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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코로나 19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부문에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여러 연구기관에서 지방재정 합리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
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연구원에서도 경기도를 대상으로 세입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수예측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와 현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세수추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수예측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한다. 기존의 세수추계 연구, 세수예측방법 자
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세수예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게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제시하여 보다 더 합리적으
로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보고서
후반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1. 11.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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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세수예측, 세수추계, 재정운영 효율화, 세수예측오차,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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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는 전세계적으로 항공, 관광, 교통, 문화, 스포츠, 공연, 음식업, 예술
등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나라 정책의 초점
은 기업의 도산 또는 폐쇄를 억제해 노동자의 해고를 가능한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들은 조세환급,
조세신고기간 연장, 조세이연, 사회보장기여금을 축소하는 정책적 배려를 진행하였
다(OECD, 2020: 16).
코로나 19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비록 전자상거래에 기반한
몇몇 기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수혜를 입었지만, 그 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취약계층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가장
타격을 크게 입은 관광산업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약 3조 7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 한다(연합뉴스, 2020).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는 지방재정에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주게
된다. 전문가의 예측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세가 감소하고, 이러한 경향은 지방교부
세 감소에 영향을 주어 지방재정의 앞날이 어둡다고 평가한다(조임곤, 2020).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
는 상황과 상당정도 축소될 수 있는 지방재정 수입에 따른 이중고가 예상된다. 대내･
외적인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대략 3조원의 지방세
순증이 생겨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서 가용재원이 있었으나(이재원, 2020: 13),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은 확정되었으나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세입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대내･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표 1-1〕에 제시된 대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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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세수예측에 대한 지방
정부 대응차원의 대응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표 1-1]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대응
대응정책

주요 정책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Ÿ 이미 지방채 한도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기인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기 쉽게 차환채 별도 한도
를 확대함

결산심사 강화

Ÿ 예산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결산검사를 강화함

예산의 조기집행

Ÿ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공사 선급급 지급 제도를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은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신속집행을 유도함

지방세 납부연장

Ÿ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 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Ÿ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통한 납세자 부담완화
Ÿ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납부기한 연장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심사 요건 완화

Ÿ 지방투자심사 절차 대폭개선
Ÿ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자료 : 조임곤(2020) 재정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예측 부정확성은 언론 및 의회에서 상당기간
지적받았던 사항이다. 특히 국세 부분의 세수추계는 사상 최고의 오차율을 기
록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국세 수입이 약 282조 7,000억원
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세수는 지난해 285조 5,000천억원 보다 덜 들어 올 것으로 본 것이다
(조선일보, 2021). 올해 초 본래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세입예측을 본래 추정치보다 31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올해 세입규모는 본래 예측에서 약 11%가량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그림 1-1〕에서처럼 이전 2007년 9.6%, 2018년 9.5%를 훌쩍
넘는 오차율이다. 전문가들은 세수오차가 3% 정도는 용인할 수준이나 그 이상
일 경우는 보통 예측실패라고 규정한다.

4∣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 방법을 중심으로

[그림 1-1] 국세 세수전망치 대비 실적 오차율

자료 : 조선일보(2021).

세수전망치 예측 실패는 중앙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순세
계잉여금이 3조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7년 9,994억원, 2018년
1조 2,566억원, 2019년 8,604억원 등 총 3조 1,165억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총액이다. 다시 말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는 것은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불용액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수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30조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증가한 재정규모에 대
해 걸맞는 세수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부문은 바로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확성이 높은 내년
또는 장기적인 세수예측이 선행되어야 부족분에 대한 세수확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세수예측방법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실제로 경기도 세수예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수예측시스
템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세입운영의
효율화를 이룰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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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수예측기법들을 분석 및 검토하여 각각 기법이
갖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세수예측시스템의 운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우
리나라 지방재정 세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무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세수예측기법들을 토대로 내년도 경기도
도세를 예측해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적 범위는 세수예측과 연관되어 있는 지방재정 전반이 분석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재정분권 1단계와 2단계,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 등이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수예측 방법과 경기도의 세수예측시스템도 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과거 세수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논의
및 이슈들을 포함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는 경기도의 지방세 구조와 세입규모를 분석하고, 많이 통용되
고 있는 세수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경기도 도세를 예측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세수
예측 기법 및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세입효율화를 위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분권의 역사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수예측 및 지방
재정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해 현재 세수예측 기법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세수예측기법들을 사용하여
내년도 세수예측 및 2024년까지 세수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진도비방식, 탄성치 방법, 시계열 분석법이다. 시계열 분석법으로는 기초적인 이동
평균법과 예측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Holt-Winters 기법이 경기도 도세 예측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과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재정현황과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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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기도 세수구조 및 세수추계방식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인 세입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서 정리된 연구내용의 정리 및 평가를
통한 정책제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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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재정과 재정분권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재정관리제도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분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은 지방정부의 존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재화를
비강제적 또는 강제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사용･관리하는 연속적인 활동으로서 지
방정부가 행하는 결산, 회계, 예산 및 기타 재화에 관련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박
응격･최유진, 2015). 다시 말해 각 지방정부가 행정구역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적
수요(Public 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생산하기 위해 사용
하는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관리(management)와 동원(mobilization)
및 배분(Allocation) 등을 포괄하는 연속선상의 공공경제학적(public economic)
활동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손희준, 2008: 158). 따라서 지방재정은 폭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으로 지방정부
가 기업이나 개인처럼 독립적으로 소비･생산하는 활동이다. 이때 지방정부가 생산
하고 소비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이다. 협의의 지방재정은 공공서비스 및
공공재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한 비용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징수
하거나 중앙정부 및 상급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정 관련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이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예산과 결산, 일반운영 원칙, 지출과 수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자치재정권에 기반해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운영
될 수 있는 권능과 지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지역경제발전 부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과정이다.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1)
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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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의존하는 중앙정부 재정과 비교하여 지방재정은 다양한 수입원을 바탕으
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지방정부마다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
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통해 조달되는 재원을 의미
한다.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상급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을 의미
한다.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연동되었으면 특정재원이며, 연동되지 않았다면 일
반재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원은 지방정부가 특정목적에 연관되지 않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을 의미한다. 〔그림 2-1〕과 〔표
2-1〕을 보면 지방재정 시스템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지방세입 구조
지방세
자주재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수입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자료 : 주운현 외(2018) 재정리.

1) 지방자치란 “한 국가 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법률이 정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주민이 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제정하
고 이를 근거로 공적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주운현 외, 201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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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주도적으로 집행되었던 사회･경제 개발정책에서 현재는 지역중심의
재정분권 및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및 지방정부 중심
의 재정운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다양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
서 현재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지방재정의 분류
보통세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하는 일반용도의 조세
(현재 9개 세목)

목적세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는 특정용도의 조세
(현재 2개 세목)

지방세
자주
재원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의존
재원

경상적 세외수입

규칙적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불규칙적 세외수입(분담금, 전입금)

보통교부세

재정력 정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급

특별교부세

특별한 재정수요나 지역적 현안에 지급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
보조금

종합토지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교부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의 전부지원

부담금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의 일부지원

장려보조금
지방채

장려목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지원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자료 : 주운현 외(2018) 재정리.

2. 지방재정 현황
지방세입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지
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2〕를 보면 지방재정 규모는 계
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살펴보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재
정 규모가 계속 커지는 반면에 시･군･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완만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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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림 2-2] 지방재정추세

자료 : 행정안전부(2011-2019).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의 규모를 측정할 때 두 가지의 개념을 사용하여 파악한다. 첫 번째
개념은 순계개념이다. 순계규모는 회계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중복되
는 부문을 공제한 후 순 세입 및 세출 규모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총계규모이다.
총계규모는 지방정부의 기초, 광역자치단체 간에 중복되는 계산 또는 회계 간 중복
계산된 부문을 공제를 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세입 및 세출 총액을 의미한다. 보통
실질적인 지방재정 총 규모를 측정할 때는 순계개념에 기반하는 반면에 각각의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측정할 때는 총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매년
수집되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규모는 지역의 개발수요,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 수요 파악 등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의 기초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1998
년에는 IMF 위기에 따른 지방재정 지출 증가세가 낮게 나타났지만, IMF 위기가
극복되자 2001년에는 20.3%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10년 경제위기가
다시오자 일시적으로 7.4%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이후에는 계속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최근 지방재정 세출결산의 순계규모의 경우는 증가추가에서 감소추세로
바뀌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하여 최근 5년간 지방재정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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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문 모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2-2〕에처럼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6.6% 상승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 지방재정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계

1,753,338

1,857,454

1,987,255

2,103,211

2,453,179

8.7%

일반회계

1,418,789

1,502,876

1,631,103

1,738,429

2,034,931

9.4%

특별회계

334,549

354,578

356,152

364,782

418,248

5.8%

전년대비
증가율

8.2%

5.9%

7.0%

5.8%

16.6%

8.7%

자료 : e-나라지표.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7.0%를 기록하고 있고, 지방은 9.4%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된 〔표 2-3〕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을 합한 국가 총 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비교할 때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총 재정대비
비율은 35-38%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2-3] 국가와 지방재정규모 분석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국가

2,578,816(
9.1%)

2,739,981
(6.2%)

2,804,840
(2.4%)

2,999,460
(6.9%)

3,308,841
(10,3%)

7.0%↑

지방

1,418,789
(8.8%)

1,502,875
(5.9%)

1,631,103
(8.5%)

1,738,429
(6.6%)

2,304,931
(17.1%)

9.4%↑

비율

35.5%

35.4%

36.8%

36.7%

38.1%

자료 :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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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자체수입)의 경우
는 5년간 평균적으로 6.8%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자주재원 현황
단위 : 억 원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자주재원

950,234
(8.8%)

1,052,032
(10.7%)

1,099,949
(4.6%)

1,139,376
(3.6%)

1,211,441
(6.3)

6.8%

자료 : e-나라지표.

201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관련 현황을 살펴
보면 특별시･광역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에 따르
면 시･군･구는 의존재원 중 약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의존재원 현황
단위 : 억 원

지차체

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수

243

8

9

75

82

69

의존재원

1,190,504
(100%)

268,895
(22.3%)

494,025
(41.5%)

221,758
(18.6%)

193,803
(16.3%)

15,023
(1.3%)

자료 : e-나라지표.

3.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건전성이란 지방정부가 어떠한 재정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
념이다(임성일, 2000: 49). 각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요구수준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동원 수준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결정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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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에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규정하였다. 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
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는 목표를 위해 자치단체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지방재정 건정성은 채무수준, 지출수
준, 수입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정섭, 2004; 24).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때 두 가지 사안으로 평가한다. 첫 번째는 자치
단체들이 얼마나 재정수입을 건전하게 확보하였느냐이다. 두 번째는 확보한 재원으
로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행정수요를 얼마나 적절히 충족하는데 사용하고 있느냐이
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보통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의 경우 재정수지, 재정지출결과, 채무상태를 고려하여 자치단
체의 투자여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점사항들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건전성을 측정할
때 분석대상을 세출(expenditure), 세입(revenue), 재정의 flow와 stock 관련한
모든 수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세출
부문의 능력뿐만 아니라 세입부문의 능력부문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해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은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재정자원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얼마
만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재정지출을 하고 아울러 자체재원 확충에 얼마만큼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계식･박완규, 1998:
131). 즉 지방정부가 법률 범위와 이용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
인 지출활동을 하고 재원확보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동성 외, 2001:
22).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지방정부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
되고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참여 및 알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재정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제한된
재정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지방정부에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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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정
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재정운영에 기반하여 주민복리 증진
극대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관리제도
전세계적으로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세계화･지방화 등을 포함한 사회변화가 과거 집권적인
통치에서는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2) 때문이다(이용환, 2010).
재정분권화를 옹호 또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는 만약 지방정부가
재정부문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생산성, 대응
성, 민주성 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이용환, 2010; 12). 하지만 재정분권이 항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지방분권화를 진행하
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서 지방정부 재정운영상의 비효
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지방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운영
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재원이 상당하므로 이를 효율
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필
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제 122조를 보면 “①지방자치단
2) 중앙정부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지
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 부담, 기능이양
으로 인한 지방재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관련한 사회문제
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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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
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운영
에 있어서 관련한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
도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에 초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 1조에는 재정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지방재정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법에서는 “지방자
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법 제4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채무부문과 구체적인 실무부문을 어떻게 규정할지
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4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무관리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38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부문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동법 제55조 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
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
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정부가 재정운영할 때
필요한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책임과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건전하
게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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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2010) 연구에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 고려하고 따라야
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은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지방정부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은 자치단체가 능률적인 재정운영에 기반해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하면
서 이룰 수 있는 부문이다. 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실시하는 수 많은 사업을 효율
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이나 비용
을 최소화하는 기술적인 효율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만족시켜주
어야 하는 경제적 의미의 효율성 모두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및 효과를 획득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공공부문 운영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재원이 얼마만큼의 편익을 지역사회에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투입된 자원과
비용 대비 결과로 창출된 서비스와 재화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실시되는 사업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는 해당사업 및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도 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은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 충족 및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개발이라는 목표에
기반하고 집행･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관리･조달･지출하는 활동이지만, 재
정의 많은 부분을 국가인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처럼 다양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여건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계획은 수지균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용시 책임감을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해당 주민이 요구하는 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 또는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 공약 또는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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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단발적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여 지방재정을 악화시
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도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재정부문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지역 토호세력들의 비합
리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들을 배제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관련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재정부문을 비롯
한 많은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방재정관리제도와 함께 운영되어
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
이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율되어서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국민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집행되는 국가정책과 조화롭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정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앞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
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 연관된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운
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개별적인 사업 및 정책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표 2-6〕에 제시된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운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사전적 관리제도인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사업예산제도, 중기지방재정제도가 있다. 사후적관
리제도로는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 복식부기제도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사전적･사후적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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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표 2-6]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
재정관리제도
지방비부담제도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4,5,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 6

지방보조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2장의 2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세 감면제한

지방재정법 제28조의 2, 시행령 제35조의 7

투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 2, 제37조의 3

지방예산제도

지방자치법 제125조 – 제 133조, 지방재정법 제40조 -50조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수입과 지출
결산제도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제 135조 – 142조, 지방회계법 제4장 제 5장
지방자치법 제134조-135조, 지방회계법 제3장

지역통합재정정보제공

지방재정법 제59조

지방회계기준

지방회계법 제2장

재정운용보고

지방재정법 제54조, 시행령 제64조

건전재정운용원칙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조 1항

성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조 2항, 제36조의 2, 지방회계법 제18조

지방채무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업
무편람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지방재정 건전성관리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
세 감액제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재정위기 관리제도 및 긴급
재정관리

지방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제87조의 3
지방재정법 제 60조
지방재정법 제57조, 지방교부세법 제 8조의 3, 제9조,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5조 제57조, 시행령제 65조
지방재정법 제55조의 2,3,4,5, 제56조의 2

자료 : 이용환(2010).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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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지방재정관리제도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코로나 19는 매우 부담을 주고 있고, 지방재
정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재원, 2020: 13). 예를 들어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압박이 예상될 때 지방정부는 두 가지 중 하나
의 정책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방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직면한 세입여건에 순응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 발행확대, 예산조기집행, 지방세 감면, 감축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크게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및 정책
재검토를 통해 취소 또는 지연의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가 능동
적으로 재정혁신을 통해 전략적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라는 위기에서 지방정부가 소극적 대응이든 적극적 대응이든 어느 쪽으
로 지방재정운영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관계없이 세입운영에 대한 예측 정확도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작업은 정확하게 해당연도 및 중･장기적인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재정 운영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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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분권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재실시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 완전한 지방분권에는 이르지 못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역대정부들은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핵심
아젠다로 제시하였고, 현 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부분을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의 행정부문에 대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기능과 권한을 배분하느냐이며, 사무배분시 어떻게 지방자치단
체들이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느냐이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에서 핵심적인 부문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
은 기능과 사무를 수행･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재정분권은 개별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지출과 연관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확대와 주민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
는 맥락으로 재정분권을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재정분권 추진
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이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
는 자율성,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
의 핵심 키워드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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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의 자율성
자율성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정의한다
(이현우 외, 2019: 55). 교육학계에서는 자율성의 개념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제
의 개입없이 자기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이
현우 외, 2018: 44).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율성
은 “자기 이외의 외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결정하
여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이다 (이현우 외, 2019: 56). 다시 말해 자율성은 “외생
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나
성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에서 사전적으로 정의한 자율성 개념을 지방재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
방재정의 자율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세출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자체세입을 통하여 확보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의섭,
2011: 117).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다 더 세밀하게 자율
성의 개념구분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재원･양기용(2014) 연구에서는 개념을
적극적 자율성과 소극적 자율성으로 나누었다. 지방재정에서 적극적 자율성은 “일
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정
책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및 기관단체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재원･양기용, 2014: 80). 이와 달리 소극적 자율성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자율성을 의미한다 (이재원･양기용, 2014: 79).
이전의 지방재정 자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 의미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책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규모 및 방법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현우 외, 2018: 33).
선행연구들이 정의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개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인 부문이 지방정부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얼마
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행되어야 지방정부가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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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나오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조달 방법 및 규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재정부문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세입예측과정에 부족한 부분
은 무엇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책임성
책임성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맡아서 수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 어떤 업무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부담이나 의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법률적 제제나 불이익을 가하는 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책임성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의무적 성질이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성을 지방재정부분에 적용하여 이해하면, 책임성을 크게 두 개로 범
주화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주적 책임성이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책임성이다(배
인명, 2012). 지방재정에 민주적인 책임성은 시민참여의 개념과 운영에서의 투명성
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정부분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예산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지방 책임성
경우 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포함하며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건전하게 운용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지방재정 책임성을 “공공자원의 사용과 획득에 있어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고 법령 또는 예산질서를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이
현우 외, 2019: 57). 또한 지방재정 책임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
기 위해 자기 책임하에서 법령이나 예산회계 원칙에 따라 자체재원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재원･양기용, 2014: 80)이라고
정의된다. 비슷한 정의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방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되, 이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서비
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정재진, 2018; 14).
앞에서 언급한 지방재정 책임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과 연관하여 정의하면 책임성은 지방정부가 관할주민의 행정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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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
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의한 바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에
대한 정밀한 예측에 기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의 총량의 예측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재정분권에서의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중심의 과세자주권을 시행하고, 자치단체
간의 수직적･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해결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조
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에서 책임성과 자율성 모두
를 중요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에서 주목
할 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세입 증가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세입 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정의 및 개념에 기반한 재정분권은 지방세입이 증가하는 부문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의존재원의 감소로 세출부문에서 지방정
부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는 재정분권 추진으로
세출과 세입부문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운용의 책임성도 커졌음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혁신전략으로 세입부문에서 필요한 것은
자주재원이 핵심이고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은 재원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
자치단체의 세입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녹록치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지출 증가를 동반하는 행정서비스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형 SOC와 지방 SOC 확충에 따라 지방정부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기제로
지방채제도의 확대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이현우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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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
관리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역대정부별 재정분권 정책의 특징 및 변화
역대정부는 계속적으로 재정분권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 정부
별로 어떠한 재정분권을 실시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정책변화과정을 크게 6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민주화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시점
을 기준으로 이전의 재정분권정책을 살펴보고 그 다음의 시기는 대통령 임기별
로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이전의 재정분권 정책
1980년대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후 민주화가 실현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예고
되자 지방재정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주요 지방세제의 변화는 〔표 2-7〕에 요약된대로 담배소비세
(1989년), 지역개발세 신설(1992년), 탄력세율제도 확대(1992년), 종합토지세
(1990년), 정주･마권세로의 개편(1994) 등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행정구조가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를 통해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신설되었다. 거주지역에 따른 행정서
비스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에서 자치구세가 만들어졌다. 1989년에
담배소비세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지방세 세목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1990년에 종합토지세를 만들
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지방정부의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
지역개발세가 1992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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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국민의 정부 이전에 도입된 재정분권과 관련한 정책은 지방양여금(1991
년), 조정교부금(1988년), 증액교부금(1982년) 등이 있다. 증액교부금의 경우 지방
교부세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다. 지방양여금 경우 1991년 지방양여금법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졌다. 지방
양여금의 경우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 앞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었다.

[표 2-7] 국민의 정부 이전 재정분권 정책변화
지방세
Ÿ 마권세→경주마권
세 변경(94)
Ÿ 담배소비세
신설
(89)
Ÿ 종합토지세
신설
(90)
Ÿ 자치구세 도입(88)
Ÿ 탄력세율제
화대
(92)
Ÿ 지역개발세
도입
(9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Ÿ 특별교부세: 교부
세
총액의
1/11(82)
Ÿ 교부세율: 내국세
의 13.27%(82)
Ÿ 보통교부세: 교부
세
총액의
10/11(82)

국고보조금

Ÿ 사업별 기준보조
율, 지역별 차등보
조율 적용(87)
Ÿ 신청주의 원치(87)

기타

Ÿ 증액교부금
(82)
Ÿ 조정교부금
(88)
Ÿ 지방양여금
(91)

도입
신설
신설

자료 : 이미애･안지선(2018). 자료 재정리.

2)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재정분권 정책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긴축재정 요구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변화시킨 주요한 재정분권 정책은 〔표 2-8〕에
제시된 바대로 기존의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통합시켰으며, 지방교육세 신설
(2001년) 및 주행세 신설(2000년)을 들 수가 있다. 주행세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동차세 감소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방세이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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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을 지방세로 변환시켜 신설한 세목이다. 기존의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
이 2001년에 개편되었다.
김대중 정부 임기내에서 지방재정제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변화는 지방교부
세의 법정교부율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 지방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3%에서 15%로 증가하였다(이미애･안지선, 2018).
그리고 재정분권과 연관된 변화는 2000년에 신설된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다. 재정
보전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정책이다. 기존의 재정조정
정책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과 비슷한 제도라 볼 수 있다.
[표 2-8]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변화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세
Ÿ 주행세 도입(00)
Ÿ 농지세→농업소득세 변
경(01)
Ÿ 지방교육세 신설(01)
Ÿ 경주마권세→레저세로
개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Ÿ 교부세율: 내국세
의 15%(00)

기타

Ÿ 재정보전금
(00)

신설

자료 : 주만수(2014). 자료 재정리.

3)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김대중 정부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위기를 극복한 상태에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 정부혁신,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을 하였다. 집권 초부터 강력
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들을 통해 재정분권 부문에
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어냈다.
지방세제 부문에서는 과열된 부동시장을 진정시키고,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세를 신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재산
세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기준금액 아래의 주택의 경우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과 부과된다. 이러한 개편과정의 이론적 토대
는 부동산 소유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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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과세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개발세에 원자력발전이 2006년에
추가되었고, 자동차 세율과 담배소비세 세율이 개편되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의 변화를 요약하면 분권교부세 신설(2005년),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 지방이양(2005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두 차례 상향을 들 수 있다
(이미애･안지선, 2018).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2006년)가 만들어졌고, 균형발전특
별회계가 2005년에 설치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
에 이양하면서 발생하는 소요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졌다. 지방
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까지 상향되었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지
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신설되었고, 2005년 국고보조금을 개편
하면서 포괄보조금의 의미를 지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졌다(김정훈･김
현아, 2006).
기타부문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지방양여금 및 증액교부금 폐지(2005), 제주 특별
자치도 출범(2006년), 지방재정법 전면개정(2006년)을 들 수 있다. 〔표 2-9〕에서
요약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이전하는 재원이 복잡한 형태를 가지
고 있어 이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문에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전면개
정되었다.
[표 2-9] 참여정부의 주요 재정분권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세
Ÿ 담배소비세율
인상
(06)
Ÿ 종합토지세→재산세
통합(05)
Ÿ 종부세 신설 및 교부세
로 전액 지방이양(05)
Ÿ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에 원자력 발전 추가
(06)
Ÿ 자동차세율 조정권 이
양범위 확대(06)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Ÿ 부동산교부세 신설
(06)
Ÿ 분권 교부세 신설
(05)
Ÿ 교부세율 조정(05)
Ÿ 특별교부세 조정
(05)

Ÿ 국가균형발전 특
별회계 신설(05)
Ÿ 국고보조사업 정
비 및 일부 지방이
양(05)
Ÿ 제주특별자치도
신설(07)

기타

Ÿ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Ÿ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06)
Ÿ 지방양여금, 증액
교부금 폐지(05)

자료 : 우명동(2017).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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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이전 정부보다 큰 폭의 지방세 시스템 개편이 있었다.
〔표 2-10〕에 요약된 대로 지방세법이 분법되었고,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금융위기와 감세정책으로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이미애･안지선, 2018).
지방세제에서의 첫 번째 변화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이다. 이 제도
는 서울시 자치구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
다. 두 번째 변화는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되지 않았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
세가 도입된 점이다.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지방재정이
나빠지자 지방정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2011년에 개편된 지방세법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목의 간소화이다. 정부는 이
러한 개편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려 했을 뿐 아니라 지방세정의 효율성
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변경과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개편이 있다(이미애･안지선, 2018;
31). 그리고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연장하였다. 부동산 교부세는 기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방식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어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였다.
기타부분에서의 변화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010년에 신설된 점이다.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목적은 지방소비세 신설과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수도권에
발생한 세입 편중문제와 개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조임곤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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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이명박 정부 재정분권 관련정책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세
Ÿ 지방소비세 신설(10)
Ÿ 지방세법 분법(11): 지
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Ÿ 지방세목 16개 → 11
개(11)
Ÿ 서울시 공동재산세 도
입(08)

기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Ÿ 분권교부세 5년 연
장(10)
Ÿ 부동산 교부세: 전
액
기초자치단체
(10)

Ÿ 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변경
(10)

Ÿ 지역상생발전기
금 신설(10)

자료 : 유태현 외(2014). 자료 재정리.

5)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박근혜 정부는 기존 재정분권 정책을 유지하였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이전 정부들에
비해 지방분권 어젠다에 관심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정책적 시련
기”라고 평가받고 있다(김순은, 2017: 8).
지방세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면 2014년에 이루어진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이 있었다. 지방소비세율은 11%로 인상되었고, 등록면허세의 등록분과
면허분 세율을 각각 50% 인상하였다. 〔표 2-11〕에 제시된 대로 화력발전에 지역자
원시설세가 2014년 부과되었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확대가 같은 연도에 이루
어졌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2014년에 이루어졌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살펴보면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2014년
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및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었다.
기타부문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보전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바꾼 점이 주요한 변화이다.
그리고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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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지방세
Ÿ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15)
Ÿ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14)
Ÿ 등록면허세, 지방소비
세 세율인상(14)
Ÿ 화력발전에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14)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Ÿ 특별교부세: 교부세 총
액의 97/100(14)
Ÿ 보통교부세: 교부세 총
액의 97/100
Ÿ 분권교부세→보통교
부세 통합(15)
Ÿ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Ÿ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변경→
지역발전특별회
계 변경(15)

기타

Ÿ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으
로 명칭 통일
(14)

6)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지방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자치분권 로드맵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을 정비하면서 어느 정부보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6대 세부 전략 중 하나로 선택
하고 임기동안에 실행할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재원･권한 등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이양과 지방세 확충방안들이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표 2-12〕에 제시된 대로 재정분권정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서 실행되고 있다. 우선 이미 완료한 재정분권 1단계의 주요 내용으로 첫번째
는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였다. 기존의 11%에서 2019년에는 4%를 올렸고,
2020년에는 다시 6%를 올렸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 및 인력충원을 지원
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였다. 이를 위해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를 45%까지 끌어올렸다. 지방분권을 위해 3.6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
로 이양하였지만 지방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충격을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2020년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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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잔여 지방소비세에 권역별 가중
치(1:2:3)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표 2-12]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재정분권

구분

2단계 재정분권

2019년

2020년

기능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균특회계 포괄보조사
업(3.5조원 내외)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4%

지방소비세율 +6%

소방직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15%

소방아전교부세율 +
10%

국세:지방세

75:25

74:26

국세･지방세 전환 등

70:30

자료 : 신가희(2021). 자료 재정리.

이러한 재정분권정책의 추진을 통해 나온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와 비교하
였을 때 〔표 2-13〕에 제시된 대로 국세 대비 지방세 세입 비율을 보았을 때 미세하지
만 국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국세와 지방세 비율 추이
구분

16년결산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결산
(4% 인상 후)

20년 추정
(6% 인상 후)

비율

76:23.7

76.7:23.3

77.7:22.3

76.4:23.6
(75:25)

75.1:24.9
(74:26)

재정분권 2단계는 내용이 최근에 확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4.3%
인상하며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 2.3조원이 추가되었다.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새롭게 만들기로 하
였으며 기초연금을 포함 국고보조사업 핀셋지원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
다. 따라서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매년 약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된 내용을 위해 곧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의 발의되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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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기도 세수구조 현황 및 세수추계
방법
제1절 경기도 세수구조
1. 도세 및 시･군･구세 구조
지방세는 크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징수되는 목적세와 일반재원으로 이용이 가능
한 보통세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주민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세와 지
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포함된다. 지방교육세는 지역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세이
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소방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고, 광역･특별시세와 구세로 나눌
수 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은
도세에 포함되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군세
에 포함된다. 특별시 및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
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포
함된다. 자치구세는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구성된다. 단, 재산세 중 재산
세 도지역분과 특별시분 재산세는 시세에 포함된다.
[표 3-1] 지방세 구조

구분

특별시･광역시/자치구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보통세

주민세, 취득세, 담
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
소득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군
도세

시･군세

취득세, 등록면
허세, 지방소비
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소
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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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징수는 법률에 기반해 징수된다.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세 가지
이다.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과거에는 지방세법에
목적세, 시･군세, 도세 등과 관련한 규정 및 과세면제 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
나 2011년부터 3개법으로 분법하였다. 우선 지방세법에서는 개별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목의 과세요건과 징수-부과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지방세 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징수･부과와 관련한
사항 및 부당한 처분 또는 위법에 대한 불복절차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특례 및 감면과 관련한 사항
및 이를 제한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구조는 2011년에 변경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 3-1〕에 정리된 대로
기존의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었다. 변경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취득과 관련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하였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간 세부항목에 관한 교환이 이
루어졌으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
차세로 통합되었다.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유지되었지만
도축세의 경우는 폐지되었다.
[그림 3-1] 지방세제 간소화(2011년)

자료 : 지방세제 간소화 관련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40∣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 방법을 중심으로

2. 지방세 세목별 개요
1) 취득세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교환, 상속, 증여, 매매, 기부, 건축,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공유수면의 매립 등과 그 밖에 비슷한 취득으로서 유상･무상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등의 취득을 포함한다. 취득세는 1906년 최초로 부과되었으며, 1948년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지방세제 제도를 만들 때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1952년에 지방세법 개정, 1977년 시･군 부가세 폐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계속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취득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990년대 이후 변경사항
및 개정부분은 〔표 3-2〕와 같다.
[표 3-2] 1990년대 이후 취득세 주요 개정 및 변경사항
연도

주요 개정 및 변경사항

1991년 1월 1일

Ÿ 콘도미니엄회원권 과세대상 추가
Ÿ 골프회원권 과세대상 추가

1995년 1월 1일

Ÿ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세대상 포함

1996년 1월 1일

Ÿ 토지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

1999년 1월 1일

Ÿ 1가구 2차량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Ÿ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2001년 1월 1일

Ÿ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폐지

2004년 1월 1일

Ÿ 신고와 납부를 분리함

2005년 1월 5일

Ÿ 지방세 과표산정방식을 시가기준으로 함
Ÿ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통합과세 함

2006년 1월 1일

Ÿ 승마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2011년 1월 1일

Ÿ 지방세법의 세목･통폐합을 통한 체계화 도모

2013년 12월 11일
2014년 1월 1일

Ÿ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Ÿ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자료 : 심영택 외(2015)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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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도미니엄, 골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선박, 광업권 입목, 기계장비, 항공기 등이 포함되
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포함되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대상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지는 과세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가 되며,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광구･어업
권은 각각의 소재지가 되며 승마장･골프장･콘도미니엄의 경우는 각각 시설의 소재
지가 납세지가 된다. 과세표준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표 3-3〕
과 같다. 중과세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 50 범위에
서 가감할 수 있다.
[표 3-3] 취득세 표준세율
구분

세율

상속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상속이외 무상취득

35/1000

원시취득

28/1000

신탁재산
부동산

30/1000

그밖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이외

40/1000
6억원이하=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해당주택
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X1/100

주택유상승계취득

9억원 초과= 30/1000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비영업용

5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차량
가, 나 이외의 차량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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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0

2) 레저세
레저세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은 경마･경정･경륜･전통소싸움 투표권 등이다. 과세
대상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다. 납세지의 경우는 장외발매
소와 과세대상 사업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되다. 탄력세율 적용규정은 없으며 승마･
승자 투표권 판매 대금 중 10%을 부과한다. 〔표 3-4〕에서는 레저세가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된 시기를 포함하여,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레저세는 1961년 이전에는 국세로 징수되었고 마권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었다. 1976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세로
운영되던 마권세가 시･군세로 변경된 후 지방세에 포함되었다(이상훈 외,
2012; 132: 송상훈･류민정, 2014: 3). 1990년대 이후에 경륜과 경정 스포츠가
활발해지면서 마권세에 포함되었다. 2002년에 시행령으로 개싸움과 소싸움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경주･마권세에서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을 맞춘 사람에 환급금을
지급될 경우 과세하도록 하였다.
[표 3-4] 레저세 변화 과정
연도

주요 변경내용

1961년

Ÿ 국세로 운영되며 지방으로 이양됨

1976년

Ÿ 세법개정으로 인해 시･군세로 배분됨

1993년

Ÿ 경정과 경륜이 포함됨

2002년

Ÿ 환급금에 과세부과 및 소싸움 및 개싸움이 포함됨

3)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근거하여 납세대상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대상자와 동일하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경우는 재화 수입자 또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에서 감면 및 공제세액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합한 경우이다. 과거 세액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11% 였으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에 따라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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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소비세율이 4% 올랐다. 2020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이 6% 상승하여 현재
세율이 21%이다. 앞서 재정분권 부분에서 언급한대로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약
8.5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었다.

4)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변경･설정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또는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송상훈 외, 2016: 28). 구체적으로 상호,
광업권, 저작권, 특허권, 신탁등기 법인설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 공장･광업재단, 선박, 부동산에 대
한 과세로 시작되었다.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1977년 세법개정으로 부가가
치세가 국세로 신설되면서 등록세법을 도세로 변경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도로운송거량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과 건설기계등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의 지방세 구조가 만들어진 2011년에는 지방세법 분법과정과 세목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취득과 관련한 부분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면허세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로 변화하였다. 납세지의 경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재산소재지이며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소재지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이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표 3-5]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구분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법인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신탁재산
소유권등록
소유권등록
법인설립
본점･주사무소 이전
지점･분사무소 설치

유상
무상

세율
8/1000
20/1000
8/1000
2/1000
30/1000
50/1000(경자동차 20/1000)
10/1000
4/1000(비영리 2/1000)
11만 2천 5백원
4만 2백원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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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균등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 또는 주소를 둔 법인 및 사람이다. 개인 균등분은 만원 내에
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세율에 의해 징수된다.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일괄적
으로 5만원이다. 법인균등분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이
부과된다.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는 사업소 연면적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어 부과되는 주민
세를 의미한다. 납세의무 대상자는 사업주이며, 사업소의 소재지에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1㎡ 당 25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330㎡ 이하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총 급여액수가 과세표준 기준이 되며, 납세 의무대상자에
게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의미한다.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급여를 지급
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종업원분은
면제된다.

6) 지역자원시설세
2011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에 있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시설
세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었다. 우선 공동시설세는 1954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
설 등 유사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되기 시작되었다. 1962년 기존 리세 또는 도세로 과세되었던
것을 시･군세로 조정하였다. 197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을 오물처리시설,
소방시설 및 비슷한 공공시설물 운영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들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시설세의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
하기 위해서 지하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지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2006
년에는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었으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과세가
부과되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은 특정 부동산과 특별자원으로 나뉜다.
특별자원분은 지하수, 컨테이너부두를 사용하는 컨테이너, 지하자원, 화력발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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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발전에 대하 부과한다. 세율은 최대 표준세율의 50% 내외에서 가감이 가능하
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의 과세대상에는 선박 및 건축물이 해당하며, 납세
자는 소유자이다. 특정부동산 과세표준은 〔표 3-6〕에서처럼 가격별로 세율이 다르
다.
[표 3-6] 특정부동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주택유상승계취득: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레제세액

40/100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4,399/10,0000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10/100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20/100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7)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해방이후 1949년에 지방세법이 만들어지면
서 서울시 교육구의 국민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부과금, 호별세가금에 초등
교육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1982년에는 교육세가 국세로 신설되었다. 따라
서 주세 납세의무자, 담배 제조자 및 외국산 담배 수입자, 분리과세배당소득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금융보험업자 등이 납세대상
에 포함되었다. 교육세법이 1991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주세납세의무자,마권세･등
록세･균등할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특별소비세납세의무자로 변경
되었다. 2001년에 세법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로 부과되어 징수는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변경되었고, 세율이 인상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지방교육세의 신설을 통해 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재정을 확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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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 3-7]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4/10,000

600만원 –1,300만원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이하

24,100원+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8)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
소득･이자), 법인의 청산소득, 양도소득,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개인은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구별하고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개인을 모두 포함한
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세법개정으로 균등하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통합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였다(이석환 외, 2016). 〔표 3-8〕에
서처럼 개인･법인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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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구분

개인종합
소득세
표준세율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 6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58만2천원+(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159만원+(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35)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38)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1천746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42)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지방
소득세

세율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00분 10
3억9천800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 22)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 22)
65억5천800만원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 25)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9)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현재 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재산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87년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토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토지에 대한 과다보유세가 만들어져 1988년에
시행되었다. 1990년에 종합토지세를 신설하면서 토지를 재산세 대상에 제외시켰
다. 2005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기존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었다. 따라
서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되었다.
주택의 경우는 건물･토지와 통합과세를 하였다. 또한 지방세의 과세산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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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세율체계를 변경하였다. 현재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건축물, 주
택,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이며, 세율은 〔표 3-9〕와 같다.
[표 3-9]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X 70%(공정시장가액)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X(공정시장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X70%(공정시장가액)

항공기･선박

시가표준액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10) 자동차세
자동차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는 2개의 법률인 건설기계관리법과 자동차관
리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총칭한다(이석환 외, 2016: 60). 자동차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였다. 자동차세 기원은 1906년에 지방세규칙에서 규정한 자전거세,
인력거세로 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자동차전차 및 자동차는 도세로, 승용마
차, 화물자동차는 시읍면세로 부과되었다. 1977년부터는 기존의 도세이었던 자동
차세를 시･군세로 변경하였다. 2011년에는 주행세가 통합되어 현재의 체제가 유지
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되며, 주행분의 경우는 환경세･에너지･교통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
다. 구체적인 주행세분의 납세의무자 는 4개의 GS칼텍스, S-OIL,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및 유류수입자이다. 〔표 3-10〕에서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정
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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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현행 자동차세 과세표준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자동차 cc 당

80원-200원

18원-24원

기타 승용자동차

100,000원

20,000원

승합자동차

65,000원-115,000원

25,000원-100,000원

화물자동차

28,500원-157,500원

6,600원-45,000원

특수자동차

58,500원-157,500원

13,500원-36,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18,000원

3,300원

자료 : 송상훈 외 (2016) 재정리.

11)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5년부터 시행된 담배판매세가 시초이다. 당시에는 시지역의
세율은 2%이며, 군지역은 22%가 부과되었다. 1989년부터 담배판매세는 담배소
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은 머금는 담배, 씹
는담배, 냄새맡는담배, 각련, 파이프담배, 궐련이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부과되는 담배 과세표준 및 세율은 〔표 3-11〕에 정리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담배
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 담배제조자가 대상이되며 외국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
는 자도 포함된다. 담배소비세의 소비세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100분 30범위 내에
서 조정이 가능하다.
[표 3-11] 담배소비세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과세표준

20개비
당

1g

1g

1g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

12g

1g

1g

세액

1,007원

36원

103원

36원

628원

715원

364원

26원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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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 예산과 세수규모 분석
경기도의 세입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예산
규모와 세입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경기도의 예산과
세수규모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경기도 예산규모
경기도 예산규모의 추이를 보면 약 5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17년 기존으로 경기도 지역의 총 예산규모가 50조였지만 최근 2021
년은 70조 규모로 2017년에 비해 약 40% 증가하였다. 경기도 본청에 한정하여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9조
6천억 규모에서 2021년에는 약 28조 8천억 규모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2017년
대비 증가율을 약 47%에 이른다. 언론보도에는 내년에는 30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
로 예측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예산확장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흐름은 너무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 경기도 예산규모

자료 :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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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청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입예
산액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며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이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약 3%,
지방교부세는 0.79%를 차지하고 있다. 세입예산액의 특징은 지방채가 0%를 차지
하고 있어 다소 경직된 세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2021년 경기본청 세입예산액

자료 : 지방재정 365.

〔그림 3-4〕에 제시된 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약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 비중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보건부문에 대한 세출비중이 2%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사회복지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고
있고,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로 세출
예산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총액규모도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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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경기본청 세출예산액

자료 : 지방재정 365.

2. 경기도 세입결산
1년 동안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을 세입이라고 하며, 세입결산은 지방자치단
체의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경기도 세입결산 규모는 앞서 언급한 예산규모처럼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에처럼 2016년에 경기도
지역 총세입결산규모는 65조 규모에서 2020년에는 98조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증가율을 약 50%이다. 경기본청에 한정해서 살펴 볼 경우 세입결산규모는 총 24조
규모에서 36조 규모로 성장하였고, 증가율 역시 48%에 이른다. 이렇게 세입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은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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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경기도 세입결산 규모

자료 : 지방재정 365.

〔그림 3-6〕에 제시된 것은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세입결산액이 높은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성남시가 경기도 지역 중 1위의 세입결산액을 보여주고 있고,
화성시는 도시규모 비해서 높은 순위인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10개 상위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경기남부권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6] 경기도 세입결산액 Top 10

자료 : 지방재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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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수추계 및 세수 예측방법
지방정부의 경우 다음연도 세수예측을 할 때에는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 및 기법을 이용하여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확
한 세수예측을 위해서는 각각의 방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수추
계의 방법의 개념, 기본수식, 장･단점을 설명하고, 많이 통용되는 기법을 사용하여
경기도의 2022년 세수예측을 하고자 한다.

1. 진도비 모형
1) 개념
진도비 모형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측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매우 간편하고 단순하면서도 예측결과의 오차가 비교적 적어 사회가 안정적인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이석환 외, 2016: 12). 그렇지만, IMF
나 코로나19 등 사회의 큰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세수가 급변하는 경우 차년도
의 세수예측은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근본적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진도비는 t기 징수액이 전년동기 대비  % 변동한 비율을 당해연도에 적용하게
된다. 만일 실물경기가 불확실하거나 경제적 구조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2) 모형
진도비 기본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표 3-12〕과 같다. 여기서  는 명목성장
률 등 경제성장률, 그리고 △T는 세법개정효과를 의미한다. 즉 t+1년도 세입의
예측치는 t년도 세입 전망치에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의 자연증가분, 그리
고 세법개정이 있을 경우 세입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세법개
정의 효과는 큰 비중을 두지 않기에 결국 세수증대분은 경상소득의 성장률에 비례하
는 것을 간주하게 된다(이영희⋅조기현, 1998; 이석환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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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진도비 기본모형

            ∆ 

g: 명목성장률, △T: 세법개정효과

다만, 위의 식은 국세 방식을 기초로 하는바 지방세 추정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2022년도 지방세수 예측에 적용한 진도비 모형은 코로
나19 상황을 반영한 특수요소를 추가할 필요도 있다.
[표 3-13] 진도비 모형의 지방세 예측모형
2021년도 진도비 추정 = (2020년 징수액 × 전년대비 징수액 진도비) ± 지역별 특수요인

3) 장･단점
진도비 모형의 강점은 모형이 간단하여 실무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간편하고, 자
료가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 예측 실무자가 오랜 경험에 의해 축적된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면 지역적 특수성 등을 모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이석환 외, 2016).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진도비 추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보인다. 우선 앞선 논의와 같이 사회변화가 급격한 경우 모형추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증가가 단위탄력적(1)이라는 가정
을 가지고 있다. 즉, 진도비 추정은 소득증가분만큼 동일한 비율로 세수입이 증가한
다는 전제하에 예측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수입이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민감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추정하여야 한다. 세수의 인과관계를 설정했음에도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
오차가 확대되어 정책수단의 변화가 정책목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어렵
다. 셋째, 세법개정효과의 도출과정이 불분명하다. 세법개정효과를 조절하여 탄력
성을 추정하는 기법들로 불변세율구조방법, 비례조정법, 더미변수법, Divisia 법
등이 소개되지만 세법개정의 정책효과 자체를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접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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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4) 진도비 모형을 이용한 경기도 도세 예측
앞서 설명한 진도비 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도세를 예측하면 〔그림 3-7〕과
같다. 우선 도세 합계의 경우는 대략 17조 3천 3백억으로 예측이 된다.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경우는 약 11조 7천억 정도로 예측이 되었다.
분석할 때 3년치 평균세입신장률을 사용하여 예측을 하였고, 5년치 평균세입신장률
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3-7] 진도비 모형에 의한 세수예측

2. 탄성치 모형
1) 개념
탄성치 모형은 경제성장률과 과거 평균 세수탄성치를 설명변수로 하여 이들 설명
변수의 변화에 따른 세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이석환 외, 2016).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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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누진적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득액을 중심으로 추정할 경우 세율구조나
세율수준을 반영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회귀모형과 다르게 로그형
태를 취하여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성치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임을 가정하는데, 종속변수인 조세수
입(T)과 독립변수(Z)는 자연로그모형(natural log-linear model)을 취하게 된다
고 보는 것이다.

2) 모형
아래 〔표 3-14〕에서 조세수입은 조세수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독립변수(Z)
의 변화에  의 크기로 비례하여 변동하게 된다. 탄력치 모형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조세수입 변화의 탄력치 즉 민감도( )크기를 이용해 조세수입의 변화를 예측
하게 된다.
[표 3-14] 탄성치 모형
모형

ln      ln  

변인 설명
T: 조세수입, Z: 조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
 : 절편,  : 추정 탄력치

3) 장･단점
탄성치 모형은 대부분의 세수 예측모형에서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독립변
수 Z만 알고 있다면 쉽게 조세수입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진도비 방식, 회귀모형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계량기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 유용성이 높다.
만일 세제개편과 같이 과세대상이나 세율을 변경하는 경우 파급효과의 크기와 방향
을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조세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탄력치 모형은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교하고 세련되
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예측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조세수입이 Z이외의 다른 요인으로부터 크
게 영향을 받을 경우 실제 함수의 추정 탄력치가 타당성을 잃게 된다. 물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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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들은 세수함수식의 오차항으로 반영된다고 하지만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정 결과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
둘째, 시차로 인한 예측오차의 발생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년도에    년도
조세수입을 추정할 경우 현형 제도 하에서는 t년도 중반, 즉 차년도 예산안 확정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년도의 조세수입도 추정값으로 다루어지게 될 뿐이다. 이에

   년도 조세수입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년도 세수수입과    년도 또는
 년도 중반에 추정한  년도 세입의 추정치를 조건부로    년도 세입을 추정한다.
결국 예측오차는  년도 예측치와    년도 예측치에서 이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영희⋅조기현, 1998).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가 시차를 두고 있어 발생하는 오류이다.
조세수입은  기의 설명변수뿐만 아니라    기 까지의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소비과세의 세목에서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영구소득가설이나 일생주기가설은 소비자의 시계가 장기임을 가정하면,  년도의
소비는  년도의 소득과 과거 소득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어 세입은
현 소득과 과거 소득을 모두 변수로 고려한 PDL(Polynomial distributed lag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3).

4) 탄성치 모형을 이용한 세수예측
기본적인 탄성치 모형을 바탕으로 경기도 도세를 예측하였다. 경기도 도세를 예
측할 때는 기본적인 탄성치산식4)을 이용하였고, 단순탄성치, 가중평균탄성치, 기하
평균탄성치를 각각 계산하여 세수를 예측하였다. 예측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 〔그림
3-8〕은 단순 탄성치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방식이다.

3) PDL 모형은 탄력치모형의 확장형으로 다음과 같다.  는 n차 다항식을 만족하는 모형의 상수이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대표적인 대상인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당첨시점과 입주기간 사이에 2년의 시차가 소요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2년전 아파트 수요 결정인자가 현 시점의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ln       ln      ln      ⋯    ln      
4) 탄성치 산식 = {(탄성치계수 × 경제성장률) + 1}× 전년도 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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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탄성치 모형을 이용한 세수예측

탄성치 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도비 모형이 예측한 결과 값과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의 예측치는 대략 17조 2천억원이
며 취득세의 경우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약 11조 7천억으로 추산되었다.
그 외의 세목의 세수예측치 경우 과거와 큰 변동 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회귀분석모형
1) 개념
회귀분석 모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하여 독립
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다(이석환,
2018). 예측대상인 종속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의 인과관계를 함수
로 규명한다. 일반화된 회귀모형은 보통 확률적 모형을 의미한다. 세법의 특성에
따라 독립변수의 선정은 달라질 수 있다. 직접세의 경우 GDP 등이 상용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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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기에 따라 세법개정이나 세율수준을 변수로 고려할 수도 있다. 간접세의 경우
소비지출이나 국민총생산, 세율 등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

2) 모형
회귀모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단순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이다. 먼
저, 단순회귀모형은 하나의 독립변수만을 고려한 모형으로 독립변수가 하나라도
데이터의 변환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회귀관계 모형화가 가능하다(이석환 외,
2016). 회귀모형 중 가장 간략한 형태는 두 변수의 관계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선형회귀 모형이다. 종속변수를 , 설명변수를 라 할 때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모형은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회귀모형이다. 종속변수
를 , 설명변수를 라 하면       ⋯   와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표 3-15] 회귀분석모형
단순회귀모형

다중회귀모형

      

      ⋯   

가정 : 모든 독립변수들은 서로 독립,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분포를 따름

3) 장･단점
회귀모형의 장점은 이론이나 현실의 인과관계에 기초한 세수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의 과학성과 정밀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효과크기를 추정할 수 있어 세입에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귀분석모형은 지방세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자료를 수
집 등 모형 및 변수 선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기면 결과예측의 의미가 없어질 위험성이 있다(이석환 외, 2016). 즉 세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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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 지하경제의 규모
등 변수로 측정하기 곤란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회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수량화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값이 변함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세수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성명재, 1995). 결국
회귀모형의 추정은 측정이 수월한 변수들만을 고려한 인과관계로 결과 해석시 조심
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거시계량모형
1) 개념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경제적 인과관계에 기초하여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에 대한 경제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거시계량 모형은 경제를 몇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축약시킨 것으로 하나의 모형 도출을 위해 추정, 검증, 시뮬레이션
절차를 반복하여 예측하는데, 각 경제변수에 수치를 주어 정량화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설정한 후 경기예측 모형을 만들어 예측하는 방법이다(이석환 외, 2016).
구체적으로,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국민소득과 관련된 내외부의 요인들을 세부적
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규모 수준이 달라진다. 즉, 국민소득을 수요측면에서 결정
하는 요인으로는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을 들 수 있는데, 소비는 주체별로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재화형태별로는 내구재소비, 비내구재소비, 및 서비스 소비
로 구분될 수 있으며, 투자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투자로, 그리고 수출입은
재화별로 혹은 산업별로 세분될 수 있다(김용택, 2005). 한편, 소득은 각종 소득으
로 세분화되는데 이 경우 노동소득, 자본소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생산은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별로 세분화된다.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소득 및 생산의 다양성
이 증가하게 되고 해당 거시경제모형의 규모는 그에 비례해 증대한다. 나아가 물가,
임금, 이자율 등 기본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변수를 포함시키게 되면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다만, 변수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현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제의 다양한 국면과 요소를 그 시점에
맞게 인과관계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분석결과를 추론하는 토대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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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적실한 모형 설계가 거시계량모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모형
거시경제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세수추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할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김용택, 2005). 1단계는 모형을 적용한
예측과 모의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모형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 하는 단계이
다. 이때 외재적 요인에 의한 경제변인들의 변화인지, 아니면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인지 등에 대한 것이 주요 대상이 된다. 2단계는 외재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이다. 국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가, 세계경제 위기 등의 대외적
변인과 함께 정부예산변동, 금리조정 등의 정부의 정책결정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3단계는 분석모형의 선택 단계이다. 변인들을 연계한 모형의 수준과 각 모형
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추정방법, 나아가 해당 분석을 위한 자료 등이 선택의
대상이 된다. 즉, 행태에 대한 수식과 미시, 거시적 요소의 특성을 결정하고 내생변
수와 외생변수를 최종결정한다.
[그림 3-9] 거시모형 개발 절차

예측대상의 결정
외생변수의 선택과 가정
모형의 선택
모형의 추정 및 예측
외부 충격
비이론적 예측

오차항 및 상수항 조정

주관적 판단
최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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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모형의 추정값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설정된 각각의 방정식 결과와 각
모형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규모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행태방정식을 추정
하는 방법 중 대체로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이 연립방정식 추정
방법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간주된다(김용택, 2005). 그 이유로는 6가지 정도가 제
시되고 있다. ①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의 수준(N)이 통계적으로 미흡하다면 각각의
방정식 결과가 편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최소자승법(OLS) 추정값은
일반 연립방정식 방식에 비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변수오차와 같은 오류를 감소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③ 최소자승법(OLS)의 추정이 연립방정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④ 설정된 개별방정식이 순차적으로 구축되는
경우 최소자승법 예측값은 불편추정량이 된다. ⑤ 연립방정식을 연계한 대규모 시스
템은 연계된 한 개의 방정식 모형이 변화되어도 전체 시스템을 재수정해야 한다.
이에 반해 최소자승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정식을 추정 또는 수정하면 된다.
⑥ 변수와 자료 간 수의 적정성 문제이다. 전체 모형을 연계한 시스템은 외생변수의
수에 비해 반드시 자료의 수가 더 많아야 한다. 만일 자료의 수가 부족하다면 연립방
정식의 추정은 무의미하다.
5단계는 구축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검증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사례나 정책을 적용할 경우 기존 모형 값의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결과들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모형 수정이 있어야 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불안정하면 4단계 모형을 재수정하게 된다. 이렇듯 5단
계 검증은 4단계의 모형 수정을 이끈다. 반복적인 수정과정을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정책 시뮬레이션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
주요 경제 변수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고 모형
보고서들은 다섯 번째까지의 완성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용
택, 2005).
6단계는 모형의 최종예측 단계이다. 예측의 기간을 고려하여 외재적 변인을 설정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추가적
요인을 반영하여 조정하거나 상수값의 조정 등을 기초로 최종 예측치를 도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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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단점
거시계량모형의 장점으로는 경제 전체나 금융, 수출입 등 일부분에 대한 경제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체적 자료를 갖고 추정하므로 구조적이며,
정책효과분석, 경제예측 등 현실경제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유용
한 모형으로 적용되고 있다(이석환 외, 2016).
다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비판 역시 상존한다. 단점으로는 실무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고, 지방세의 경우 설명변수에 대한 예측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세목에 따라서는 거시경제지표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이석환 외, 2016). 또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이 모든 것을 자동
적으로 해결해 주는 완벽한 도구는 아니며, 자의적으로 선정된 변수들과 이에 대한
불변계수로 구성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 체계의 한계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비판은 루카스(Lucas, 1976)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책변
화 등 다양한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 경제 주체들은 이미 자신들의 행위가 내재된
체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곧 방정식의 계수가 변화함을 의미한다. 그러
나 고정 계수를 가정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자의적인 식별 자체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으며, 적응적 기대
나 합리적 기대와 같은 경제주체들의 행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용택, 2005).
물론, 합리적 기대, 적응적 기대 또는 가변 계수 등에 대한 고려가 고정 계수를
가정한 연립 방정식 체계로부터의 결과를 뒤 짚을 만큼 강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불완전한 정보일지라도 충격에 대한 반응정도 및 시차 등 거시경제모형이 제공하는
양적 정보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5. 시계열 예측방법
시계열모형은 단일변량에 기초한 단일변량시계열 추정모형과 시계열변수 간의
계열상관을 이용하여 순환변동과정에서 변수들 간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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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권, 1997) 벡터자귀회귀모형(VAR) 등의 다변량시계열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
다. 필요에 따라 단일변량시계열이나 특정 시점 전후의 시계열 변동성의 변화를
추정하는 ARIMA 모형 등이 시계열 예측 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

1) 이동평균
(1) 개념
시계열 예측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을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임응순, 2017).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줄지 않을 경우, 계절
변동이 없을 경우 적용가능하며,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예측방법이다
(이석환 외, 2016: 7). 이러한 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과 가중이동평균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모형
단순이동평균법은 가장 근접한 일정기간의 평균값을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이용
하는 방법이며, 모든 기간의 값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동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
한다(민기, 2017).
[표 3-16] 단순이동평균법 모형
단순이동평균법
 

 

  





 : t기간의 예측치,   : I기간의 실체치,  : 이동평균기간

이와 달리 가중이동평균법은 가장 가까운 과거의 일정기간 동안에 대해 시기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그 평균을 다음 기간의 예측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이석
환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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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가중이동평균법 모형
가중이동평균법

 : t기간의 예측치,   : I기간의 실체치,   : I기간에 부여된



 

 

 



 


가중치(

   )  : 이동평균기간





단순이동평균법은 과거 모든 기간의 값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동하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측치는 먼 과거 보다는 최근 과거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고려한 방법이다.
(3)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경기도 도세예측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경기도 도세를 예측할 때 직전 3년평균, 4년평균, 5년평
균, 자료를 이용하여 세수예측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예측방법에 대한 예측정확도
측정하기 위해 오차제곱평균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RMSE)과 절대백
분비오차평균(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을 이용하였다. 평가결
과는 3년 이동평균법이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3-10〕에 있는 예측치는 3년 이동평균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그림 3-10]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세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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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앞서 사용했던 진도비 방법과 탄성치 방법과
다른 세수예측 흐름을 보여주었다. 진도비와 탄성치방법이 도세 합계에서 계속 증가
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동평균법은 2022년에 2021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도에 비해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인
2021년 징수액 때문으로 보인다. 직전연도들의 평균값으로 예측하는 이동평균법에
따른 조정된 결과이다. 이러한 흐름은 취득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지수평활
(1) 개념
지수평활법은 미래 예측 계열의 예측값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시계열 관측값들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시계열에 포함된 확률오차들을 평준화 시키는 방법이다(이석
환 외, 2016: 75). 지수평활은 일종의 가중평균법에 해당하지만 가중치 부여방식이
상이한 형태이다. 즉 지수평활은 인과분석모형처럼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추정오차량을 조정하여    의 값을 추정하게 된다. 특히 가중치는 과거
자료일수록 지수함수에 근거해 감소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지수평활법 중 단순지수평활법, 이중지수평활법은 계절적 요인이 크지 않고,
추세적 경향이 낮은 경우 해당 평균값에 기초해 변동의 확률적 수준을 예측하거나
선형적 추세경향을 포함하는 시계열 예측시 용이하다.
(2) 모형
〔표 3-18〕에 제시된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은 시계열 과거값에
대해 지수 가중치(exponential weight)를 적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6:
70-72). 단순지수평활법은 추세나 계절패턴이 없는 상수인 평균의 위와 아래로(임
응순, 2017)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시계열에 적용하기 적절하다.
[표 3-18] 지수평활법
기본모형:
단순지수평활법

:


   

     
  

평활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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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표 3-19〕에 제시된 지수평활법 중 이중지수평활은 국지적 추세(local
trend)를 포함한 시계열 시리즈에 주로 사용되며, 구체적인 평활방법은 하나의 모수
를 이용하여 지수평활을 두 번 하는 방식이다.
[표 3-19] 이중지수평활법
기본모형:
이중지수평활법


   

     
  



  
    
  

:

평활계수,

≺≺

여기서 국지적 추세의 의미는 시간 가변적인 기울기(time-varying slope)를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중지수 평활법은 단순지수평활법을 두 번 적용하는
것으로 선형추세를 가진 시계열에 대해 적용하기 적절하다.
(3) 장･단점
이 방법은 모형의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모형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쉽다는 점에서 시계열분석 중 단계예측에 적합하다. 문제는 사회변화가 급진적인
경우 추세의 불안정성이 가미되고 이에 따라 기울기의 이상치가 도출될 수 있어
이 경우 부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Holt-Winters 방법
(1) 개념
Holt-Winters 방법 역시 지수평활법 중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추세와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한 지수평활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계절 변동
없이 선형 시간추세를 가진 시계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계절요인이 없고 선형추
세를 가진 예측치를 생성하기 위한 이중평활방법과 유사하지만, 이중평활방법은
단지 한 모수를 사용하여 간편한 반면 이 방법은 두 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석환 외, 2016). 이 방법은 선형시간추세를 포함하고 있으나 계절요인의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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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법모형(additive)과 승법모형(multiplicative)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모형
중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후적 판단이 필요하다.
(2) 모형
  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승법모형과 가법모형 하에서 를 평활화한 시계열운 
(Bowerman & O'Connell, 1979).
[표 3-20] 승법모형
모형

승법모형:


      

수식정리


            
   
           

          


이 수식은 영구적 요소인 절편항(a), 추세항(b), 승법 혹은 가법적 계절요인항(c)
로 이루어진다(이영희･조기현, 1998). 이때, 절편항, 추세항, 그리고 계절요인항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 , 는 각각     이며, s는 계절요인의 순환주
기를 의미한다.
[표 3-21] 가법모형
모형
가법모형:


       

수식정리

                
           
           

(3) 장･단점
이 방법은 지수평활의 변형이기 때문에 지수평활의 장단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모형의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모형 설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쉽다는 점에
서 시계열분석 중 단계예측에 적합하다. 사회변화가 급진적인 경우 추세의 불안정성
이 가미되고 이에 따라 기울기의 이상치가 도출될 수 있어 이 경우 부정확한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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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4) Holt-Winters 기법을 이용한 경기도 도세예측
앞에서 언급한 Holt-Winters 기법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도세의 합계 및 세목별
3년치를 예측하여보았다.
[그림 3-11] Holt-Winters 기법을 이용한 도세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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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을 살펴보면 도세 합계를 비롯한 세목별 예측은 지금보다는 계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확한 예측치를 위해서 〔그림 3-12〕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측값을 나타냈다.
[그림 3-12] 2022-2024년 경기도 도세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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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경우 Holt-winters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음의 값이 나와서 분석결과에
서 제외하였다.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 레저세의 급격한 감소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4) ARIMA
(1) 개념
Box-Jenkins(1970)가 정립하여 일반화시킨 ARIMA는 관측된 시계열 자
료를 하나의 모집단에서 생성된 표본으로 보고, 모형식별, 모수추정, 적합성
진단의 단계를 통해 시계열의 성질을 만족하는 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이다(이
석환, 2018: 40)5). ARIMA는 차 자기상관 와 차 이동평균  모형
을 결합한    과정을 차 차분에 의해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한 것이다.
즉,    를 의미한다.
ARIMA 모형은 단일시계열의 동태적 확률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안정적 시계열을
갖는 차수 (p, d, q)를 찾아내는 모형식별 단계를 거쳐 추정과 예측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이영희･조기현, 1998). ARIMA 모형의 기본가정은 오차항 ( )들의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으로 동일하며 무상관인 백색잡음이라는 것이다. 즉 오차항들이
백색잡음의 성질을 만족할 때야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된다. 이는 오차항의 백색잡음
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증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보통 자기상관
함수(ACF)의 결과와 편자기상관함수(PACF)의 결과를 통해 적합성을 판별한다. 이
식별단계를 통해 모형추정 및 예측과정을 진행한다.
(2) 모형
〔표 3-22〕처럼    를 후방연산자(Backward-shift operator) 
를 이용하여 표기하게 된다. 좌변은 자기회귀모형, 우변은 이동평균모형을 나타내
며,  는 차 자기회귀계수, 는 차 이동평균모형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는

5) 모형식별은 관측된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모형을 선정한 후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다(이
석환, 2018). 그리고 모수추정은 적률법이나 최우추정법 등을 적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또한, 모형이 원래의 시계
열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에 대한 적합성 진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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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차수,  는 상수항,  는 백색잡음과정을 의미한다.
[표 3-22] ARIMA 모형
기본모형 및 변환과정

       
         ……            ……  

(3) 장･단점
ARIMA 모형은 모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범용성이 높고, 지방세수의
변동이 작은 경우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과거의 세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다양한 시계열모형을 적용하여 예측은 물론 내생변수 간 상호관계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응순, 2017). 다만, 추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예측력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충분
한 역사적 자료를 필요로 한다(이상훈 외, 2012).

5) VAR
(1) 개념
VAR모형은 Sims(1980)가 개발한 것으로 구조모형과는 달리 선험적 경제이론을
배제한 상태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 및 시차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성된 시계열모형
이다(이서영, 2013: 138). Sims의 VAR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분석이 결합된
형태로 전통적인 자기회귀이동 평균모형을 다변량모형으로 확장시킨 모형이다(이
석환 외, 2016: 11). 따라서 모형 내 모든 변수의 현재의 관측값을 종속변수로,
모든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간주하는 구조방정식으로 구성된다(박수민 외, 2017:
152).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여 내생변수의 반응을 분석하기
에 장･단기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는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주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상호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변수들을 모형 내에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임종관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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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은 일반적인 경우 MA모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Box &
Jenkins, 1976). 즉 변수 벡터  가 다음 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계수 ( ⋯

 )가 가역성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림 3-13〕에 제시된대로  는  에 의한
벡터이동평균모형(Vector Moving Average)로 표현이 가능하다(박수민 외,
2017: 153).
[그림 3-13] 벡터이동평균모형

이를 후행연산자를 통해 변환하면        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계수는 시간 s의 함수로,  의 충격에 대한 의 효과로 이것을 충격반응함
수라 한다(이선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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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충격반응함수

(3) 장･단점
가설과 이론에 기반한 선험적 모형을 가급적 배제하고, 일반화된 모형으로 추정
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동환, 2015;
김재경, 2013). 구체적으로, VAR은 추정이 단순하고, 대체로 더 복잡한 방정식의
결과보다 정확하고, 모형 내에 많은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예측시 비용과 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자료 조사도 비교적 수월하다고 보고된다(이석환 외, 2016:
11-12).
반면, 변수의 선정 결과에 따라 추정치 및 분석 결과가 민감하게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전승훈 외, 2009). 또한, 연립방정식모형
에 비해 VAR모형은 사전적인 정보를 덜 안고 있기 때문에 비이론적이라는 시각도
있다(이석환 외, 2016: 12). 예측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진단이나 평가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6. 기타 세수예측모형
1) 차분모형
(1) 개념 및 모형
차분모형은 기본적으로 탄력성모형과 비슷한 구조이나 세수함수식이 차분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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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equation)이라는 차이가 있다(이영희･조기현, 1998). 차분방정식은
조세수입과 설명변수 간 관계를 〔표3-24〕와 같이 표시한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PDL모형의 확장형이다.
[표 3-23] PDL 모형
모형

수식정리

PDL

ln        ln      ln      ⋯    ln      

〔표 3-23〕에 제시된 PDL 모형은  는 n차 다항식을 만족하는 모형의 상수이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대표적인 대상인 신규아파트의 경우는 당첨시점과 입주기
간 사이에 2년의 시차가 소요될 수 있다. 현재의 상태와 다르게 2년전 아파트 수요
결정인자가 현 시점의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24] 차분모형
모형

수식정리

차분모형

∆    ∆  ∆   … ∆    

차분모형과 탄력성모형의 일반형인 다항분포시차모형(PDL: Polynomial
distributed lags)모형의 차이는 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오차항들

과 
 라 하면 탄력성모형은 
 *
 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차분모형은
의 열벡터량을 

 *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미터를 추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오차항 사이
에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중의 예측오차가 발생하는 차분모
형의 예측력이 열등할 가능성이 높다. 즉, 차분모형은    기의 세수입액과  기의
세수증가율을 곱하여  기의 세수추정치를 계산하기에 t-1기의 추정오차를 이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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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모형
국가단위의 거시적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모형을 소득세
수 추계모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1)
여기서 세수는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Y, 세율수준을 나타내는 m 등으로 표시
된다. 만약 세율이 비례세구조이면 식(2)와 같이 표현된다.

  ×

식(2)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소득이 모두 포착되어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식으로 모형을 설정할 수 없다(이재옥･기석도, 2000). 더구나, 소득세율구조가 누
진적인 것이 보통이므로 세율구조나 세율수준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기석도,
2003). 따라서 기존의 회귀모형은 세수입과 국민소득만을 함수로 하여 양변에 로그
형태를 취하여 소득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노기성, 1990).

log    log 식(3)
여기서 세율수준과 세율구조는 기준연도와 같다고 보아서 세수입의 통계자료는
조정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재옥･기석도, 2000). 이와 같이 세수입통계의
조정이 세수추계의 가장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기석도, 2003). 이것은 국민소득이 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자동적 효과라 하고, 세수입에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효과를 재량적(노기성, 1990)
효과라 하여 세수통계의 원자료에 조정을 가하는 작업인 것이다. 재량적 효과를
원자료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①불변세율구조방법, ②비례조정법, ③더미변수방법,
④Divisia 지수화방법 등 네 가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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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변세율구조방법은 세수추계실무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기준연도의
세율구조가 불변인 것으로 하여 전후 세수를 조정하는 것이다(이재옥･기석도,
2000). 예를 들어, 2020년의 세율이 2021년에 인상되었다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1년의 실제세수에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감하여 조정세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제개편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시계열이 길 경우 통계자료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가진다(기석도, 2003). 이에 자료조정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고, 또한
측정의 일관성 결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Choudhry는 기준연도의 실효세율을 각 소득계급별로 구해 전후 연도의 계급별
소득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정된 세수통계를 구하고 있다(Choudhry, 1975). 따라
서 이 방법도 기준연도의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분포와 계급 내(이재옥･기석도,
2000) 소득분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측정오차가 있는 단점을 가진다.
많은 연구들이 활용해왔던 비례조정법은 Prest에 의해 시도되었다. 이 방법은
재량적 변동분을 비율로 나타내어, 원계열에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다. 앞의 예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해 진다. 2021년 세율이 인상되었

, 
라고
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년 이후 조정된 자료를 
한다면 식(4)와 같이 조정된다.


   

식(4)

  

  × 


여기서 D는 재량적 변동효과를 나타낸다. 재량적 변동의 비율을 차감하여 2021
년 이후에도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불변세율구조방법에
서와 유사하게 세율구조변동으로 인한 재량적 세수변동을 고려한 실제조정계열
(True adjusted series)과 조정된 계열(adjusted series)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옥･기석도, 2000).
더미변수방법은 자료의 조정이 아니라 회귀분석기법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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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21년 세율인상이 있었다면 2021년 이후를 1로 하고, 이전을 0으로 하는
새로운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는 방법이다(기석도, 2003). 이 방법은 세율구조
의 변동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면 그만큼 더미변수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노기성,
1990). 이 경우 더미변수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자유도(D.F: degrees of freedom)
가 감소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Divisia 지수화방법은 Choudhry(1975)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회귀모형의 변형
을 시도한 것이다. 논의는 재량적 세수변동의 현상을 기술변화와 생산의 관계에
비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즉 생산함수는       로 표시되는 것처럼
노동(L)과 자본(K)의 함수인데, 이들 이외에 생산기술 등과 같은 요인이 A에 함축되
어 있다. A의 변동이 생산에 미치는 것과 같이 세수함수에서 국민소득 이외의 요인
이 식(5)의 에 함축되어 있고, 이를 지수화한 것이 바로  시점의 Divisia지수이다
(기석도, 2003).

       

식(5)

여기서     는 각각 세수, 세목별 과세기준, 기간을 나타낸다. 세수함수를  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한 다음 다시 적분하여 로그를 취하면 식(6)과 같이 표현된다.

  
log    log  
  
 × 
  


  

 log 
  


식(6)

식(6)을 경험적으로 적합한 형태라고 판단되는 불변탄력성모형으로 나타내
면 식(7)과 같이 표현된다.

  

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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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Divisia지수를 포함시키면 식(8)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식(8)
이때  를 세수의 부양성(buoyancy)이라 하고,  을 세수의 탄력성이라 한다.
Divisia지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3단계 방법이 이용되는데, 먼저  와 국민소득에 로그형태로 회귀분석하여

 를 구한 뒤 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에
추정치 
대하여 정리하면 식(9)가 된다.


 loglog  식(9)
여기서   는 각각 국민소득의 초기와 말기 값이므로 log 는 계산이
가능하고, 식(10)을 이용하여 log 을 계산하면 소득탄력성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log  log     ×  
   

  



식(10)

Divisia지수는 세수의 증가지수인    추정값에 국민소득 증가로 인해 변동

    



한 세수증가분,  ×  을 차감한 것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조정방법에 의한 통계를 국민소득 또는 각 세목에 적절한 과세지표(ex: 비농림
제조업의 GNP) 등으로 회귀분석을 한 것이 기존의 회귀분석이었다(이재옥･기석도,
2000). 이렇게 볼 때 기존연구에서는 모형개발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타
요인에 의한 세수변동을(노기성 외, 1990) 자료조정으로 반영한 정도이다.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비례세의 경우나 모든 세목을 합쳐 거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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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할 때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이재옥･기석도, 2000). 그러나 세율구조가
누진적이고, 여러 가지 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소득세에는 세율과 누진구조 외에 소득
수준별 인구분포, 징세행정의 개선, 공제규모의 크기 등에 의해서도 세수가 변동하
므로 이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노기성, 1990).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세수추계는 세수규모를 경제구조 내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내생변수로 본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모형은 전체 경제구조 하에서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을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경제현
상을 설명한다(성명재･현진권, 1994).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세수추계방법은 세
수규모를 경제의 종합적인 현상과 연관하여 추계한다(이재옥･기석도, 2000). 따라
서 세수추계치에 대한 경제적 논리가 확실하다는 것이 거시경제모형의 장점이다(기
석도, 2003). 그러나 모형이 전체 경제구조를 반영하므로 모형의 개발과 적용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거시경제모형은 구체적인
세부지표로 구성하여 구성하는 방식인 거시계량모형의 이전단계 추정방식으로 이
해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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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수추계 선행연구
지방세수 추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세수추계를 진행한 연구들과 세수추계 방법에 대한 이론적 평가와 제안을 한 연구들
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연구들은 다시 해외 선행연구들과 국내 선행연구들로 구별할
수 있다.

1. 외국 선행연구
외국에서 지방세 예측 및 추계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실제 특정지역의
세수추계와 예측을 실시한 연구와 세수추계 예측 시스템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세수 추계를 예측한 연구들은 기존 세수예측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세수예측방법들을 평가하였다.

1) 세수예측 및 추계 연구
본 연구에서 분석 및 검토한 해외연구는 기존의 국내연구들을(김재정･전영준･김
계원, 2004; 이현선･박태규, 2007; 송상훈 외, 2016; 이석환 외, 2016) 기반으로
분석 및 재정리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세를 분석하는 국가모형과 차별화된 지역별 세수추계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방세 세수를 예측한 연구는 기본단위로
미국의 지방정부(municipality), 카운티(county)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광역
단위로는 주 정부에 관한 세수를 예측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지방세 세수예측 및 추계를 진행한 연구들로는 Glickman(1971),
Downs & Rocke (1983), Frank(1990), Duncan et al. (1993), Cirincione
et al.(1999) Rich et al. (2005) 연구 등이 있다.
첫 번째로 Glickman(1971)는 기존의 국세를 예측하는 국가적 경제학적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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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지방정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모델과는 차별화된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필라델피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표준도시통계지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MASA)
이라는 자료를 기반하여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특징을 고려한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Glickman(1971)이 개발한 필라델피아 지역모형은 총 26개의 방정식
을 기반으로 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이다. 변수에 따라 다양한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
였다. 모형에서의 종속변수는 지방정부의 세출 및 세입이다. 독립변수는 지역 총생
산(GRDP), 소비가격, 임금수준, 고용률, 소비가격, 인구, 노동력, 개인소득 수준
등 지역경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분석시 사용된
방법론은 제한정보 단일방정식 LISE(Limited Information Single-equation),
2단계 최소자승(the method of two stage Least squares), OLS(Ordinary
Least Squares) 등이다. 언급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2단계 최소자승 방법이 평균절
대백분률 오차를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 대표적인 연구는 Downs & Rocke(1983)이다. 기존 연구처럼 하나
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서부와 동부의 도시지역인
샌디에고와 피츠버그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일반 지방정
부의 예산 및 세입이 아닌 소방지방지출 재원과 재산세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것이 해당연구의 특징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다변량
ARMA(Multivariate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방법을 이용
하였다. 해당방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재산세외 정부 수입, 재산세, 지방정
부 세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산세를 예측할 때 사용된
변수는, 전년도와 2년전 재산세, 전년도 재산세외 수입 및 2년전 재산세외 수
입,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산가치 감소는 정부
의 서비스 축소 및 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다른 항목의 세입
증가와 수수료 인상 방법을 변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인 Frank(1990)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 구
체적으로 플로리다 주의 총 8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세의 월별, 연도별 추계치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다양한 세수추계 방법들이 사용되었
고, 해당 방법들은 후속 연구들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시계열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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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 이중지수평활법, Holt 이모수법, 이동평균법, 단순 지수평활법들을 사용
하여 6개의 지방세입을 예측하였다. Frank(1990)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은 관행적
으로 존재하던 공무원들의 세입에 대한 과소예측과 복잡한 세수추계 방법보다는
단순한 시계열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등이 있다. 특히 세입에 대한 보수적인
추계는 플로리다 주의 일반전인 관행이라고 언급하였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지방세에 지수평활방식과 이동평균 방법이 우수하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하지만 저자는 해당연구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데이터의 접근가능성, 세추추계 담당자의 전문성, 시계열 데이터
의 특징 등을 고려할 경우 단순시계열 방식이 항상 높은 예측정확성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네 번째 Duncan et al.(1993)의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점은 행정구역
의 세입추계 연구가 아닌 펜실베니아(Penssylvania) 주 엘러게니(Allegheny) 카운
티의 교육지구(School District)를 대상으로 베이지안(Bayesian)기법을 사용하였
다. 불규칙한 단기간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다중상태 칼만필터(Multi-state
Kalman Filter, MSKF)방식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교육지구가 가지는 경제상황
에 대한 민감성을 잘 반영하여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Cirincione et al. (1999)는 코네티컷(Connecticut)주의 6개 기초지방자치
정부(municipality)의 세수추계에 이용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Frank(1990)가 연구에서 주장한 바대로 계량적으로 복잡한 기법보다
단순한 세수예측 방법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Cirincione et al. 1999). 또한 이러한 단순한 세수예측 방법의 경우 세정업무
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에게 예측기법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은 지방정부의 일반세외수입(Non-tax
General Fund Revenues)이며 시계열 방식인 이동평균법, ARIMA, 지수평활
법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2개월별로 수집된 데이터가 결과의 정확
도가 가장 높으며, 단순한 지수평활법의 예측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따
라서 Cirincione et al. (1999)는 복잡한 세수예측기법보다는 단순한 기법을
예측 실무담당자가 배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ich et al. (2005)는 뉴욕 주와 뉴욕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3,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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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의 지역경제활동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석방법은 단변량자기회귀모
형(Univariate Autoregressive Model)과 다변량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판매
세(Sale tax)와 원천징수세의 세원(tax-base)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입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경기동행지표(coincident economic indicators)
와 시차종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예측의 정확성은 오차제곱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
였으며 종합적인 경기동행지표를 지수화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고 설명하였다.
[표 3-25] 외국 세수추계 연구
저자(연도)

분석지역

분석기법

예측변수

Glickman(1971)

필라델피아

LISE, 2SLS, OLS

일반세출, 세입

Down &
Rocke(1983)

피츠버그
샌디에고

다변량 ARMA

재산세 및 재산세외수
입

Frank(1990)

플로리다
기초자치단체

이동평균, 지수평활,
ARIMA

지방세

Duncan et al.
(1993)

펜실베니아
교육지구

MSKF

소득세

Cirincione et al.
(1999)

코네티컷
지방정부

이동평균, 지수평활,
ARIMA

일반세외수입

Rich et al.(2005)

뉴욕시와
뉴욕주

자기회귀

원천징수세 세원 및
판매세

자료 : 이석환(2018) 지방세 세수예측방법의 비교･평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료 재정리.

2) 외국세수예측방법 연구
세측예측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방세를 직접적으로 예측 및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예측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예측방법 자체에 대한 검토･분
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수예측연구 및 업무를 보완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Gardner(1985)연구이다. 해당연구에서는 지수평활법을 집중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우선 지수평활법은 최신 데이터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지수적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고,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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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현재 실무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
는 방법의 용이성, 단순성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적은 노력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고 있어 실무자들의 선호가 높은 방법이다. 지수평활법의 기본적인 가정은 추세가
선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기간을 예측 할 경우에는 유용하지만
시계가 길어지면 과대하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단점을 가진다. Gardner는
연구에서 Holt-Winters 지수평활 기법이 일반 지수평활법 및 Brown 지수평활법
보다는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MacManus & Grothe(1989)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세입예측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관행적이며 의도적인 과소 세수
예측은 지방정부의 공공성과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결국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MacManus 과 Grothe는 인구가 십 만명 이상의 카운티 수준의 지방정부를 분석단
위로 설정하였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어떻게 세입예측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았다. 각각의 카운티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 인력, 기법, 내용, 예측정
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관련한 정보는 우편서베이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MacManus & Grothe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카운티 지방정
부가 어떻게 세수예측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정부는 1) 예산편성이전에 세입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2) 정기적
으로 예측치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3) 방법론적으로 복잡한 세수예측
모형이 필요하며 4) 외부 전문가의 의해 개발된 모델 사용도 필요하며 5) 전산화
작업을 통한 세입예측작업이 필요하며 6) 예측의 정확도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
며 7) 민간부문으로부터 세입예측 기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세입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구조보다는 감소하는 경우 세입예측의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hkurti(1990)는 세수예측 및 추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
수예측은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일을 미래에 못하게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은 세수확충과 불필요한 예산삭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연구는 미국
오하이오 주의 지방세 세입을 예측하였는데 각각 세목별로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하
였다. 세목에 따라 시계열분석, 시뮬레이션 모델,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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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urti는 회귀분석의 우수성을 주장하였으나 이 방법은 실무자가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정밀한 세입추계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에 Reddick(2004)는 지방정부가 세입예측을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Reddick(2004)은 연구분석을 위해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ICMA의 서베이 테이
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 대부분이 전문가의 자문에 기반해 세수추계를
하고 있으며, 계량경제학적 모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량경제
학적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세수추계 담당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복잡한 예측기법을 이용하
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외국의 세수추계방법을 연구한 선행연구
저자

핵심내용

Gardner(1985)

지수평활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사용메뉴얼 제공

MacManus et
al.(1989)

15개 카운티를 분석대상을 하여 재정적 압박과 세입예측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세측정확도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함

Shkurti(1990)

회귀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정확한 세입예측을 위한 체크리
스트를 제시함

Reddick(2004)

ICMA 서베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세수추계 방식 및 경향
을 분석

2. 국내 세수추계 및 예측 관련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세수예측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세수추계 방법과 적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방법과 같이 국내 세수추계
관련 연구들도 세수예측 연구와 세수예측 방법 연구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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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세수 예측 및 추계 연구
첫 번째 연구는 서울시의 세입을 예측한 김현아(2001)이다. 연구에서 왜 서울시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오차의 원인을 우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수예측 시 실무자의 직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경제변
화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VAR)와 ARIM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
정부의 정책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세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
적인 예측기법인 ARIMA와 VAR를 기반으로 한 세수 예측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입과 관련한 변수로는 GRDP, 지가 상승률, 경제성장, 국민 총소
득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해서는 거시계량모형을 활용
하고 서울시도 자체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성명재･박노욱(2003)은 세수함수의 추정을 통해 지방세 각 세목별 세수를 예측
하였다. 그리고 세목에 따라서는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세수를 추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당시 지방세 17개 세목 중 11개 세목(사업소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레저세, 종합토지세, 과년도수입)에 대해
세수함수를 추정을 통한 세수예측을 하였다.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수요함수에
기반하여 세추예측을 실시하였다. 지방세 총계에서는 GDP를 사용하였고, 세목별
세수추계시 GDP이외에 자동차등록대수, 회사채이자율, 유류가격, 지가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세수함수 또는 회귀방정식에는 OLS, Cochrane-Orcutt: CO,
공적분에 기반한 Cannonical cointeegrating regression: CCR) 등을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세수구조가 갖는 변동성을 보여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명재･박노욱(2003)은 세수예측
의 정확도를 위해서는 세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택가격, 지가, 재산세 과세
방식등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세수예측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
세 번째 연구로는 중기 지방세 수입 전망을 위해 총 11개 세목별 예측을 한
이상훈･김진하･이지연(2012)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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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방세 수입을 예측하였다. 지방세 총계 세수함수에서는 주택가격지수, 지가
지수, GDP 등이 사용되었고, 지방세 세목별로 환률, 임금, 취업자 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사용한 방법론은 OLS를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와
가장 차별화되는 방법은 총 다섯단계를 통해 세수함수를 설정하였고, 이 과정은
후속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세목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세수함수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세목별 가지는 경제적 성격을 파악하여 별도의 세수함수를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의 기관의 거시변수 전망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하였고, 직접 획득하기 힘든 변수 경우 자체적
전망을 통해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로
추정할 때는 단순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였고,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있는 경우 Cocorane-Orcutt 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수요함수를 이용한 세목에서는 예측된 재화의 소비량에 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지방
정부 세입을 예측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세 총계의 전망치와 각각 세목별
전망치 차이가 대략 1% 내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방세 전망치에 대한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지방세 총계에 대한 예측도 선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연구한 경기도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연구가 있다(송상훈 외, 2016). 해당 연구를 통해 경기도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세출과 세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재정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장기예측이 가능한 경기도의 예측모델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세목별 세수추계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세수추계방식, 개별분석에 따른 분석, 탄성치방식, 행정안전부 세수추계방식,
시계열방식을 사용하여 경기도의 세수를 예측하였다. 각각의 분석을 실시한
후 경기도 추계모델을 통해 각각의 세목별 세추예측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모
형은 지방세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선택하여 인과관계에 의한 예측을
하였고, 세목별 각각의 세수함수를 만들어서 각각 독립변수들의 계수 값을 추
정하는 과정을 거친 점이 다른 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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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국내세수추계 연구
저자

예측변수

주요독립변수

분석방법

김현아(2001)

서울시 세입

건축허가면적, 토지거래건수, 국민총소
득, GDP, 가계소비지출

ARIMA,
VAR

성명제･박노욱
(2003)

지방세 13개 세목

GDP, 원천징수세율, 회사채이자율, 자
동차등록대수, 법인세율, 경유가격

OLS, CO,
CCR

이상훈외
(2012)

12개 세목

GDP, 주택가격지수, 회사채금리, 환
율, 소득세, 담배 CPI

OLS, CO

송상훈외
(2016)

11개 세목

주택가격지수, 지가지수, 자동차 등록
대수, GDP

탄성치, 진도
비, 시계열

2) 국내 세수 예측 방법 연구
지방세의 세수예측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세수추계 방법을 비교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세수예측방법연
구는 이영희･조기현(1998)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영희･조기현(1998)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세수예측방법을 첫 번째 실시한 연구
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연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예측방법 및 세수함
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세수함수 단순화를 통하여 실무 담당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고자 하였다.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취득세 등에 관한 세수
함수를 추정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세수추계를 진행하였다. 세수함
수에서는 세율체계변화, 과세대상, 민간소비지출, 자동차등록대수, 건축허가면적,
담배판매량, GNP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추계 모형은 월별
모형, 분기모형, 연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지수평활법, ARIMA, 회귀분
석 방법을 사용하여 세입을 예측하였다. 세수함수 추정에서 연간모형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획득하였으나, 다른 월별 및 분기 모형은 다소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장기간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
부족, 세목이 갖는 특징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수추계에 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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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역별 및 세목별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기회 확대 및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영･전영준･김계원(2004)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진도비 방식
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2000년 초반 경기도의
도세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진도비 방식을 통한 세수오차의 폭이 커지자 이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GDP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총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은 기존에 사용한 진도비방식
에 비해 세수오차가 작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오차에
대한 부분 중 대부분은 등록세와 취득세에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경기도의 특정
시와 군에서 오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과 함께 탄성치 방식을 적용하
여 분석을 하였지만 세수오차를 크게 줄이는 데는 실패하였고, 오차율이 10%내외였
다. 연구진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실무자들이 세수예측을 할 경우에는 복잡한
계량모형을 사용하기보다는 진도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소예측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세수오차에 원인이 되는 부분인 부동산 및 자동차 세수관련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조택희(2005) 연구는 기존연구들과는 다르게 서울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아닌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연구을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또한 지방세 세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중에서 비중이 크며 변동성이
큰 등록세와 취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수추계방법으로는
ARIMA, 지수평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건축허가면적, 외환
위기 변수, GRDP가 사용되었고, OLS를 활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수평활법을
사용할 때에는 많이 사용되는 Holt-Winters 이중지수평활 기법을 이용하였다. 예
측치에 대한 정확도를 검토할 때에는 RMSE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비록 방법 간의
오차가 작기는 하였지만, 회귀분석방법이 가장 작은 오차 수준을 보여주었다. 지수
평활법과 시계열 분석방법은 회귀분석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여주었
다. 충청북도 등록세의 경우 대수선모형의 정확도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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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항분포시차모형(polynomial distributed lags model)이 가장 높은 정확
도를 보여주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세수오차에 대한 원인으로는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시의적절한 데이터의 부족과 세정실무 담당자의 세수예측기법에 대한 전문성
을 지적하였다.
이현선･박태규(2006)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지방세 세수예측에 대한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당시 행정자치부의 세수
추계모형을 평가하였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9개의 도,
7개의 광역자치단체, 77개의 시, 87개의 군을 대상으로 이차함수모형, 지수함수모
형, S-curve모형, 선형모형등을 활용하여 2003년도의 예측결과를 비교평가하였
다. 지방교부세제해설에 따르면 MAPE 값에 가장 적은 모형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선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추계
오차의 정도가 크며, 이러한 큰 차이는 결국 지방교부세 배분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찾아내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별모형을 설정하여 세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별로 각각의 지방세 총액에 대한 세수를 예측하는 방법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연도에 이현선･박태규(2007)는 후속연구로써 기존 지방교부세 배분에 사용
되는 추계분석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지수평활법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으
로는 13개의 지방세목으로 설정하였고, 1987년부터 2003년도 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예측방법으로는 Holt의 2모수 평활을 활용하였다.
해당 예측치를 이현선･박태규(2006) 연구와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수평활법이 행정자치부 예측모형, 이차함수모형, S-curve, 지수함수모형, 선형
모형에 비해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방안으로는 지수평활이 가진 장점인 예측방법의 객관성･과학성, 실무적용 가
능성, 예측의 정확도를 고려할 때 지수평활법이 세추예측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은정･이영한(2008)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의 세수추계방식의 비교평가를 통
해 세수추계 방법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서울시와 행정자치부
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는 세액변화 요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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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세액을 반영한 진도비 방법을 통해 세수를 예측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을 위해 지수함수모형, 이차함수모형, S-curve모형, 선형모형 등
을 세목별로 사용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진도비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기가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지며, 실무진의 개입도 세수오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반면에 행정자치부는 세액자료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개별 지역이 갖는
특징을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지방세 세목별 세입을 추정할 때 계량경제학적 이론에 바탕한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거시계량 모형을 활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석환(2018)은 지방세 세수예측방법을 비교평가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 서울시가 예측한 예측치를 비교하였
고, 사용한 방법은 이동평균, ARIMA, 지수평활을 포함하는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세수 데이터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예측정확성은 RMSE 방법과 MAPE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목
별로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시세의 경우 회귀분석과
지수평활 방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세경우는 시계열분석인 MA3와
MA5의 정확도가 높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첫째 세수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계열자료의 특징이라고 밝혀냈으며, 만약 데이터가 안정적인 흐름
을 보여주면 회귀모형과 지수평활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데이터가 변동이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단순한 시계열 분석 방법인 MA3와
MA5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계량적인 분석방법보다는 실무담당자의 직관
또는 경험에 바탕을 둔 단순한 추계방법도 세수예측에 관한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다른 개선방안으로서 세수규모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세수예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부분
은 세수예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세정업무 담당자의 경우 지방세 예측에서 많이
사용되는 진도비, 회귀분석, 지수평활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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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표 3-28] 국내세수예측방법 관련 선행연구
저자

주요 내용

이영희･조기현
(1998)

지방정부수준에서 활용이 가능 세수함수 개발에 초점을 맞춤. 월별, 분기
연간모형을 사용하고 지수평활, ARIMA, OLS을 사용하여 세수예측

김재영 외 (2004)

경기도 세수예측을 진도비방식과 탄성치 방식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함

조택희(2005)

충청북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ARIMA, 지수평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함

이현선･박태규
(2006)

행정자치부가 활용하는 세수예측 모형평가를 통해 지방교부세 배분문제
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현선･박태규
(2007)

지방교부세 배분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대안으로 지수평활법을 통해 세수
예측을 실시함

여은정･이영한
(2008)

서울시와 행정자차부에서 실시하는 세수예측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해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석환(2018)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방세추계방법 비교분석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
출함

3.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인 1970년대부터 세수예측 및 추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연방국가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다양한 지방정부 수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세수예측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다양한 예측방법을 개발하고 실증적인 적용을 통해 각각 비교･분
석을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세수예측 기법 및 평가는 우리나라 세수추계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에 관련한 세수예측은 1990년 말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지방세 세수예측 연구들에서 보인 특징들은 미국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기법
들을 우리나라 지방세 예측에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세수예측기법을 다양한
지방세목 예측에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미국의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기법을 많이 사용한 경향은 있지만, 미국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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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차별화된 부분도 있다. 우선 미국의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토지, 건물,
신축건축물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여 세수예측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지방세 세수에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부분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특징은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제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총 16개의
지방세제가 총 11개의 지방세제로 변화하였다. 도세의 경우는 기존 8개에서 6개로
변화하였고, 시･군세도 기존 8개에서 5개로 변화하면서 지방세 관련 시계열 데이터
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부족은 계속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세수예측방법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 진도비 방식
이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재영･전영준･김계원, 2004: 4; 여은
정･이영한, 2008: 114; 이현선･박태규, 2007: 66; 조택희, 2005: 18). 진도비방식
은 해당연도 세수예측의 성장률을 반영하고,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추계하는 방식
이다. 이 방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세정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진도비방식
은 실무 담당자의 비과학적인 판단개입(조택희, 2005: 21), 중앙정부 정책 또는
지역환경 변화 미반영(김재영･전영준･김계원, 2004; 23: 여은정･이영한, 2008:
114), 경제상황 유지(여은정･이영한, 2008: 115: 조택희, 2005: 20)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도비 방식을 세수예측에서 활용
하기 위해서는 진도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거나 다른 계량
적 기법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도 진도비를 비롯한 단순 추계모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다양한 예측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은 다중상태 칼만필터, ARIMA, 추세분석, 이동평균, 지수평활법이 사용
및 평가되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된 인과모형의 경우는 VAR, 다변량 자기회귀모형,
거시계량모형, 다변량 ARMA 등이 폭넓게 사용되었다. 사용된 모형 평가기준의
경우는 RMSE 또는 MAPE 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시계열 분석기법을 평가하고(이현선･박태규, 2007; Cirincione et al., 1999;
Frank, 1990; Gardner, 1985), 인과모형도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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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et al., 1993; Glickman, 1971; Rich et al., 2005). 몇몇 연구들에서는
인과모형과 시계열분석 방법을 비교한 연구들도 있다(조택희, 2005; Shkurti,
1990). 그러나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세수추계방법 자체에 대한 평가 또는 세수추
계 예측을 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행정적으로 세수추계 또는 세수예측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지방세수에 관한 예측을 실제로 실시한 연구들의 경우 세정실무에서 예측
하는 세입오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였다(조택희, 2005:18; 지방행정연수원,
2012; 160). 현재 부동산 시장과열로 인한 큰 세수오차가 이슈가 된 점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큰 폭의
세수예측 오차의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현장 실무자의 계량모형에 관한 경험
부족, 정부의 정책변화 및 경기변동, 지방자치단체의 과소예측에 대한 관행 등 세수
오차를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이석환, 2018; 37).
첫 번째 원인인 세수예측 실무자에 관한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실무자의 계량적 예측 방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부족을 지적
하고 있다(지방행정연수원, 2012; 171; MacManus, 1992: 8; Rubin, 1987: 83).
이러한 사항은 이론적 기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세수예측을 하는 행정전반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지방정부 세수오차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세제개편,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이 포함되며, 지역단위의 경기변동 지표 및 경제 관련 데이터가 전국단
위의 자료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수적
경향과 지방교부세 산정 시 유리한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이 결합하여 구조적
인 과소예측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재영･전영준･김계원, 2004:
6; 여은정･이영한, 2008: 6; 지방행정연수원, 2012: 166; Frank, 1990: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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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기도 세수추계 시스템
1. 경기도 세수추계 방식
경기도는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자치단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다음연도 세수
추계 방식을 진행하였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의 세수추계의 모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수예측방법을 사용하여 세수
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계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15〕와 같다. 경기도
는 총 4가지의 세수추계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의 세수를 예측한다. 이때 예측
하는 세목은 경기도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
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세추추계안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사용하는 예측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5]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

1) 도 개별추계
도 개별추계 방식은 도세의 세목별 당해연도 징수예상액과 거래･가격･세액 신장
률 등을 포함하는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한 후 개별판단을 통한 특수요인을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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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는 방식이다. 도 개별추계 방식의 기본구조는 〔표 3- 29〕에 제시된대로 산정
방식을 걸친 후 예측을 실시한다.
[표 3-29] 경기도 기본 산정방식
기본구조
2021징수예상액 X (1+거래신장률) X (1+ 가격상승률) ± 특수요인
자료 : 송상훈 외 (2016). 재정리.

거래세인 취득세 경우는 일정한 추세를 찾기 힘든 구조이며 당해연도 부동산
움직임과 상황에 따라 세수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취득세를 구성하는
과세물건별 예측을 한 후 각각의 특수요인을 반영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은, 토지,
일반건축물, 차량, 주택, 회원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세수예측을 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물건별로 징수액예상에 거래신장률, 세액신장율, 가격신장률 등
을 반영하여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취득세 이외의 다른 세목들은 세법개정사항
및 징수추세 분석 등을 반영하여 예측한다. 도 개별추계 방식에서 각각 세목별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세입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므로 세목 중
예측이 가장 어려운 세목으로 꼽힌다. 또한 도세에서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확한 세수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최근에 세수예측과 관련해서 이슈
가 된 이유도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취득세 부분의 오차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세수오차의 폭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5배였으며, 전년대비 9.31%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면 구조적으로
세수추계에 큰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취득세를 구성하는 과세물건에 대한 내년치 예측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택시장
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택거래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도 정부정책에 의해 주택거
래량은 줄어들었으나 토지･상가 대체재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가 늘어난
것처럼 취득세 총액 수입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주택시장이 갖는 특징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이미 많이 가격이 올라 고점이라는 판단이 많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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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가격상승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표 3-30〕을 살펴보면 경기도 입주물량
의 경우는 2019년에 비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가격상승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30] 경기도 입주물량
연도

2019

2020

2021

2022

경기도 입주물량

12만 753호

10만 4,325호

10만 257호

9만 5,465호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토지시장의 경우는 2020년에는 주택거래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 정부
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하자, 토지시장은 주택을 대신한 투자처
로써 주목을 받았고, 〔그림 3-16〕에 나타난 것처럼 2020년에 대비하여 높은 거래
량을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에도 계속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강력한 대출규제로 주택거래 대신해 토지거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토지매매 거래현황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일반건축물 및 차량과 관련한 취득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에는 주택
을 대체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비록 금리 및 유동성
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2022년에도 일반건축물 거래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100∣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 방법을 중심으로

차량 관련 취득세 경우 최근 3년간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0
년에 거래량이 8.1%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가격상승률은 감소추세이므로 차량관련
취득세의 경우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면허세 경우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누어서 세수추계를 실시한다. 세수예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3년간 세액 신장률이다. 이 최근 3년간 세액신장률을
반영하여 예측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등록면허세 세수예측
등록분 추계액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X (1+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

면허분 추계액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X (1+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

레저세의 경우 도세 세목 중 코로나 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2022년 레저세
예측의 경우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경마
장 등 영업장의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약 30%를 기록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추
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이
미친 2020년과 2021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에는 국세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21%를 적용하여 예측한다. 지방
교육세는 취득세를 포함한 7개 세목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병기부과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세목별 과세표준 비율에 의거하여 예측한다. 지역자원시설는 특정자
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누어서 예측을 실시한다. 모두 〔표 3-32〕에 제시된
대로 3년 평균 세액신장율을 적용하여 세수를 예측한다.
[표 3-32] 지역자원시설세 세수 예측
특정자원분 추계액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X (1+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

특정시설분 추계액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X (1+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

특정부동산 추계액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X (1+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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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추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세수 예측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표 및 변수는 거래신장율, 물건 비중,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세액신
장률 등이 포함된다. 총 43개의 산식으로 세목별 예측액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제동향 및 부동산 관련 정보는 최근 5년간 회귀분
석을 통해 예측을 하고 있다. 예상 징수액은 가장 최근 징수실적이 고려된 예측액을
이용한다. 세수추계 프로그램은 세목별로 변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특징이다.
〔표 3-33〕에 제시된대로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항목별 거래신장
률 및 거래비중, 가격상승률 등을 변수로 활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분과 등록
면허세는 세액신장률을 변수로 활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건축물,
공동주책, 단독주택 별로 과표적용률, 감가상각률 증감률, 기준가액 상승률 등 변수
가 포함된다. 레저세는 과세표준이 경마, 경륜, 경정 매출액 증감율을 변수로 활용한
다.

102∣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 방법을 중심으로

[표 3-33]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세목별 추계변수 및 적용기준
적용기준
세목

추계변수

사용자가
입력

시스템 자동입력

자료출처

주택거래 신장률

14년-20년 주책거래신
장률(건수)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주택가격 상승률

15년-21년 주택가격상
승률(평균가격)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토지거래 신장률

14년-20년 토지거래신
장률(건수)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토지가격 상승률

15년-21년 토지가격상
승률(평균가격)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건축물거래 신장
률

14년-20년 건축물거래
신장률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신축건축물 기준
가액상승율

16년-21년 신축건축물
기준가액상승률

지방세시스템(과세
자료)

차량거래 신장률

15년-20년 차량거래신
장률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차량가격 상승률

15년-20년 차량가격상
승률

지방세시스템(공통
변수)

면허

세액신장률

15년-20년 세액신장률

지방세시스템(과세
자료)

등록

세약신장률

15년-20년 세액신장률

지방세시스템(과세
자료)

경마

매출액증감률

15년-20년
매출액증감율

해당업체(자체수집)

경륜

매출액증감률

15년-20년
매출액증감율

해당업체(자체수집)

경정

매출액증감률

15년-20년
매출액증감율

해당업체(자체수집)

소싸움

매출액증감률

15년-20년
매출액증감율

해당업체(자체수집)

주택

토지

취득세
건축물

차량

기타

등록
면허세

레저세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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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표 계속
적용기준
세목

추계변수
시스템 자동입력

특정자원

세액신장률

특정시설

세액신장률

단독주택

신축건축물기준가액 상
승률
과표적용률증감률

지역
자원
시설세

공동주택

신축건축물기준가액상
승률
과표적용률증감률

건축물

신축건축물기준가액상
승률
감가상각률
기준가액 상승률

기타
감가상각률
지방소비세

사용자가
입력

15년-20년 세액신장
률
15년-20년 세액신장
률
16년-21년 신축건축
물기준가액상승률
16년-21년과표적용률
증감률
16년-21년 신축건축
물기준가액상승률
16년-21년과표적용률
증감률
16년-21년 신축건축
물기준가액상승률
16년-21년 감가상각
률증감률
16년-21년 기준가액
상승률
16년 –21년 감가상각
를증감률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공
통변수)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추계년도
지방소비
세안분액

추계년도 지방소비세안
분액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율

등록면허

지방교육세율

20%

레저

지방교육세율

40%

주민

지방교육세율

10%

재산

지방교육세율

20%

자동차

지방교육세율

30%

담배

지방교육세율

43.99%

직전년도 취득세 대비
지방교육세 비율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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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100% 차량비중)
취득

자료출처

15년-20
년 매출액
증감율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지방세시스템(과
세자료)

3) 경기도형 모델: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수추계 연구보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세수를 예측할 때 한국은행, KDI, 국회예산정책처에
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여 도세를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방법은 경기도형
모델로 불린다. 회귀분석의 방법이 사용되며 예측 시 사용되는 거시지표들은
GRDP, 자동차 등록대 수, 주택가격지수 등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사용
하는 방법은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전국 데이터 또는 경기도
지역 데이터로 구성된 세수함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
치세액을 일정비율로 이양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수함수를 통해 전망치를 예측
한다. 내년도 레저세는 과거 추이에 기반해 추정된 세입의 약 75% 수준으로 예측하
였다. 지방교육세는 시계열 방식 중 하나인 Holt-Winters 방식을 적용하여 예측하
고 있다.

4) 시･군 추계 집계 방식
시･군 추계방식은 앞서 설명한 경기도 개별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세수예측을
실시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거래신장율과 같은 요소를
지역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예측을 하고,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방식이다. 개별 시･군
이 예측한 사안들을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세수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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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세수예측모형의 실효성 및 시사점
1. 세수예측모형의 실효성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에 기반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지방
정부 통합재정수지6)가 〔그림 3-17〕에서처럼 10년만에 8조원대 재정적자를 기록
했다. 비록 취득세의 세입 증가로 지방세입은 약 12조원이 늘었지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집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 그 원인
이다. 또한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들을 사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재정분권 1단계
를 마무리하고 2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분야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재정분권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수예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7] 통합재정수지 비율

자료 : 머니투데이(2021).

6) 통합재정수지는 지방정부의 총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포함)에서 총지출을 차액한 금액이다. 통합재정규모로
나누어서 나온 수치가 통합재정수지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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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그림 3-18〕에 제시된 대로 최근 경기도의 도세 오차율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세수예측 및 추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정업
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수예측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도비 모형의 경우는 누구나 쉽게 모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하지만 진도비
모형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모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3-18] 최근 경기도 도세 오차 현황

둘째, 탄성치모형의 경우 다른 여타 세수예측방법에 비해서 실무적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정확한 변수가 선정되면 예측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형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큰 예측오차가 발생하
며, 변수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평가는 받는다.
셋째, 회귀분석 모형의 경우 인과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다. 따라서 세수예측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로 가정한다. 하지만 회귀분
석 모형은 변수 선택이 쉽지 않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시계열 분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방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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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이 사용되며,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변동 폭이 크거나 명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계량모형의 경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과관계에 기반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실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모형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지방세 예측에 관한 오차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의 큰 오차율은 사회의 이슈가 되었으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측방
법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은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큰 오차와 세수예측 방법들이 갖는 단점을 고려하면 과연 세수예측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수예측 각각
방법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실제로 상당히 근접하게 세수예측을 한 사례
도 많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세수예측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세수예측 시스템을 점검하여 모형 각각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시사점
2010년 2월에 세목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법안이 2011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 중 세수
예측과 관련한 부문은 2010년 총 16개의 세목이 11개의 세목으로 변환하였다는
점이다. 세목이 간소화되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2011년의 변화로 인해 지방세
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2011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세목별 10년의 데이터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진도비 방식과
탄성치 방식의 경우 데이터 축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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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표
3-35〕에 요약된 대로 각각 모형이 갖는 한계 및 장점이 이 존재한다.
[표 3-35] 세수예측 방법의 장점 및 단점
구분

진도비
모형

탄성치
모형

단점
Ÿ 모형의 과학성 및 정확성이 부족함
Ÿ 현재의 경제상황이 유지될것이라
고 가정함
Ÿ 급격한 경기변동이 있을 경우 정확
도가 떨어짐
Ÿ 실무자의 개입이 정확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정교한 설계 부재시 큰 예측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Ÿ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단순한 선형관계로 가정

회귀분석
모형

Ÿ 정확한 변수 선택이 가장 어려움
Ÿ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
으면 결과의미가 퇴색됨

시계열
분석
모형

Ÿ 명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예측력이 떨어짐
Ÿ 충분한 관측치가 필요함

거시계량
모형

Ÿ 모형의 이해가 쉽지 않음
Ÿ 거시지표와 지방세목간에 연관성
이 없을 수 있음
Ÿ 지방세의 경우 설명변수에 대한 예
측치를 쉽게 구하기 힘들어 적용이
힘듬

장점

Ÿ 큰 어려움 없이 모형을 이해할
있고 사용할 수 있음
Ÿ 다른 모형들에 비해 비교적 정
확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음
Ÿ 계량적용 방법 중에 실무 적용
가능성이 제일 큼
Ÿ 정확한 설명변수가 있으면 예측
도 높아짐
Ÿ 세수예측을 인과관계에서 추계
가 가능해짐
Ÿ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추
정이 가능함
Ÿ 지방세 수입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경우 정확도가 높음
Ÿ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해 많이
사용됨
Ÿ 다양한 시계열 분석 방법에 기
반해 내생변수간의 관계분석이
용이함
Ÿ 경제적인 인과관계에 기반한 세
수추계 가능
Ÿ 구체적인 자료에 기반해 경제모
형을 설정하기 때문에 경제예측
은 물론 현실경제에서 많이 활
용됨

자료 : 여은정･이영한(2008).

앞서 제기한 데이터 부분의 경우 세법개정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스럽게 관련 데이터가 축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각 세목과 밀접하게 연관
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축적해 정밀한 세수함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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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지만 연간 데이터가 아닌 지역별･월별 데이터
를 사용할 경우 관측치가 늘어나서 좀 더 정밀한 세수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데이터의 축적 및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각의 모형이 갖는
단점들을 고려할 때 완벽한 세수예측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세수예측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세수예측도 이미 선진화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은 30조의 시대로 접어든
다고 하고, 도에서 예측하는 도세합계는 대략적으로 16조에서 17조를 예상하고
있다. 도세예측에서 7%의 세수오차를 기록하더라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총 예산에
서 세수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이다. 물론 세수오차의 절대적인 금액의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전체 도가 운영하는 예산으로 보면 세수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경기변동을 고려하고, 현재 세수예측 시스템을 고려
할 때 세수오차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며, 단발적인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로 세수예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세수오차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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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효율적 세입운영 방안
제1절 세수예측방법 및 시스템의 문제점
정확한 세수추계와 세수예측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필수적
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세수추계 관련 선행연구 및 경기도
세수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한계를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세수추계 선행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와 외국의 세수예측 및 추계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은 50년 역사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단기간 동안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어 세수예측을 하였다는 점이다. 각각의 기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그리고 국세보다 상대적
으로 관심이 적은 지방세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을 하였다는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수추계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세수예측을 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고, 연구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미국
에서 진행되었던 선행연구들을 보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지역이 한 주의 몇 개 도시 또는 대도시 위주의 세수예측을 진행
하였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주마다 지방세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나온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연구들이 세수를 예측한 세목들이 달라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세수추계 예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세수추계 연구들도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미국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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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에 연구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세수추계 예측연구에 관한 연구들이 부족
하다. 2011년 세법개정으로 지방세 간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전의 연구들이 가지
는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적은 수의 지방세
세수추계 연구를 고려하고, 다시 2011년으로 한정할 경우 연구 수는 더욱 줄어든다.
그 다음으로 연구지역이 다양하지 않다. 물론 전국단위로 지방세를 예측한 연구
가 있지만 연구지역이 서울 또는 경기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서울 및 경기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야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진행된 제주형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기환, 2018).

2. 세수예측방법 연구의 한계
세수예측방법에 관한 연구는 세수예측 및 추계를 동시에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세수예측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연구라고 보면 된다. 1980년 미국에서부
터 시작된 연구는 세수예측방법을 실제 추계과정에 적용하면서 방법자체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적용되는 방법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수추계 연구의 한계에
지적한 부분과 비슷하다. 첫 번째로 세수추계 연구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세수
예측방법의 연구 수는 더 적다. 따라서 세측예측방법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
한 연구들을 찾기 어렵다. 두 번째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세수예측 방법을 적용
하고, 예측방법을 평가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일반화해서 적용하기가
어렵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방세의 경우 어떠한 세수예측 방법의 단점이 다른
지역에서는 장점으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결과의 내용이 이론적인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법이 가지는 이론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데 치중하여 실무부문에서의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세추추계 및
예측이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인데 이론적인 부문에 치중한 점은 앞으로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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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수예측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었다. 선
행연구들은 기존의 많이 사용되고, 외국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을 지방세에 적용
하여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수추계 및 예측과정을 둘러싼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11년에 지방세 간소화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수추계 및 예측방
법에 대한 분석이 아닌 예측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경기도의 세수추계과정을 고찰하고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 경기도 도세 세수추계 시스템의 장점 및 한계
〔그림 3-15〕에 제시된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에 대한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세수추계 절차를 설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인 근거가 경기도의 세수추계시 다양한 기법에 의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해
서 다음 연도 세수추계안 및 세입예산액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총 4가지의 추계방식, 도 개별 추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추계, 한국지방
세연구원 세수추계(경기도형 모델), 시･군 추계 집계 등을 이용한다. 경기도 추세에
사용되는 4가지 방법이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 개별 추계 방식과 시･군 추계 집계 방식은 서로 같은 방법을 쓰지만
거래신장률 적용 대상기간 등을 시･군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고 적용하여 특수요인
을 반영하므로 서로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중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가외성(redundancy)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가외성은 능률성을 절대
시 할 경우 비능률적인 요소 또는 낭비적 요소로 간주 될 수 있으나 행정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세수예측 시스템의 경우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벌성 제도 및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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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하나보다는 둘 또는 셋이 확실하고, 한번보다는 두 번 또는 세 번 하면 안전하다
는 개념이다.
가외성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인 랜도우는 “가외성의 산술적인 증가가 실패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시킨다(Landau, 1960: 347)”는 말을 하면서 행정시스템 내에
서 가외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진도비, 시계열 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세목별 지방세를
예측한다. 또한 세목별 성격을 고려해 변수를 다르게 선택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 점은 현재 세수추계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세수추계 과정이지만 시스템적으로
는 보완하여야 할 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일년에 한번에 세수예측하는 시스템
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조선일보, 2021). 물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수전망
을 늘릴 수 있지만 세수예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예산과 상시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총 자문회
의에 16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의회, 학계, 연구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은 2-3시간 내외로 자문회의가 개최되며, 4가지 세수추계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세수추계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은
1시간 내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문위원이 16명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할
때 자문회의에서 대략 위원별로 1번 또는 2번의 논의가 참여가 가능한 구조이
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면밀한 세수추계안에 대한 검토가 힘든 구조이다.
또한 대면토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소속기관, 연령 등이 노출되
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쉽지 않으며, 특정위원 또는 특정인에 의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자문회의 운영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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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효율적인 세입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세수예측능력 향상
세수예측 추계연구가 50여 년 전부터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 이유는 세수
추계를 예측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수
예측 시 관련된 변수를 찾는 것도 어렵고, 관련된 변수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당해연
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세입의 변동폭이 크다. 또한 세입의 경우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 변동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실무진들이 세수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예측 방법을 익혀야 하며 각각 방법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인식하여 세수예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확한 세수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실제 세수예측실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세수예측 전문가들은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실무자의 예측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이석
환, 2018: 54). 우리나라 지방세 예측 시 많이 사용되는 세수추계 방식은 탄성
치방식과 진도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지수평활법과 회귀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수예측 실무자들에게 세수
예측과 관련된 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석환,
2018).
지방세 관련 실무자들의 세수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교육기
관 지정이 바람직하다. 산발적으로 세수예측기법을 익히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치단체들과 근접한 연구기
관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우선 시･도 연구원들은 공무원
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을 하나의 기관 전략목표로 삼고 있고, 관련 업무가
행정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예측 전문교육기관으로 가장 합리적
인 대안이다. 그 다음으로 시정 연구원이 관련한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미 시･도 연구원이 관련 지역에 대한 세수예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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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나의 시･도 연구원이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
체 세무실무 담당공무원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정 연구원들이
시･도 연구원과 협력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세수예측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담당실무자를 장기간 관련 업무를 경험하게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세수예측기법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실무자의 직관이
나 경험도 세수예측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 개별추계 방식과 시･군 추계
집계방식의 경우 세목별 특수요인을 반영한다. 정확한 특수요인을 반영을 위해서는
관련 실무자의 세수예측에 관한 경험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순환근무를
세정업무에서는 지양하고 장기간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또한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세정업무 및 세수예측 업무를 담당할 경우
업무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세수추계 자문회의 시스템의 변화
현재 경기도는 다양한 방법 및 전문기관의 의뢰를 통해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세수예측에 활용되는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방법들에 대해 보완을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세수예측을 위해 방법론
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문회의 운영방식
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에서처럼 자문회의 운영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도세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경우 9월 중에 개최하여 당해연
도 도세 징수예상액 및 다음연도에 대한 도세 세수추계 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 참석하는 인원은 대략 15명 내외이며 세수예측과 관련한 학계, 경제계,
공무원, 부동산,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구성은 다양
성 및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운영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 첫 번째는 1시간
30분 내외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 15명 각각 자문위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시간상으로 보면 자문위원들이 한번 또는 두 번 정도의
발언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의 소속기관 및 직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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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연령, 경력 등에 의해 토론 주도자가 생길 수
있고, 발언을 자제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림 4-1] 자문회의 운영개선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책 델파이가 자문회의 운영방식 합리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책 델파이는 〔표 4-1〕에 제시된 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여러 전문가들이 관련된 이슈 및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교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 중 중요한 것은 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물을 때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취합된 의견을 다시 종합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인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면회의를 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으며, 토론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취합하고 다시 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정책분야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수추계 및 예측분야에서 정책델파이
기법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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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정책델파이의 개념
구분

정책델파이

대상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를자로 선택

개념

일반 델파이 기법을 정책분야에 적용

분석방법

대립되거나 극단적 의견을 공개하여 토론유도

익명성

선택적인 익명성(중간에 상호교차 토론 가능)

자료 : 이석환 외 (2016) 재정리.

정책델파이를 세수추계 자문회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자문회의가 필
요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델파이기법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계속적
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또한 상시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계속적으로 수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수예측의 실패의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세수예측의 부정확성은 정부의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만약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면 규모나 시기면에서 재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부 지출안을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처럼 초과세수가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도 정확하지 못하면 경제상황에 따른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이 어렵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세수추계의 실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승인한 본 예산을 무력화 할 뿐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세수예측과 추계자체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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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인센티브(Incentive)와 넛지(Nudge)의 활용 필요
세수예측 및 추계에 대한 예측의 오류는 세입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전조직에 예측시스템 오류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지 알 수가 있다. 2021년 통계청은 올해 양파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서 35% 증가한 약 160만톤이라고 발표했고, 전국의 양파생산농가는 발칵 뒤집
어졌다. 그 이유는 160만톤이라는 양은 시장에 공급과잉을 가져와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는 136만톤을
2021년의 양파 생산량으로 예측하였다. 양파와 같은 농산물의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추출을 통해 생산양을 예측한다. 따라서 100% 정확할
수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양파가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과잉공급을 예상한 통계청의 예측이 틀렸고, 예년보다 양파는
15% 이상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처럼 〔그림 4-2〕에서 제시된대로 정부의
예측은 계속 틀려왔다.
[그림 4-2] 정부의 예측실패 사례

자료 : 통계청･농촌경제연구원.

세수예측 부분도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예측 부문이 갖는 독특한 동기구조가 있다. 세수추계를 실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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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세입이 많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부족한것보다는, 적게 전망을 했다가
많이 징수되는 쪽이 낫다는 판단을 보통 하게 된다. 따라서 세수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구조적인 세수오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역량강화라는 연구발표 대회를 통해 최근 시흥시와 수원시
등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과 경기도의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실시’
부분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시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세수예
측분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수예측을 정확히 해야할 동기구조
가 없는 상황에서 세수예측 정확성을 독려하는 방안은 세수공무원 담당자에게 적절
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시상금이라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근무평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는
넛지(nudge)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넛지는 ‘주의를 환기시키다’ 또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고 해석되는 단어이
다. 노벨상을 수상한 캐스 선스타인과 리처트 탈러는 넛지라는 단어를 ‘사람의 선택
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도록 맥락이나 정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인 인센티브나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를 하지 않고 정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정크푸드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과일을
소비자에게 눈에 띄는 위치에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넛지라는 아이디어를
착용해 세무공무원 담당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선택 설계자
(choice architect)가 되어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유도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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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사회복지비 증가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압박하는 요인들이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급격하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고 그 중에서도 심각한 상태
로 분류되었다.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중에 하나가 인구규모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관광, 항공,
공연, 음식업 등은 산업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사회취약
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정도가 컸다.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 목표는 사회취약계층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
인 희망복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많이
집행되고 있는 지원금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19라는 재난으로 인해 기존 정부 재정
부담에 더하여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출범위 및 재정압박이 급격하게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위기극복을 위해서 정부는 주어진 한정된 재원을 어느 때보다 효율･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당위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정부지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다. 그
이유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와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정부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 및
지방의회에서 크게 이슈가 된 사회문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세수예측
의 오차율이다. 현재 중앙 및 경기도의 세수오차는 10%를 훨씬 넘어섰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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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허용가능한 수준인 5%를 훨씬 넘어선 수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확한
세수예측을 통한 세입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을까? 라는 연구질문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재정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관리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압박이 가중될 때 지방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소극적 대응이다. 그리고 다른 방안은 적극적 대응이다. 소극적
대응은 지방정부가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 대응은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은 새로운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어느 선택을 하든 세수예측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할
경우 세입운영에 대한 예측 정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적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혁신적인 재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세입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들은 계속적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실시하였고 현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아젠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재정분권 정책이 1단계를 끝마치고 2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재정분권 1단계
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곧 추진될 예정인 재정분권 2단계의 경우는 지방소비세율의 계속적인
인상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마련이 계획되어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분권 정책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기한 재정상황 여건
이 악화되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확
한 세수예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세수구조 및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의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기도
세입결산에서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커지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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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기초적인 작업인 세입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세수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수추계 및 세수예측방법
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기존 연구들은 특정지역에 기반한 세수추계 및 세수예측방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동시에
세수예측과정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행정시스템적으로 세입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세수예측 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
받는 세수예측기법들을 통해 2022년 및 2024년까지의 경기도 도세를 예측하였다.
세수예측기법에 따라 예측치는 차이를 보였다. 〔그림 5-1〕에 나온대로 도세 합계의
경우 적게는 약 14조 3천억에서부터 많게는 17조 3천억으로 예측되었다.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약 8조 9천 2백억원에서 많게는
11조원으로 예측되었다. 여타 다른 세목들은 기법별 큰 차이가 없었다. 지수평활법
(Holt-Winters)에 따르면 2023년에는 도세합계가 약 18조에 이르고 2024년에는
도세합계가 19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았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2022년의 도세합계
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림 5-1] 2022년 경기도 세수예측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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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위해 세수예측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세수예측능력 부족이다. 실제로 세수예측을 하는 실무진의 세수예측 능력 향상의
필요성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관련 전문교육
기관지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재 다양한 기법을 통해 다음 연도 경기도의 세수
예측을 하고 있으나 세수추계 자문회의 시스템 변화는 필요하다. 특정인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델파이 기법의 적용이 시급하
다. 세 번째는 의회 역할 강화 필요성이다. 세수예측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
적으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무진들의 보수적인 세수예측을 바꿀 수 있는 동기구
조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세수 예측 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세수예측 시스템을 전반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기여점이 있으나 연구범위를 경기도에 한정함으로써 연
구결과가 국내 전체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수예
측에 대한 계속적인 후속연구들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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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정부문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코로나 19와 인구의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주민들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 보다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서 지출해야
할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일시적으로 세입이 예측보다 초과세수 되었지만 향후 전문가들의
지방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은 밝지 않다. 또한 재정분권 2단계가 실시되는 현시점은
지방정부에 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제기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확한 세수예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운영
효율화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적어도 다가오는 1년에 들어올
세입규모를 예측 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어떠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세수예측 및 세수추계 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장･단점을 지닌 세수예측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인 전문기
관에 의뢰해 계량모형을 바탕으로 세수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 예측 방법론적으
로 매우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세수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 및 지방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세수예측 오차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오차율이 약 15%를 기록하였다. 〔표 5-2〕를 살펴보면 15%
라는 수치는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 세수오차
의 이유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며 직전연도에 사실상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5%라는 세수오차도 부동산시장
과열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코로나 19도 있었
고 계속되는 정부규제를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수예측기법이 아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세수예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책적 제언으로 경기도의 세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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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다.
[표 5-1] 연도별 세수오차율 및 오차 이유
연도

오차율

세수 오차 이유
Ÿ 코로나 19의 영향과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급증함
Ÿ 부가가치세 증가로 초과징수가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으로 감소
한 주택거래량이 회복됨
Ÿ 다음연도의 정부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취득세 증가
Ÿ 대출규제와 금리상승예상으로 부동산 실수요자 증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

2020

15%

2019

5.1%

2018

6.6%

2017

7.7%

2016

10.5%

Ÿ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의 부동안 유입

2015

9.2%

Ÿ 전세난과 저금리로 인해 주택거래량 큰폭 증가

2014

5.5%

Ÿ 세금감면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2013

0.8%

Ÿ 세율인하 및 부동산경기침체로 취득세입 감소

2012

-3.1%

Ÿ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첫 번째 정책적 제언은 경기도는 세수예측 능력향상을 위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대로 완벽한 세수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진들의 세수예측능력을 향상시키면 세수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세수예측능력에 대한 부분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고 우리나라 세수예측 관련 연구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선 경기도 도세 및 시･군･구 예측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수예측기법 자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세정업무 담당자는 순환
근무를 통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해당 분야
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세수예측업무라는 것이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세수예측에서 실무진이 개입하는 특수요인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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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수추계 자문회의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다양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운영상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다. 우선 1년에 1회 한번
이벤트성 성격을 지닌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중 변화하는 경제적 상황과 월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계속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략 자문위원회 위원이 15명 내외로 구성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간의
토론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의 진행이 어렵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의견만을 교환한다면 익명성으로
보장한 상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모든 회의가 대면회의로 진행
될 경우 자칫 몇몇 사람들에 의해 토론이 주도될 수가 있고, 본인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만약 연중 운영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가 진행된다면
정책델파이 기법을 통해 지금의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
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세수예측과정에서 경기도 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세수오
차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보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표면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가 최종
승인한 본 예산이 무력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본 예산처럼
엄격한 심사가 어렵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세수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본 예산 심사에 못지않은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도의회 자체 세수추계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
책처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국세를 예측한 후 중앙정부에 제출한 세수예측과 비교하
여 적절성을 평가한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의 지방세수 모형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6년에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도 자체적으로 세수예측 능력
확보를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세수예측을 바꿀 수 있는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131

선행연구에서 세수예측 정확성을 언급하면서 보수적인 세수추계의 문제를 지
적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할
뿐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였다. 실무진들이 세입을
과소예측하는 이유는 대단히 합리적인 동기에 기반한다.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실무진들은 과소예측 시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 과대 예측
을 할 경우 나타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비교한다. 현실에서 두 가지 상황을
고려 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과소예측을 선택하게 되고, 세수예측
담당자는 혹시 모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본래 예측치보다 낮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동
기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들이 세수예측을 정확히 할 명
확한 동기는 없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독려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과대예측을 하더라도 문책이 없는 구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 설계자가 되어 실무진들이 원하는 방향으
로 행동과 선택을 하도록 맥락과 상황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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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s negatively affected the
whole of society. The spread of COVID-19 has affected the management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public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has been adversely impacted by the damag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o the global economy. Therefore, research
is warranted to address this issue. To date, several research institutions
have conducted studies and suggested counterproposals to the
rationalization of local finances. Thus,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how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revenue. A review was performed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on accurate revenue forecasting. In addition, the revenue
forecasting system us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Gyeonggi-do was
assessed with a view to identifying method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Research that has primarily focused on revenue
forecasting systems was identified as having the most potential for
providing Gyeonggi-do with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 limitations
to its financial management. Areas that could be improved include
enhancing the skills required when making revenue predictions, making
system changes at advisory meeting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within the revenue forecasting system, and these measures
could be used to guide the government when it undertakes to reform
the revenue fore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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