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연구요약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시기보다 정부의 재정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와 지방세 세수오차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많은 언론과 의회에
서 세수예측 오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그 원인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세수
예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당위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정확한 세수예측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세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수예측기법을 토대로 경기도의 도세를 예측하였다. 또한
경기도 세수예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현재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강력한 재정분권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와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문인 정부의 세수예측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기도의 예산과 세수규모를 살펴보면, 예산과 세수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세수예측방법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방법으로 완벽한 세수예측을 할 수 없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수예
측기법을 토대로 경기도의 2022년 및 2024년까지의 세수예측을 실시하였다. 세수
예측 결과는 도세 합계를 기준으로 16조 8천억원에서 17조 3천억원 사이로 예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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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는 10조 9천억원에서
11조 7천억원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세수예측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세입운영 방안
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수예측 기법
을 활용하여 다음연도 세수예측을 하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정업무 실무
진들의 세수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롭게 세수예측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세정업무 담당자들의 세수예측 업무에 대한 동기구조를 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넷째, 세입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세수예측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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