2013∼2021년은 결산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제2회 추경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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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재배분을 통
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3) 전체 시정요구 1,274건 중 270건이 예산규모 조정과 관련된 시정요구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과정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예산편
성을 요구한 건이 61건,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한 건이 109건, 사업성과 저
조에 따른 예산 조정을 요구한 건이 18건, 그 밖의 사유로 예산 조정을 요구한 건이
82건이다.
또한 향후에는 국회 결산 심사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
도록 결산 조기심사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4)
셋째,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출사업 감액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공자기금 예수금
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
업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5) 또한 그동안 회계 간 내부거래의 최종적인 계수
조정을 정부가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수입 확
대나 지출을 절감한 경우 그 확보재원의 활용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 예산안 부문별 분석

주요 정책·사업 분석

2023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조원 증가한 57.1조원으로, 전력운영비
40.1조원, 방위력개선비 17.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
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이며, 이 중 전력운영비가 6.4%, 방위력개선비는
2.6%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방위력개선비보다 높다. 병 봉급 인상 등 전력운영비
의 경직성과 증가폭 확대로 방위력개선비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
으므로, 국방예산 재원배분의 전략적 균형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3년 병장
봉급을 하사 기본급의 4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는 2023년 예산안

3)	2022년 10월 말 현재,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4)	참고로 결산 심의·의결기한을 현행 “정기회 개회 전”에서 “7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5)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구조를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
기금에 예탁하고, 일반회계도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기금으로 재원을 전출하고 있다. 2023년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 53.4조원을 전출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 46조원을
예탁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타 회계·기금 여유재원 중 25.8조원을 예수하고, 타 회계·기금으로 72.1조원을 예탁할 계획이다.

22

23

병 봉급 인상 등

에 국방중기계획보다 높은 인상수준(병장 기준 67.6만원→100만원)을 반영하였다.

전력운영비의

병 봉급의 높은 인상률은 병사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

경직성과 증가폭

으나, 병사와 초급간부 간 급여차이 축소 및 복무기간 격차 등으로 초급간부 충원

확대로 방위력개선비

및 이에 기반한 간부 중심 군 인력 구조개편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예산 재원배분의
전략적 균형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최근 5년간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 편성 추이
구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방예산

466,971

501,527

528,401

546,112

571,268

(증가율)

(8.2)

(7.4)

(5.4)

(3.4)

(4.6)

313,238

334,723

358,437

379,195

401,089

(5.7)

(6.9)

(7.1)

(5.8)

(5.8)

153,733

166,804

169,964

166,127

170,179

(13.7)

(8.5)

(1.9)

(△2.3)

(2.4)

연평균 증가율

5.2

전력운영비

6.4
(증가율)
방위력개선비

2.6
(증가율)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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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지원 사업
청년 종합지원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
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0.7조원 증액된 24.1조원이 편성되었다. 분야별로 자산형
성이 2.5조원, 주거지원 6.8조원, 일자리 4.3조원, 사회·복지 10.4조원으로, 자산형성
분야 예산 증가율이 28.3%로 가장 높고, 일자리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0.2% 감
소하였다.

표5

청년 종합지원 사업 2023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증감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233,650

240,949

7,299

3.1

자산형성

19,501

25,029

5,528

28.3

주거

62,622

68,262

5,640

9.0

일자리

54,299

43,306

△10,993

△20.2

사회·복지

97,228

104,352

7,124

7.3

구분

총계

B-A

(B-A)/A

자료 기획재정부

자산형성 분야 사업 중 청년희망적금사업(금융위원회)은 저축장려금이 2024년 2~3
월에 집중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금을 제외한 금액은 2024년도 예산
으로 이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도약계좌사업(금융위원회)은 자산형성 이
외에 취약계층 자립유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와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주거지원 사업 중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첫집사업은 1조 72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지만, 지원조건과 주택공급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
아 사업계획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 일자리사업 73개 중 39개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없
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고용유발 효과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환
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 분석
정부는 민·관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0.4조원의 예
산을 편성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주무부처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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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사업에 관한 로드맵과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연계에 따른 보안성 약화
및 대형 플랫폼 영향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과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연계에 따른 보안성 약화 및 대형 플랫폼 영향력 강
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구축
사업 등 일부는 예산 확정 전에 법률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 AnyID 구축사업과 같이 민간 시스템의 연계 등에 따라 보안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
은 보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가며

전술한 것처럼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강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의 조정을 통
해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및 고용창출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
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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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등에 주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보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SPECIAL 04

2022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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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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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국내외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리 상승, 세계 경제
의 성장 둔화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부여
하면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한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
정안의 주요 특징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효과 추계 결과,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2년 세법개정안
현황 및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2년 10월 20일 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세 부문 총 28개의 심사대상 법률 중
2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 747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728건,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은 19건으로 제21대 국회 세법개정안의 계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법률명

개별소비세법

합계
24

의원안

정부안

23

1

(단위: 건)

법률명
상속세및증여세법

합계
29

의원안

정부안

28

1

3

3

-

세무사법

6

6

-

20

18

2

소득세법

98

97

1

관세사법

6

5

1

관세환급특례법

4

3

1

교육세법

3

2

1

인지세법

3

2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

3

-

조세범 처벌법

1

1

-

36

35

1

조세범 처벌절차법

1

1

-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3

2

1

389

387

2

10

9

1

종부세법

22

21

1

국제조세조정법

6

5

1

주세법

1

-

1

농어촌특별세법

6

6

-

증권거래세법

3

3

-

747

728

19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42

41

1

부가가치세법

28

27

1

계

주 1. 제21대 국회에 제출·발의되어 2022년 10월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 및 폐지안을 모두 집계한 수치
2. 의원발의 법안은 2022.10.20.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작성
3. 집계에 포함된 폐지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3건이며 의원안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새정부의 정책목표와 다양한 추진전략을 담은 비교
적 큰 폭의 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
장-세수의 선순환이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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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한 경기 활성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단순화, 법인
세율 인하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등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등 기존 정책기조의 일부 변경 등을 세법개정안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2027년 동안(이하, 누적법1) 기
준) 총 73.6조원(순액법 기준 △17.2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동 기간 60.3조원(순액법 기준 △13.1조원)의 세수감소 효과
보다 13.3조원 큰 규모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요 항목에 대한 추계 시 활용한 자료와 과세표준 변동성 반영 여
부 등과 같은 전제 및 추계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국회예산정책처(△13.3조
원)는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정부(△10.6조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의 세수효과 추계 시
국회예산정책처(△20.1조원)는 2021년 신고기준 기업의 과세표준이 법인세수의 장
기추세 증가율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반면 정부(△17.2조원)는 기업의 과세
표준이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2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2023~2027년 누적

(단위: 조원)

세법개정 주요 항목

NABO(A)

정부(B)

차이(A-B)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13.3

△10.6

△2.6

(법인세)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1

△17.2

△2.9

(소득ㆍ법인ㆍ농특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0.9

△0.4

△0.5

(법인세)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0.4

-

△0.4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인하

△10.1

△7.1

△3.0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

△10.0

△7.8

△2.1

주 누적법 기준
자료 정부의 세수효과는 세목별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세부담(이하, 순액법)은
2023~2027년 8.3조원 감소하고, 개인의 세부담은 4.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의 세부담 감소(8.3조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이 2.9조원 감

1)	세수효과 산출 시 누적법은 연도별로 기준연도(2022년) 대비 세수효과를 누적하여 총량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순액법은 연도별로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계산함으로써 연도별 세수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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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대기업은 5.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2.4조원, 대기업은 4.1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세수효과 추
계 방식의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개인의 세부담 감소(4.7조원)는 서민중산층이 2.4조원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경우 서민중산층이 2.2조원 감소, 고소득층은
1.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발생(1.1조
원)하며 종합부동산세 개인 부담분 및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는 기타로 분류하였지
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 점 등에 기인한다.

그림 1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부담 귀착 비교(순액법 기준)

(단위: 조원)

정부

0

법인

서민중산층 고소득층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1

개인
서민중산층

법인

고소득층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1.2

-2
-3

NABO

개인

-2.2

-4

-2.4

-2.4

-2.3

-2.9

-4.1

-5
-6

-5.4

주 1. 순액법은 전년 대비 증감액이며, 2023~2027년(5년) 동안 전년 대비 증감액의 합계액
2. 서민·중산층은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7,600만원) 이하인 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항목별 분석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
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
을 상향 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하고, 총급여 1.2억원 초
과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축소(50만원→20만원)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여 소득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소득세 누진도를 유지·강화하려는 것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자의 실질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구
조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소득 상위구간의 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하여 기대되는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여지가 있으며, 소
득세수 상위구간 집중도 심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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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단위: %)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과세표준

6

1,400만원 이하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35

8,800만원 ~ 1.5억원

세율
6

1,400 ~ 5,000만원

15

5,000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 ~ 3억원

38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5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2
0.6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세수감소액

(단위: 백만원)

88,0.54

50,0.54

0.5
0.4
0.3
0.2

89,0.24

14,0.18
46,0.18

0.1
0

12,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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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조정 & 근소세액공제조정

과표조정

주 1. 그래프상의 수치는 '과세표준, 1인당 세수감소액'을 의미
2.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적인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부양가족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인세의 경우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 등의 개정안을
포함하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4단계
→2단계, 단, 중소·중견기업(과표 5억원 이하) 10%)하는 안의 경우, 기업의 비용부
담을 완화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고용·투자의 촉진 및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가
처분소득을 증가시켜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다만, 최근과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
의 긴축 통화정책 등의 환경 속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나
투자 증대 등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시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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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법인세율 체계 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단위: %)

현행
과세표준

정부안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10

2억원 이하
2 ~ 200억원

20

200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초과누진세율
10%(중소·중견기업)

5억원 이하

5 ~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3

22.6

법인세 징수액 및 국세대비 비중 추이

21.7

20.8

20.7

(단위: 조원, %)

21.5

24.2

22.3

24.6
19.4

70.9

72.2

59.2

2012

43.9

42.7

2013

2014

70.4

55.5

52.1
45.9

20.5

45.0

2015

2016

법인세수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자산과세 항목의 개정안도 포함하
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종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축소해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도
0.03%p 인하하는 안이 있다. 국내외 긴축정책 등으로 금융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
황에서, 국내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는 금융시장의 하방요인을 완
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199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 과
세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인하해 온 그 동안의 정책 방향과는 일관성 측
면에서 다소 상이한 방향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100억원 이
상 보유)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 완화로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 정책적 일관성 및 형
평성 등의 과세 원칙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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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금융시장 활성화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시행기간

2023~2024년

2025년~

‘대주주’→ ‘고액주주’ 축소
구분

지분율 기준

보유액기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코스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코스닥

100억원

삭제



코넥스
※본인 한정
세율 0.03%p 인하
증권거래세

구분

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세율
0%



0.1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4

상장주식(코스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 추이
2000년
3% 또는
100억원

1999년
5%

2013년
2% 또는
50억원

2016년
1% 또는
25억원

2018년
1% 또는
15억원

2020년
1% 또는
10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속세 및 증여세 중에서는 가업승계세제 대상(매출액 4,000억원→1조원 미만 중견
기업) 및 공제 한도를 확대(최대 500억원→1,000억원)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단축(7년
→5년)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가업승계세제를 통해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및 공제금액 상향에 대한 효과성 검증에 앞서 다시 큰 폭으로 대상 및 공제를 확
대할 경우 일반 상속자산과의 세부담 형평성 저해 문제 등도 우려된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측면에서도 이로 인한 조세회피 유발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표6

가업승계세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현행

- 좌동
- 1조원 미만

한도

200~500억원

400~1,000억원

요건

피상속인 지분율 50% 이상

40% 이상

사후관리

7년

5년

대상

- 중소
- 중견: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좌동
- 1조원 미만

대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증여세

개정안

- 중소
- 중견: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요건

증여자 지분율 50% 이상

40% 이상

사후관리

7년

5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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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가업상속공제 관련 최근 주요 개정 연혁

구분

적용대상

공제액

사후관리

2014년 이후

(중소) 10년 이상 경영
(중견) 매출 3,000억원 미만

가업상속재산의 100%,
한도: 가업기간 별 200/ 300/ 500억원

2018년 이후

-

한도: 300억원 대상 15년→20년

2020년 이후

-

-

-

10년 →7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
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조정 등의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에 대
한 기대도 있지만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약화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향후에는 정책목표를 점검하여 적정 세부담 수준을 논의하고,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해 나가는 고민도 병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

구분
기본공제금액(개인)

세율

(단위: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하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 (그 외) 6억원

· 12억원
· 9억원

· 6억원

· 9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6

0.5

1.2

0.5

3 ~ 6억원

0.8

0.7

1.6

0.7

6 ~ 12억원

1.2

1.0

2.2

1.0

12 ~ 25억원
25 ~ 50억원

1.6

1.3
1.5

3.6

1.3
1.5

50 ~ 94억원

2.2

2.0

5.0

2.0

94억원 초과

3.0

2.7

6.0

2.7

법인

3.0

2.7

6.0

2.7

세부담 상한

150

(좌동)

300

15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가며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주안점을
둔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안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나, 정부는 세제개편의 효과가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여 경제성장 기반
확충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장기화,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
경의 변화로 정책의 효과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세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감세
형 세제개편과 최근 긴축 통화정책 기조의 정합성, 세수 감소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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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202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성장률이 2.1%에 그치겠으며,
향후 5년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2%로,
지난 5년(2017∼2021년) 대비 0.3%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SPECIAL 05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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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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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간 경제패권 다툼, 중국의 코로
나19 봉쇄조치 등으로 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이와 더불
어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특히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월 0.25%에서 10월 3.25%까지 가파르게 인상하였으며
이는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초강세현상으로 이어졌다. 국내경제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세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의 하
방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이처럼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2023년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과 함께 2022∼2026년의 중기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망
에서는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소득분배,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새롭게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출 부문」 외에 「성장 및
금융 부문」, 「생산 부문」,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을 새롭게 전망하였다.1)

지출 부문 전망

202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소폭 낮아져 2.1%에 머물 전망이다. 금년 성장률은 2.5%로 예상된
다. 민간소비는 금년 중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기대어 3.7% 증가할
전망이나,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소득여건이 약화되면서 2.4% 증
가에 그칠 예상이다. 건설투자는 금년 중 건설자재 수급 등 문제로 성장률이 마이
너스 2.9%를 기록하겠으나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힘입어 0.4%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반도
체 업황 악화 등으로 금년 중 4.9% 감소하겠으나 내년에는 친환경 차세대 기술 관
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1.2% 증가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비대면 IT 서
비스, 미디어 콘텐츠 공급 서비스(OTT, over-the-top) 등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에
힘입어 내년에도 4.4%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
장둔화,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금년 4.6%에서 내년 4.1%로 낮아
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금년 중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원/달러 환율 상승,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2%의 높은 오름세를 기록할 예상이나,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1) 새롭게 전망하는 부문 중 「생산 부문」,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중 소득 관련 변수 등은 2022년 및 2023년 전망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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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오름세가 다소 진정되
면서 상승률이 3.3%에 머물 전망이다. 다만 미 달러화 강세 지속, 실질임금 보상요
구 강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불안이 내년까지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명목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입과 세출,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명목GDP 성장률은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에 의해 결정된
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2년 4.7%, 2023년 4.6%로 예상되어 소폭 하락할 전망이
다. 실질GDP 성장률이 금년 2.5%에서 내년 2.1%로 0.4%p 감소하겠으나, GDP디플
레이터 상승률이 금년 2.2%에서 내년 2.5%로 0.3%p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국

2023년 국내경제는

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금년보

세계경제 여건 악화

다 높아질 예상이다.

등의 여파로 성장률이

2022∼2026년의 실질GDP 성장률은 연평균 2.3%로 예상되어 지난 5년(2017∼

2.1%에 그치겠으며

2021년)과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향후 성장경로를 보면 2022∼2023년에는 세계

2022∼2026년 연평균

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제약되다가 2024년부터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예상이다. 또한 지난 5년과 비교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경제성

예상된다.

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2022~2026년 경제전망(지출 부문)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국내총생산

4.1

2.5

2.1

2.3

2.3

2.1

민간소비

3.7

3.7

2.4

2.2

2.0

2.0

정부소비

5.6

5.3

4.0

4.0

3.9

3.8

건설투자

-1.6

-2.9

0.4

3.6

3.2

2.9

설비투자

9.0

-4.9

1.2

4.5

4.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4

4.3

4.4

4.7

4.5

4.3

총수출

10.8

4.6

4.1

5.2

5.9

5.9

총수입

10.1

4.2

6.1

7.5

7.8

7.8

883

350

320

280

250

220

상품수출(통관)

25.7

9.9

0.5

5.9

6.9

6.8

상품수입(통관)

31.5

18.4

1.1

6.6

7.7

6.7

소비자물가

2.5

5.2

3.3

2.7

2.4

2.1

GDP디플레이터

2.5

2.2

2.5

2.0

1.8

1.8

명목국내총생산

6.7

4.7

4.6

4.3

4.1

3.9

경상수지(억달러)

주 2022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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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2)은 연평균 2.2% 수준으로, 지난 5년에 비
해 0.3%p 낮아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인구의 고령화, 기업투자 부진, 총요
소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22∼2026년 잠재성
장률의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노동의 경우 생산인구 증가세 둔화
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노동
투입이 생산인구 둔화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기여도가 증가전환할 전망
이다. 그러나 자본의 경우에는 총고정자본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소폭 하락하고,
총요소생산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산업별·요인별 총요소생산성을 살펴보면, 2023년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은 0.628,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0.967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격차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차이 때문으로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
성이 낮은 노동투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자본투입을 더 늘려 나가야한다. 2023년
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 0.15%, 제조업 0.08%, 서비스업 0.85%로 전
망되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총요소생산성의 격차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에 주어진 기술여건과 생산요소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산출물 수준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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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성장 기여도
기간

잠재실질GDP
성장률

(단위: 기간평균, %, %p)

투입요소별 잠재성장기여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2001~2005

5.5

0.3

2.3

2.9

2006~2010

4.1

-0.2

1.9

2.4

2011~2015

3.1

0.4

1.4

1.2

2016~2020

2.6

-0.5

1.5

1.5

(이전) 2017~2021

2.5

-0.5

1.4

1.5

(향후) 2022~2026

2.2

0.3

1.1

0.8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2. 2021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에 기초한 추정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금융 부문의 경우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금년 들어 가파른 상승세3)
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3년) 금리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3.0% 수
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1년 국고채(3년) 금리 1.4%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5년 단위로 금리를 비교해보더라도 2022∼2026년 국고채(3년) 금리는 지
난 5년에 비해 1.2%p 상승한 연평균 2.8%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 부문 전망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3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2022년 상반기 석유화학,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하였
으나, 하반기에는 세계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수출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7%에
그칠 예상이다. 2023년에는 증가율이 2.3%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
이션 및 이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이 축
소될 전망인 데다 공급망 불안 등 세계경기 불확실성도 커질 예상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
던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4.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3.3%에 머물 전망이다. 2023년에도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
수업,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증가율은 2.2%로 낮아질 전
망이다. 이는 일부 업종에서 코로나19 특수가 축소될 예상인 데다, 세계경기 둔화와

3) 2021년 7월 말 대비 2022년 9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2% → 3.8%, 유로존 –0.5%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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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등 내수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건설업 부가가치는 2022년 상반기 중 1.4% 감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흐름
이 이어져 전년 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입자재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전년 대비 0.1%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건설투자 선행지표 및 관련 투자심리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다 내년에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정부의 주택공급확장정책의 효과도 기대된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중 2.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그동
안 전력수요를 견인하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1.7%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에는 냉난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의 증가, 저탄소 정책에 따른 LNG 수요의 지속적인 상승세 등에 힘
입어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망 회복 지연,
국내 산업의 성장률 하락, LNG 가격의 상승 전망 등 하방요인도 상존한다.
소득 부문에서는 한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을 대가로 분배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

되는 임금과 급여 등을 의미하는 피용자보수,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자본과 토지
등을 제공하여 대가로 받는 영업잉여 등을 전망하였다.
피용자보수는 2022년 고용 호황 및 임금 상승으로 8.3% 증가하고, 2023년에는 명
목GDP 증가율과 유사하게 4.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피용자보수는 2021년 992.7
조원으로 명목GDP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2022년에는 국제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2.2% 감소한 후, 2023년에는 4.3%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잉여는 2021년 435조원으로 명목GDP의 21% 수준이다.
총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0.11% 감
소하여 2022년 5,163만명에서 2026년 5,14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계
출산율4)은 혼인율 감소와 출산 지연 등으로 2022년 0.76에서 2026년 0.69까지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2022년 2.9%(79.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경제
성장률보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5) 다만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

4)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5) 실질GDP 성장률: 2021년 4.1%, 2022년(전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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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업자 수는

기 당시에도 위기 다음 해보다 2년차에 더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용 호황

2.9%(79.5만명)

은 위기로 침체되었다가 회복된 산업과 위기시점에 성장한 산업의 노동수요가 위기

증가한 이후, 2023년은

2년차에 겹치며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0.3%(8.6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1

경제성장률(GDP 성장률) 및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취업자 증가율

GDP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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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흰색 음영은 위기시점(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을, 노란색 음영은 위기 발생 1~2년
후를 나타냄
2. 실선은 실측치를, 점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나타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향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취업자 수는 0.3%(8.6만명) 증가하고 2024∼2026년은 매년 0.4%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은 2022년 전년 대비 0.7%p 감소한 3.0%를 기록한 이후 취업
자 수 증가세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여 2026년 3.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맺으며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국의 봉쇄조치와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놓여있는 주요 위험요인들은 다
음과 같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자본유출
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최근 급등하며 1,400원을 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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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부채를 지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2차 파급효과
를 통해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의 환율 상승
은 원화 외에도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플레이션에 대
응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된다.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
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은 자칫 하방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한 다중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등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
구된다.

현안
진단

ISSUE

ISSUE 01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다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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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진단

01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다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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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
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투자정책을 담고 있다. 동시에 핵심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국의 산업을 견제하는 등 미국 및 우방국 중심
으로 관련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환경차
(clean vehicle)에 대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종합적
인 시각에서 IRA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IRA 즉시 발효로 인해 국내 완성차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터리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 기회 요인도 제공하
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IRA 제정을 통해 만든 친환경 기준이 장기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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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법
도 아닌데 미국법인 IRA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새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하는 등 한·미
간 연대가 강화되던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며 주목을 받았다. 역시나 가장 문제가 되
는 부분은 친환경차(clean vehicle)에 대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원 조
항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한·미 관계 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국을 우선하
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의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상당히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IRA 제정 배경

IRA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과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의 절반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편
성되어 있다. 법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사실은 11월 8일 미국의 중
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이름만 바꿔 ‘기후대응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IRA 법안 발의 번호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당시 발의 번호인 H.R.5376와 동일하다는 것은 IRA가 BBB
의 수정안이자 축소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원안인 ‘BBB’ 법안의 규모가 3조
5,000억달러였던 것에 반해 IRA는 예산 지출 규모는 약 9배 이상 줄어들었다.
IRA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에 2032년 12월까지 10년에 걸쳐 3,690
억달러를 투자하여 청정에너지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의 온쇼어링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투자정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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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면에는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국의
산업을 견제하는 등 미국 및 우방국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도
가 담겨있다. 또한 청정 경제로의 전환이 재생 에너지 기술 및 중요 광물의 미국 생
산을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IRA 제정의 배경이다.

IRA 주요 내용

IRA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의료
서비스(Health Care), 세금(Taxes)이다. 먼저 청정에너지 생산과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약 3,690억달러를 배정하
였다.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제 혜택이 연단위로 갱신되는 것과 달리 IRA 경우 10년
에 걸쳐 진행되어 장기 인센티브가 보장되며, 미국 내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
해 청정에너지 제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화석연
료를 탈피하고자 하는 기타 노력에 대한 다양한 세금 공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과도
한 탄소배출이나 해외로부터의 화석연료 수입에는 패널티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2030년까지 탄소배출

있다.
둘째로,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미국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의 처방약

40% 감축을 목표로

가격결정방식 개혁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0년간 정부 재정지출 2,880억달러 절

에너지 안보 및

약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환자보다 기업이나 중간업자의 이익에 집중되어있는 미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국 처방약 가격 시스템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동시에 줄이고자 하

약 3,690억달러를

는 것이다. 또한 만료 예정이었던 ‘적정부담 건강보험법(ACA)’의 보험료 세액공제를

배정하였다.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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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세금 관련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 법인
세율 확대 등을 담고 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과세연도 동안 당기순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납
세자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인상시켰다. 이를 통
해 미국 정부는 10년간 총 4,40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IRA 주요 쟁점

역시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IRA의 쟁점은 첫 번째 청정에너지 관련 내용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IRA는 중고 전기차(EV) 구매에 대해 4,000달러의 새로운 세금
공제를 도입하고, 2009년부터 제공하던 새 전기차 구매에 대한 기존 최대 7,500달러
세금 공제를 새로운 조건하에 연장한다. 수정된 세액 공제 부여 조건은 (1) 북미에서
최종 조립 (2) 미국,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특정 비율의
차량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3)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의 특정 비율 사용이
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배터리에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우려 국가에서 공급되
는 모든 핵심 광물 및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2025년 1월부터는

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및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배터리에 중국 및

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큰 의미가 있다.

러시아와 같은 우려

사실 배터리의 핵심광물과 부품요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의 본질

국가에서 공급되는

이 WTO와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인 비차별 대우 위반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모든 핵심 광물 및

상술한 (2)번 (3)번 조건은 우리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이 배제되는 상황 속에서 한

해당 차량을 세액공제

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이 (2)번과 (3)번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어떤 완성차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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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번 조건이다. 현재 우리 완성차 기업 중 북미에 최종조립이 가능한 기업
이 없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점유율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빠
르게 끌어 올리며 테슬라(Tesla)에 이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8월 16일 즉시 발효된 IRA의 북미 최종조립 요건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확대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2022년 10월 25일 현대차는 30만대 양산 가능한 조지아
주 전기차 공장의 첫 삽을 급하게 떴지만 양산은 약 2년 후인 2025년부터 시작된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달리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격경쟁력
을 잃고 시장 내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 방법

IRA는 행정명령이 아닌 법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구체적
인 세부 시행령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법 조항에 반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IRA 법 적
용의 유예를 시행령을 통해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우리의 해결책은
IRA의 개정 또는 상술한 (1)번 북미 최종 조립 조항을 공략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WTO 제소, 한·미 FTA 분쟁해결 절차 활용, IRA의 개정 등 법적 해결에는 시간이 상
당히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과
정에서 한·미 간에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1)번 북미산 최종 조립 조건을 정무적으로 공략해
서 신속한 결과를 내는 것일 것이다. 조금 더 세분하면 우리는 ‘북미산’ 요건과 ‘최종
조립’ 요건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북미산’ 요건의 경우 재무
부의 가이드라인 설정 시 북미산에 현재 북미에서 공장을 설립 중인 기업도 북미산
으로 취급한다든지 FTA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도 북미산으로 인정하는 방법들
을 담을 수 있도록 협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종조립’ 요건 공략의 경우는 국내에
서 거의 완성차 형태로 수출 후 최소한의 마지막 조립으로 요건을 맞추는 것을 생각
해볼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제네시스 GV70을 앨러배마에서 생산하
는데, 이 생산라인을 활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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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IRA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IRA 즉시 발효로 인해 국내 완성차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이로 인해 국내 전
기차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은 사실이다. 또한 IRA의 북미산 최종 조립요건
은 WTO나 한·미 FTA의 비차별 대우 정신에 어긋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저지한다는 점,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패
널,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관련 생산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미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호재다. 국가 차원에
서 보면 IRA는 전기차 이외에도 배터리나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 기회
요인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전기차에 지불이 예상되는 보조
금 총액은 8,500만달러 수준이다. 이를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인 7,500달러로 나눠보
면 고작 11,300대 수준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의회는 전망하고 있는 것이
다. 2021년 미국에서 판매된 친환경차가 60만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되는 전기차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즉 우리 전기차
기업들의 피해도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차 공장 설립 시, 그리고 기
존 내연기관 라인을 친환경차 생산 라인으로 바꿀 경우에도 IRA는 보조금을 지원한
다. 더욱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2026년까지 미국에서 매년 최소 200기가와트
시(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을 하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
45X 조항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에 세액 공제로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를 할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RA는 최대 경쟁자인 중국 배터리사들을 실제적으로
배제하며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IRA 제정을 통해 만든 친환경 기준이
비관세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IRA는 내년부터 친환경 항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미국의 최대 항공유 수출국인 우리는 화석연료를 원
료로 한 항공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IRA를 보다 종합적이고, 냉정하며,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간 갈
등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국내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2일 백악관이 발간한 미국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조차
미국 국내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IRA 사태에서 보듯, 이는 미국
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유발하고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다. 이번 IRA 사태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고, 우리
는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와 협상전략을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하여 대미 협상에 나서
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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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경제연구실장)

코로나 경제위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라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여전
히 높은 원자재 가격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
고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경로가 강화되고 있다.
향후 세 변수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 우선 고물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점차 안
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환율 문제는 당분간 쉽게 진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어느 시
기를 넘어서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금리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물가와 환율
이 안정되더라도 높은 금리 수준이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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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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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라는 생각이 어리석었나 보다.
위기는 위기를 부른다는 말이 이번에도 들어맞았다. 외환위기 이후 닷컴버블 붕괴와
카드채 사태가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코로
나 경제위기는 3고라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왔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3고라는 것이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대외 요인으로 촉발되었기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점이다.
3고의 시작은 코로나19 위기부터이다.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즉 바이러스 때문에

3고의 원인

세계 경제가 올스톱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인 기
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낮추었듯이 어느 나라 정부든지 할 일은 돈을 푸는 것 이외
에는 없었다.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를 보이면 유동성을 공
급해야만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연방준비제도, FED: Federal Reserve System)이
2020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수직 낙하시킨 이유이다.
당연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팬데믹이 언제 끝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풀린 유동성은 소비와 투
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업들은 미래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투자마저 주저했다. 이러한 상황은 석유와 같은 원자재 산업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이 3고의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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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였다. 채굴·정제·운송 능력이 고갈되어 가는 가운데, 시장의 수급에 갑작스
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백신의 개발이다. 팬데믹 초기 시장에서는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왜냐하면 경험상 새롭게 출현하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대응에는 십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백신 제조 기
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속도가 매우 빠른 팬데믹으로 엄청난 수익
이 되는 백신 시장이 보이면서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투자도 가능했다. 그 결과 2021
년에 들어 백신이 보급되었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이때부터 경제 상황은 큰 전환점을 맞는다.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초기의 오판이 고금리

생기면서 시장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 산업에서 특히 원

시대를 열었다.

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취약한 공급 능력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마저 원자재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자재 가격은 보통 실물 자산과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원유 가격만 보더라도 달러/배럴로 표시된다. 즉 원유(배럴)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다. 원유라는 실물 자산의 양에 큰 변화가 없는데 달러화만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인 2020년 4월 20일 WTI1) 선물 가격이
배럴 당 -37.6달러를 기록했던 말도 안 되는 상황2)에서 올해 초 배럴당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원자재 시장에서도 동일했다. 이에 따라
수입물가는 높아졌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를 상승시켰다.
미국의 예를 들면 2021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4%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이후 5%를 넘어섰고 10월에 6%대로 높아졌다. 본격적인 고물가(인플레이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가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연
준의 태도이다.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원인에 대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극복 가능
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연준은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결국 지금에 와서
야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연준의 정책적 오판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물가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랠리는 불을 뿜는다. 국제
유가만 보더라도 WTI 선물 가격은 올해 3월 8일에 배럴당 123.7달러까지 올라갔다.

1)	West Texas Intermediate의 약자로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중질유(重質油)를 의미한다. 뉴욕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에 선물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2)	원유 선물 시장에서 1배럴의 석유를 사면 37.6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 이는 석유를 사면 보관과 운송 비용이 더 큰
부담이라는 시장 내 과도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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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원자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3)이 컸기 때문에 다
른 원자재들의 가격도 급등했다. 이것이 더욱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 급기야 미
국의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81년 11월 이후 약 41년 만에 최고치인 전년 동월
대비 9.1%까지 치솟았으며, 한국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3%로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후에는 5%대
의 상승률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월간) 추이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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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다음으로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고금리이다. 다행히 우리는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로 사상 최저치의 정책금리 수준인 0.5%까지 떨어뜨린 이후, 연준이 제로금리
(0~0.25%)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2021년 8월과 11월 그리고 2022년 1월 세 번에 걸
쳐 0.25%p씩 올려왔다. 그러나 연준은 2022년 3월이 되어서야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제로금리를 탈출했다. 문제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인플레
이션을 안정시키는 데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데에 있다. 급기야 연준은 5월에 빅
스텝(Big Step, 0.5%p 인상)을 단행한 데에 이어, 6, 7, 9, 10월 네 번 연속으로 자이
언트스텝(Giant Step, 0.75%p 인상)에 나서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

3)	2020년 기준 러시아 원유의 세계 생산 비중은 약 13%이며,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는 약 45%이다(BP).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세계 시장 비중 30%), 팔라듐(25%), 옥수수(15%), 니켈(14%)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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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지만, 연준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현재 미국 정책
금리는 한국의 정책금리를 크게 역전해 있는 상황이다.

그림 2

미 연준의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 rate)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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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 FED

마지막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미국 금리가 높을 경우 이론상으로 글로벌
자본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의 자본수익률 차이에서 벌어지는 자금의 이동은 환율 변화로 이어진다. 달러화가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내 달러화가 희소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여 원/
달러 환율은 오르게 된다. 올해 초만 해도 1,192원이었던 환율은 지금 1,400원을 넘
어 1,5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급등의 실제 동인은 앞에서 설명
한 이론상의 금리 격차 때문이 아니다. 비록 우리 외환보유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
지만, 이는 무역적자나 보유 외환의 달러화 환산 가치 하락 때문이지, 수익율 격차로
한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대규모로 빠져나간다는 증거는 없다. 생각건대 달러화의 글
로벌 강세, 즉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
에서 보면, 달러만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안전자산이다. 전반적인 국제금융시장의
그러한 분위기가 달러화에 대한 가수요를 가져오고 그것이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나
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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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달러 환율(일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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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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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3고의 전망과 한국
경제의 향방

현재 여전히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경로가 강화
되고 있다. 다만, 향후 세 변수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면, 우선 고물가
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최
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유동성이 축소되면

물가는 느리지만

서 원자재와 달러화의 상대가격이 방향을 전환했다. 나아가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점차 안정될 것이다.

이유로 하강 또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 불가피해 보여, 시장 내 실수요도 위축

그러나 코로나19

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마지막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

이전의 물가 수준으로

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들을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을 통

돌아가기는 어려워

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것이고 결국 국내 생산자물가와

보인다.

소비자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고환율 문제는 당분간 쉽게 진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기준으로 1,300원대 이상 머무른 기간이
7개월이었고, 그중 1,400원대 이상의 기간은 3개월에 그쳤다. 경험상 지금의 고환율
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비록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지
만, 장기적인 추세상에서 지금의 환율 수준은 적정 환율보다 크게 높다. 한국 경제에
큰 문제(예를 들면 외환위기 때의 국가 부도 사태)가 있지 않은 이상, 환율은 지금
당장은 아니나 어느 시기를 넘어서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안 진단

3고(高)의 현황과 전망

고금리는 상당 기간

마지막으로 고금리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높은 금리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수준이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연준

보인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사들이 여러 번에 걸쳐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갈 때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

내리지 않는 이상,

다고 언급하였는데, 지금 8%대인 물가 상승률이 2%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내리기에는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우리 정책금리도 미국을 따라 상승하다가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하필 지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가 경기 하강 국면으로 막 진입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중앙은행은 정
책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 결과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감소하지만,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취약 차주와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디
폴트가 만연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서 금융시스템이 고장 날 수도 있다.

시사점

시간이 지나면 3고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받는 한국 경제
의 고통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는 외통수의 상황
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선,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화스왑과 같은 기술적 수단도 필요하겠으나, 그보다는 시장과 다양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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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구축하고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담
긴 자세를 보여주기만 해도 시장은 정부를 믿고 버텨낼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 막지 못할 위기는 없다. 둘째, 성장과 물가라는 목표 사이에서 유
연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혼선이나 불협화
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이 경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은 정책의 내용이나 강도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
지를 시장이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계와 기업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부채는 최
소한으로 줄이고 현금 유동성은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어쩌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현안이 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우려스럽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버텨 왔다. 조
금만 인내하면 터널의 출구에 다가설 것으로 믿는다. 과거 한국 경제의 그 어려웠던
시기들도 결국은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신용경색이다.
경기 침체 속 고금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말고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현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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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글

김원식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국민연금 재정의 파탄 시점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할 것인지 혹은 보
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러나 1988년 국민연금의 도입 이후
연금 관련 변수는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우선 인구변수로서 평균수명이 70세에서 83세로 늘어났고,
합계출산율은 1.6에서 0.8까지 하락했다. 청년층들의 사회진출 연령도 25세에서 30세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은 크게 줄어들고 연금 수급기간은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시급한 국민연
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합의 불가능했던 보험료나 급여의 조정보다 연금 개시연령
을 상향하여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인상함으로써 연금지
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70세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
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받음으로써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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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후 네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개
혁 논의들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거의 모두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인상 논의에 집중해 왔다. 제5차 재정재계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핵심적 논의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항상
정치와 선거의 핵심 이슈여서 야당은 재정안정과 관계없이 급여 수준을 높이는 보장
성 강화로, 여당은 보험료율의 인상을 통한 장기적 재정안정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선명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령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결과이다. 어떤 개혁도 정권을 잡은 정당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민연금 개혁
의 지연은 서로 기피하는 님비(NIMBY)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볼 수 없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과 정치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vs
보장성 강화 논쟁의
한계

야당이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아젠다임에도 항상 현세대 유
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유리한 선거 전략이면서 연금재정 적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는
도덕적으로도 무책임한 결과를 낳는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세대 가
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되어 유권자들이 선뜻 선택하기 힘들어서 보험료 인
상은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재적 연금재정
적자는 스노우볼처럼 되어 폭증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들의 저항으로 부담을 최소화시키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
어서 당장 조금이라도 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의 긴박성
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미래의
재정적자로 보장성
강화는 꿈도 꿀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역시 국민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하는 차선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현안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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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포퓰리즘식 정치적 선택으로 여야가 뒤바뀌는 경우 보험료 인상이 지연되
는 결과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으로 0.7대의 합계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
아지지 않으면 가입자 감소로 연금수지가 더 악화되어 추가적인 인상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기피나 보장성
제고의 기대를 높여서 급여 인상의 요구로 이어져서 재정적자 상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심각한 미래의 재정적자로 보장성 강화는 꿈도 꿀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역시 국
민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회피하는 차선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는 제
도개혁이 필요하다.

연금 수급연령 상향
필요성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이 있는 가입자들의 급여 개시 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
된다. 보험료 납입액과 납입기간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저축수
단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개인의 사망 시까지 지급되어 지급기간
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험에 가깝다. 예를 들면 아무리 높은 보험료와 오
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도 조기 사망하면 급여가 정지되게 되고 잔존 기여
금이 상속되지도 않는다. 반면 낮은 보험료와 짧은 납입기간이어도 오래 생존하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급여를 수급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수명에 따라 국
민연금의 수익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단순히 확정적 변수에 의한 수익비보다는 ‘평균수명’이라는
확률의 변화에 따른 보험수리적(actually fair) 요소들에 의하여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야 한다. 평균수명은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0년 현재
83.5세로 50년 동안 20세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보다 정확히는 노인층의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평균수명 등 근로기간이나 퇴직기간 등
을 변화시키는 핵심 변수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
민연금의 급여산식은 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가 없다.
4차에 걸친 재정안정화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소홀히 했던 문제는 평균수명의 증
가에 따른 문제였다고 본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는 평균수명이 70.7세여서 현

1)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오피오드(진통제) 남용 및 코로나19 등으로 평균수명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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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목표 수급연령 65세 기준으로 5년 반만 연금을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
금은 2020년 기준 평균수명이 83.5세니까 4배에 가까운 19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
이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평균수명이 수직 상승한 초
고령 사회에서 연금 수급기간을 무작정 늘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계층별로 평균수명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소홀히
했다. 예를 들면, 부자, 고학력자 등은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강형평성학회(2018)는 2015년 기준 전국 남녀의 평균 기대수
명은 82.5세였는데 소득 상위 20%는 85.1세이고 하위 20%는 78.6세라고 보고했다.
소득에 따라 평균 수명이 6년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고소득 연금가입자들이 6년
이상 연금을 더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 역진적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자들
이 더 오래 삶으로써 소득재분배 요소가 소멸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수 부
자노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장성 강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의 하한을 인상하고 급여산식에 있어
서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는, 청년들의 첫 취업 연령도 계속 늘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감소
해 왔다. 취업전문기관 인크루트(2020)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25.1세에서 2018년 30.9세로 6세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및 노
동시장의 문제로서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대학
을 졸업하고도 취업 준비기간의 연장으로 사회진출 연령이 지속적으로 늦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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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대비 연금 수급기간의 비율이 낮아져서 보험료율을 더
인상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연금 수
급연령을 높여서 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
사회진출연령의 상승은 개인별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낮추어서 교육투자의 유인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의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 점에서도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줄이고 노동 유인을
늘려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을 통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더 나아가 정년 폐지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 없는 노동시장이 형성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근로를 계
속하는 한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도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이다. 그러나 실질적 정년이 지켜지는 직역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은행, 일부 대기업 정규직 등에 불과하다. 기업경영의 특성상 정
년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장될 수 없다. 기업 실적이 부실하면 정원 조정이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기업 근속기간은 약 5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50%의 확률로 더 근속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한 직장에서 길어야 10
년 정도 근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 정년은 노동시장의 일부 근로자들에 해당되
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나이에 차별받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율의 하락도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게 하는 요인이다. 출산율은 1970년
에는 4명이었는데 현재는 0.7명으로 앞으로도 획기적인 출산정책 없이 더 떨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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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기를 불러올

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적자구조의 연금을 메꾸어야 하는 근로자층의 감소를 의미

외생적 요인들을 고려할

한다. 수급자/가입자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료율의 인상 압력도 높아지나

때 연금 수급연령을 먼저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한 해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연금

상향 조정해야 한다.

수급연령의 상향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의무교육 연령을 낮추거나 월반제

준비 및 조정기간을

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축하여 2025년부터

앞서 언급되었듯이 국민연금 재정은 평균수명, 근로기간, 그리고 출산율 등과 밀

1년씩 연금 수급연령을

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이러한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70세로 상향하면 5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수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제도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

후인 2030년에는 연간

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하

3분의 1 이상의 급여

여 연금수급자수/근로자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급여 인하 등의 조정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수명이 70세일 경우 25세에서 65세까지 40년간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간/퇴직
기간은 8(40/5)배가 된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80세가 되면 이 비율이 약 2.7(=40/15)
배가 되어 현재의 연금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하여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기존
의 연금산식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약 70세(=80-(80-x)/x)까지
늘려야 한다.2) 따라서 국민연금 위기를 불러올 외생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연금 수
급연령을 먼저 상향 조정해야 한다. 준비 및 조정기간을 단축하여 2025년부터 1년
씩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
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 202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5만명이고 이 가운데
65~69세 인구는 313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4.2%이다. 연금 수급연령을 연차적
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 조정으로 퇴직 후 연금 수급을 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

노인 노동시장
활성화

한다. 65세 연금 수령을 기대했던 60대 전후 가입자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고령 근로자
들을 통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을 인적자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의 노인들과 전혀 다른 세대
이다. 이들을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하는 leisure class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경제활동
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한다.
일하는 노인들의 증가는 보험료 증가의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재정안정에 기여한다.

2) 우해봉 외(2021)는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은 남성은 85.6세, 여성은 90세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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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성격이 저축이 아니라 보험의 성격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생명 위험에 대한
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하는 기간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노동조합을 중심으
로 한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도 정년연장에 매우 민감하다. 반면 정년연장은 고령근로자들을 의
무고용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기업들의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
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일부에 불과하다. 정년제도가 사실상 강성
노조들의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근로자 일부
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의 상향 조정보다는 정년의 폐지가 바람직
하고 연령차별 금지와 성과급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과급
제도의 활성화는 근로자들의 성과개선 노력을 높이고 고령 근로자들에게도 전직훈
련 및 직업 훈련의 욕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아서 국민생산에도 기여하게 한다.

국민연금의 개선이

중고령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근로기간에 직업훈련

노동시장과 맞물려

의 강화 혹은 고령 친화적 직업으로의 전직훈련 등으로 대비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노동시장과 함께

역할도 제고해야 한다.

개혁되고 조정되어야

국민연금의 개선이 노동시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노동시장과 함

한다. 이러한 점에서

께 개혁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노동시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장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제도이다.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연금 수급연령 상향을 반대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 MZ세대는 보험료를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더 내는 대안과 비교하여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고령자들의 시장 참여 확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가 청년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여 임금 상승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노인

노동시장제도이다.

고용과 청년 고용은 대체적이 아닌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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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지면서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가입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매우 심각
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에 의하면 적어도 현재 보
험료의 두 배 이상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급연령을 70
세로 인상하면 지급액을 30% 줄일 수 있고 보험료율의 인상 압박을 일정 부분 흡수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수명, 출산율, 수급
자수/근로자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 자동안정장치의 마련을 5차 재정재계산의 목표
로 하고, 연금적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70
세로 조정하는 개혁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동안정장치의 도입은 국민들이 국
민연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노후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급연령 등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노동시장
정책 조정이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에 대해 치밀한 정책 조정이 따라
야 한다. 연금제도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단순 미시정책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정
치경제적 연립방정식 거시정책이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보건
복지부가 홀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금기금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이전하
는 지배구조의 혁신도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정치
권의 포퓰리즘적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국민들을

2024년 총선과 병행해서

분열시켜서 이념 및 세대갈등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연금안정화

국민연금 수급연령 70세

를 위한 개혁을 미룰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국

상향에 대한 국민투표로

민투표를 통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국민

국민들의 합의를

연금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이어도 밀실

도출해야 한다.

에서 만들어진 것에는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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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해봉 외,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2

기획 연재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환경 분야 예산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재정투자 필요
글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6

67

2022년 환경 분야 예산 분석

해 물 복지를 제고하고, 홍수 예보 대응에 대한 투자를

2022년 우리나라 환경 분야 정부 예산은 11.5조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부 총지출(679.5조원)의

기후대기·환경안전 부문에서 기후변화 분야는 1,238

1.7%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예산은 물환경, 수자원,

억원에서 2022년 276억원으로 감소한 반면(△77.7%),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원순환·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

예산 규모가 큰 대기환경 분야는 2021년 2조 9,227

일반의 6개 부문에 지출되며, 특히 물과 대기관리에 대

억원에서 2022년 3조 8,639억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부분 집중되어 있다(물환경 31%, 수자원 8%, 기후대

따라(+32.2%), 해당 부문 예산은 2021년 3조 3,895

기·환경안전 39%). 이 중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이

억원에서 2022년은 4조 2,29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1조원(33.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과 높은 증가

(+24.8%). 해당 예산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율을 보였다.

확대, 노후경유차 퇴출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저감,

환경 분야 지출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관리 강화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8.2%로

자원·환경경제 부문에서 자원순환 분야는 2021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지난 2019년에는 국가

2,954억원에서 2022년 3,038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적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8%),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환경경제 부문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2020~2021년에는 그린

8,959억원에서 2022년 7,494억원으로 증가하여(△16.3%)

뉴딜 분야에 투자가 강화되었으며, 2022년에는 2050

전체적으로 2021년 1조 1,913억원에서 2022년 1조 532억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11.6%). 해당 부문의 예산은

신설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이행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체계 구축, 그리고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R&D 지

예상된다.

원을 통하여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데 지출된다.
두 번에 걸친 추경을 거치면서 환경 분야 예산은 제

환경 분야 2022년 본예산 부문별 분석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14억원이 감액되었다. 소관

환경 분야 2022년 본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물환

세출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과정에서 증액 편성

경·수자원 부문에서는 수자원 분야가 2021년 3,860억원

된 사업은 없었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77개 세부사

에서 2022년 4,546억원 증가한 반면(+17.8%), 규모가 상

업으로서 감액 규모는 총 5,761억 2,000만원이다. 주

대적으로 큰 물통합 분야는 2021년 1조 7,109억원에서

요 감액 내역을 보면, 공급망 이슈로 인한 차량용 반

2022년 1조 4,604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14.6%),

도체 수급난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해당 부문 예산은 2021년 4조 2,758억원에서 2022년 4조

보급 사업 감액(△2,250억원), 최근 수요조사 결과 및

2,550억원으로 감소하였다(△0.5%). 해당 부문 예산은

연도 내 집행가능 예산을 반영한 청정대기전환 시설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노후관로 진단·개량 등을 통

지원 사업 감액(△800억원), 그리고 실시설계 후 현장

1)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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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12대 분야별 예산 살펴보기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 감액사업 세부내역
2022 추경

증감

2022
본예산

제1회(A)

제2회(B)

(B-A)

5,755,718

5,705,718

5,541,010

△164,708

△2.9

공업용수도 대체 수자원 개발

24,747

24,747

12,374

△12,373

△50.0

인건비

13,609

13,609

13,587

△22

△0.2

138,241

138,241

138,052

△189

△0.1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일반회계
기본경비

환경개선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B-A)/A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190,000

190,000

110,000

△80,000

△42.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9,464

509,464

464.577

△44,887

△8.8

하수관로 정비

862,681

862,681

842,681

△20,000

△2.3

38,361

38,361

24,361

△14,000

△36.5

166,281

166,281

166,026

△255

△0.2

1,230,335

1,230,335

1,224,632

△5,703

△0.5

21,000

21,000

12,000

△9,000

△42.9

892,769

892,769

667,769

△225,000

△25.2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특별회계

기본경비(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 조성 등 2개 세부사업)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합계

5,114

5,114

4,994

△120

△2.3

9,822,737

9,772,737

9,196,617

△576,120

△5.9

주 1. 총계 기준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세부사업 추경안 △44,887백만원에 경상경비 감액 내역(△137백만원) 포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2.5

여건을 감안한 공사기간 조정 필요에 따른 공업용수

조성(0.6조원) ③ 공정한 전환(0.2조원) ④ 제도·기반

도 대체 수자원 개발 사업 감액(△123억원)이었다. 또

구축(0.6조원)의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

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각각 2억 7,700만원, 60억

다. 해당 기금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하면 규모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표 1> 참조).

는 크지 않지만,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재정 프로그
램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 기대된다.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대응기금’

다만,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2022년 환경 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서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동 기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1월 1일 신설된 기후대응기

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2022

금이다. 해당 기금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년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에

고 탈탄소사회 이행에 필요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

서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을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 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2022년

업으로 선정하여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총 2.4조원 규모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① 온

고 지적하고 있다.2) 기후변화 정책은 그 효과가 통상

실가스 감축(0.9조원) ②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장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에 성과를 판단하는

2)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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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매년 성과지표와 목표를 산정·

최근 환경 분야 예산의 증가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사실이다.

급성과 함께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대로 세부사업 전부

중단기적으로는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를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다소 무리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은 우리나라 기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

후변화 예산의 핵심으로 자리할 것이기에 추후 중장기

부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일련의 국가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

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가 있다.

러한 국가계획에 소요되는 재정투자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핵심

환경 분야 예산의 역할과 과제

목표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 전

경제성장 초기에 환경 문제는 그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이 탈탄소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삶의 질,

행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자연스

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이 되는

럽게 커지게 된다. 환경 부문 예산은 이러한 국민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과 「2050 탄소중

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

립시나리오」(2021.10.)에서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재정

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구밀

규모, 그리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도가 높은 동시에 주거가 국토의 일부 지역에 집중된

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아쉽게도 명확히 제시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문제이다. 또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제조업·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구조 하에서 외부

재정의 규모를 개략적으로라도 국민에게 보여주고 동

의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환경문제는 그 시급성이

의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로 낮아지기도 한다. 특히 당분간 에너지 가격 상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그리고 탄소중립은 환경

승 등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

부처는 물론, 정부 전 부처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야

후 환경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달성이 가능한 문제이다.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시대적 절
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편익

정부는 전통적 환경 문제인 물과 대기 관리에 힘써
주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이라는 새로
운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 그 특성상 전 세계에 걸쳐 장기에 발생하지만, 동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후변화라는 전대

시에 대기의 질 개선 등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뿐 아니라

전반적 개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정부 전 분야에서 기후문제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

더 이상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지

적인 예산 수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상당한
역량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획 연재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탈세계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
글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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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탈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그동안 세계화의 혜택

시장의 개방과 자유무역 및 국제분업으로 세계 경제

을 가장 많이 누려왔던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

의 성장과 풍요를 가져왔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국

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의 경제 악재가

제적 분업과 협업은 세계 소비자들이 더 싸고 더 좋은

쏟아져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에 더하여 경기

물건을 소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국가간·

침체와 더불어 7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경상수지까지

개인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

도 적자로 돌아서는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하

괴를 불러온다는 비난에도 지속되었던 세계화는 2008

에서는 탈세계화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

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되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

는 영향과 이러한 복합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방

퇴)와 트럼프주의(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보호무

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역주의 기조 강화,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쇠퇴 기미
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탈세계화’ 각자도생의 시대 도래

의 붕괴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결정

1990년 모스크바에 입점하였던 미국의 맥도널드가 최

타를 맞고 말았다. 각국이 장벽을 낮추어 사람·돈·기

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인해 러시아 시장

술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전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

에서 철수하였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세

합하는 것이 세계화라면, 탈세계화는 각국이 장벽을

계화(globalization)에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급

높여서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에 의해 세계시장이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짧게

쪼개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탈세계화는 각국

는 지난 30년, 길게는 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의 정

이 칸막이를 다시 높이 세우고 나부터, 아니 나만 살

치·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계화였다. 21세기 초

겠다는 아우성을 지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각자도생

‘골디락스 시대’의 기반이 되었던 세계화 패러다임은

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탈세계화는 각국이 칸막이를
다시 높이 세우고 나부터,
아니 나만 살겠다는
아우성을 지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기획 연재

대전환 시대 재정의 역할

탈세계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 신장세가 둔화되었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탈세계화로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주도하

수입 부담이 급증하면서 8월 경상수지가 2012년 2월

는 경제권과 중·러가 주도하는 경제권으로 분리되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

마치 냉전 시대와 같은 경제 블록으로 회귀하면서, 이

자는 나라 밖에서 벌어온 돈보다 해외에 지출한 돈이

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침

더 많다는 뜻으로 대외신용도를 악화시키고 원화가

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

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킨다.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시중에 막

있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

대한 돈을 풀고 이에 더하여 기름·원자재·식량 등 가

망치를 2%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IMF는 기

격이 인상되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코

존 2.9% 전망치를 2.0%로 내렸고 OECD도 2.5%에서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와 신냉전시대의

2.2%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경제가 복합위기 국면

도래로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히면서

에 놓여 있지만, 외환보유액 등 비교적 양호한 대외건

거래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

전성 지표를 볼 때 외환위기 때처럼 심각한 경제위기

부 국가들이 특정 상품이나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가

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격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진다. 이미 러시아 제재 이후
국제 유가나 구리와 니켈과 같은 주요 원자재 및 식용

복합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방향

유나 밀가루의 가격까지도 급등했다. 현재 탈세계화

그렇다면 복합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스테

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

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재정과 재정건전

탈세계화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

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

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율)가 70%를 상회하고 있어

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서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더욱더 치명적인 악영

든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모두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금리’ 등 3고와 경기침체,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경상

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는 것이 급선무다. 물가가 안

수지까지도 적자로 돌아서는 총체적인 복합위기로 내

정되어야 다른 경기회복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

몰리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6%대로 치솟았고 미국의

문이다. 따라서 재정은 큰 틀에서 최소 중립, 일부 긴

고강도 긴축 충격파로 달러 초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

축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금리 인상

율은 1,400원대를 넘어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

과 재정 긴축은 수요를 억제시킨다는 데에 어려움이

까지 나온다. 또한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도 지

있으므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나치게

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4,000

급격히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출을 줄이더

조원대를 넘는 한국 경제에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한

라도 지출을 효율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

마디로 생산과 투자,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는 온

혜가 필요하다. 결국 재정 정책의 단기 목표와 중장

통 잿빛이다. 우선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 등 주요

기 목표 간의 우선순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국의 경기회복이 둔화하면서 우리나라 주력 품목의 수

다. 재정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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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긴 호흡이 필요한 중장기 목표이지만, 당장

이나 공약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위기에 맞닥뜨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따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도 항목에 따라

꼭 필요한 것에 혈세를 확실히 쓰는 것은 단기 목표라

재조정하거나 완급을 조절해 재정건전화와 엇박자를

고 할 수 있다.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간의 우선순

줄여야 한다. 경제가 위기 상태임을 고려해 위기 극복

위 설정과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또한, 고금리로 한

에 관련된 사업이나 지출은 구조조정에 유예조항을

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

두어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적

하기 위한 재정적 보호 조치도 필요하다.

자를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재정지출

둘째, 현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50%에 육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

을 줄이는 것에 앞서 재정수입을 늘리는 포지티브 접
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어두기로 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사용하던 통합재정수

마지막으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지를 버리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막론한 정치권의 협치와 소통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

사용하기로 하는 등 재정수지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다. 대안 없는 정쟁은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국정 동

하였다. 또한,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강화

력 약화를 가져오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은 위기를 키

하기로 하였다. 올해 110조 8,000억원(2회 추가경정

운다. 최근 영국 정부 정책이 재정건전성 약화의 우려

예산 기준)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고되어

를 키워 파운드화와 국채 가격이 폭락했던 사례를 반

경상수지 적자에 더해 재정수지적자 등 이른바 ‘쌍둥

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적자’가 구조화된다면 경제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경제주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각심을 높여 단기적

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가채무 관리는 필요

인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노

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국책사업

력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기획 연재

지자체 우수행정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휠내비길

‘휠내비길’로 교통약자도
쉽고 편리한 제주관광
글

김창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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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제주도가 언급되면

속되는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장애인 수가 지속적

서 세계적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 뉴

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위크는 최근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 참가자가 방문

제주도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한

하고 싶어한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로 소개했다. 천혜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환경을 중심으로 자연경관·먹거리·체험 등 모든 방면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와 같은 민간기업들과

에서 뛰어난 제주는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우리나라

협업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 약

최고의 관광지이다.

자를 위한 제주 관광지 길안내 서비스를 2022년 8월

하지만 장애인이 배낭하나 둘러매고 혼자 자유롭게

31일에 오픈하였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복

여행하기에는 관광지의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수

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 사회현안해결 지

단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능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
외 길안내 서비스(휠내비길)’이다.

국내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본 사업은 관광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 입

교통약자

구, 도로 폭 높이 등의 정밀한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2020년 기준 국내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인

제주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화된 글로벌위성항법

약 1,540만명으로 국내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보고되었

활용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말기와 핸드폰을 연결

다. 또한 국내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3만명으로 이 중

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목적지까지 안

65세 이상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전한 경로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국내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9.7%인
약 1,540만명으로 국내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처: 네이버포스터

기획 연재

그림 1

지자체 우수행정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그간의 노력

2018~

2019~2020

2021~

2022

무장애 데이터 구축
(현지조사 방식)

관광지 데이터 실증
(장애요소 체계화)

디지털 전환
- 휠 내비게이션 구축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시각/청각 확대)

데이터
구축
방법의
개선

낯선 곳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장애인의

서비스를 상상하기만 했는데 실제 체험할 수 있어서

여행 장벽 해소

너무 기쁘다”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

지금까지의 보행 약자들을 위해 구축된 시설물 정보

던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모

들은 대부분 텍스트 위주와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부

두가 함께 협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확한 데이터로 제공되다 보니 실제 이용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 점을 본 사업에서는 드론과 헬기 라

시각 음성 기반·청각 수어 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다 촬영을 통해 점용물을 확인하고, 관광지에서 이

디지털 대전환, 제주서 구현

동하는 과정에 계단이나 경사도의 기울기, 공사구간,

올해 제주도는 「2022년 행정안전부 5대 중점협업과

화장실 등의 정확한 위치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제」에 선정되어 특교세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교통

이는 전방 오르막길의 경사도와 단차가 있는 지역
까지도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휠내비길’ 서비스로 구
축되어 이동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휠체어 내비
게이션 앱에 대한 시연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휠체
어 이용 참여자가 숲길과 광장 도로를 체험했는데 이
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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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준을 마련하고 개방을 지원하며, 카카오에서는 교통

하고 있다.

약자가 손쉽게 하나의 플랫폼 공유를 통해 제주의 관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과 음성 기반 길

광지까지의 길찾기, 로드뷰, 장애인 화장실 정보 등

안내와 고정밀 위치기반을 활용한 QR코드 수어 영상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하

서비스, 무장애 관광지 각 경로별 지도와 완주 확인

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인프라를 제공

스탬프 여행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광과 문

하게 된다.

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오늘날 민간과의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자체

국민이 익숙한 디지털플랫폼 카카오와의

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주의 새

민·관 협업 추진과 전국 지자체 확산

로운 혁신, 제주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연

제주는 사회약자 접근성 강화와 국정과제 목표인 “모

결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

만들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구

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현에 앞장섬으로써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한국의 하

창출하는 정부”를 위해 9월에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와이’를 여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모

체결하였다. 내년부터는 ‘휠내비길’의 무장애 관광데

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할

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기술 표

것이다.

WORK & REPORT

숫자로 보는 정책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글 고준혁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2022년 총수입 609.1조원, 총지출 679.5조원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2006년도 예산안)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
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1)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
기금 제외)2)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
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
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지난 5월 2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2년 총수입
은 609.1조원, 총지출은 679.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총수입 609.1조원은 2022년 제1회 추
경예산 대비 55.5조원, 제2회 추경안 대비 0.8조원이 증액된 수치이다. 총지출 679.5조원
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2조원, 제2회 추경안 대비 2.8조원 증액된 것이다.
NABOSTATS는 재정·경제 통계에서 2010년부터의 총수입·총지출 총량을 통계표와

1)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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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8년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서비스를 개시하여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NABOSTATS는 670여 종
의 재정 경제 분야 통계를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300여 종의 상임위원회별 정책
통계는 물론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는 NABOSTATS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계를 소개하고 관련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안내하고자 한다.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총수입과 총지출의 항목별(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치도 제공하고 있는데, 총수입 609.1조원은 국세수입 396.6조원, 세외수입 28.3조원,
기금수입 184.1조원으로 구성되고, 총지출 679.5조원은 일반회계 388.2조원, 특별회계
61.6조원 및 기금 229.7조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2010~2022년 총수입·총지출(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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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ABOSTATS - 재정통계 - 재정총량 - 총수입·총지출(총량)

한편, NABOSTATS는 국내에서 운용 중인 통계시스템 중 유일하게 예·결산 심사연혁
메뉴를 통하여 총수입·총지출의 정부안과 국회에서의 증감액 액수와 비율, 그리고 국회
확정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외에도 예·결산 심사연혁 메뉴에서는 세입·
세출예산 심사연혁, 기금운용계획 심사연혁, 예산부대의견,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의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수요자에게 최종적인 재정규모 뿐만 아니라 국회심
사과정에서의 변동사항을 편리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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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정책

표1

총수입·총지출 심사연혁

연도

구분1

(단위: 조원, %)

증액비율

감액

감액비율 순수정액

순수정
총수정
총수정액
비율
비율

구분2

정부안

증액

총수입

548.8

6.9

1.3

- 2.2

- 0.4

4.7

0.9

9.1

1.7

553.6

총지출

604.4

8.9

1.5

- 5.6

- 0.9

3.3

0.5

14.5

2.4

607.7

총수입

553.6

0

0

0

0

0

0

0

0

553.6

총지출

621.7

3.3

0.5

- 0.7

- 0.1

2.6

0.4

4

0.6

624.3

총수입

608.3

54.7

9.9

0

0

54.7

9.9

54.7

9.9

609.1

총지출

676.7

59.4

9.5

-7

- 1.1

52.4

8.4

66.4

10.6

679.5

국회확정

본예산

2022

1회추경

2회추경

자료 NABOSTATS - 예·결산 심사연혁 - 총수입·총지출 심사연혁

2070년 국가채무는 7,137.6조원(GDP 대비 192.6%) 전망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산업구조·기후 및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에 직
면해 있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2025년에
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성장 둔화, 서비스업의 성장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요구받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국가채무 수준도 높아져 재정건전
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경제
전망을 기초로 2022년부터 2070년까지 향후 49년간 국가재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전
망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점검하는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
전망」(2022.8.)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0조원(GDP 대비 4.0%)에서
2070년 458.7조원(GDP 대비 12.4%)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27.0조원(GDP 대비
5.8%)에서 2070년 249.6조원(GDP 대비 6.7%)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1,068.8조
원(GDP 대비 49.2%)에서 2070년 7,137.6조원(GDP 대비 192.6%)으로 연평균 4.0%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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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2022

2030

(단위: %)

2040

2050

2060

2070

-2.0
-4.0

-4.5
-4.3

-5.7
-5.0

-5.8

-6.2

-6.7

-8.2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11.0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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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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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이상과 같은 본 보고서의 장기 재정전망은 그 속성상 현행 제도를 전제로 미래
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추계(projection)일 뿐이므로 추계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충분히 달라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망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
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전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회예
산정책처의 보고서와 통계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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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지방행정의 법적기반이

대한민국 지방재정

마련되었고, ‘국세-지방세 7:3’을 목표로 한 두 차례의 재정분권 개편이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완료되었다. 재정분권을 통한 5조원 정도의 지방재원 ‘순증’은 지방재정
을 통한 자치분권혁신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
고, 정부는 그간의 재정분권 성과 평가를 비롯하여 향후의 재정·자치분
권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2년 예산 및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2단계 추진현황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제도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현황 및 해외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현황, 지방행정
구역 변경논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심
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

2023년 및 중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기준금리 인

경제전망(총4권)

상 등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 각각 2.5%, 2.1% 성장할 전망이다.

경제분석국

성장 및 금융 부문에서 2022∼2026년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
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2026년간 국고채(3년) 금리는 연평균
2.8%로,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전 5년(2017∼2021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부문에서는 2023년의 경우 건설업(-0.1%)을 제외하고 제조업
(2.3%), 서비스업(2.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7%)의 부가가치는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022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에서 임금근로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인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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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수는 2022년 8.3%, 2023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잉
여는 2022년 소폭 감소 후 2023년 증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
는 2022~2026년 동안 연간 0.11%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자 수는 2022년 큰 폭으로 증가(2.9%)한 후 2023년부터 0.3~0.4%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및 중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국세수입을 399.4조원으로, 2022년 대비 4.6

국세수입 전망

조원(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400.5조원)보다
1.0조원(△0.3%) 낮은 수준이다. 이는 소득세(0.5조원)와 법인세(1.0조원)는
정부 예산안을 상회할 전망이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
로 증권거래세(△1.1조원) 등이 정부보다 낮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2022~2026년) 국세수입은 2022년 394.9조원
에서 2026년 453.8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
간 경상GDP 성장률 전망(연평균 4.2%)을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5년 합계 21.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3년도 총수입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625.9조원, 총지출은

예산안 분석

639.0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정부 총수입 예산안의 전년 대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비 증가율은 2.8%로, 2022년 총수입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7.6%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 및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안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2023년도 총수입을 전망하는 한편, 자산관련 세수의 변동
성을 고려한 세입예산안 편성 등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 예산편성의 합
리성·정확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예
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
서를 검토하는 등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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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분석 시리즈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

(총21권)

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시

예산분석실

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
여 총 21권을 발간하였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
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
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 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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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3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향후 10

NABO 중기재정전망

년 동안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의 추이를 전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망하였다. 총수입은 2022년 623.2조원(GDP 대비 28.7%)에서 2031년
857.6조원(GDP 대비 28.0%)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며, 총지출은 2022년 691.8조원(GDP 대비 31.9%)에서 2031년 907.6조
원(GDP 대비 29.7%)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
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3.2%에서 2031년 △1.6%, 관리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31년 △2.5%로 전
망된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8.8조원(GDP 대비 49.3%)에서 2031년
1,789.6조원(58.5%)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 결과, 정부의 계획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흐름이 예상되지만 정부
가 의도하는 건전재정으로의 재정기조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량
지출 감축 계획 등이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2022년 세법개정안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저금리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전환되

분석

고 있으며, 정책기조도 적극적 부양정책에서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바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뀌는 추세이다. 국내적으로는 인구구조 및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등 구조적 제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초
점을 두고 감세정책과 세제 단순화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잠재
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대책의 효과성,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정
부 세법개정안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와 세
부담 귀착효과, 조세지출 정비현황 및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 주요 개정안
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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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재정동향 &

2022년 6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각각 54.9%, 60.2%이다.

이슈(제20호)

2022년 6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75.0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적자규모가 27.8조원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1,007.5조원)는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68.4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재정동향&이슈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
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2023년도 정부 주요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 발
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현황’, ‘분양가 제도 운영 합
리화 방안 발표’,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 수립’, ‘2021회계연
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현황 분석’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재정동향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국제
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금
융 안정 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를 선정하여 재정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NABO 재정추계 &

2022년 2분기에 가결된 134건의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은 53건(39.6%)이

세제이슈(제20호)

고,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1조 1,123억원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지출 증가가 예상되었다.
2022년 상반기 총수입은 334.4조원으로 전년 동기(298.6조원) 대
비 35.8조원(12.0%) 증가하였다. 2022년 2분기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7.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10.3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증
가하였다. 2022년 상반기 누적 국고채 발행실적은 104.5조원이다.
재정추계&세제 분석 주제로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재정립
에 따른 지출소요 추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소요 분석’
을 선정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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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세제 이슈는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부
과체계 개편 동향’, ‘2011~2021년 지방세 수입결산 추이’를 주제로 선정
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NABO 경제 동향

경제 동향

(제32호)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양호하나 소매판매와 투자는 다소 부진하였다. 또한 고유가·고환율 상황
이 지속되고,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607.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7월 수입이 수출보
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4개월 연속 무역적자(2022년 누적 113.4억 달러,
7월 46.7억달러)가 이어졌다.
7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했다.
2022년 중 상승세를 지속하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월 3.01%를 기
록하며 전월 대비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304원으로 상승하였다.
7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2.6만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반면, 6월 소매판매는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
였고,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7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경제 현안: 「최근 경제심리지표 동향과 특징」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심리지표들이 위축
되는 모습이어서 경제심리의 위축이 시차를 두고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
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뉴스심리지수가 새롭
게 개발되어 기존 경제통계들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심리지수
는 기존 지표들과 다르게 일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상황판
단과 영향을 평가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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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향

(제33호)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지고,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성장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소매판매는 6개월만에 전월 대비 증가로 전환되었고, 설비와 건설투
자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한 반면
제조업 생산이 1.6% 감소하여 전산업 생산이 0.3% 감소하였다. 9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
(18.6%)하여 무역수지는 37.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2년 누적 무
역적자 규모는 289억달러로 늘어났다. 8월에는 경상수지도 30.5억달러
적자로 전환하였다.
고용은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7만명 증가하여 양호한 흐름
을 지속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는 5.6% 상승하여 9월
중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며,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환율이 지속 상승하
였다. 9월말 기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2007년말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으며, 환율도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인 1,435원을 기록하였다.
경제 현안: 「최근 금리인상과 주요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2019년 이후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확산으로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
상을 지속하면서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국의 기준금
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되거나 하락 전환하였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소비심리 위축, 건설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착륙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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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과 장기 재정여력 개선효과
저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현행 내국세수에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금 산정방식의 개편 필요성, 현행방식을 유지하자는 교육계의 주장에 대
한 반론 및 교육재정 효율화 가능성, 구체적 개편방안과 기대효과를 살펴
봤다. 국가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타 지출 분야와 효율적 재원
배분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초중고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된 개편안은 교부금 총량
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기준
선 대비 28.2%p나 축소할 수 있다. 내국세수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산정방
식의 개편은 본격적 세입기반 확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초중고 학생
들은 향후 인구고령화로 확대될 복지재정의 부담과 함께 학창시절 내국세
수에 연동된 교부금에 의해 추가된 국가채무 원금과 이자도 부담해야 한
다는 점에 유념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항상 제고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빈곤에 미친 영향:
세부집단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하태원 University of Exeter 졸업, 경제학 박사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새롭게 도입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
득보전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사업
소득의 감소와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등 공적이전이 빈곤율과 빈곤갭 비
율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샤플리분해(Sharpley decomposition)를 통해 분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이질
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가구주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약산업별, 노인/비노
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자영업자, 대면서비스업 종사
가구가 보다 심각한 시장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
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빈곤 완화 효과를 보였고, 재난지원금은 모든 집단
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빈곤 완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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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차이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미치는 분위 효과 분석
저자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본고에서는 Chernozhukov et al.(2013)가 제안한 반사실적인 분포함수(counterfactual istribution function)의 추정을 통하여 성별 차이가 근로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미치는 분위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남성 납세자가 여성 납세자의
조건부 과세표준 분포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 얻게 되는 반사실적인 분포
를 이용하여 성별 차이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주는 분위 효과를 분석한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분포의 차이에 따른 분위 효과는 두
가지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한다. 첫 번째 분위 효과는 남성 납세자의 과세
표준 분포와 반사실적인 과세표준 분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위 효과로
서 동일한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구
조적인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분위 효과이다. 두 번째 분위 효과는 조
건부 과세표준 분포는 동일하지만 설명변수 분포의 성별 간 차이로 발생
하는 분위 효과이다. 추정 결과, 성별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의 분위 효과
는 주로 두 번째 유형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
의 분위 효과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나 남성의 설명변수 분포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과세표
준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첫 번째 유형의 분위 효과는 일
부 분위를 제외하고 부분의 분위에서 비양수(non-positive)로 추정되었는
데, 이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제로 과세표준이
더 작아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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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가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령대별 효과를 중심으로
제1저자

이정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교신저자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김두언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

본 연구는 네 차례에 걸쳐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확대하는 근로장려세
제(EITC)의 제도변화를 외생적인 경제충격(exogenous economic shocks)으
로 간주하고, 단독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연령별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패널 5~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과추론
(causal inference)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가구의 연령을 확대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제도변화
는 노동참여의 측면에서 양적인 노동공급을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와 50대 단독가구의 경우에 연령조건을 완
화한 제도변화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제도변화로 인해
상당한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동공급의 관점에
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단독가
구에 대한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01 제10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취임

제10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취임식이 지난 8월 24일(수) 열렸다. 조의섭 신임 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23일(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24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취임식에서 조의섭 처장은 “험난한 재정환경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면
서도 국가의 재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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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NABO는 지난 10월 25일(화) 「2023년도 예산안 토
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의섭 처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
별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
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회의원과 정부·학계 전문
가들이 토론에 참석하여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03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9주년 기념식
NABO는 설립 19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7일(목) 기
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
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 국회예산정책처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의 길잡이인 국회예
산정책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의
섭 처장은 기념식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19세는 청소
년을 넘어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로, 그동안 구축한 업
무노하우를 토대로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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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스포츠)과 경제

WORLD CUP(SPORTS)
글

양재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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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막대한 인프라 유지비에

카타르, 맥주 판매 허용 등 흥행 기대…

‘하얀 코끼리’ 전락 우려

인접 중동 국가도 들떠

제22회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

어쨌든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변화에 인색

르에서 열린다. 월드컵은 통상 6~7월에 열려 ‘여름 축

한 이슬람 국가’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제’로 불렸다. 그런데 개최국 카타르의 여름철 기온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월드컵 기

최고 50도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겨울 월

간 중 맥주 판매 허용이다.

드컵’으로 치른다.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공공장소에서 음주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에 외국인 관람객 등 120만명

를 금지하는 카타르로선 중동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이 카타르를 찾고, 170억달러(약 23조원)의 경제적 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카타르가 에어

맥주 판매가 허용돼도 경기 관람 중에는 술을 마실 수

컨이 나오는 냉방 축구장 건설과 교통·숙박시설 확충

없다. 경기 시작 전, 경기가 끝난 뒤, 공식 팬 페스티벌

등에 10여년 동안 투입한 비용 2,200억달러(약 290조

행사가 열리는 날 밤에 경기장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에게만 맥주 판매가 허용된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이들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물론 주류 판매 및 음주 허용이 대회 흥행의 필수적

인프라가 일련의 ‘하얀 코끼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축구와 맥주 마시는 것을 불가

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하얀 코끼리는 미얀마, 태국,

분의 관계로 여기는 해외 축구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음주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만 관리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다. 여기서 유래한

‘축구 종가’ 영국의 경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

하얀 코끼리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는 애물

간 중 자국 내 맥주 판매량이 4,000만파인트(2,270만

단지 시설을 일컫는다.

리터)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1억 2,000만파

카타르는 월드컵 기간에
외국인 관람객 등
120만명이 카타르를 찾고,
170억달러(약 23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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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도하 항구에 1,000여개 객실의 대형 크루즈선 2대를 임대하고,
사막에 1,000개의 텐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드(약 1,890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잉글랜드와 크

시설을 마련하고, 카타르 도하 등지를 왕복하는 셔틀

로아티아의 4강전이 열린 당일 전체 맥주 판매량의

항공편을 긴급 편성했다.

25%가 집중됐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큰 특수를 누릴 것으로 꼽히는

카타르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곳이 UAE 두바이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월

위해 도하 항구에 1,000여개 객실의 대형 크루즈선

드컵 기간 매일 도하에 도착하는 신규 항공편 90여 편

2대를 임대하고, 사막에 1,000개의 텐트를 설치하기

중 40편이 UAE에서 출발한다. 두바이는 유명 관광지

로 했다. 아울러 카타르 수도 도하와 오만 수도 무스

인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지은 신축

카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서부 도시 제다,

호텔을 축구 팬을 위한 숙박시설로 할당해 놓았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를 연결하는 셔틀 항공을
운영한다.

사우디 관광청은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 직관 팬
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임시 신분증 ‘헤이야 팬 카드

카타르와 국경을 맞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Hayya fan card)’ 소지자에게 일정 기간 사우디에 자

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도 월드컵

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 사우디

직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

관광청은 월드컵 기간에 관광객 3만명이 사우디를 방

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해외 축구 팬을 위한 숙박

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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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치르면

안 7개 첨단 축구장 건설, 항만·지하철·철도 등 교통

과연 주민 삶이 나아지는가?

망 확충, 숙박시설과 단지 조성, 기타 인프라 구축에

카타르는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크기에 인구 270만명

2,20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입

인 소국이지만, ‘자원 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

비용을 3,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2021년 카타

만달러를 웃도는 세계 4위다. 이런 카타르가 2010년

르 국내총생산(GDP) 1,795억달러를 한참 웃도는 금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이

액이다.

제기돼 국제축구연맹(FIFA) 간부들이 체포되고 FIFA

2018년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가 쓴 비용(116억달

회장이 사임했다. 그 바람에 ‘돈으로 산 월드컵’이라는

러)이나 2014년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지출한 비용

비난을 받기도 했다.

(150억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20배다. 이를 두고 스

이를 의식했는지 카타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

포츠 경제학자 앤드루 짐벌리스트는 “(국가적) 허영

음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심이 반영된 경제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유라시아

을 앞세웠다. FIFA와 카타르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

스포츠센터 사이먼 채드윅 소장은 “인프라가 일련의

로 ‘탄소중립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하얀 코끼리가 될 것이란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있

서 만든 것이 월드컵이 끝나면 해체해 재활용한다는

다”고 지적했다.

‘974 스타디움’이다. 카타르의 국제전화 코드인 ‘974’

이에 대해 카타르는 유무형의 경제 효과로 투자비

를 의미하는 형형색색 974개 컨테이너를 레고 블록처

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

럼 조립해 완성했다.

는 소프트파워 성장 효과도 크다고 강조한다. 일각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경기장을 건설하는 과

선 카타르보다 인접한 UAE의 유명 관광도시 아부다

거 월드컵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

비와 두바이가 이번 월드컵의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

렇지 못했다. 카타르는 대회 유치 이후 10여년 동

로 보기도 한다.

카타르는 대회 유치
이후 10여년 동안 7개
첨단 축구장 건설,
항만·지하철·철도 등
교통망 확충, 숙박시설과
단지 조성, 기타 인프라
구축에 2,200억달러를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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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거대 스포츠 경기,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장기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 경제학과 필립 포터 교수는

간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개최가 얼

1972~2004년 사이 메가이벤트를 개최한 도시와 그

마만한 경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똑 부러진 연구·분

렇지 않은 도시를 비교한 결과 메가이벤트가 개최 도

석 모델은 없다. 그때그때 FIFA나 국제올림픽위원회

시 주민의 소득·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IOC)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다국적 컨설팅기업이

결론에 도달했다. 세계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고용이

분석해 보고서를 내고 개최국과 함께 홍보한다.

늘어난 경우는 있지만, 메가이벤트 때문에 더 이득을

이 보고서에 부정적 내용은 담기지 않는다. 경기장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 등에 따른 최초 고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도시 및 국가 이미지를 높여 무역·관광에 보탬이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가정 아래 경제 효과를 추

된다는 주장도 반박당한다. 미국 버클리대 경제학과

정한다. 대회 기간 해외 관람객 방문 등 단기적인 관

앤드류 로스 교수는 메가이벤트 개최에 따른 무역

광 효과와 도시 및 국가 이미지를 높여 장기적으로 무

규모 변동을 조사한 결과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겠다

역·관광에도 보탬이 된다는 효과도 가세한다.

고 지원해 지명도를 높인 뒤, 실제로는 대회를 개최

이 같은 경제 효과 규모는 부풀려지기 십상이고, 장

하지 않는 것이 무역 관점에서 더 이득’이라는 결론

기 전망에 따른 추정치는 사후에 검증할 수도, 검증

을 내렸다. 대회를 개최하면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

받은 적도 거의 없다. 반면 여러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한 수입 물자가 더 늘어나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것

메가이벤트의 경제 효과를 부정한다.

이다.

그림 1

역대 월드컵 개최지

1회
1930년
우루과이

2회
1934년
이탈리아

3회
1938년
프랑스

4회
1950년
브라질

5회
1954년
스위스

6회
1958년
스웨덴

7회
1962년
칠레
8회
1966년
잉글랜드

15회
1994년
미국

14회
1990년
이탈리아

13회
1986년
멕시코

17회
2002년
한국·일본

18회
2006년
독일

19회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12회
1982년
스페인

11회
1978년
아르헨티나

10회
1974년
서독

9회
1970년
멕시코

16회
1998년
프랑스
20회
2014년
브라질

21회
2018년
러시아

22회
2022년
카타르

23회
2026년
북중미연합
(미국·캐나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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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개 형형색색 컨테이너를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지은 ‘974 스타디움’

그럼에도 메가이벤트는 계속 열린다. 역대 월드컵
개최지에서 보듯 21세기 월드컵은 한국·남아공·브라

시안컵 개최에 도전한 한국은 오일 머니를 앞세운 카
타르의 공세에 밀렸다.

질·러시아·카타르 등 신흥국들이 개최했다. 20세기 메

카타르의 아시안컵 개최는 1988년, 2011년에 이어

가이벤트가 집권세력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카타르는 11월 FIFA월드컵

면, 21세기 메가이벤트는 초국적기업·미디어의 상업

을 시작으로 2023년 아시안컵, 2024년 23세 이하(U-

적 목적을 위해 열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FIFA가 세계

23) 아시안컵, 2030년 여름 아시안게임 등 여러 스포

주요 방송사에 중계권을 판매하고, 맥도널드·코카콜

츠 이벤트를 거의 독식하게 됐다. 카타르가 일련의 스

라·현대차 등 큰 기업들과 독점적인 후원·광고 계약을

포츠 이벤트 개최로 얼마만한 경제 효과를 낼지는 두

맺어 수익을 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 볼 일이다.

카타르의 국가브랜드 강화 전략 중 하나가 스포츠

우리나라도 메가이벤트 유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득

이벤트다. 2023년 아시안컵도 카타르에서 열린다. 당

실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경제 효과 논란을 떠

초 내년 6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10개 도시에서

나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이 개최

원한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

권을 포기하자 아시아축구연맹(AFC)이 10월 17일 카

중동 국가들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역사로

타르를 개최지로 선정했다. 1960년 이후 63년 만에 아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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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재정 이야기

재정과 공평(equity) 기준
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국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소득계층별로 지급율을 차등하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

것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 재정 제도는 정책

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률적인 평등이 아니라

대상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대우를 통해 공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평성을 확보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

‘공평(equity)’이라는 개념은 비단 재정 제도만이 아

업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자에게는 교육비나 보험료,

니라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평’이라는 단어로 언론

이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사업소득자와 세부담의 형

보도를 검색해보면, “부의 공평한 분배”, “공평 과세

평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 70%

시행” 등과 같은 재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모

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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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 “전기차 시대에는 모든 업체들이 공평하게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학생당 교육지출의 차이, 교육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 등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사

구 간의 재산세율의 차이, 장애 등 학생의 특성을 반영

용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중 수출

하지 못하는 교육지출, 적정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의

통제강화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공평한 경쟁의

여부 등 많은 측면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실리를 확보

결과도 시대별로 또 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의명분으로 ‘공평’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평의 개념을 역사적인 맥락

공평 기준의 역사적 발전
형평법원과 형평 기준

에서 살펴보고 현실에서 적용하는 실천적 기준 등에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는 기존의 판례들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그 형식의 엄격성과 구제수단
의 제한 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

공평의 개념

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당

공평(형평, equity)이란 사람들을 그 특성이나 처한 상

사자가 의존했던 것은 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인데,

황에 따라 고유하게 대우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

이에 대한 검토는 국왕의 양심 수호자인 사법장관

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즉 다양한

(Lord Chancellor)이 관장하는 형평법원(the Court of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우함

Chancery, court of equity)에서 담당하였다. 사법장관

으로써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은 사안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양심에 따

서 공평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모든

라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를 실현할 수 있도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록 하는 판정을 하였는데 보통법에 따른 구제에 비해

평등(균등, equality)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

서 보다 적극적인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

석될 수 있다.

가되었으며, 15세기에 이르러 이는 형평법(the Law of

현실에서 공평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기준

Equity)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으로 통상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제시된다. 같

그러나 형평법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보통법

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같은 처우를, 그리고 다른 상

법원과의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1615년의 옥스퍼드

황에 있는 사람은 다른 처우를 한다는 것으로 외견

백작 사건에서 보통법과 형평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상 매우 단순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

형평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사법장관

을 기준으로 두 사람을 비교할 것인지, 과연 두 사람

은 인간의 행동은 너무 다양하고 한이 없어서 모든 경

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인지 또는 아닌지, 그리고 서

우마다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을 만드는 것

로 다른 상황에 있다고 평가될 때 어떻게 다르게 처우

은 불가능하며 이것이 바로 형평법원이 존재하는 이

할 것인지 등 실제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라고 주장하였다. 즉 형평원칙은 보통법의 공백을

어려운 과제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 이후 미국

처리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1873년

에서는 교육구 간에 존재하는 교육시설 등의 차이와

사법법(the Judicature Act) 제정을 통해 대법원이 관습

관련하여 교육재정의 불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법과 형평법을 모두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해결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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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형평원칙은 보통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교정적

제였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체 인구의 5%에 불과

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성직자와 귀족 계층은 전체 토지의 약 35%를 소유

형평성을 고려하는 이러한 노력은 사실 정치체제

한 반면 토지세 등 직접세는 면제받고 있었던 것이다.

가 유지되는 모든 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존재했

조선 초기에는 양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진 절차와 경직

군역 또는 직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후기

화된 제도, 과거의 부족한 행정 능력, 그리고 관리들

에 이르면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많은 양반이나 부농

의 부패 등으로 개별적인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들이 향교의 원생이나 공명첩 매입 등 여러 방법을 통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여 군역의 부담을 회피함으로써 군역의 부담은 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초기까지 시행되던 과전

난한 양민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

법의 경우 매년의 농사 작황을 세부담에 반영하기 위

급한 바와 같이 토지의 연분에 관계없이 결당 4두라

하여 답험손실법을 시행하였다. 즉, 매년 지방의 수령

는 최저의 정액세를 부담하는 전세체계 또한 많은 토

과 관리들이 현지에 나아가 작황을 조사하고 손실의

지를 소유한 양반과 부농의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역

정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감면하도록

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한 것으로, 납세자의 실질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매우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의 초점은 균등한 세부담, 즉

공평한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토지

평등성(equality)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많은 재산을

의 작황을 파악하는 답험의 과정은 당시의 세무행정

소유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양반이나 귀족, 성직자

능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그 과정

등 특권계층에게도 조세부담을 지워서 모든 계층이

에서 발생하는 온갖 농간과 부정부패는 오히려 농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군역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영조는 “위로

세종의 공법 개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답험

는 삼공(三公)에서부터 아래로 사서인(士庶人)에 이

손실의 폐단을 지양하고 전분육등과 연분구등이라는

르기까지 부역은 고르게 해야 한다(영조실록, 26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확물에 20분의 1세인 최고 20

1750)”라고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약용도

두 최하 4두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목민심서에서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것은 수령의

러한 공법도 전분 등급을 위한 양전이나 연분 등급 결

칠사(七事) 중에서 중요한 임무이다. 고르지 못한 부

정과 재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는 급재 등 많은 측면에

역은 징수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고르지 않다면

서 복잡하고 관리들의 자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졌고,

정치가 아닌 것이다(牧民心書, 1801, 戶典 6조)”라고

16세기 이후 최하 세액인 4-6두로 고착되어 운영됨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균등의 원칙은 자유·평등·박애

로써 수확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역진적인 부

를 기치로 했던 프랑스 대혁명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제13조에서 “공
권력의 유지와 행정 비용을 위해서 공동의 기여가 필

역진성의 타파와 균등성의 강조

수적인데, 그것은 시민들의 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

사회권력과 부담구조의 역진적 배분문제는 비단 우

게 배분되어야 한다(프랑스 인권선언, 1789)”라고 선

리만이 아니라 프랑스 등 서구국가에서도 나타난 문

언하고 있다. 또한 J.S. Mill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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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몫보다 적게 부담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몫보
다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의 균
등은 희생의 균등을 의미한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48)”라고 주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담구조의 역진성을
타파하고 균등한 부담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시대와 근대사회를 구획 짓는 가장 큰 특징들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부담의 공평성과 누진세율의 확대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주요 선진국들은 누

있다는 것으로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하

진세율 체계의 소득세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세제

나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부담능력에 따른 실질적인 평등과 함께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맺는 말

특히 우선 19세기 후반의 한계혁명은 그 경제학적

T. Piketty는 그의 「21세기 자본론」에서 한 사회의 전체

논거를 제공하였는데, J.S. Mill이 주장한 균등 희생의

적인 부담구조가 최소한 누진적 구조를 가지거나, 고

의미를 세부담에 따른 한계효용의 희생이 균등해야 한

소득층에서 명백하게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

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결과는 누진세율 체계

록 해야 이 사회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와 함께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있다. 과거의 역진적 조세 제도에서 현재의 비례적이

다. 독점자본주의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부의 불평등이

고 누진적인 조세제도로 변화해 온 것은 긍정적인 발

심화됨에 따라 소득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

전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한 누진체계는 우리

대된 것도 누진세율이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회의 제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도 간

191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누진세율 체계는 급속히 강

과해서는 안 된다.

화되는데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과 1939년의

또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나 지원을 하는 것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다.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막

이 현대 사회 재정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된 국가들이 부담여력이 큰 고

할 수 있지만, 편익이나 사회에 야기하는 비용 등도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크게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공평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와 함께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강
화하는 것도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J. Rawls가 제기한 최소극대화
(maximin) 기준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후
생을 증가시키는 정책만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인
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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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돈 버는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과세대상
으로 한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
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
해 과세기준 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글 최용규 택스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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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별도로 신고해도 되나?
모든 세금은 신고하고 내야 하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
져 있다. 이를 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라고 하

대부분 상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알못
최근에 상가를 샀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며, 세금의 종류에 따라 그 기한이 각각 다르다. 법에

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상가에 대한 보유세가

서 정한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
신이 내야 할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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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코디
과세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물건이나 행위, 소유
재산, 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에 구체적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건축물의 취득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토지·건축물을 양도하면서 발생

세알못

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별도로 납세자가

습니다. 건축물(주택 제외)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종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택스 코디

무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일부
터 15일까지 신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에 부
과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서면 방법 외에 온라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세알못 씨가 구매한 상가를 토지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와 건축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건축물과 토지는 모두

신고 매뉴얼을 참고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세알못 씨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사정
이 다르다.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용으로 쓰이는 토지는 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알못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계산해 볼 수도
있나요?
택스 코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
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에서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지만 공시가격이 80억원이 넘어야 과세된다. 그래서
대부분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FISCAL STORY

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주어진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큰 세부담을 지게 된다. 하
지만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 고령자라면 공
제와 감면을 통해 세액 부담을 대폭 덜 수도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서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나이 및 보유 기간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만 60세(2022
년 기준 1962년생)부터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공제받는다. 만 65세부터

세알못
만 71세이고 16년 보유했을 때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
나요?
택스 코디

69세까지는 30%, 만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

71세면 고령자, 나이에 따른 공제율은 40%입니다. 그리고

는다. 다만, 모든 62년생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

15년 이상 보유한 것에 따른 공제율은 50%입니다. 그래서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합산하면 90%의 세액공제율이 계산되나, 공제 한도가 있

6월 1일이기 때문에 출생일에 따라 공제 적용 대상

으므로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

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과세 시점에 따라 올해는 1962

에 대해서는 그 철거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년 6월 1일생까지만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적용 대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이 되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고령자 공제를 받

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을 수 없게 된다. 고령자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보유 공제와도

다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다
른 주택의 부속 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1세대 1주
택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합산해 공제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최대 40%의 공
제율을 적용하는 고령자 공제와 최대 50%까지 공제
가 가능한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
세알못

제받을 수 있다.
(단위: %)

고령자 공제

택스 코디

장기보유 공제
공제 한도

나이

공제율

보유 기간

공제율

60~64세

20

5~10년 미만

20

65~69세

30

10~15년 미만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
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1명만이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적

80

용되는 것이나,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
택자로 신청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11억원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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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바뀌는 건 무엇인가?

109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하면, 보유한 주택 가
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2022년 9월 23일부터 바뀐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도의 납세의무분부터 적용된다.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

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주택은 보
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달라질까?

정리하면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참

2022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세금 관련 특징을 보면

고로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부분 보유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에 초점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 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이 맞춰져 있다.

7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수와 주택

또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방식에서 주택가격 하나

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

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지난 정부 초기에 적용한 세율

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 상

중 2주택자 이하의 세율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귀

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적 2주택 등 특례가 없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

3억원 이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

는 경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

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

을 기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0.6~6% 적

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용하던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0.5~2.7%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3
주택 이상의 개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
담 상한이 300%가 적용되었으나 개인은 주택 수 구
분 없이 세부담 상한을 150%로 적용한다. 단, 법인은
현재와 같이 세부담 상한이 없다.
또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기
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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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학자 이야기

기록적인 금리 인상 단행한
‘인플레이션 파이터’

Paul Adolph Volcker Jr.
폴 볼커

최근의 경제 화두는 무엇보다 ‘미 연준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언젠가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가올’ 인플레이션은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공교
롭게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 기준금리가 빅스텝(0.5%p 인상)을 밟았으며 3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졌다.
이 정도로 강력한 금리인상이 가능한 것은 70~80년대의 고물가 시기에서 배운 경험 때
문일 것이다. 특히 79년에 이르러서는 10%를 넘는 인플레이션율이 4년 넘게 지속되었다.
당시 연준은 과감한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3% 수준까지 떨어트렸는데, 그 중심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우는 폴 볼커(Paul Adolph Volcker Jr.)가 있었다.

글 임성택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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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금융업무의 중심에 서다

정책을 포기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부가 대내경

볼커는 뉴저지주의 독일계 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제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없던 시절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졸업 이후 뉴욕 연

아직 케인즈 혁명과 거시경제학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준에서 연구보조원을 잠시 경험한 후 하버드에서 정

금본위제의 장점 중 하나는 ‘가격-정화 이동 메커니

치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도 공부하

즘(price-specie flow mechanism)’이 작동해 경상수지

였으나, 그는 커리어를 학계에서 보내지 않았다.

의 균형이 달성되도록 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볼커는 미국의 경제 관료로서 국제금융질서를 고스

가령 수입이 과도해 무역수지 적자를 본 국가는 상품

란히 경험하게 되었다. 체이스 맨하튼 은행에서 금융

구매 대금으로 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준비금이 감소

경제학자로 일하던 볼커는 재무부로 불려가 ‘통화정

한다. 통화량의 감소는 물가 하락을 초래해 적자국 생

책 담당 차관’의 보좌 역할로 관직을 시작하였다. 해

산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당 직위는 재무부 소속이었지만 예산 및 세금, 통화정

적자 규모는 감소한다. 이러한 대외불균형의 자동적

책이 달러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역

안정화 기능은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가 우주적 질서

할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독특한

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

자리였다. 덕분에 볼커는 국제금융업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금본위제는 위기를 맞
게 된다.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통화를 보유한 금의
양 이상으로 찍어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의 통화가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

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주

당시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통화는 ‘브레튼우즈

변국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근린궁핍화’와 보호무역주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의의 대두로 인해 국제교역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처

2차 세계대전 말에 세계 통화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

럼 혼란스러운 변동환율제 시기는 1930년대 대공황을

해 44개국의 협상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달러의 가치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를 금 1온스 당 35달러에 고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케인즈를 포함한 연합국의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차 세

경제 관료들은 다시 안정적인 고정환율제를 부활시

계대전 이전 각국은 자국 화폐를 직접 금에 연동시키

키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논의하였고, 공급량이 제한

는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따르고 있었다. 금은

된 금 대신 달러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준비금

어느 곳에서나 동질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으로 사용하는 ‘금환본위제도’를 도입했다. 화폐가치

화폐 사이의 교환비율인 환율 역시 고정된다.

를 금에 고정하고 태환해주는 역할은 미국이 홀로 담

금본위제 하에서 정부는 그 나라 화폐를 약속한 비율

당하게 된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

로 금과 교환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금)태

국 화폐 교환비율을 고정하되, 일시적인 외환부족

환’은 그 나라 화폐가 일정한 가치를 갖게 해주는 근본

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

에 해당하며, 정부는 마음대로 화폐공급량을 늘리지 못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설립되었다. 새

하고 금 보유량(금 준비금)의 한도 내에서 발행해야 한

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약 20여 년간 잘 기능하면서, 다

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각 나라들은 자주적인 통화

시 질서가 확립된 것처럼 여겨졌다.

FISCAL STORY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볼커가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60년대에는 미

의 힘을 거스르지 못하고 환율이 흐름에 따라 변하도

국 경제는 지금과 달리 무역 흑자국이었다. 당시에는

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볼커는 미국의 경상수지

오히려 미국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염려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평가절하와 다른 통화

나머지 ‘이자율평형세’라는 일종의 자본통제장치를 도

(특히 엔화 및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이 필요하다고 보

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으로 정부 부채와

았고 10개 주요국의 재무부 차관들을 설득했다. 결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기 시

미국 스미소니언에서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이 변경되

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달러 가치가 당시 태환

었고, 각국의 환율은 평가절상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금 1온스 당 35달러)의 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었으며, 미국

미국의 금 보유고는 점점 감소한 것이다. 볼커는 물가

의 적자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었다. 볼커는 여러 차

상승 및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례 국가들 간의 공조를 이끌어내 달러의 절하와 엔 및

화의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으나, 다

마르크의 절상을 이끌어내야만 했다.

른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이 정해진 태환비율을 지

미 연준 의장으로 파격적인 금리 상승 이끌다

킬 것을 종용했다. 환율 조정 없이는 고금리 정책으로

볼커는 재무부를 떠나 뉴욕 연준 총재로 일했고, 카터

경제성장을 희생해야 불균형이 해결 가능했다. 브래

정부에 들어서는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미국

튼우즈 체제는 국가들 간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은 오일쇼크로 인해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

구조적 불균형의 부담을 주로 무역 적자국이 감내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조는 석유가격이라는 일시적

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다.

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지

결국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중

못한 긴축정책이 지난 정권들 때부터 누적되어 온 탓도

단을 선언하였다. 세계 각국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매

있었다. 볼커는 평소 지론에 따라 역대 연준 의장들에게

도사태가 발생하였고 환율을 방어하던 국가들은 시장

긴축정책을 권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볼커는 높게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잠재우기
위해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연준 기준금리는 기록적으로
상승해 20%에 달했고,
소비와 경기는 크게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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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평가절하,
환율변동의 허용 구간의 확대,
협상을 통한 엔화의 절상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 행보로 여겨지지만,
그 과정에는 국가 간 협상을
완수하려는 경제 관료들의
노력이 있었다.

카터 역시 볼커의 긴축정책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었

볼커가 재무부와 연준에 있는 동안 그는 안정적인

지만, 자신이 새로 임명한 연준 의장이었기 때문에 반

고정환율 시스템이 조금씩 와해되고 완전한 변동환율

대하지는 않았다. 볼커는 높게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

제로 변해가는 과정을 함께했다. 달러의 평가절하, 환

대를 잠재우기 위해 파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단

율변동의 허용 구간의 확대, 협상을 통한 엔화의 절상

을 내렸다. 목표금리를 설정하는 대신 통화량을 목표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이자율의 급등을 용인하겠다

변화 행보로 여겨지지만, 그 과정에는 국가 간 협상을

는 의미였다. 연준 기준금리는 기록적으로 상승해 20%

완수하려는 경제 관료들의 노력이 있었다.

에 달했고, 소비와 경기는 크게 후퇴했다. 경기침체로

볼커는 8년간의 의장직을 수행한 후 연준을 떠났

인해 금리를 다소 인하하였으나 이는 상황을 오판한

다. 이후 투자회사의 자문직을 맡으며 금융계에 몸담

것이었고, 다시 긴축정책을 몇 년간 더 유지해야만 했

았으며,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휴면계좌 조회 사업

다. 카터정부가 인기를 잃고 재선에 실패하는 데에는

이나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 기금의 의장직 등 다양한

이러한 경제적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분야에 기여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회복

긴축적 통화정책은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위

되었다. 다행히도 새 대통령은 통화정책에 크게 관심

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하는 ‘볼커 룰’을 제안하기

없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

도 했다. 또 비영리단체 ‘볼커 얼라이언스’를 설립해

고, 높은 금리로 인한 달러 강세 역시 ‘달러의 권위 회

공공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복’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재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볼커는 2019년 92세의 나이

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이루었고, 10%가 넘는 기준

로 사망했지만, 여전히 경제학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

금리는 1984년까지 이어졌다.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

고 있다.

률은 2%대의 안정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

익숙하고 낯선 자화상
2022년 11월 1일(화) ~ 11월 15일(화)
전시작품 <여름> 등 총 14점
작가 우리들의 눈

K-전통매듭 과거와
현대전통을 잇다
2022년 11월 16일(수) ~ 11월 30일(수)
전시작품 <Fireworks Festival> 등 총 30점
작가 최민정 너나들이 매듭공예 연구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전시공간

입구

안내실

농협

문의
국회사무처
참관전시담당관실
02-6788-4394

NABO 독자퀴즈

QUIZ 01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강과 소상
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
하여 왔으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기조
를 ‘확장재정’에서 (
)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계간지 〈예산춘추〉의
NABO 독자퀴즈는 재정·경제 관련
퀴즈를 풀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① 내실재정

② 성장재정

③ 건전재정

④ 축소재정

Hint! 18~19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답자를 추첨하여 상품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UIZ 02
기획연재에서 소개한 <환경 분야 예산> 칼럼 내용에서는 2022년
환경 분야 정부예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환경 분야 예산 총액은 (
)조원입니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요?
① 5.2

② 11.5

③ 23.2

④ 50.5

Hint! 66~67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abeer4u@naver.com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QUIZ 03
제22회 월드컵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립
니다. 그러나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이들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인
프라가 일련의 (
)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물먹는 하마

② 하얀 물소

Hint! 96~97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서는 응모 시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이번 호 「예산춘추」 칼럼에 대한 소감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의견이 「예산춘추」를 더욱 알차게 합니다.

③ 사막 여우

④ 하얀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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