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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재정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대
학회장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전영준입니다. 올해로 우리 학
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재정학 발전
에 기여하신 연구자와 선생님들, 한국의 재정과 국가경제 안
정에 기여해 오신 정책당국자들, 그리고 한국재정학회를 아
껴주신 분들과 함께 뜻깊은 해를 맞이한 것을 자축하는 바입
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뺷재정학연구뺸 특집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특집호 발간이 우리나라의 재정의 과거에 대해 평가하고, 현주소를 진단하
며, 미래의 한국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과 연구를 구상하는 계기기 되기를 희망합
니다. 본 특별호에는 지난 40년간 학회 연혁과 역대회장 및 재정학상 및 논문상
수상자 명단등을 수록하여 이를 통해 한국재정학회의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의 여파가 한국경제를 덮쳤을 때 위기극복에 한국의 재정이 기여한 생생한 역사와
한국재정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비한 재정정책의 과제들을 정리한 학계 원로분들
의 기고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고위 경제관료로서 경제위기 극복
에 직접 헌신하신 학회 원로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학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신
경륜을 통해 형성된 통찰력으로 재정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
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재정학회 위원님들을 학계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정책개편을 위한 여론 형
성과정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재정의 안정과 개선에 기여하여 오셨습니
다. 우리 학회는 재정학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재
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편방향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해가 학회와 회원 각자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
회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 학회
가 쉼 없이 노력하고 발전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한국재정학회 회장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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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1982년 3월 27일 우리 한국재정학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어언 40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EXPO를 막 끝낸
여수에서 우리 학회원과 전임 학회장, 그리고 우리 학회 출신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의원, 기관장 등 여러분을 모시고 학
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던 기억이 바로 엊
그제 같은데, 어느새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재정학회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학회가 줄곧 순탄한 길만
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립 후 14년만에 우리 학회가 두 개로 쪼개졌다가
6년만에 다시 합쳐지고 4년만에 현재의 한국재정학회의 이름을 되찾는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재정학회가 국
내 굴지의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회를 사랑하는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역대 학회장님
들과 모든 학회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 “40세에 이르러 미혹(迷惑)되지 않게
되었다다(四十而不惑)”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학회도 그 나이에 접어든 것입니
다. 40세는 사람의 나이로 차면 기력과 기백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 때라고 하겠습
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도 창립 40주년을 맞아 굳건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재정
학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찬 날갯짓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학
문과 실천의 양 날개로써 앞으로 50년, 나아가 100년 이상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
한국재정학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학회원 모두와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재정학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VIVA KAPF!!”
2022년 3월 27일
한국재정학회 제28대 회장
염명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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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희 한국경제학회에도 뜻깊은 해입니다. 1952년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했던 학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
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
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회와 교류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뜻깊은 해를 맞은 두 학회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곡물 가격 상
승, 국제 금리 인상, 세계 경기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불안과 인구 고령화 및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 부채마저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부채(IMF 기준)는 국내총생산
(GDP)의 40%에서 50%로 급상승했으며 5년 후인 2027년에는 60%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경제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 전문
가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우수한 학술 연구뿐 아니라 현실을 정확
히 진단하고 옳은 처방을 내놓아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케인
스(Keynes)는“경제학자들이 치과의사만큼만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자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
책을 제안하여 치과의사만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정학회는 우리나라 재정학의 이론적 발전뿐 아니라 실천적 정책 제안에 앞서
온 학회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재정학회의 40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불혹의 나이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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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과 세제(稅制)에
대한 소고(小考)
구정모(CTBC Business School, Taiwan 교수)

1. 재정에 대한 소고(小考)
지난 20년 남짓 한국 재정과 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아 왔고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재정 규모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팽창하고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22년 역
시 지난 수년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이에 따른 국가부채의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점증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 대선때의 포퓰
리즘 선거공약 논란은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현재 2022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52조원, 재작년보다 95조원 정도가 늘어난
607.7조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예산이 5년 연속 편
성되고 76.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국가채무는 급격히 상승하
여 올해는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고 증가 속도
도 빨라서 염려스럽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에는 무려 4번의 추
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2번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벌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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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속 1분기 추경이 집행되고 새정부 들어 최초의 추경인 2차 추경이 39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최근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슈퍼예산 편성 배경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
다. 하지만 올해 1차 추경은 공교롭게도 대선 등 선거가 맞물린 시점에 편성되어
‘선거용 돈풀기’란 지적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생활비
가 부족했던 가계나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 등에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코로
나19 경기 침체가 3년째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은 추가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빚을 내어서 마련해야 하고 더구나 대선과 지선
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앞으로 더욱 큰 빚을 져야 하는 데에 있다. 그
부담은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미래세대에도 전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슈퍼예산의 편성이나 국가채무 폭증은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니까 괜
찮다는 말인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선 국가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나랏빚이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적자재정의 정책
효과 역시 회의적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47.3%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졌
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2017년 36.0%에서 2022년 50.2%로 14%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던 시기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2007
년 27.5%, 2017년 36.0%로 10년 간 8.5%포인트로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다.
이에 반하여 최근의 증가 속도는 2018~25년 간 22.9%포인트나 증가하여 재정건
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상승폭 전망에 있어서도 IMF에 따르면 선진경제 35개국
중 우리나라는 2021년 대비 2026년 15.4%로 가장 크며 이는 19개국의 채무비율
이 향후 5년 동안 감소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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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부채 추이 및 전망

국가채무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26.9

660.2

680.5

723.2

846.6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2022

2023

2024

2025

(D1)

(36.0) (36.0) (35.9) (37.6) (43.8) (47.3) (50.2) (53.1) (56.1) (58.8)

일반정부 부채
(D2)

717.5 735.2 759.7 810.7 945.1 1077.6 1192.6 1312.2 1441.8 1572.4
(41.2) (40.1) (40.1) (42.2) (48.9) (53.3) (56.7) (59.9) (63.3) (66.6)

공공부문 부채 1036.6( 1044.6 1078.0 1132.6 1280.0 1459.5 1615.2 1777.1 1952.6 2129.5
(D3)

59.5)

(56.9) (56.8) (59.0) (66.2) (72.1) (76.8) (81.1) (85.8) (90.2)

단위: 조원, 괄호 안은 GDP 대비 비율.
자료: 기획재정부, 필자 추계(D2, D3: 2021~2025).
주: 국가채무(D1)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 D1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 D2 + 비금융공기업 부채.

둘째, 재정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국제비교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로 집계되는 국
가채무(D1)가 사용되지 않고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가 사용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OECD 평
균 110%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적자국채를 매년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는 전기, 가스, 공공주택 등 대규모 SOC 투자와의 관련성
이 높고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공기업의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
함한 공공기관 부채(D3)로 국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
를 산출하는 OECD 국가가 7개국에 불과2)한데 이는 기타국가들의 비금융공기업
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정건전성의 국가 간 비교는 여전히 공공기
관 부채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국가채무는 1,408조원으로 GDP
대비 58.8%에 이르게 된다. 이에 기초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추계하면 90.2%
로 증가한다. 불과 3년 후의 일이다. 즉 우리 재정으로서는 빚을 내 퍼주기식 재
1) IMF(2021).
2) 박형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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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과 군인연금
의 충당부채만 포함해도 OECD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수준에 이르
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적자재정 확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국가과잉채무(public debt overhang) 이론에 따
르면 정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재정 악화는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저
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이 그 전형적 사례이다.3)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탈출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적자재정을 지속하고 있
지만 성장은커녕 불황의 늪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불과
4년 후면 정부부채 비율이 90%에 이르게 되고 적자재정의 성장에의 기여도는 크
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정책효과가 회의적이다.
막대한 빚을 내 집행해 온 재난지원금이 가계의 소득보전이나 소상공인 및 전
통시장의 매출회복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경기회복이나 소득격차 완화에
는 정책효과가 미미하였다. 이는 선별적 지급방식이 아니고 전국민 대상의 보편
적 지급방식이나 소득하위 80%에게만 지원하는 방식 등에 따른 것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번 대선을 코앞에 두고는 다시 한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는데 재정건전성을 헤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집행 역시 번번이 시기를 놓쳐버리고 방법이 설익어 빚
을 내 마련한 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빛이 바래고는 하였다. 자
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빚더미에 쌓이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면
그동안 경기회복이나 소득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정적자의 확대와 국가채무의 급격한 누적은 과거 어느

3) Kobayashi(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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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막대한 기회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정책당국과 정치권은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다.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써야 한다면 그 돈이 어떻
게 마련되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더욱 원칙에 충실하게 따져보고 절도 있게 써
야 한다.
특히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나 ‘병사 월급 200
만원’ 등 퍼주기식 공약의 남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
은 크게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만성적 재정적자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만 열을 올렸던 그리
스나 ‘잃어버린 10년’ 탈출을 위해 빚을 내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에만 집중
해왔던 일본은 가장 대표적인 재정실패의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나
라 재정 운용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리스+일본 복합형’으로 전개되어 국가재정이
거덜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2. 세제(稅制)에 대한 소고(小考)
2020년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한해였다. 하지만 국민에게 더욱 고
통을 안겨준 것은 정책실패로 인한 정부의 헛발질이다. 침체하여 가는 실물 경기
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서의 괴리는 국민에게 절망감, 박탈감, 세 부담을 안겨
주었다. 동족방뇨, 땜질 처방식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고, 그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재산세․종
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인상하였
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공동주택․단독
주택․토지의 현실화율은 8~15년에 걸쳐 90%로 제고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
표와 관련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 공시가격의 100%로 맞춰지고 세율도
인상되어 보유세 부담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었는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였다.
공급 대책이 부족한 부동산 규제는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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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매수를 유도하였다. 지난 3년여에 걸친 대책으로 인한 조세부담과 대출 규
제로 시장은 망가졌다. 실수요자에게는 절망을, 보유자에게는 세금폭탄을, 세입
자에게는 전․월세 인상을 안겨다 주었다. 시장은 혼란 속에서 패닉 매수와 버티
기로 인한 거래절벽 속에 붕괴되었다. 신혼부부들은 줄을 서서 전셋집을 구하려
다녀야 하며, 경제부총리도 전셋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 촌극마저 일어났다. 아
니함만 못한 철저한 정책실패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의 매우 보편적인 욕구, 수요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논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규제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무
식한 발상이 원인이다. 아파트공급은 놔둔 채 수요 억제책을 위한 ‘징벌적 과세’와
‘대출 틀어막기’의 결과를 살펴보자. 집값 상승, 추가 대책, 불안함에 따른 영끌
매수로 인한 집값의 추가적 상승이 반복된다. 말릴수록 빠져드는 로미오-줄리엣
신드롬 악순환의 고리, 잘못된 정책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남긴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누더기가 된 세제와 시장의 붕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여 집을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조세만 전가되는 꼴이 되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세금폭탄이 되어 부동산 취득․보유 및 거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과세에는 과세의 논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키고 거래절
벽을 초래하는 극단적인 조세정책은 과세원칙에도 경제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소득주도성장․고용안정지원금 등 또 다른 정책실패로 인해 누적된 재정적자
를 메꾸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더구나 정책실패에 따른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었
다. 특정 지역 및 특정 계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 징벌적 과세에 대한 정치적 논
리는 우리 세제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효율성을 왜곡시킬 것이다. 세제의 중립
성 원칙이 훼손되고 지속가능성도 없는 전대미문의 누더기 세제가 되고 말았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 누더기 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 영끌 매수를 위한 가계부
채 증가라는 뇌관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부동산 문제는 수급불균형에 있다는 인식하에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대책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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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야 하고 정치적 논리를 지양하고 조세정책의 정상화, 조세제도의 순기능화
가 이루어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세제가 누더기가 되고 시장이 붕괴
하는데 고작 3,4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세제나 시장의 정상화에는 몇 배의 시간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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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경제위기와 재정건전성: 회고와 과제
박재완(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재정은 여러 차례 경제위기(1997~98년 외환위기,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2011~12년 유럽 재정위기, 2020~
2022년 코로나19 확산) 극복에 중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잠
재성장률 하락, 복지 수요 확대와 인기 영합 정치의 발호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
지면, 재정건전성이 강점인 한국경제가 재정난으로 위기에 빠지는 역설적인 상황
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2008~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바깥에
서 닥친 두 차례 경제위기 상황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정책 대응을 반추해 그 성
과와 과제를 정리한다.

1. 한국의 재정건전성
1. 재정 악화의 경고음
한국의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건전한 편이다. 재정건전성 또는 재정 여력
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1) 2020년
4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0.4%(OECD, 2021a), 선진국 평
균 123.2%(IMF, 2022a), 기축통화국 평균 97.5%(IMF, 2021)보다 크게 낮
다. 2021년 한국의 일반정부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93%로, 미국(△
12.52%), 일본(△ 6.36%), OECD 평균(△8.42%)에 비해 양호하다(OECD,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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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b).2)
그러나 외환위기 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꾸준히 나빠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
엔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위기 때
(1997~1999년과 2009년)를 빼면 흑자였으나, 2019년 GDP 대비 0.6% 적자를
보이더니 만성 적자로 반전됐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996년 0.9%에서 2021년 6.2%로 7배나 확대됐다. 그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D1)3) 비율은 1996년 8.25%에서 2021년 47.3%로 급등했고, 향후 연
평균 10.1% 늘어 2022년 50%를 넘어 2027년에는 59.8%(IMF, 2022b)까지 치
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부에선 국가채무가 GDP의 10%p 늘어나는 데에
7~9년이 걸렸는데(김성현, 2022), 문재인 정부에선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
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11년 49.2%에서 2020년 60.6%로 상승한 데 이
어 2025년 67.9%까지 급등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2021).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모든 나라의 재정적자와 빚이 급증하긴 했다.
2020년 OECD 국가들은 16조 달러 넘게 정부 차입을 늘렸는데, 이는 한해 최고
기록이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가깝다(OECD, 2022a). 이자율이
거의 제로였던 미국은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14.5%에 이르러 국채로 전쟁
경비를 마련했던 1943~45년 무렵에 버금갔다(Capretta, 2020).4) 다만,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엔 재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전망인데,5) 한국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그 속도도 빠르다.6) 복지와 지방 이전 등 법정 지출과
2) 다만, 한국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국회예산정책
처, 2022a).
3) 국가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직접 지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포
함된다.
4) Assi et al.(2020)은 지구촌 재정건전성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복원하려면, 어림잡아 50%
증세나 25% 지출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추정한다.
5) 선진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123.2%를 정점으로 2021년 119.8%로 하락했고,
2022년엔 115.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IMF, 2022a). 한국을 제외한 선진 비기축통화국
은 코로나19 위기 후 3~4년 동안 부채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5년 차부터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황순주, 2022).
6)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확장 재정은 ‘적기(timely), 맞춤형(targeted), 한시(temporary)’라
는 ‘3 Ts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그랬듯이, 위기가 끝났는데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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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를 포함한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 과감한 구조개혁 없인 빚을
제어하기 어렵게 됐다.
지급 능력을 반영해 금융자산을 D2에서 차감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
을 살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2019년 한국의 순부채는 GDP 대비 11.8%
로 선진 비기축통화국(3.2%)보다7) 8.6%p 높았고, 2020~21년엔 그들과 엇비슷
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을 기점으로 선진 비기축통화국은 순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계속 상승해 2026년엔 격차가 25.6%p까지 벌어질 전망이
다(황순주, 2022).

2) 재정 악화의 원인: 구조적 요인과 재정규율 이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까닭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배당효과 희석과 잠재성장률 하락, 가파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폭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추세에 대응하려면, 가용인력 극대
화, 인적 역량 갱신, 생산성 향상 등 근원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더 큰 문제는 느슨해진 재정규율이다. 역대 정권은 추가경정(추경)예산을 2~5
차례 편성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10차례나 편성했다. 1998~1999년 외환위기 때
4차례 16조 원(GDP의 2.9%),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2차례 33조 원
(GDP의 2.8%) 규모의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데
2020~2022년엔 코로나19에 맞서 추경으로만 7차례 131.7조 원(GDP의 6.6%)의
재정을 풀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지원해야 하지만, 꼬
박꼬박 급여를 받는 공직자, 심지어 코로나로 실적이 상승해 성과급을 놓고 다투
는 기업체 직원까지 재정으로 지원한 건 잘못이다. 수해가 나자 이재민이 아닌 국
민에게도 지원금을 준 꼴이다.8)
난 지출이 줄지 않는 하방경직성(Taylor and Castillo, 2015)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Atkinson(2020)은 ‘3 Ts’에 더해 코로나19 위기에 맞선 재정 확대는 경기회복을 넘어 ‘새로
운 일상’에 적응하도록 경제를 전환해야(transformative) 한다며 ‘4 Ts 원칙’을 제시했다.
7)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엘, 체코 등 7개국을 일컫는다.
8) WB(2019) 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유례없는 확장 재정으로 급증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 159 -

매사에 정부가 나서는 ‘보모국가’ 풍조가 득세해 재정팽창의 위험에 대한 경계
심도 엷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대표 사례
다. 개인의 삶에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정도를 넘어 책임까지 진다
는 건 과유불급이다. 공공부문의 역할․규모가 확대되고 개입․간섭도 거세지니
민간의 자율․창의․혁신․책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한국에선 ‘개
발독재’ 유산으로 선진국에 비해 정부 입김과 영향력이 너무 세다. 힘의 균형으로
따지면, 정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취약계층은 마땅히 정부가 도와야 한다. 다만, 성과는 따지지 않고 투입만 늘
려선 안 된다. 복지의 목표는 수혜자의 자활이지, 마냥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게 아
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겐 재기․자립의 기틀을 다져줘야 한다. 물고기 자체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이 우선이다. 재
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와 같다. 설탕을 섭취하면 당장은 활
기를 찾아도 체질이 더 나빠지는 ‘슈거 러시(sugar rush)’와 다름없다. 한국의
GDP 대비 ALMP 예산 비중은 OECD 하위권인데, 정부가 나서 재정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예산은 선두권이다(Bown and Freund, 2019). ‘억강부약
(抑强扶弱)’의 편 가르기 등에 편승해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
이 확대 재생산되고 대증요법도 난무한다. 무책임한 선동과 표심 영합으로 정책
오염과 정부 실패가 점증하고, 후속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횡포가 자행
된다. 그런데도 관료와 국책연구원은 무기력하게 그 합리화와 뒤치다꺼리만 할
뿐이다.
동서고금의 반면교사가 수두룩하다. 20세기 전반 미국 보스턴 시장을 네 차례
역임한 J. Curley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장”을 자처했다. 그는 이민 노동자인 ‘우
리’와 부유한 ‘저들’의 이분법으로 인종․계급 갈등을 부추겼다. 방만한 지출과 만
연한 부패에 세금이 치솟자 기업가와 전문직이 도시를 떠나며 일자리가 줄고 재정
도 고갈됐다(Glaeser and Shleifer, 2005). 21세기에 들어선 그리스와 베네수엘
라가 무분별한 복지로 재정이 거덜 났다. 반면에, 대중의 정치 열기가 미지근해
예측이 가능한‘재정압력’을 넘어 전망에서 벗어난 ‘재정위험’에 해당한다(한종석ㆍ임태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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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힘을 쓰지 못하는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복
지 삭감과 공직자 감원 등으로 경제를 빠르게 되살렸다(Rohac, 2021). 정치 참
여를 제한하자는 뜻이 아니다. 만기친람과 보모국가의 감언이설에 유권자가 현혹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증․숙의․중재가 활성화돼야 한다.

3) 국가부채의 적정선
국가의 기채(起債) 자체는 옳다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빚을 내도 공공
지출을 늘리면 불황기 민간수요를 대체하는 등 소비의 평활화(smoothing)와 투
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부채에 의존하거나 비생산
적인 용도로 빚을 내면, 차환 가능성이 줄고 시장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해져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한다(IMF, 2022c). 약이 지나치면 독이 되는 셈이
다.9)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위험 대가와 자본비용이 상승하고 구축효과까지 가세해
투자가 위축되며 생산성이 하락해 성장을 저해한다. 국채 이자 증가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막는다. Badia et al.(2020)은 정부 빚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자율
과 재정위기 확률이 급등하는 비선형성을 확인했다. Bianchi et al.(2021)은 재정
이 취약하면 불경기라도 지출 확대의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고, Mele(2021)은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긴 뒤에야 긴축이 이뤄지는 경향에 주목했다.
문제는 국가부채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다. Blanchard(2019)는 성장률이 이
자율보다 높으면 정부는 큰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다고 봤다. Furman and
Summers(2020)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국채 수요가 무한하므로 불황기엔 재정
확대를 자제할 필요가 없으나, 부채의 비용도 유념해 평시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Boskin(2020)은 저금리 환경이라도 정부 부
채가 늘면 투자․소득이 줄고 세금․물가가 오르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끼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Mankiw(2022)도 부채 증가는 Ponzi류의 항구적 만
9) Esteves et al.(2021)은 1870~2010년 국가부도 사례 50개를 분석한 결과 부도가 난 국가는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GDP의 1.6~3.3%에 해당하는 비용을 치른 것으로 추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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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장에 실패하거나 만기가 연장돼도 생산성․임금․소비 위축이 뒤따른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채 용인론과 절제론의 논쟁은 진행형이다. 다만, 부채 용인론에도 앞서
살핀 몇몇 전제가 깔려 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을수록 부채 부담은 줄
지만,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다. 또 기축통화국은 중앙은행이 정부 빚을 떠안을
안전판이 있지만,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위험하다
(김소영, 2021). 실제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기축통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한국경제연구원, 2020).10)

4) 한국의 고유 여건과 재정건전성
기축통화국도 아니려니와, 그 밖에도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할 이유는
숱하다. 우선 가파른 고령화로 세입이 줄고 복지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
소년과 노인 부양비가 아직은 낮은 편이나, 30년 뒤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통계청, 2019).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공적 연금의 건전성
이 악화하고 의료비가 증가해 재정 압박이 가속될 전망이다. 지금은 한국보다 빚
이 많지만, 독일과 스웨덴이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진입할 때 국가채무비
율은 각 18%와 28%로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한국경제연구원, 2020).
남북협력 역시 돈 없인 어렵다.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 1989년 서독의 국가
채무비율은 20%에 못 미쳤으나 이듬해 통일이 되자 바로 2배, 한때 4배까지 치
솟았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는 8배에 불과했지만, 이후 13년 동안
매년 GDP의 4%가량이 양측의 격차 완화에 투입됐다. 북한보다 56배나 경제력
이 큰 한국은(통계청, 2021) 그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공공
부문 부채(D3)에11) 포함되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고

10) 기축통화국도 빚을 헤프게 내선 안 된다. 2006~2009년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Paulson(2020)은 최근 속도로 미국 재정이 훼손되면 머지않아 달러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내다본다.
11)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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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2b),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막대한 충당부채도 증가세다.
게다가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개방경제라 해외에
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언제든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어 유사시 외국인의 국채 투매와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한
국은 재정수입에 비해 은행권과 민간신용 규모가 커 재정건전성 약화가 보증․국
채 경로를 거쳐 금융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황순주, 2022). 최근엔 이자율
마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 2020년대엔 성장률과 금리의 격차가 2010년대의
절반으로 줄어 채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다(JPM, 2021). 오래도록 낮았던 금리가
불쑥 치솟아 재정위기를 맞았던 55개국의 지난 200년 동안 경험을 새겨야 한다
(Mauro and Zhou, 2020). 이처럼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해 최소한의 재정 여
력은 비축해야 한다.
끝으로, 재정 확대는 민간투자를 구축해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전술한
예처럼, 한국은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이 선진국
보다 높지만, ALMP 예산의 비율은 낮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늘수록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셈이다. 정부지출이 성장과 취약계층의 자활
로 이어지지 못하고 복지함정을 부추기며 재정의 부채의존도만 높일 위험이 크
다.

2. 두 차례 경제위기에 맞서다
정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
략회의’를 열어 5년 시평에 걸친 나라 살림의 기조를 설정한다. 이명박 정부 때
열린 위 회의의 주제는 ① 2008년 ‘선진일류국가 건설’, ② 2009년 ‘경제 재도약과
미래 대비’, ③ 2010년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④ 2011년 ‘지속 가능한 재정’,
⑤ 2012년 ‘균형재정 회복 및 유지’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선 2008~2009년 세
계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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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민생 부담 경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어수선했다. 2007년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이 실물경제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대외의존
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고용 여건 악화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

세계

경제의

‘대안정(Great

Moderation)’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의 2003~07년 GDP는 연평균 4.4% 증가하였
으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 게다가 2007년 말부터
소비자 물가가 3%대 상승세를 보이고, 밀․원유․철강 등 원자재가격이 폭등해
소득 대비 식료품비와 광열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졌다.12) 집값 상
승으로 임대료 부담도 커진 데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며 소상공인의 사정 역시
악화했다.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분배도 나
빠졌다. 전국가구의 Gini 계수는 2003년 0.341에서 2007년 0.352로 상승했다.
2007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996년 805.13원 이후 가장 낮은 929.16원을 기
록했다. 1994~1996년 원화 강세에 힘입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96년
13,077달러까지 올랐지만, 경상수지적자 누적 등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를 맞았던
전례에 비춰 지나친 원화 강세는 경계해야 했다. 환율 덕에 2007년 1인당 GNI가
23,033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005년부터 경상흑자가 줄고 2008년엔 3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였기 때문이다(박재완, 2016).
다행히도 재정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4~2006년 소폭 적자였던 관
리재정수지는 2007년 GDP 대비 0.6% 흑자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재정을 풀어 서민 생활고를 완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고 2년간 한시로 택시용 LPG 유류세를 면제하며, 통신비․통행료와
전력 요금체계도 조정하였다. 나아가 2007년도 세계잉여금(15.3조 원) 일부를
재원으로 2008.6.20.일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4.9조 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2) 2008년 7월 초 원유가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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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금융위기, 한․미 통화스와프와 사상 최대 규모 추경13)
2008.9.15.일 Lehman Brothers가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10여 년에 걸친 세계 경제의 장기 부진, 곧 ‘대침체’(Great Recession)를 초래한
세계금융위기가 본격화됐다. 사태 초기 미국 정부가 투자은행 구제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자, 보름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많은 나라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10월 한 달에만 다섯 나라(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라루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뒤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터키, 베트남,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도 위
험하다고 알려졌다. Financial Times를 비롯한 해외 언론은 한국의 외환위기설을
진지하게 보도했다.14) 한국경제 위기설이 퍼지며 외환 수급과 채권 만기 연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1.3.일
48bp에서 그해 10월 27일 699bp로 14배 넘게 뛰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다. 2008.4분기에만 외국
자금 65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2,000포인트를 넘나들던 코스피 지수가
900대로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570선을 뚫었다. 가담항설처럼 들리던 외
환위기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당장 외환 수급의 숨통을 터야 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했
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끈 ‘한국경제 바로 알리기 지원단’의 해외순
방

홍보만으론

역부족이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이

2008.9.24.일 4개 선진국(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통화스와프를 체
결한 사실에 착안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타진했다. 미국은 신용등급 AAA 수준
의 선진국과만 통화스와프를 맺는데, 등급이 A에 불과한 한국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13) 이 항과 다음 항의 일부는 이명박(2015)에서 발췌․축약하였다.
14) 2008.10.16.일 Forbes는 “외국인의 과도한 한국 주식 보유, 엄청난 경상수지적자, 환 헤
지 청산이라는 3면의 압박을 원화가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 이튿날 Financial Times
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세계금융위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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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Bond)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노라고 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환율 방
어를 위해 미 국채를 팔아 달러를 조달하였는데, 그로 인해 하락하던 미 국채 가
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의 구제
금융을 받는다는 이미지로 인해 자칫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 때문이었
다.
줄다리기 끝에 미국이 입장을 선회했다. 2008.10.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승인했고, 이튿날 미국 정부
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 및 싱가포르와 통화스와프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체력
이 튼튼하고 거시경제 성적이 좋은 나라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에 외환․증권시
장도 즉각 안정세를 되찾았다. 10월 29일 1,427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이튿날
1,250원으로 급락했고, 주가는 968포인트에서 1,084포인트로 하루 만에 12% 올
랐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 경색과 금융위기 충격의 실물 전이를 줄였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뒤이은 2008.12.13.일 일본․중국과 체결한 각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의 교두보로도 작용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미국의 극적인 입
장 선회는 G. Bush 대통령의 G20 체제 구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금융
위기로 기존 G8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자, 새로운 국제공조 체제를 모색했다.
G20을 선호한 미국과 G14를 주창한 유럽의 힘겨루기 끝에 G20을 관철한 Bush
대통령은 10월 21일 한국도 G20에 포함됐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G20
에 한국을 포함하려던 미국은 국제사회가 한국경제를 확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1.8.5.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15) 유럽 재정
위기가 악화하자 인도네시아, 터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
탄 등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는 요청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쇄도했다. 금
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달라진 위상 덕분이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위기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외화자금 유출을 경계해야
15)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
다. 국가별 신용등급이 발표되기 시작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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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주도로 ‘거시건전성 제고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를 도입했다. 외화자금
의 무분별한 유입과 급속한 유출을 막는 장치였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OECD 회
원국들이 반발하며 IMF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양한 논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해 설득한 끝에 IMF는 이 조치가 OECD의‘자본자유화 규약’에 어긋나지 않
는다며, 각국도 한국의 조치를 참조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3종 세트’는 이
후 유럽 재정위기와 양적완화의 단계적 축소(tapering) 등으로 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한국의 대외건전성 유지에 큰 빛을 발했다.
한편 2008.11월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16) 이때 각국은 금융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합의했
다. 이를 계기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신속하게 금리를 낮추고 신용공급을 확대
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국채뿐만 아니라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을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지원하는 양적완화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정부도 신용보증과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로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
모하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투자에 대한 감세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였다. 2008.6월 제출한 추경예산도 4.6조 원으로 약간 감액되어 9월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보다 총지출을 10조 원 늘린 283.8조 원 상당의 수정예산안을 11월 7일 국
회에 제출했다. 1980년 이후 28년 만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며, 2008.4분기 선진국은 일제히 역
성장했다. 신용경색의 실물 부문 파급이 본격화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심각했다. 2008.4분기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위기 진원지였던 미국 다음으
로 낮았다. 소비재 판매, 설비투자, 광공업 생산 등은 사상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
냈다. 12월부터 취업자가 줄어들고 2009.1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0% 이상 하

16) 엄밀히 따지면, 2009.9.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에서야 G20이 세계경제협
력의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 공식화됐다. 또 2010.6월 캐나다 4차 정상회의와 2010.11
월 한국 5차 정상회의도 그때 결정됐다. 한국으로선 G20 정례화와 서울 유치라는 두 목표
를 달성한 역사적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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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했다.
우선 국회에서 통과된 2009년도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상 3월까지
이어지던 각 부처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2008년 말까지 앞당겨 마무리했다. 예산
집행도 서둘렀다. 2009년 상반기까지 64.8%,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은 70%까
지 집행했다. 예산 집행기준도 바꿨다. 종전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나 보조
금․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집행된 것으로 봤지만, 실상과
는 괴리가 있었다. 학교나 건설․납품업체 계좌에 입금돼야 예산이 집행된 것으
로 기준을 바꿨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9.1.2.일 신년 국정 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운영
을 천명했다. 일상적인 정부 운영으론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2009.1.6.일 청와대 지하에 비상경제상황실도 설치했다. 전문가, 기업인, 금융
인, 소상공인 등이 새벽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기꺼이 참석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는 2012.12월까지 모두 145차례 열렸다. 현장에서 열린 회의도 62회(43%)나 됐
다. 2009.3.30.일 정부는 28.9조 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최대 규모
였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는 G20 정상들
이 합의한 기조와도 맥을 같이했다.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규모는 28.4
조 원이었다.
이들 노력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2009년 0.8% 성장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뒷
걸음친 것과 대비됐다. 위기가 한창이던 2009.3.2.일 1,570.3원까지 올랐던 원/
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안정됐다. 한․미 통화스와프, 거시건전성 제고 3종
세트, 금리 인하, 신용보증 확대와 만기 연장, 감세, 예산 조기 집행, 사상 최대
추경, 주례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신속․과감한 대응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한국의 부도 위험에 주목하던 해외 언론도 태도가 바뀌었다. 2010.4.28.일
Financial Times는 “한국이 위기 통제에 만점을 받았다. 교과서적인 경기회복이
다.”라고

보도했다.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한국이

위급하다.”라던

Bloomberg News도 2010.11.8.일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과 유럽이 일
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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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재정위기, 20년 만의 양대 선거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긴축재정
(1) 유럽 재정위기와 고심 끝의 긴축재정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었다. 2010.4월 그리스가 유럽연합(EU)과 IMF에 구제 금
융을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다. 그리스는 주력산업인 조
선․관광이 세계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었으나 유로존 회원국이라 통화정책을 독자
로 펼칠 수 없었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경쟁으로 재정이 피폐해진 탓이었다.
진보성향의 사회당(PASOK)이 과감한 복지로 정권을 잡자 보수성향 신민주당
(New Democracy)까지 복지 경쟁에 뛰어들며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2009년 그리스 재정적자는 GDP의 15.1%(Eurostat, 2022a), 공공부채는 GDP
의 127%(Eurostat, 2022b)에 달했고, 2012.4월엔 CDS 프리미엄이 무려
25,000bp를 돌파했다.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구제 금융을 신청
했다. 유럽 중심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흔들렸고, 유로존 17개국은 모두 국
가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2011.8월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낮
추자 충격은 배가됐다.
세계금융위기의 나락에서 겨우 회복 국면에 들어서던 세계 경제는 다시 침체
(Double Dip)에 빠졌다. 2011년 1~3분기 연속 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더니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닥쳤다. 수출이
줄기 시작했고, 외국인 자본 비중이 높은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세계금융위
기에 대응하느라 각국이 시중에 풀었던 유동성 탓에 물가도 치솟았다. 2011년 하
반기엔 환율과 주가가 큰 폭 등락을 반복했고, 외환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를 넘었지만, 불안 심리는 여전했다. 2008.10월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2.1.일 종료됐고, 한․일 통화스와프도 차례
로 만기가 돌아와 130억 달러만 남아 있었다. 그나마 한․중 통화스와프는 잔액
이 280억 달러 남아 있었다. 시장 불안부터 잠재워야 했다. 2011.10.13.일 이명
박 대통령과 B. Obama 대통령은 필요하면 언제든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
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큰 칼’은 최후 보루로
남겨두고, 일본․중국과 협력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줄다리기 끝에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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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일 통화스와프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크게 확대했다. 1주일 뒤
인 2011.10.26.일 한․중 통화스와프도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으로 두 배
늘렸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큰 규모의 통화스와프 덕에 환율과 주가는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 유럽 재정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본․중국과 협상은 기
재부 신제윤 1차관과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이 주도했다.
유럽 재정위기는 한국의 재정 운용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세계금융위기
를 극복하고자 채택한 과감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2008~10년 83조 원,
GDP 대비 2.9%p나 급증했다. 게다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 주민투
표의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무상과 ‘반값’ 공약을 우후
죽순처럼 내세웠다. 20년 만에 같은 해 치러질 이듬해(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
냥한 복선이었다. 여당(한나라당)은 다시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확장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고심 끝에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더 늘리
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단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긴
축이 절실했다. 추경을 상습 편성하는 안일한 관행도 끊어야 했다. 그즈음 EU에
서도 1997년 체결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보다17) 규율을 강
화하는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협력과 거버넌스 협약’, 약칭 ‘재정안정협약’(Fiscal
Stability Treaty; FST) 논의가 한창이었다. 2012.3.2.일 서명, 2013.1.1.일 발
효된18) FST에 따르면, 일반재정적자는 GDP의 3%, 구조적 재정적자는 부채비
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0.5%, 부채비율이 60% 미만이면 1%가 상한선이
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발표한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
획’에서 설정한 목표였던 2013~14년은 임기를 넘어서기에 구두선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임기 마지막 해(2013년)에는 균형예산을 짜도록 재정규율을 다잡겠다는 뜻
17) EU의 모든 회원국에 재정적자 3%, 국가부채 60% 기준의 재정규율을 부과한 협약이다.
18) 27개 EU 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한 26개국과 크로아티아가 FST를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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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에 따라 2012~13년도 예산안은 2년 연속 긴축 기조로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 반발로 일부 수정됐지만, 긴축재정의 큰 틀은 유지됐다.19)
이와 같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노력 덕분에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갔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별 공공재정 순위도 2010년 19위에서
2011년 16위, 2012년 5위로 급상승했다. 2012.8.27.일 국제신용평가사 Moody’s
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AA3로 올렸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신
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던 때였다. A등급 이상인 나라가 2007년 47개에서 2012
년 23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이례적인 낭보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
이기도 했다.
Moody’s는 “재정이 양호해 국내 위험과 외부 충격에 대응할 정책 여력을 갖췄
다”라고 평가했다. 201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8%로 2007년 27.5%보
다 3.3%p 늘었지만,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채무 비율이 74.5%에서
111.7%로 37.2%p 급등했음에 비추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도 경제위기
에 선방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상승 폭 5.9%p(1997년 11.1%,
2002년 17.0%), 노무현 정부 10.5%p(2007년 27.5%),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5.2%p(2016년 36.0%), 문재인 정부 11.3%p(2021년 47.3%)에 비해서도 매
우 낮은 수치다(통계청, 2022)
2008.10월부터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돌아서 사상 최장기간 유지된 경상흑자와
함께, 주요국의 일자리 감소세와 달리 2010~12년 127만 명 늘어난 일자리도 신용
등급 상승에 큰 몫을 했다. Moody’s 이후 거의 1주일 간격으로 Fitch(AA-)와
S&P(A+)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특히 Fitch는 일본과 중국보다 더 높은
등급을 한국에 부여했다. 2011년 이후 A등급 이상 국가 중 같은 해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모두 신용등급을 승격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2) 복지 포퓰리즘 대응
사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 공약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4
19) 2013년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3%(△4.7조 원)로 균형재정 기조가 유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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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제18대 총선에서도 복지공약만 한나라당이 61개, 민주통합당은 107개를 제시
했다. 공약 이행에 들 비용은 5년간 한나라당이 270조 원, 민주통합당은 571조
원으로 각 정당이나 기재부의 추계를 크게 웃돌았다(조경엽․유진성, 2012).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복지공약은 한층 확장되었다. 2010년 지방선
거에서 재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서울시 교
육감과 야당이 2/3 이상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대립했다. 서울시 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예산(695억 원)을 의결하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거취와 연계해
무상급식 대상에 관한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야권의 투표 불참 캠페인
등으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 개표도 해보지 못한 채 2011.8.26.일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게 됐다.
오세훈 시장의 모험이 수포로 귀결되고 2011.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
당이 승리하자,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가 대세로 떠올랐다. 그 연장선에
서 20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 실시된 2012년엔 복지 포퓰리즘이 격화됐
다. 한나라당조차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야당 같은 여당’으로 경제민주화
와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전 계층 기초연금 지급 등 과감한 복지공약을 내걸었
다.
2011.6.2.일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은 필자는 ‘복지 포퓰리즘’ 제어와 재정규율
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필자는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의 파
수꾼 역할을 강조했다(기획재정부, 2013). 2011.6월 나라 살림 토론회에서도 필
자는 남유럽과 일본처럼 선심성 재정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
무가 급증한 전철을 경계하자고 강조했다. 사실 재정건전성 확립은 기재부의 고
유 임무다. 세계금융위기 극복에 치중하느라 재정건전성은 후순위로 미뤘던 윤증
현 장관도 퇴임사에서 “무상이라는 주술(呪術)에 맞서다 보면 기재부가 사방에서
고립될 수도 있지만 그 고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재정건전성 확립에는 여러 장애가 가로놓여 있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가 엄
습하고 양대 선거가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여당은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원론적이고 중장기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립은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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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했다. 기재부 안에서도 일부 참모는 재정 긴축에 반대
했다. “장관 업적은 훗날 경제성장률로 평가받습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느라 성
장이 부진하면, 후임자에게만 좋은 일이 됩니다. 죽 쑤어 개 주는 꼴이 됩니다.”
라고 진언했다. 하지만, 어정쩡한 타협에 나설 순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1
년 광복절 경축사를 등에 업고 2012~2013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
가율보다 낮게 설정했다. 2013년 예산안의 경우 재정학계의 권고를 좇아 6.7조
원 상당 재정융자를 민간금융기관 융자로 전환하되, 정부는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의 차액만 보전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도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됐다.
2012.4월 총선을 앞두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의 조언을 좇아 방만한 복지공약
의 비용을 추산․공개해 유권자에게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기재부에 ‘복지 TF’
(팀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간사 임기근 사회예산과장)를 구성해 각 정당 복지
공약의 소요 재원을 추계했다. 2012.4.4.일 복지 TF는 여․야의 복지공약을 집
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6조 원 외에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그런 발표가 선거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며 주의 촉구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필자에겐 경고 조치를 부
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복지 TF는 총액만 발표하고 그 내역은 공
개하지 못했다. 그래도 기재부의 공약 추계는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 무분별한 복
지에 대한 유권자의 경각심 고취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입법과정의 재정규율 확립에도 힘썼다.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
는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협의하도록 국회법(제8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한’의 범위가 (의도적인 입법 불비로) 국회규칙에 정
해지지 않아 예결특위와의 협의는 거른 채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이 마구
통과되었다.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고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이 상임위원
회에 상정되면 소관 부처는 기재부에 알려주고, 해당 상임위에 기재부 차관 등이
출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필자도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원회에 출석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법안을 저지하는 불청객 역할을 마다하
지 않았다.20)
한편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군이 절실했다. 기재부는 20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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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전 부총리가 맡고 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협의해 전직 장․차관, 학
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건전재정 포럼’을 출범시켰다. 건전재정 포럼
은 지금까지도 재정건전성을 환기하는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3년도 예산의 편성과 확정 과정은 험난했다. 여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반값
등록금과 전 계층 무상보육 등을 밀어붙였으나, 기재부는 선별 지원방침을 고수
하였다. 기재부가 여당의 추경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부 복
지공약에 반대의견을 피력하자, 여당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정부가 선거를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는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2013년도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
았다. 2012.12월 하순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기재부의
반대에 섭섭함을 표하며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안보다 6조 원가량 증액과 국채 추
가발행을 공식 요청했다. 필자 역시 당선인의 항의성 전화를 받기도 했다. 진통
끝에 해를 넘긴 2013.1.1.일 새벽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는 0~5세 무상
보육,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 당선인 공약이 꽤 반영되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민연금 재구조화와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70%
에서 100%로 늘리고 금액도 올리자는 주장은 끝까지 저지하였다. 국채 추가발행
도 없던 일로 했다.
결과적으로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5년 중기재정계획에
설정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다. 2011년 4.0%와
4.4%였던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 상승률도 2012년 2.2%와 1.7%로 각각 안정
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2011년 3.7%에서
2012년 2.4%로 하락해 잠재성장률을 밑돈 점은 못내 아쉽다. 그 와중에도 일자
리 창출은 활성화돼 2011년과 2012년 취업자가 각 49.4만 명과 42.8만 명 늘어난
점은 다행이었다.
되돌아보면, 정치권의 재정팽창 요구를 억제하고, 고삐 없이 질주하던 무상복

20) 예컨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를 통과
하였으나,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뛰어넘는 지원책을 포함했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지하였다.

- 174 -

지의 후과(後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점은 뿌듯하다. 그 덕인지 필자는 “정
직한 한국인(Honest Korean)”(Wall Street Journal, 2013.3.8.일), “재정투사”
(파이낸셜뉴스, 2013.1.4.일)21) 등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2013.1월 기재부 직
원 설문조사에선 “닮고 싶은 상사”로 뽑혔다. 장관이 선정된 첫 사례였다.
2013.3.22.일 이임사에서 필자는 “겨울이 돼서야 솔의 푸르름을 안다.”라는 고사
를22) 인용해 마지막까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재정규율 확립의 과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선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다양
한 노력을 기울였다. (1)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① 3년 단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지출 성과관리 도입, ② 국세 감면 비율의 한도와 1인당 소득세 감면
총액한도 신설, ③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④ 고소득 전문직 과세
표준 양성화, ⑤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축소, ⑥ 종교인(법인) 소득 과세 공론
화 등 세입 기반 확대를 꾀하였다.
(2) 세출 측면에서는 ① 재정사업 심층 평가제 도입과 타당성 검증 강화, ②
재정융자지출의 이차보전 전환, ③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체계 구축, ④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⑤ 복지 수급 이력 등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⑥ 자산 2조 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기 재무관리계획 의무화, ⑦ 공공기관 예비타
당성조사 내실화; ⑧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축과 기관운영비 10% 절감, ⑨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통폐합, 정원 감축, 출자회사 정리, 경쟁 도입, 대졸
초임 삭감 등 구조개혁, 단체협약 공시 등 노사관계 선진화, 간부직 성과연봉제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했다.
(3) 정부 회계와 재정통계 측면에서는 ① 발생주의 회계기준 도입, ② 국제회
21) 필자의 관용차였던 경차(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시절)와 소형차(고용노동부장관과 기
획재정부장관 시절)도 검소한 이미지를 구축해 ‘긴축’ 메시지 전달에 이바지한 것으로 추정
된다.
22) 시경(時經)에 수록된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원문은“雪後時之松柏操”로서 눈이 내린 뒤에
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른 줄 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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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IFRS)의 공공기관 적용, ③ 정부 포괄범위 확대 등 재정통계 선진화에 힘
썼다. (4) 국고와 국유재산 관리도 ① 국고채 응찰률 제고와 유통 활성화, ② 30
년 만기 국고채 발행 등 국채시장 선진화, ③ 국고 유휴자금 축소(차입비용 감소
및 수익 증대),④ 공공부문 계약의 경쟁제한 완화, ⑤ 국유재산의 유상 사용원칙
확립, ⑥ 연체 채권 회수의 전문기관 위탁 등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만으론 최근 수년에 걸쳐 느슨해진 재정 운용을 바로잡기
에 역부족이다. 더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물릴 수 없는 확약 기제
(irreversible commitment device)’로서 적어도 EU처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기준치는 설정했으면 한다.23) 의원입법을 포함해 의무지출을 신설하려면 그 재원
대책도 함께 확정하는 ‘PAYGO’ 원칙도 시급하다. 그밖에 한때 기준금리 결정의
표준이 됐던 ‘Taylor 준칙’을 재정에 원용하는(Fournier and Lieberknecht,
2020)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2021년 말 현재 105개 국가가 1개 이상
의 다양한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있다. 2015년보다는 11개국, 1985년에 비하면 96
개국이나 늘어났다(Davoodi et al., 2022). OECD 회원국 중엔 한국과 터키만
수치로 설정한 정량 준칙이 없다.
기재부도 2020.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긴 힘드니, 한 지표가 기준치를 밑도는
만큼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웃도는 유연성은 허용한다.24)
정부안에서 코로나19 때문에 2025년으로 미룬 재정준칙의 시행 시기는 앞당겼
으면 한다. 또 재정준칙 운용이 자의에 휘둘리지 않게 정부안보다 거버넌스 틀도
보강했으면 한다. 근시안인 선출직이 우회하거나 헤프게 수정할 수 없어야 한다.
국회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일례로 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
년 정부가 예외를 무더기로 인정해 속 빈 강정이 됐다. 준칙을 함부로 물릴 수 없

23) 다만, EU는 경제위기 등의 경우에 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EU IFI,
2022).
24) 곧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마이너스 3%)≤1.0’의 산식을 충족하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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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
해 준칙의 핵심인 한도의 조정․유예․면책 또는 기준의 완화를 맡겨야 한다.
재정위원의 임기는 10년 정도로 정권보다 길게 설정해 전문성․소신․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Anderson and Darvas(2020)도 EU 회원국 재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권고했
다. 그들은 기존 자문기구인 ‘유럽재정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 EFB) 외
에

유럽중앙은행

운영이사회에

비견될

‘유럽재정이사회(European

Fiscal

Council; EUFC)’ 창설까지 제안했다.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준칙의
한도는 법으로 정하되, 한도를 완화․유예하려면 국회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
하는 방안도 괜찮다.
재정의 건전한 운영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빚은 공짜가 아니다. 자칫 빚의 편
익은 사유화되고 그 비용만 공유돼선 안 된다. 지난 한 세기 각국 사례를 살피면,
정부 빚의 축소는 대체로 네 갈래 경로로 이뤄졌다(MGI, 2011). 첫째, 돈을 찍
고 물가를 올려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뒀다(바이마르공화국, 칠레). 둘째, 국가
부도 후 원금을 탕감받거나 상환을 연장받았다(그리스, 아르헨티나). 셋째, 성장
(제2차 대전 중 미국, 1980년대 한국)을 통해 빚을 줄였다. 넷째, 구조개혁과 함
께 재정준칙에 따라 긴축했다(1990년대 스웨덴, 2000년대 독일). 첫째는 극약처
방이고, 둘째는 피해야 한다. 셋째와 넷째의 조합이 올바른 길이다. 그 길에 수반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저항을 이겨낼 설득과 창도(唱導), 숙의와 통합의 리더십
을 갈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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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재정논집뺸9제11집 제2호 발간
08. 25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일보사, (주)데이콤 공동주최, 프레스센터)
10. 18 제1회 월례연구모임 실시 (이후 1998. 2. 14 까지 4회 개최)
10. 28 뺷공공경제뺸9제2권 발간
11. 01 가을학술대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뺷재정논집뺸9제12집 제1호 발간

ț
01. 08 재정간담회 “긴급진단 10대 한국병” 개최
(중앙일보 특집으로 12회에 걸쳐 연재)
03. 27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뺷재정논집뺸9제12집 제2호와 뺷재정학회 회원록뺸9발간
05. 31 뺷공공경제뺸9제3권 제1호 발간
09. 10 제7회 지방재정세미나 “IMF체제하의 지방 재정 운용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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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리베라호텔)
10. 08 국정개혁 공동모임의 국정개혁 대토론회 개최
(간사기관 : 한국재정학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프레스센터)
10. 18 일본재정학회(JIPF)와 교류 시작 (제55회 일본재정학회 학술대회, 고베)
총회에서 한일 재정학회간 교류 최종합의/인준
10. 31 추계학술대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재정의 개혁과제” 개최
(지방재정 공제회관)
11. 13 정책토론회 “중기재정계획 운용방안” 개최
11. 30 뺷공공경제뺸9제3권 제2호 발간

ț
02. 28 뺷재정논집뺸9제13집 제2호 발간
03. 27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정부의 역할”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05. 20 제8회 지방재정세미나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지방재정 발전 방향” 개최
(강원도 낙산비치 호텔)
05. 31 뺷공공경제뺸9제4권 제1호 발간
08. 20 일본 재정학회 참관단 파견
(명예회장 1인, 부회장, 총무이사, 국제이사, 재정학상 수상자)
11. 13 추계학술대회 “경제회복기의 재정운영방향과 과제”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뺷재정논집뺸9제14집 제1호 발간
11. 30 뺷공공경제뺸9제4권 제2호 발간

ț
01. 26 재정학회/공공경제학회 통합위원회(가칭) 회의
02. 29 뺷재정논집뺸9제14집 제2호 발간
04. 08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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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1 뺷공공경제뺸9제5권 제1호 발간
07. 01 한국재정학회 홈페이지 개설 (http://www.kspf.or.kr/)
07. 06 제9회 지방재정세미나, “지방재정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 방향“ 개최 (무주리조트 티롤호텔)
08. 03 한․일 재정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08. 31 뺷재정논집뺸9제15집 제1호 발간
11. 30 뺷공공경제뺸9제5권 제2호 발간

ț
03. 31 뺷재정논집뺸9제15집 제2호 발간
05. 31 뺷공공경제뺸9제6권 제1호 발간
09. 30 뺷재정논집뺸9제16집 제1호 발간
12. 31 뺷공공경제뺸9제6권 제2호 발간

ț
02. 28 뺷재정논집뺸9제16집 제2호 발간
05. 25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 통합,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로 명칭변경
05. 31 뺷공공경제뺸9제7권 제1호 발간
09. 30 뺷재정논집뺸9제17집 제1호 발간
11. 30 뺷공공경제뺸9제7권 제2호 발간

ț
02. 28 뺷재정논집뺸9제17집 제2호 발간
05. 31 뺷공공경제뺸9제8권 제1호 발간
09. 30 뺷재정논집뺸9제18집 제1호 발간
11. 30 뺷공공경제뺸9제8권 제2호 발간
10. 10 정책토론회 “지방분권화와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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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29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ț
02. 28 뺷재정논집뺸9제18집 제2호 발간
03. 26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05. 31 뺷공공경제뺸9제9권 제1호 발간
09. 30 뺷재정논집뺸9제19집 제1호 발간
10. 09~10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 30 뺷공공경제뺸9제9권 제2호 발간
12. 30 학술지 뺷공공경제뺸, 뺷재정논집뺸9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결정

ț
03. 25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04. 08 제1회 정책포럼 개최
(국가재정법/국가건전재정법 제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05. 25 Alan J. Auerbach 교수(UC Berkeley) 초청세미나
05. 26 재정개혁 심포지엄 “특별회계․기금 제도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개최
06. 16 제2차 재정개혁 심포지엄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현황과 향후 과제” 개최
07. 28 법인 등록번호 발급 (면세법인)
08. 22~25 제61차 국제재정학회(IIPF)총회 유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제 : Macro-Fiscal Policies :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10. 07~08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춘천 두산리조트)
주제 : 재정분권 및 자유주제
10. 08~09 UNESCAP-KAPFE-KIPF Joint Symposium 개최
11. 11 정책토론회 “예산안과 감세안” 개최

ț
03. 20 정책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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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31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정기총회에서 학회명칭 변경 결의, 학회명칭에 관한 우편투표 실시
06. 07 임시총회 개최 (정관개정 및 학회명칭 변경 건)
정책토론회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 적정지표를 찾아” 개최
06. 27 정책토론회 “정부 재정운영과 성 인지 예산․성별 영향평가” 개최
06. 28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명칭 한국재정학회로 환원
10. 20~21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주제 :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

ț
03. 30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06. 21 정책토론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 개최
09. 07 정책토론회 “한국경제의 부동산 문제 : 진단과 정책과제” 개최
(한국응용경제학회와 공동주최)
09. 14 정책세미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세제 및 가격정책의 개선방향” 개최
10. 05~06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
주제 : 외환위기 이후 10년 한국재정의 평가와 과제
10. 15 정책세미나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개최
11. 05 정책세미나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 개최

ț
01. 29 세제개편 정책세미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개최
02. 19~2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가 (연세대학교)
02. 15 학술지 뺷재정학연구뺸9학술진흥재단 등재
02. 29 뺷재정학연구뺸9제1권 제1호 발간
03. 21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03. 28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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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8 정책토론회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추경편성” 개최
06. 30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방안” 개최
07. 03 정책토론회 “국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개선 방향” 개최
08. 07 정책토론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 개최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
10. 02 정책토론회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개최
10. 12 정책토론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조세․재정운용 방향” 개최
10. 31~11. 01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광주 무등파크 호텔)
주제 : 새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 뺷재정학연구뺸9제1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1. 22 정책토론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 재정확대와
건전재정의 조화” 개최
02. 12~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가 (성균관대학교)
03. 27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주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추경편성을 중심으로
04. 13 심포지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과 개혁과제” 개최
(금융학회와 공동 주최)
05. 15 일본 재정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The Fiscal Policies of Korea and Japan to Meet Ongoing Global
Economic Crisis”
10. 23~24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 신라호텔)
주제 :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재정의 역할
12. 05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조세회피의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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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재정학연구뺸9제2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09~10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 (서울대학교)
03. 05 정책토론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 개최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주최)
03. 26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국회의정관)
주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
06. 21 정책토론회 “재정출구전략의 모색” 개최
07. 26 정책토론회 “기부금 세제 개선 및 기부 활성화” 개최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한양대학교 이영 교수)
10. 22~23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변산 대명리조트)
주제 : 한국 재정의 미래 : 새로운 도전과 기회
11. 18 정책토론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세제․가격정책 개선방향” 개최
12. 04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 사회정책현안과 조세
12. 15 한국재정학회 사무실 이전 (서울시 중구 명동)
* 뺷재정학연구뺸9제3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10~11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 (중앙대학교)
03. 25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2011년 재정의 현안과 방향
06. 20 정책토론회 “반값등록금 논쟁과 국가재정”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10. 14~15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주제 : 한국의 복지와 재정
12. 03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참가 (건국대학교)
주제 : 공정사회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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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재정학연구뺸9제4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21-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23 춘계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창립 30주년 기념-JW메리어트호텔)
주제 : 한국의 재정, 과거․현재․미래
05. 01 한국재정학회 로고 및 QR코드 제작
05. 25 기획재정부장관 초청 전임회장 오찬간담회
07. 18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제 :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09. 07-08 추계정기학술대회 (창립 30주년 기념-여수 엠블(MVL)호텔)
주제 : 녹색성장과 재정
09. 25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 복지정책과 복지재원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
10. 05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MB정부의 재정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11. 09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12. 13-16 제1회 한․중 재정 심포지엄 (중국 북경 힐튼호텔)
주제 : 한․중 조 세제도 비교와 재정협력 방안 모색
* 뺷재정학연구뺸95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1. 18 새 정부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 및 신년하례회
주제 : 새 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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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13 정책세미나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주제 :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03. 29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05. 03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2013-제4차 정책세미나
05. 09 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국회 법제실 공동)
주제 :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입법과제
09. 02 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국회예산정책처 공동)
주제 : 조세제출 현황 및 정비방안
09. 27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회의
10. 11-12 추계정기학술대회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
주제 : 저성장 시대의 조세․재정정책 역할
11. 15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중앙-지방 간 바람직한 재정관계
12. 06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부동산시장과 조세
* 뺷재정학연구뺸96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28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04. 10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 공개토론회
06. 17 재난․재해 재정과 정책방향 :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제 정책토론회
08. 13 정부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회
09. 16 한국재정학회․감사연구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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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9 학술세미나 (한국재정학회,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공동)
주제 : 위기의 자본주의-바람직한 재분배정책의 모색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
10. 17-18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제천 청풍리조트)
주제 : 공․사적 연금의 개혁방향
10. 25-26 일본재정학회 (Nagoya campus of Chukyo university)
11. 13 2014 세법개정안 토론회
11. 07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
11. 27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감사연구원 공동)
주제 : 예산낭비억제방안 :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12. 05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 뺷재정학연구뺸97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24-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11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국회의원 이만우 공동)
주제 :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03. 27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재정안정을 위한 복지개혁과 증세
05. 21 라운드 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제 :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가재정
08. 10 세제개편안 라운드테이블
08. 27 정책심포지엄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제 :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 과제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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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18 일본재정학회 (Chuo University in Tokyo)
10. 23-24 추계정기학술대회 (부여 롯데리조트)
주제 : 조세와 재정의 미래
11. 19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국회의원 나성린 공동)
주제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12. 04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세수기반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
12. 10 재정학 공동학술대회(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
회 공동)
주제 : 복지지출과 재정정책 과제
* 뺷재정학연구뺸98권 1호,2호,3호,4호 발간

ț
02. 17-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2. 26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공동)
주제 : 복지와 경제성장-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찾아서
03. 25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한국재정의 미래
08. 18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08. 30 국가채권․자산통계 구축 학술세미나 (한국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
회,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고려대학교 이우진 교수)
10. 14-15 추계정기학술대회 (경주 현대호텔)
주제: 정부예산 400조원 시대의 재정의 역할과 과제
10. 22-23 일본재정학회 (京都産業大)
10. 28 교육부-학회 간 연합 세미나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교육재
정경제학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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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12. 02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저출산․고령화사회와 세제
* 뺷재정학연구뺸99권 1호,2호,3호,4호 발간

ț
02. 09-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24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한국의 조세정책 : 도전과 과제
05. 23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정책토론회
주제 :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05. 31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건전재정포럼 공동)
주제 : 신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
09. 16-17 일본재정학회 (立敎大學)
10. 13-14 추계정기학술대회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동국대학교 법학․만해관)
주제: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11. 10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재정분권에 관한 중앙-지방재정 협력방안
12. 01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정책방향
* 뺷재정학연구뺸910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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ț
02. 01-0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30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07. 05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
10. 21-22 일본재정학회 (Kagawa University)
10. 26-27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쏠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주제 : 재정 기능의 정상화와 경제 성장
11. 26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중장기 재정 전망과 조세․재정개혁 과제
12. 07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자산과세와 소득재분배
* 뺷재정학연구뺸911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14-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한국재정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기조연설, 주제발표
주제 : 기로에 선 한국경제-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분배를
위한 정책과제
03. 29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주제 : 포용적 성장과 재정의 역할
05. 31 정책토론회
주제 : 위기의 대학 교육,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06. 19 정책토론회
주제 :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본 예타의 쟁점들, 그리고 개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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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
10. 19-20 일본재정학회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10. 25-26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임시총회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
주제 : 포용과 혁신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11. 22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서의 책임성 확보
12. 02 정책토론회
주제 :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부문 세제개
편 방향
12. 12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ț
06. 03 3개 학회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
국제경제학회 공동)
주제 :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07. 07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국회의원 송언석 공동)
주제 : 재정정보 공개 강화 및 투명화
07. 16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
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제 :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10. 01 편집위원장 선출 (한림대학교 김진영 교수)
10. 23-24 추계정기학술대회 (부산 힐튼호텔․zoom)
주제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12. 04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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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2020년대의 사회변화와 조세의 대응
12. 10 한국재정학회 사무실 이전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12. 29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 운용 방향
* 뺷재정학연구뺸913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04-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26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zoom)
10. 29-30 추계정기학술대회 (속초 롯데리조트․zoom)
11. 26 재정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 공동)
주제 : 차기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12. 03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
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공동)
주제 :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 뺷재정학연구뺸914권 1호, 2호, 3호, 4호 발간

ț
02. 1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03. 25 춘계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대한상공회의소)
06. 03 정책토론회
주제 :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재정-변화는 가능한가?’
* 뺷재정학연구뺸915권 1호, 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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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ᩎ ݡᰍᱶ⦺ᔢ ᙹᔢᯱ 
1994년 김성태 청주대학교
1995년 박종구 아주대학교
1996년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1997년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1998년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1999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년 염명배 충남대학교
2001년 옥동석 인천대학교
2002년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2003년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전영준 인천대학교 / 황성현 인천대학교
2005년 이 영 한양대학교
2006년 김상헌 서울대학교
2007년 이철인 성균관대학교
2008년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김진영 건국대학교
2010년 김현숙 숭실대학교
2011년 류덕현 중앙대학교
2012년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4년 우석진 명지대학교
2015년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2016년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2017년 전병힐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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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 선 중앙대학교
2019년 이경우 연세대학교
2020년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2021년 강성훈 한양대학교

 ⦽ǎᰍᱶ⦺ᔢ ᬕᩢȽᱶ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신진 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한국의 재정학과
공공경제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재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재정학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다.
제2조(수상시기) 회장은 매년 재정학상 수상자를 결정하여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 재정학상은 본 학회 회계연도 종료일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45세 이하의 본 학회 정회원 1인에게 수여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정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본 학회의 정회원은 재정학상 수
상후보자를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학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본 학회 및 재정학․공공경제학 관련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3. 본 학회의 학술대회․세미나 및 재정학․공공경제학 관련 논문발표 실적
4. 출판한 저서 및 기타 연구물
5. 한국의 재정학과 공공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타 사항
③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을 편집위원장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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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집위원회의 후보자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6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 제4
조에 의거하여 추천된 후보자들과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들을 일괄 심
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편집위원회는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선정이유 및 본 규정 제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관련 자료를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3명의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후보자 심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재정학상 선정위원회)
① 재정학상 선정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통보
된 수상후보자들 중에서 수상자 1인을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명예회장, 편집위원장
2.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3.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연도 재정․공공경제학상의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
는 정회원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선정이유 및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
가 토론한 후 투표를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투표방법과 그 내용 등은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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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다.
제7조(메달, 상패와 상금) 재정학상 수상자에게는 금 10돈 중의 메달, 상패 그리
고 평생회비 금액의 125%에 상응하는 금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8조(재정학상 기금) 학회는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하여 재정학상을 수여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한다.

 ᰍᱶ⦺ᩑǍ ྙםᔢ ᙹᔢᯱ 
2011년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년 김승래 한림대학교
김진영 건국대학교
2013년 주만수 한양대학교
2014년 전병힐 한국외국어대학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2015년 이경우 연세대학교
2016년 오성재 서울대학교
강창희 중앙대학교
정혜원 서울대학교
주병기 서울대학교
2017년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이경우 연세대학교
2019년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조석주 성균관대학교
2020년 성명재 홍익대학교
2021년 홍우형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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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논문상

재정학연구(영문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는 재정학․공공경제학
분야의 대표적인 계간 학술지입니다. 1987년부터 발간된 재정논집과 1996년부터
발간된 공공경제가 통합되어 2008년부터 발간되고 있습니다. 조세, 재정, 복지
등 전통 재정학의 연구주제들 뿐 아니라, 공공경제학의 연구영역 확대에 따른 환
경, 교육, 공기업, 공공선택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습니
다. 매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재정학연구 논문상을 수
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