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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복지지출을 감당하면
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조세구
조를 중심으로 그것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차원의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 단기적 차원의 재정수지균형 달
성보다는 국가가 현재의 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적 지속가
능성이 장기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 지속에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여력(fiscal space) 측정을 통해 국가별,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한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진복
지국가의 주요 자원동원 방법인 조세 제도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연구는 OECD 17개국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재정여
력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합시계열분석과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 기초수지 반응곡선(fiscal reaction function)과 장
기이자율 예측값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기초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
곡선(interest payment schedule)을 활용하여 각국의 채무한계(debt limit) 및 재정
여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한다. 이어서 3
단계 최소제곱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통해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을 추정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여력 즉,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구조를 규명한다. 이때, 조세구조의 직접 효과는 물론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세구조의 효과도 살핀다.
마지막으로 재정여력 규모와 조세구조 특징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와
의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및 기술통계를
통해 국가별 양상은 물론 복지국가 유형 간 평균 및 시기별 평균 변화 양상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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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
정 및 비교와 관련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를 제외하
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모든 복지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 중 몇몇 국가는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바,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은 충분한 수준의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기존 통념과는 달리, 단순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거나 재정수입이 많은 것이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비교 대상국 중 상대적으
로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평균
재정여력이 넓은 편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최근 재정여력이 대폭 축소되
고 있는 데 반해, 국내총생산의 30% 가량을 복지에 쓰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
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까지
재정여력이 더욱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 조세구조
에 주목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요하
다. 이것이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세구조 측면에서 능력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원 간의 공평
성과 세제 누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 격차
를 줄여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과세를 통해 과세기반을 넓
힘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 공평성의 달
성과 함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것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의 제고가 일부 집단의 과도한 부담
으로 이어지면 조세회피를 조장해 재정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이는 수평적 공
평성과 함께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의 한 축으로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과세 확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하여 세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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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 등을 적절히 활용해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을 다원화하
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유리하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
초한 재원은 저소득층의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능력자 부담 원칙과 조
합하여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재정학 및 복지국가 논의
를 결합하여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포괄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가 노정한 한계,
경제구조나 제도적 요인 등 국가가 재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춰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조명하였던 기
존 연구의 관심을 환기하여 재정의 두 축인 지출과 수입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복지국가 유형론과의 연속선에서 재정성과 차이를 규명하여, 견고한 이론
적 기반 위에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차이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 측면을 포괄하고, 조세구조와 재정성과의 관계를 드러내어 복지국가 유
형론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복지지출
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과 재정여력 간의 상
호인과를 고려해야 함을 보였다.

주요어 :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재정여력, 조세구조
학 번 : 2012-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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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진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
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수입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거시 재정 변수의 영향뿐 아니라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국
가의 역량과 관련된다고 보고, 정치·사회·경제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한다. 이는 재정여력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한다. 또한,
선진복지국가에서 조세수입이 재정여력 확보의 주요 수단임을 참작하여, 복지국가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자 한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문제는 복지국가와 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논의와 연결되
는, 복지국가 연구의 고전적 주제이다(김태일, 2012: 14-19). 기존 연구에서는 성
장과 분배의 관계에 주목하여,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뤄
왔다. 이에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이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문제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
가 위기 담론이 대두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장을 저해
한다는 인식이 득세했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정 건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복
지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선결 요건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복지국가를 통해 생산과 분배체계
의 조응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왔다.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일시적이고 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상적인 역할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이
다. 당시에는 복지국가 기제를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
아, 복지국가의 재정지출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 불균형에 비교적 관대했다. 사실
상 정부부채 증가 역시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고임금과 관대한 복지급여를 근간으로 하는 케인스주의의 이중트랙 패러
다임이 의문시되었다.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시에는 케인스주의의 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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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정책이,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고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초래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업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이 없다
는 지적이 확대되고, 복지지출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지배적 견
해로 자리 잡았다.
이에 복지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만이 위기에 대응하는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확대됐다(Gough, 1979: 7장).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위기를 타파하
고자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세부 양상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
나(Esping-Andersen, 1996), 개혁의 주요 골자는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었다(Pierson, 2001). 이는 정부의 부담을 낮춰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2008년 금융위기와 이로 촉발된 남유럽 재정위기 이
후 더욱 고조되었다. 상기한 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로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복지 축소 압력이 거세어진 것이다. 관련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연금
과 건강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노력을 펼친 것이 사실이다(OECD,
2012).
그러나 복지지출 축소 일변도의 대안만이 현재 복지국가가 직면한 위기의 해답
은 아니다. 여전히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산재해있어,
사회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로 빈곤층 양산 및 소득 불평
등 심화, 노동 부문 간 분열, 비숙련 노동자의 높은 실업률 등 새로운 위험요인이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필요하다. 복지지출이 재정 부담요인으
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처럼 공공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복지 욕구가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방적인 복
지지출 축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Guy, 1980; Pierson,
1998).
결국, 복지국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복지국가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에
서는 단기적 차원의 재정 건전성보다 장기적 측면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
목한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나 채
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초래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균형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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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김동건, 2006; 유금록, 2012; Richter
and Paparas, 2012; Alfonso and Jalles, 2014). 환언하면, 단순히 단기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속가능성, 즉, 국가가 현
행 방식의 재정운용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Buiter, 1985;
Buiter and Paatel, 1992).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지출 측면은 물론 재정의 다른 한 축인 수입 측면을 함께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주로 복지지출과의 관련성에
국한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Glennerster(2008)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노인 혹은 복지 요구가 많은 집단을 부양하기 위해 국민이 더 높은 세부담에 동
의할 의지’와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재정지출 차원
뿐 아니라, 재정수입 측면과 연관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에 주목한다. 이는 조세가 본 연구의 주 분석대상인 고
소득 국가에서 주요 자원동원 수단일 뿐 아니라, 복지국가의 장기적 지속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연대 및 정치적 지지 기반 조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
문이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상의 목적에 근거하여 1장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절에서는 재정
적 지속가능성이 복지국가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논한다. 이어
서 2절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찰함에서 조세제도의 역할에 주
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때, 조세제도의 세부 구성의 중요성에 집
중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에 관해 상술한다.

제1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앞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문제와 관련해, 복지지출 축소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좌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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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공공정책 역량 담보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Doherty and Yeaman, 2008:
81; Marcel, 2014: 1). 달리 말해, 과도한 재정적자 및 채무 축적이 장기간 지속
되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결국에는 공공복지의 수행을 어
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을 지속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수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
다. 정부가 경기변동에 맞춰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나 채
무가 단기적으로 축적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재정균형을 훼손하더
라도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Song, 2012: 17-18). 그래서
단순히 회계연도 단위의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현행 재정운용 방식의
지속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Buiter, 1985; Buiter and Paatel,
1992).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축적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없이 수
지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즉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김동건,
2006; 유금록, 2012; Richter and Paparas, 2012; Alfonso and Jalles, 2014).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를 판단함에서 재정여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재정여력(fiscal space)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바람직한 목
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를 의미한다(Heller,
2005: 3). 이는 단일 시점이 아니라, 다 시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현재의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 혹은 현세대의 수입 확보 노력이 미래 정부의 재정지출 능
력 및 재정수입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Heller, 2005: 3; Harris, 2013: 114). 달리 말해, 재정여력은 현재의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한
완충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확대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동원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Oritz, Chai and Cummins, 2011; Oritz,
Cummins and Karunanethy, 2015). 결국, 재정여력 확보의 문제는 국가가 지속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성장 및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비롯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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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슈라 할 수 있다
(Harris, 2013: 114; Marcel, 2014: 1). 따라서 재정여력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간 재정여력의 문제는 주로 저소득 국가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에도 유용한 개념으로, 2007~08년 위기
이후에는 이 국가들에도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Schick, 2009; Marcel, 2014). 국
가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성과 경쟁력 확
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Doherty and Yeaman,
2008; Oritz, Chai and Cummins, 2011; Oritz, Cummins and Karunanethy,
2015).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의 재정여력은 시장 여건 악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확대되는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재원마련 가능성으로 이해된다
(Heller, 2005: 5; Schick, 2009: 3). 따라서 재정여력은 장기적 맥락에서 선진복
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거시 경제적 차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맥락(context)을 고려해 살피고자 한다. 복지국가가 직면한 재정위
험은 정치적 의지와 조정의 문제로(Guy, 1980),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
용하 외, 2011a; 석재은, 2014; Esping-Anderson, 1999, 200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Heller(2005)의 재정여력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화한 Ostry 외
(2010) 및 Ghosh 외(2013)의 연구를 토대로, 선진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파악한다. 이것이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대응 양상을 포괄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
이다.

제2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써 조세제도
사실 정부가 복지지출을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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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악화되어, 새로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Schick,
2009). 이때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출 삭감 혹은 지출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효율성 증대, 화폐 발행 그
리고 대외 원조 등이 있다(Harris, 2013: 115). 이 중 재정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선진복지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은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흔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세입 확충보다는 지출 삭감 전략이 우월하다고 본다
(Alesiana and Giavazzi, 2012). 지출 삭감을 통한 조정이 조세 확충 전략보다 경
기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고,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08년 경제위기 이후 OECD 국가가 추진한 재정 건
전화 정책의 2/3는 재정지출, 특히 사회지출(복지, 보건 등) 축소였다(OECD,
2012).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재정지출 삭감이 장기이자율을 낮추고, 환율 및 주
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출 축소만이 영구적인 재정 건전성 담보
로 이어져, 국가 재정 운용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이자율을 낮추고 주식가
격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Alesiana and Giavazzi, 2012: 12). 이에 통화정책이
나 노동시장 자유화 및 구조 개혁 등 적절한 정책과 동반되면, 지출 삭감 전략이
적어도 안정화의 측면에서 재정의 장기적인 건실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Alesiana
and Giavazzi, 2012: 12). 이 주장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담보
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감축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상술한

Alesiana와

Giavazzi(2012)는 통화정책 등의 적절한 정책과 함께 하는 지출 감축 전략이 건
전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재정지출 축소
가 노정하는 모순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의 통화정책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Delong, 2012). 이 때문에 유럽 국가에서 지출 삭감을 통한 적자 감축은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재정지출 축소가 국가의
신용도 악화를 가져와, 기대와 달리 채권 시장의 위험도를 높이고, 고용 및 경제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Delong, 2012). 게다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하여 복지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이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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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할지도 모른다. 기존에 복지혜택을 누린 국민에 대
한 갑작스러운 복지 축소는 대대적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Guy, 1980; Pierson, 1998).
물론 지출 재조정 및 합리화는 특히 단기적 차원에서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
의 재정여력 확보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 조
정을 통한 수익은 체감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Harris,
2013: 115).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재정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원동
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Harris, 2013: 1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자원동원 방법 중 선진복지국가의 주요 재원마련 수단인 조세제도에 주목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더불어, 조세구조에서 복지국가 유
형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바(Obinger and Wagschal, 2010) 복지국가 유형론에 근
거해 조세구조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
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국가군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Croce
and Juan-Ramón, 2003; Stubelj and Dolenc, 2010; Stoian, 2012), 엄밀한 이
론적 기반을 토대 위에서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
완하기 위함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 수준뿐 아니라, 세제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조
세구조가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요구, 자
본 축적과 정당화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설명변수가 되
기 때문이다(김도균, 2013: 26; Campbell, 1993, 2005). 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
의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한 모순 혹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한
결합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필연이라고 지적하였다(O’Connor, 1973;
Gough, 1979; Streeck, 2014). 그러나 최근의 재정위기가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
공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특히, 관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가 아닌 복
지지출 수준이 낮고 사회보장체계의 발전이 미흡한 남유럽의 가족주의 유형에서
발생하였음을 볼 때,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모든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되
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마다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해소하는 논리가 다르며, 이에 따라 재정적 긴장의 양상도 상이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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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김도균, 2013: 24-25; Block, 1987). 따라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
한 복지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세구조가 상충되는 두 요구에 국가가 대
처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에 주목한다(김도균, 2013: 26;
Campbell, 1993, 2005). 조세구조 특징에 따라 세부담의 수용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Glennerster, 2009: 3장). 일차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
하여 국가의 정책실현능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ttl, 2003: 3장). 조세부
담 수준과 조세구조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투자나 저축, 근로 행위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져, 복지국가의 과세기반인 자본축적을 견인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wedberg, 1991). 뿐만 아니라,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지속을 결정하는 정치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미칠 수 있다.
과세행위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규정짓고, 이들 간 호혜적 의무 관계를 형성해
사회연대를 가능케 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이때, 사회연대와 정치적 지지는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편익수준과의 비교
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조세가 어떤 원칙에 기초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연대의 기반과 조세에 대
한 인식이 부담 공평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Campbell, 2009; Corsetti, 2012:
6; Kaplanoglou, Rapanos and Rardakas, 2013). 근대 경제학에서 조세 원칙은
능력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나뉜다. 전자는 담세 능력에 따른 부
담을 지지하는 견해로, 국민의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게 된다. 다만, 과세가 일부
계층에 가중되거나 과세원 간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충분한 세수 확보가 어
려운 것은 물론 연대 기반도 취약해져 세제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반면 후자
는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이 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편
익을 누리는 집단을 연대 대상으로 삼아, 연대의 기반은 협소할 수 있지만, 장기
적인 균형 재정 유지에 유리하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다
(Howard, 2007; Ide and Steinmo, 2009).
이와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조세부담 수준과 편익 총량의 가치 비
교로 결정된다(Steinmo, 1993; Ganghof, 2006).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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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이 많다면 높은 수준의 부담이 항상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것은 아닐 수 있
다. 반면에 편익이 적다면 조세부담을 꺼리게 된다. 더구나, 적은 편익이 공정하
지 않은 세부담과 연동된다면 조세회피가 높아질 공산이 있다. 이처럼 조세구조의
특성과 복지지출이 결합하였을 때, 세부담 인식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생산 비용
및 투자와 소비에의 결정, 그리고 소득분배의 측면 등에서도 차이가 생겨 복지국
가의 재원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재정여력 확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편
익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복지지출과 조세구조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한
다(Harris, 2013: 116). 즉,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 원칙에 따른 조세구조의 차이는 물론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처럼 조세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고
찰에서 조세구조가 가지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대체로 ‘얼마나 많이’를 강조하며 총량 수준
의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개별 세제의 특성을 고려하
는 경우에도 사회 및 제도적 기초를 고려하기보다는 조세부과로 인한 사중손실
(dead weight loss) 크기 분석에 치중하였다(Feldstein, 2002). 또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전략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당위적 차원에서의 제안에 그
치고 있다(전병목·박상원, 2011; 최성은, 2011; 오건호, 2014). 이상의 한계를 보
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써 공평성
원칙에 기초한 조세의 세부 구조 및 조세와 편익의 결합효과에 관심을 둔다. 이
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세구조의 특징을 규명하여,
조세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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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에 OECD 주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국가 간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비교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 특히 조세수입의 구조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춰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조명해왔던 기존 연구의 논의를 확장해 적절한 수준
의 복지지출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세제도
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때 선행 복지국가 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복지국가 유형론에 근거하여 유형별 조세구조 차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관계
를 살펴본다. 이와 같은 OECD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증연구로, 한국 복
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세구조의 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에서 시작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정치·경제·사
회적 차원을 포괄하고자 환경적, 제도적 제약요건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한다. 측정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개별 국가 간 비교와 더불
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명징하게 살피고자,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국가별 재정
성과의 차이를 복지국가 연구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1과 세부 연구문제는 이하와 같다.

· 연구문제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연구문제 1-1.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연구문제 1을 통해 측정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과 조세구조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때 조세구조는 세부담에 대한 인식
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부담 수준과 공평성에 따른 조세원칙으로 구체화한다. 그리
고 조세구조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편익 수준과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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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근거하여,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
와 더불어, 이것이 복지지출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
는 양상을 살핀다. 이어서 연구문제 1에서처럼, 복지국가 유형 논의와 연속선에서
유형별 조세구조 특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다. 연구
문제 2와 세부 연구문제는 이하와 같다.
·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조세구조 규명
연구문제 2-1. 복지국가의 조세구조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복지국가의 조세구조는 복지지출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수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3.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차이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
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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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이
론적 배경을 논한다. 이 장은 총 4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
론적 토대인 재정사회학과 복지국가 유형론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
는 기존 연구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측정과 복지국가
의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 및 경험연구의 흐름을 다룬
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제4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접근과 연구모형을 설명한다.

제1절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회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공공재정을 정치·경제·사회체계와
의 상호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은 단순히 거시 경제적, 수리적 차원이 아니라 각국의 정치 및 사회적 맥락을 반
영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의 재정위기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
라, 조세를 통해 국가가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해소하는 논리에 따라 재정적
긴장 역시 완화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비교
사회정책학 전통에서 복지국가의 유형별 재정성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고
찰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세제도 특징을 규
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인 재정사회학적 관점과 복
지국가 유형론에 대해 논한다.

1. 재정사회학

경제사회학 전통에서는 집단, 제도, 사회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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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여 개인은 사회와 무관한 독립적 존재로 간
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기 때문이
다. 이에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추적하면서 경제행위의 시대별, 국가별 차이에 주
목한다. 이 관점을 재정학에 접목한 재정사회학 역시 공공재정을 정치, 사회, 경
제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을 파악한다. 재정사회학은 기존의 재정학이 재정
현상을 사회관계와 고립시켜 연구함으로써 타당성을 잃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분석에서 기존 재정학이 보인 사회적 인식의 결여와
도덕적 혹은 중립적 국가라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인한 현실과의 유리를 극복하고
자, 재정과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내부 체계들과의 관련성, 정치 및 경제 세력
과의 관계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Goldscheid, 1967; 정규백, 1993에서 재인용).
재정사회학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공공재정이 국가를 구성하는 내부 체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체계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본다. 이에 따라, 사회의
하위 체계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진노 나오
히코, 2000; Campbell, 1993). 즉, 재정 행위가 해당 국가의 맥락(context)과 분
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체제는 생산과 교환을
통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체계이고, 사회체계는 사회질서의 유지 및 안정을
도모하는 체계이다. 이때 전술한 두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정치체계인데,
이 체계의 활동을 위해 공공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재정에 대한 고찰은 사
회 내 하위체계 간 조응을 살펴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림 2-1] 재정과 하위체제
자료: 진노 나오히코,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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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하면 정부는 경제 및 사회체계의 활동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며, 국가가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를 위해 이들 체계에 강제력을 행사한다. 경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축적과 교환을 위한 틀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체계는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경
제체계로부터 조달한 조세수입으로 사회질서 유지, 소유권 보호, 복지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다시금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사회체계로부
터의 충성을 획득하기 위함이다(진노 나오히코, 2000: 20-21).
이상과 관련해,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과세역량은 자
본축적과 경제 전반의 성과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lock and
Evans, 2005). 이는 국가 기구를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
기능이 자본축적에 의존하여, 국가가 일차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과 자본축적
의 논리에 복무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Block, 1981; 1987). 그런데 문제
는 산업혁명 이후 복지국가의 지속에 필수적인 경제체계에 자기규제 능력이 부재
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독점자본의 성장으로 과잉생산과 대량
실업이 양산되어 지속적인 자본축적이 어려워진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체제는
자본축적에 경도되어 과도하게 노동과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종국에는 자본주의의
축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음이 지적되었다(O’Connor, 1998: 8장).
이에 자본과 노동이 경제체계 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한 적
극적인 규제가 요구되기 시작했다(Offe, 1984). 노동이 허구적 상품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불가피하게 노동력 재생산 문제에 개입해야만 하는 것
이다(Offe, 1984). 뿐만 아니라, 비노동 인구를 부양하는 책임도 지게 되었다
(O’Connor, 1973; Gough, 1979). 따라서 국가는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
건을 유지하고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조화를 위한 조건의 유지 및 창출도 이룩
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O’Connor, 1973). 달리 말해, 복지국
가는 국민의 능력을 고양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능과 함께 이들을 자본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기능을 추구하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조세
를 거둬들여 자본주의 축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와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폐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O’Conno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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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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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ion)과 정당화(legitimization)라는 두 기능을 달성해야 하는 복지국가
에서 재정위기는 필연적이다(O’Connor, 1973; Gough, 1979). 정부는 재정을 들
여 체제 지속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전술한 두 지출을 감당할 충분한 재원의
마련이 여의치 않다. 복지국가가 고도화될수록 성장과 자본축적에 대한 재정지출
의 종속이 심화되어 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배가되기 때문이다(Gough, 1979). 게
다가 기존에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 구축된 방대한 관료제와 그것의 비효율이 재
정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O’Connor, 1973; Gough, 1979).
이에 자본 구속력이 약해지는 세계화와 저성장 국면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어
려움이 심화된다.
이어서 Streeck(2014)은 상기한 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위기 이론을 발
전시켜 최근의 복지국가 재정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였다.
그는 전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맥락에서 2007~08년의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위기가 자본이 민주주의를 경도하게 되는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이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한 자본주의
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즉 축적과 정당화 요구 간의 상충이 재정위기의 원인이
라는 것이다. Streeck(2014)은 이처럼 위기를 오랜 기간 진행된 연속적인 과정으
로 다룬다면, 자본주의 국가 간의 유사성이 제도와 경제의 차이보다 크다고 지적
한다.
특히 그는 재정지출 측면에 주목하였던 기존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을
재정수입의 측면으로 전환하면 선진복지국가가 경험한 위기의 양상을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Streeck(2014)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조세국
가(tax

state)에서 부채국가(debt state)를 거쳐 재정건전화국가(consolidation

state)로 이행하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친다. 우선 20세기 초 국가는 조세를 통
해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다.1)
1) 일찍이 Schumpeter는 이를 조세 국가(tax state)로 명명한 바 있다. 조세 국가는 19세기 국가가
국민국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국왕의 수입이 영지라는 사적 영역에서
조세라는 공적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국가 역시 중세 영지 국가(domain state)에서 조세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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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성장으로 재정수입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국가는 세금 대신 공공부채를 통해 확대되는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는 부채국가
로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립하는 자본과 시민의 요구 중 국가는 자본가
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게 된다. 국가는 충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대중
과 자본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지만, 투표율 저하 등으로 시민의 정치적 역
량은 낮아지는 데 반해, 자본가들은 초국가적 지위와 채권 소유로 정부의 재정
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현상의 연장에서 공공부채
누적으로 부채 위기가 지속되면,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응하고자 재정
건전화국가로 진화한다. 이는 초국적 자본에 길들어 민영화와 자본과세의 축소 등
지속적인 긴축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이상과 같은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분석에서는 공공재정의 기능을 축소하지 않
는 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 최근의 재정위기가 모든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거니
와, 관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북유럽 국가는 오히려 강건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Ostry et al., 2010; Stoian, 2012; Ghosh et al., 2013). 경험적
증거에 바탕을 둘 때, 복지국가가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모순된 요구를 달성하는
것이 재정위기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김
도균, 2013: 24-25). 즉,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국가가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성과도 상이해질 공산이 있다(김도균, 2013: 24-25; Block, 1987). 따라서
단순히 재정 지표만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
건, 즉 경제구조 및 제도적요인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 속에서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통해
하위체계를 조율하는지가 중요하다. 환언하면 문제는 복지국가 자체가 아니다.
‘어떤’ 복지국가이냐가 국가 재정위기 국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때 조
세구조는 국가가 상충하는 두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변화한 것이다(Krüger, 1987: 52; 양동휴, 2012: 38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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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명변수가 된다(김도균, 2013: 25-26; Campbell, 1993, 2005). 조세제도
는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회계약의 실재로서 거시적 맥락에서의
경제 및 사회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로(Schumpeter, 1918; 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2에서 재인용), 조세제도의 세부 구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국가
가 축적과 정당화 기능을 조율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조명하게 하여 하위 체계의
조응 양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치자와 국민 간의 협상이 특정한 형태의 조세제도 구성으로 이어졌는
지, 국민의 사적소유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협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
러한 재정적 협상이 문화와 삶의 형태(forms of lif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조
세제도의 결과)는 재정사회학의 중요한 질문이었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6). 과거에는 상기한 세 질문을 기초로 재정사회학이 각 분파로
발전하였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6-11).2) 그러나 분리·발전해

2) 첫 번째 분파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으로 조세제도가 특정 형태로 귀결된 이유를 경
제발전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는 Hinrichs(1966)와 Musgrave(1969)가 대표적이다. 이들
은 경제 고도화에 따른 시장의 성장과 산업생산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세가 생기고 화폐가
치를 통해 측정이 편리한 과세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무당국
이 만들어지고 재정수입이 늘어나게 된다고 본다. 다음은 엘리트 이론(Elite Theory)으로 재정
계약의 제도적 배열에 주목해 납세자들이 특정한 재정 협약에 순응하는 이유 규명에 초점을 맞
춘다. 이 계열에는 Buchanan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공선택학파가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재정정
책이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힘 간 균형의 결과이다(Buchanan,
1987). 조세제도 분석 역시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배태되는 환경과 행위자들 간의 역동이 고
려되어야 한다(Stanley and Hettich, 1998). 특히, 과세행위가 발전하는 것은 조세부과 과정에서
새로운 조세권력의 창출과 조세저항에 대한 억압이 지대행위추구자들의 영향력 강화수단으로 활
용되기 때문이다(Holcombe, 1998). 또한 합리적 납세자가 자신의 착취에 순응하는 이유는 부정
확한 정보(incorrect information)에서 기인한다(Puviani, 1973; 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9에서 재인용). 관료와 정치인들이 조세정책 구성에서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을 초래해
조세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국주의론(Militarist Theory)에서는 근대 관료제 국가
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이 화두이며, 조세제도가 그 핵심이 된다고 본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10-11). 특히, 이 입장에서는 사회·문화적 결과로써 조세제도에 주목하는데, 이는
군사적 정복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주장한다. 전쟁 수행과정에서 국가는 급격한 자원동
원이 필요하게 된다. 전쟁 종료 후에도 더 나은 군사력으로 안보 우위를 점하고자 재정수요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된다. 이에 자원추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는 더 생산적인 조
세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세무 행정체계를 제도화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Mann, 1980:
195). 그리고 자원추출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고 제도화된
세제는 근대 관료제 체계로 이어지게 된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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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재정사회학의 세 전통은 정치·경제·사회체계 내에서 재정을 파악하여 기존의
재정학보다 높은 현실 설명력을 제공하였지만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6-11). 조세제도의 발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여,
현대 국가들이 가지는 조세체계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
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하여 재정적인 선택이 정치인과 관료의 이기심의 발
로라고 규정하여 조세제도가 배태된 정치·사회적 배경 및 역사적 유산을 간과하
기도 하였다.
이상의 한계로 각 분파에서 전개되어 온 논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국가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Tilly를 위시한 최근의 재정사회학자들은 조세제도를 핵심으로 분석하면서,
세 가지 전통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11-14). 기본적으로 이들은 일반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보이
는 조세제도의 다양성에 주목해 비교 역사적 관점을 취한다. 이때 역사는 선택과
선택에 대한 피드백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조세제도의 경로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path-dependency), 전기적 변화(historical turning point)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체계 간의 연계 속에서 재정현상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고 본다. 최근의 재정사회학 흐름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사회 체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고, 조세구조를 중심
으로 비교사회정책학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하위 체계 간 조응양상에서의 차이
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복지국가 유형론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복지국가 유형론에 기초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국가군마다
재정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으나(Croce and Juan-Ramón, 2003;
Stubelj and Dolenc, 2010; Stoian, 2012), 차이의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
은 미흡하였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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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흐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복지국가 유형론에 근거
하여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와 재정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재
정사회학 관점과 마찬가지로 비교 역사적 시각을 내재한 역사적 제도주의3) 관점
에 기반을 둔 비교사회정책학 논의를 따르는 것이다.
이때

전통적인 체제 구분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의

세 유형에

Fererra(1996, 2005)의 구분에 따라 가족주의 유형을 더해 네 유형의 차이를 살
펴보며, 유형별 조세구조의 차이는 Obinger와 Wagschal(2010)을 기초로 한다.4)
이는 복지국가 논의의 큰 이론적 틀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최근에 재정위
기가 심화된 남유럽 국가의 구별되는 특성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물론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이상의 복지국가 유형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무수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Esping-Andersen, 1999).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유사함에도, 복지국가 재편 양상도 유형별 차이를 보여 유
형 간 구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바(Esping-Andersen, 1999;
Ferrera, 2005), 복지국가 유형 논의에 기초한 성과 비교가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찍이 Wilensky(1975)가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기초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한 것을 시초로,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복지지출 수준 및 지출구조 특
3) 역사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국가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연구 흐름이다(안
희남, 2002: 108). 이는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역사적 변화 특히 역사의 우연성과 경로의
존성을 강조하는 조류이다.
4) 개별 국가를 어떤 복지국가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특히 네덜란드
나 스위스를 어떤 국가로 분류해야 할지는 이견이 있다. 먼저 네덜란드는 사민주의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Esping-Andersen, 1990), 자유주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Korpi and Palme,
1998), 보수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다(Visser and Hemerikck, 1997). Esping-Andersen(1990,
1999)은 네덜란드가 사민주의 경향이 강하나, 다른 유형의 속성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탈
상품화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계층화에서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적 속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사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Visser와
Hemerikck(1997)에 따라 보수주의 유형으로 간주한다. 스위스의 탈상품화 수준은 중간 정도로
보수주의 유형에 가까우나 계층화 측면은 보수주의 속성은 상당히 낮고 자유주의 특성이 강하다
(Esping-Andersen, 1990). 이에 스위스를 자유주의 유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주의(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자유주의(미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 사
민주의(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가족주의(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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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 중 비교복지국가
분야의 고전인 Esping-Andersen(1990)의 연구는 탈상품화와 계층화 지수로 국가
의 활동이 시장과 가족의 역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보수조
합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개인, 가족이 시장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의 잠재능력은 단순히 사회지출의 양적 수준으로
만 측정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출을 결정하는 제도의 여러 속성,
급여의 접근권을 규제하는 규칙(자격조사, 수급자격, 제도 내적 역유인)과 소득대
체율, 수급권리의 보장범위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탈상품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
한, 계층화 지수를 통해 복지국가 기제가 특히 재정지출을 통해 기존의 사회 계
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반영해 세 복지체제를 유도해냈다.
한편, Wagschal(2001)은 복지지출 측면뿐 아니라, 조세구조 측면에서도 상기한
Esping-Andersen(1990)의 복지체제들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중심이 되는 조세원칙(능력자 부담 원칙/수익자 부담 원칙)과 세율 수준에
따라 복지국가의 조세구조를 <표 2-1>과 같이 구분했다. 이때, 복지국가를 사회
민주주의,

보수적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각각

Esping-Andersen(1990)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조합주의 유형에 대응하
는 것이다.
<표 2-1>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
세율
높음

낮음

능력자부담원칙

사회 민주주의 조세체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보수적 자유주의 조세체계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수익자부담원칙

기독교 민주주의 조세체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조세
원칙

자료: Wagschal, 2001; Lammert, 2004; 이중섭, 2007: 172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유형별 조세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민주주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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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전반적인 세율이 다른 군집보다 높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소비세 비중 역시 OECD 평균보다 커 Kato(2003)가 선진복지
국가들이 예산적자 시기에 복지국가 유지를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
로 활용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전체 세수 중 법인
세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작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
록 낮게 유지되어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는 한편, 누진적으로 운영하여 불평
등 완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Freeman, 1994). 특히 이 유형은 돌봄과 보육 서비
스의 확충과 적극적인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여성 고용을 도모하고, 사회투자 관점
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중심의 제도 개편을 단행하
여 지속적인 재정추출능력 또한 제고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고 지적된다.
이에 반해 기독교 민주주의 조세체계에서는 편익원칙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세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정부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노동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세제상 특징은 피고
용인에 대한 강력한 수급자격 인정으로, 복지국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수 확보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Obinger and Wagschal, 2010:
348-349). 실제로 위기 국면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노동시간 분배 및
노동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 노동을 기피하는 등의 노동감축으로 재정압박을 피하
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따른 일부 제도를 최신화했다(Pierson,
2001). 그러나 노동시장 경직성 및 높은 사회보장 부담으로 민간은 물론 공부문
에서의 고용창출이 어려웠고(Iversen and Wren, 1998), 여전히 노동시장 참여시
기여한 바를 근거로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현금 지출을 토대로
한 사회보험 중심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백승호·안상훈, 2007).
이어서 보수적 자유주의 체계는 자유주의 이념의 연장선에서 능력주의 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에 법인소득세나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의 직접세 비중이
대체로 높으나, 소비세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사민주의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비세와 소득세 비율이 모두 낮은 편이다(Kato, 2003). 시장에서의 사회적 시민
권 구현을 지향하는 자유주의 유형은 재편의 기로에서도 복지의 수급자격을 엄격
화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여 민간시장에서의 고용 창출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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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이 유형은 시장에서 자력구제가 어려운 집단에 복지지출이 치중되어 국가에
의한 공공 복지규모가 다른 유형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이 상황에서 엄격한 복
지수급 요건 부여로 예산억제를 통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하면서 복지국가 기
능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백승호·안상훈, 2007). 이에 협소한 의미에서의 재정 건
전성은 담보하였으나, 낮은 복지기능과 납세자 및 수혜자 간 균열로 정치적 지지
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즉, 취약계층에 집중된 복지지출과 누진적 과세전략 아
래에서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의 과세역량이 제약되어
복지국가 성장이 지체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Prasad, 2006).
최근 Obinger와 Wagschal(2010)은 이상의 세 개 유형에 남유럽 복지국가가 포
함되는 주변적(peripheral) 복지국가를 추가하여 네 개의 복지국가 조세제도 유형
을 체계화했다. 지출 중심 유형 구분에서도 세 복지체제로 모든 종류의 복지국가
를 포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히 최근 재정문제로 관심이
고조된 남유럽 복지국가들을 별도의 군집으로 구분한 연구가 나타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여기에는 남유럽 국가를 가족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한 Ferrera(1996,
2005)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이탈리아를

보수주의

유형으로

구분한

Esping-Andersen(1990)과 달리, 이탈리아를 위시한 지중해 복지국가가 대륙유럽
국가들보다 공공복지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보수주의
유형 복지국가보다 가족주의 유형에서 사회보험시스템이 파편적이고, 노령연금만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5)
조세구조 측면에서도 가족주의 복지국가는 Ferrera(1996, 2005)의 구분과 마찬
가지로, 기독교 민주주의 유형 복지국가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즉,
노동에 대한 과세에 치중되고 특히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민주의 유형보다 세율 수준이 낮아, 중간 수준의 세율을 가지고 간접세 비중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인다(Obinger and Wagschal, 2010: 349-350). 한편, 무엇
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조세징수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Obinger and Wagschal, 2010: 349-350). 부담 측면에서 정경유착으로

5) 실제로 그리스는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남유럽 국가는 비노동세대인 노
인에게 국가 복지기능이 치중된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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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저부담과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등 조세부담의
불공정성 문제로 조세저항도 극심하다(Ferrera, 1996; Ferrera, 2005).
이상과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로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 유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응 양상은 상당히 달랐고 여전히 복지지출구조는 물론
조세제도 측면에서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Campbell, 2005).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세부담을 낮추어 왔지만, 개혁의 양상을 단일한 패턴으로 요약하기
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응방식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조세제도에서 각국이 보이는 차이가
국가에 요구되는 축적과 정당성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조세구조의 차이를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성과와 구체적
으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구조의 차이가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때 조세구조의 차이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누
리는 편익과 결부되어 편익 수준과 세부담 간의 상대적 비교로 세부담에 대한 인
식이 결정됨(Steinmo, 1993; Ganghof, 2003)을 반영하여 복지지출 수준과의 결
합효과를 함께 살핀다.

제2절 기존 연구의 관점

본 절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를 다룬
다. 이는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가지 연구문제와 같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논의와 결정요인에 관한 논의로 구분해 논한다.

1.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측정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은 주로 재정 건전성(fiscal soundness)에 대한 확
인으로 이뤄져 왔다. 재정 건전성은 단기와 장기의 두 차원으로 나뉜다(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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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Giammarioli et al., 2007: 5). 단기적 차원에서 재정 건전성은 재정안정성
(fiscal stability)으로 경제 교란 없이 서비스 제공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뜻한다. 즉, 재정지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이용 가능한 자원의 격차로
이해된다(Berne and Schamm, 1986: 73-75).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건전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채무
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에서의 재정 건전성 개념과
유사하지만, 여러 시점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예산가치 제약(present value
budget constraint) 혹은 기간 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을
충족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재정 건전성, 즉,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목
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은 경기 순환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경기불황기에는 채무가 축적되고, 경기활황기에는 채무를 감축하
는 것이 재정안정에 더 유리한 것이다(Song, 2012: 17-18). 따라서 단기적 차원
의 재정수지균형을 담보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현행 재정운용 방식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Buiter, 1985; Buiter and Paatel, 1992). 관련해
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채무불이행 없이 재정수지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으로 장기적 차원의 국가 재정 건전성 판단에 유용
한 개념이 된다(김동건, 2006; 유금록, 2012; Croce and Juan-Roman, 2003;
Richter and Paparas, 2012; Alfonso and Jalles, 2014).

1)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이론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첫 번째는 노폰지게
임(No-Ponzi game)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이삼호 외, 2006: 8-10; Song,
2012: 9, 15-18). 이는 현재의 부채가 실질자산으로 해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Song, 2012: 15-16). 먼저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실질이자율보다 작은 때로, 국가채무의 할인율(discount rate)이 이자율
(interest rate)에 의존하여(Greiner and Fincke, 2009: 5), 실질이자율보다 국가채
무의 실질증가율이 낮다면 국가채무 현재가치가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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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이 충족되는 경우로, 현재 누적된 국가채무가 미래
에 발생하는 기초재정흑자(primary fiscal surplus)로 상환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를 국가채무,  을 이자율,  를 기초수지로 하여 이상의 논의를 수식으로 요

약하면 다음의 식(2-1)과 같다(이삼호 외, 2006: 8-9). 즉,    기의 채무는 현재
채무의 원리금에서 기초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특정 시점(  )에서의 채무는 식
(2-2)로 요약된다(이삼호 외, 2006: 8-9).

식(2-1)

            

∞

 





 lim 

   
   





→∞



식(2-2)




이때, 식(2-2)의 lim 
가 0이면, 정부의 예산제약식이 노폰지게임 조건을

→∞

   

만족한다. 이는 앞서 논한 것처럼 실질 국가채무 증가율이 실질이자율보다 낮다는
∞




의미이기도 하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또한    
와 같은 것으로,

      

현재의 채무가 미래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로 충분히 상환되어 이것이 지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폰지게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재정적 국가 재정
의 지속가능성은 국가채무의 증가율이 실질이자율보다 낮거나, 현재의 부채가 미
래의 기초수지로 상환되는 경우를 뜻한다(이삼호 외, 2006: 9).
한편, 위 조건은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Song, 2012: 16). 특
히 노폰지게임 조건이 충족되어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6) 국가채무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에서 위기가

6) 이삼호 외(2006: 9)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든다. 먼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명목 국내총생
산 증가율보다는 높지만, 이자율보다 낮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낮아 노
폰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반면 국가채무 증
가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는 낮으면서 이자율보다는 높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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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져 심한 경우 파산에 직면하게 될 수 있
다(Ostry, Ghosh, and Espinoza, 2015). 또한, 과도하게 높은 채무 비중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재정위기 위험을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부채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
이 필요하다(Ostry, Ghosh, and Espinoza, 2015).
이에 국내총생산에 대한 국가채무의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흐름이 대두된다. 설정한 목표치를 유지하는 경우를 지속가능한 재정의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다(Buiter, 1985; Buiter and Paatel, 1992). 이는 국가채무
가 현재의 경제에 미치는 부담의 수준을 보여주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요구되
는 연간 생산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기도 한다(Buchanan and Wagner, 1967:
61-62). 이 조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으로 조정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기초재정흑자와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즉, 국내총생산 대비 기초재정흑자가 국내
총생산으로 조정된 국가채무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
보되는 것이다(Song, 2012: 17).
이상의 논의를 역시 수식으로 간략화하고자, 앞서 정의한  ,  를 국내총생산으
로 나눈 값을 각각  ,  로 두고 실질이자율을 , 실질경제성장률을  , 물가상승률
을  로 정의하면 식(2-1)을 다음의 식(2-3)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삼호 외,
2006: 9-10). 그리고 이를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증가율로 바꿔 표현하면 다음의
식(2-4)와 같다.

  
         ≈          

   

∆           

식(2-3)

식(2-4)

이때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  ≤  이라는 것으로,

총생산 대비 부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노폰지 조건에 근거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담
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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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와 동일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초재정수지
가 현재의 채무를 그대로 두었을 때의 자동적인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의 증가율
을 감당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 근거할 때 결국, 국내총
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박기백·김우철, 2006: 30).
기초재정수지( )와 이자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값에 과거의 채무를 곱한 항목
(       ), 즉 기초수지균형지점에서의 자동적인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증가
율이 그것이다(박기백·김우철, 2006: 30).

2)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상술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념에서의 두 조건, 노폰지 조건과 일정 채무 수준
의 유지 조건은 상호 독립적이다(이삼호 외, 2006: 8-10; Song, 2012: 9,
15-18). 이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분석에서는 각 조건을 근거로 두 가지
의 상이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 첫 번째는 통계적 방법으로 노폰지게임 조건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담보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수
준의 부채가 유지되는지를 지표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한편 지표에 의한 검정 방
법을 발전시켜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각국의 맥락을 반영한 지수를 구성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적 방법

먼저 노폰지게임 조건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 혹은 재정적자에 대한 단위근 검
정(unit root test)과 재정수입 및 지출 간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그리고
회귀분석에 기초한 본 검정(Bohn test)이 활용됐다. 단위근 검정에서는 지속가능
한 재정이 국가채무의 현재가치가 미래기초재정수지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에
서 출발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국가채무의 현재가치가 0에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재정적자가 불안정 시계열이라는 것은 무한한 분산(infinite variance)
과 일정하지 않은 평균(non-constant mean)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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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자동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재정이 지속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다(Hamilton and Flavin, 1986; Wilcox, 1989). 이에 단위근 검정을 통해 재
정적자나 국가채무 시계열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정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확인해왔다.
더 나아가, 재정지출과 정부수입 간 공적분 검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변수 간
의 공적분관계가 있다는 것은 장기균형관계(long-run equilibrium relation)가 성
립된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안정관계가 와해되더라도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이전의 안정적인 관계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재정 불균
형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정지출과 조세수입 사이에 공적분관계가 있다면 반드
시 재정균형 상황을 회복하게 될 것이므로 재정 상태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Trehan and Walsh, 1988, 1991; Hakko and Rush, 1991). 이
에 근거하여 정부지출(혹은 이자 지급을 위한 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과 재정수
입 간의 공적분 검정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연구들이 있다(Trehan
and Walsh, 1988, 1991; Hakko and Rush, 1991; Olekalns, 2000; Hatemi-J,
2002; Greiner and Fincke, 2009).7)
그런데 Bohn(1995, 1998)은 이상의 분석이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 조건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재정적자의 지속 및 부채 누적이 곧,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Bohn, 1995, 1998, 2007). 재정수입과

7)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을 통해 간단한 모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두 검정이 가진 한계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 개선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에서의 정교함을 더하고 있다. 예컨대, 패널 분석기법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
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소규모 표본(small-N) 문제를 해결하였다(Afonso and Rault, 2007;
Wasterlund and Rrohl, 2010; Afonso and Jalles, 2014). 또 정책개입 등 구조적 전환
(structural break)으로 초래되는 불안정한 시계열의 가능성을 분석에 반영하고자 지봇-앤드류
검정(Zivot and Andrews test), 조한센 검정(Johansen test) 등이 활용되고 있다(Quintos, 1995;
Martin, 2000; Cashin, Hague and Olenkahs, 2003; Afonso, 2005; Richter and Paparas,
2012; Afonso and Jalls, 2014). 게다가 공공재정의 비선형성(non-linearity)에 대한 고려로 비
선형 문턱 공적분 검정(threshold cointegration) 적용해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며(Bajo-Rubio
Carmen and Vicente, 2006), 경기변동의 영향을 반영해 마르코프 국면전환 모형(Markov
switching framework)이 적용되기도 한다(Davig, 2005; Gabriel and Patara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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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간 공적분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정부가 기초재정수지를 조정해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내총생산 대비 기초재정흑자가
전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중과 정적 선형 관계라면, 미래의 기초재정흑자로
국가채무가 상환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Bohn,
1995; 1998). 이에 Bohn은 기초재정흑자(primary fiscal surplus)와 국가채무 간
의 회귀계수를 검정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8)

(2) 지표에 의한 검정 방법

통계적 검정방법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몇몇 한
계가 있다.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측면에 민감하고 적용되는 통계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의 같은 시기에 적용해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Croce and
Juan-Ramón, 2003, Richter and Paparas, 2012). 또, 이 검정방법들은 현재가치
예산제약의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분석결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달성되지 않
아도 실질적인 정책 함의 제공에 제한적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 정책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Croce and Juan-Ramón,
2003; Budina and Sweder, 2009; Polito and Wickens, 2011, 2012).
이러한 문제로 지표에 의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Croce and Juan-Ramón, 2003; Polito and Wickens, 2005, 2011, 2012).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재정적 지속가
능성으로 정의하는 흐름과 연결된다. 이 흐름에서는 실제 재정적자와 이상적 현
실, 즉 재정이 지속가능한 목표 상태 간의 편차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측정한다(Buiter, 1985; Blanchard, 1990; Croce and Juan-Ramón,

8) Bohn(1995, 1998)은 Barro(1979)의 조세 평활화 모형에 근거하여, 재정 변수 간의 장기균형관
계에서 일시적인 정부지출이나 경기변동을 조정하고자 경기의 순환변동분과 정부지출의 추세 제
거분을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이는 단위근 검정이나 공적분 검정처럼 할인율에 대한 가정을 요
하지 않아, 부적절한 할인율 추정으로 인한 결과 오류가 적다. 게다가 기초재정수지를 고려해
재정적 긴장을 평가하여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보다 각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Bohn 검정은 정치 및 재정제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박기
백·김우철, 2006: 34-35).

29

2003; Polito and Wickens, 2005, 2011, 2012).9) 이때 목표치 설정이 중요한데,
이는 임의적 방식과 모델 기반 추정 방식으로 구분된다.

① 임의적 목표치 설정 방식

지표에 의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의 초기에는 주로 임의적(ad-hoc) 방식으
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점검에 활용했다. 적자(정부지출과 재정수입)와 할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 균제상태를 담보하는 자산이나 채무 수준을 설정해 현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이 목표치
를 웃돌 때, 정부가 목표치에 채무 비중이 수렴하도록 기초재정흑자를 조성해 반
응한다는 제약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미래의 국내총생산이나 이자율에 대한
추정 없이 현재와 과거 관련 변수들의 목표치에 근거해 판단했다.
예컨대, Blanchard(1990)는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조세부담률을 의미하는 조세격차지표
(tax gap indicator)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한 기초재정적자인 기초격차지표(primary gap indicator), 미래의 특정 시기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항구적인 조세부담률인 중기
조세격차지표(medium-term tax gap indicator)의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한 바 있
다.10) 이는 OECD의 경기순환재정수지(구조적 재정수지) 지표를 활용한 재정안정
성 점검에서 물가상승이나 실질이자율, 그리고 재정의 장·단기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을 개선한 것이다. 이어서 Croce와 Juan-Ramón(2003)은 Blanchard(1990)의

9)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순자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보았다. 이에 실기초재정수지에서 성장률과 이자율 간의 격차와 자산의 곱을 뺀 값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판단에 사용되었다(Buiter, 1985). 그러나 공공부문 자산가치의 평가가 어려
워 이후에는 채무 수준을 활용하기 시작했다(Croce and Juan-Roman, 2003: 3-4).
10) 그는 조세격차지표(tax gap indicator)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에 가장 유용한 지표라고 하
였다. 그러나 조세격차지표는 계산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초격
차지표(primary gap indicator)를 제시했다. 이는 Buiter(1985)의 지표에서 순자산 대신 국가채
무를 사용한 것이다. 한편, 기초격차지표는 미래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인 중기조세격차지표(medium-term tax gap indicator)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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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기초로 더욱 간편하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안했다. 국
가채무의 장기할인율과 정책반응계수(  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치에서 벗어난 정도) 간의 관계에 근거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감시지표(index
of fiscal sustainability)가 그것이다.11) 한편, 최근 재정목표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및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른 기준이다. 이는 재정안정을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3% 이내, 국가채무는 60% 이내를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하는 것이다.

② 모델 기반 설정 방식

임의적으로 설정한 목표치에 근거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은 비
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이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
는 것이다(Pasinetti, 1998; Coeure and Pisciani-Ferry, 2005; Collignon, 2012
).12) 이에 최근에는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에 기반을 둔
(model-based) 추정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통계적 검정 방식과 결합하여
목표치 설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더욱 정확하게 재정 상태를 평가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Horne, 1991). 모델 기반 목표치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속가능
성을 점검하는 연구에는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과 같이 재정 및 거

11) 목표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김동건 외(2006)는 한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국가
채무 비중의 목표치를 2000~2005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2) 이들은 조약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했다. 먼저 Pasinetti(1998)
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수준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나, 두 조건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장률과 명목이자율을
고려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Coeure와 Pisciani-Ferry(2005)는 조약의 기준에서 거시
경제적 안정성,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 부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총부채가 아닌 순자
산을 평가해야 하며, 연령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Collignon(2012)은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여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예산제약하에서 세수 기반(경제성장률)과 재원조달비용(이자율) 조건
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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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제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Ostry 외(2010) 및 Ghosh 외
(2013)와 같이 재정여력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의 구조적 여건까지 추가 고려하는
것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은 통계적 분석에 의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점검의 한계로 과거의 재정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
본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에 어떤 함의도 주지 못함을 지적한
다. 그리고 통계적 검정 방식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소비를 어떻게 모형화
하는지에 의존하고, 정부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부수입 및 민간부문의 행위 변화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확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특정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단기 정책 결정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 점검 지표를 제안한다. 이들이 제안한 지표는 유한 시계(finite horizon)에서
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의 목표치와 정부의 예산제약에 근거, 1차 벡터자기회귀
모형(VAR(1))으로 예측된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값 간 비교로 구성된다. 예측치
도출에는 예산제약식에 포함되는 정부수입과 정부지출,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물
가상승률과 함께 이자율 변화와 재정변수 간 관계 포착을 위한 장·단기이자율이
활용된다.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에 기초하나, 현재의 재
정 상태를 근접한 미래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는 결국에는 정부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에 Heller(2005)의 재정여력
(fiscal space) 개념을, 정부의 일상적인 재정 조정에서의 채무한계(debt limit)와
현 채무 수준(current debt)의 차이로 구체화하여(Ostry et al., 2010: 6; Ghosh
et al., 2013: F4), 측정된 재정여력 개념에 기초하여 각국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
였다. 이때의 채무한계는 그간 국가가 역사적으로 행해온 재정적 반응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임계점이다(Ghosh et al., 2013: F4-F5; Ostry
et al., 2010: 7-8). 이를 도출하기 위해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는
본 검정과 같이 부채에 대한 정부 재정반응의 내력, 즉 기초수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국가채무와 기타 정치, 사회, 경제구조적요인을 반영해 기초재
정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뒤, 채무로 인한 이자지출 상환계획과의 교차점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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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채무한계를 측정한다. 그리고 도출된 채무한계를 통해 현재의 채무 수준과 차
이를 재정여력으로 측정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한다.

③ 지수화 방식 (복지국가 연구)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주로 지표에 의한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 측정이 이뤄져
왔다. 예컨대, Stoian(2012)은 재정학 연구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방법을
차용해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럽의 두 유형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분석(북유럽,

대륙유럽)하였다.

그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에

대한

Pasinetti(1998)의 비판적 논의를 발전시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초수지(  )와 실제 기초수지(  ) 간의 차이로 측정하는 방법(   )을 활용하였
다. 즉, 각 년도에서의 초과된 누적기초수지(cumulative excess of the primary
balance)를 계산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것이다(Stoian,
2012: 3-5). 이때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수지의 수준은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 조건에 근거해서 도출된 기초수지이다. 이 외에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재정수지 수준과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국민부담률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원종욱·이주하·김태은, 2012; 고제이 외, 2014).
전술한 연구들은 재정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면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협소한 의미에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장덕진,
2013; 석재은, 2014). 구체적으로 엄격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잣대로 하면 적정
복지지출 수준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에
적정 수준의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빈곤이나 불평등
등 사회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사회적 부작
용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적,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낮추
어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을 침식시켜 종국에는 복지국가의 지속 자체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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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김용하 외, 2011b: 121-123).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성이 선순환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석재은,
2014: 11-14).
예컨대, 장덕진(2013)은 사회의 질 이론에 근거해, 유로존 위기의 정치·사회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차원 축
척법을 통해 거버넌스(정부 효과성, 법의 지배), 신뢰(일반신뢰, 국가기관신뢰), 부
패 등을 한 축으로 하고 사회복지지출 규모, 재정수지균형, 합의민주주의 전통을
다른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13) 이 연구에서 대
체로 거버넌스가 잘 갖춰지고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복지지출 규모가 크고
재정수지균형이 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Glennerster,
2008).14) Glennerster(2008)의 개념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실제 측정에
서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의에 기초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수를 구성해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실제 측정을 시도한 연구로는 김용하 외(2011a, 2011b)와 석재은(2014)이 있
다. 먼저 김용하 외(2011b)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한 다차원적 개념
틀을 제시하였다.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그리고 정치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파악하
고자 한 것이다. 이때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복지지출을 감당할 여력과 관련되고,

13) 이때 활용된 변수는 Schneider 외(2010)가 제시한 실업률, 여성노동참가율, 자영업비중, 일반신
뢰, 국가기관신뢰도, 부패지수, 복지지출 규모, 재정수지균형, 합의민주주의 전통, 정부 효과성,
참여와 책임성, 법의 지배 등의 변수이다.
14) Glennerster(2008)는 서구 복지국가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정치
적 지속가능성, 윤리적 지속가능성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때 재정적 지
속가능성은 복지 요구가 많은 집단의 부양을 위해 일반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수
용하는 의지에 관한 것이고,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현재의 관료적 구조가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인구이동이나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사회정책보
다 정치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윤리적 지속가능성은 인구이동,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국가가 여전히 극빈층의 욕구와 사회연대 증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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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자원의 추출능력을 의미한다. 이때 전술한
세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복지국가의 순조로운 재생산이 가능하
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정치적 지속가능성
이다.
각 차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결정된다. 먼저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보험 수
리적 지속가능성과 복지비 규모의 적정성의 두 차원으로 측정된다. 다음으로 사회
적 지속가능성에는 생산인구의 적정성과 소득분배구조, 고용구조 특성이 고려된
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이나 미래성장동력 등
국가의 부가가치생산능력이나 고용률 등이 고려된다. 이상의 개념 틀과 함께 김용
하 외(2011a)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5대 영역을 선정하고 복지국가의 지
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를 산출하였다(김용하 외, 2011a). 이는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KIHASA-Chosun 복지지수(KCWI) 2011
부문지표

개별지표

경제활력(A)

1) 고용률 2) 실질경제성장률 3) 생산성증가율 4) 물가상승률 5) 1인당 국내총생산

재정지속(B)

1) 국가부채비율 2) 재정적자율 3) 조세부담률 4) 사회보험부담률

복지수요(C)

1) 노인인구비율 2) 지니계수 3) 빈곤율 4) 실업률 5) 장애인비율 6) 산업재해발생율

복지충족(D)

1)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2) 건강보장률 3) 고용보장률 4) 아동 및 보육지원률
5) 장애급여 보장률 6) 국가투명도 7)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행복(E)

1) 자살률 2) 출산률 30 평균수명 4) 주관적 행복도 5) 여가시간

복지지수

A(20%) + B(20%) + C(30%) + D(20%) + E(20%)

자료: 김용하 외, 2010a: 31-33.

한편, 석재은(2014)은 김용하 외(2011a)의 연구에서 복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인과적 관계를 가진 지표가 동시점에서 반영되어
평가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석재은, 2014: 10-11). 이에 석재은
(2014)은 정확한 개념에 근거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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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정의하였다. "시장경제-생산부
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부문에서 각각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
니라 상호 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말이다(석재은, 2014: 12).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속가능 복지국가지수(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SWSI)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석재은(2014)은 시장경제-생산부문은 고용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부문은 국가재정 적자
율과 국가 부채율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부문은 합계출산율과 평균
수명, 상대적 빈곤율(50%), 지니계수, 삶의 만족도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계산하였
다. 각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에는 동등한 가중치(equal weight)를 부
여하여 통합지수를 구성하였다. 한편, 각 지표는 복지의 순기능인 경우에는 원래
값에서 최솟값을 차감하고 최대, 최솟값의 차이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고용률, 1
인당 국내총생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
반면 복지의 역기능인 경우에는 최댓값과 원래 값의 차를 최대, 최솟값의 차이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국가채무, 국가재정수지,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이처럼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포함되는 세부 지표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재정요인뿐 아
니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경제구조 및 제도적
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지수를 구성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왔다.

2.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1) 이론적 논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Barro(1979, 1990)의 조
세 평활화 모형(tax smoothing model)에서 시작된다. Barro(1979, 1990)는 세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왜곡에 주목했다.15) 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부지출과 초
15) 리카르도 등가성 원리에 따르면, 국채 증가 시 민간부문 저축이 증가한다면 조세와 차입 간의
차이가 없다. 국가채무가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 일부가 다른 일부에게
청구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Ricardo가 이러한 가설을 공식화한 것은 당시 영국의 국

36

기 채무량이 정부의 조세수입 경로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조세는
자원의 부적당한 할당 비용 혹은 사중손실을 수반하는데, 이는 세율의 비례 수준
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각 시점의 차입 제약이 주어진 상황
에서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재정적자를 용인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전쟁 등 일시적으로 정부지출 확대가 요구될 경우
채무 증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Barro(1979)의 조세 평활화 모형은 전시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채무 누적에 대
한 설명력은 높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45).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선
진국이 1970년대 이후 경험한 급격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적의 사유를 설명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45). 이에 재정학자들은
1970~80년대 정치체제가 확대되는 재정적자와 채무 누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이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정치’라는 점에 기인한다(Wildavsky, 1961; 조수현, 2009에서 재인용).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는 광범위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문
제에 민간영역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이
다(Kettl, 2002). 특히, Persson과 Tabellini(2000)는 공유재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의 내부화 정도를 중심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제
도 특성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공유재 문제의 역동(dynamic common-pool problem)이다. 기본적
으로 최적 정책은 각 집단의 공공소비에 대한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 사회
적 비용과 같은 경우이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48). 그런데 공유재에서
는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공유재로 인한 혜택은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는
데 반해, 소요되는 부담은 여러 집단이 나누어 지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집단에
서 공유재를 위한 지출 확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만이 각 집단에 내재
화되어, 최적보다 더 많은 지출을 추동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Persson and

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200% 수준에 달했으나,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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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o(1979, 1990)는 리카르도 등가성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여 조세를 통한 세수 확보
와 채무 발행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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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lini, 2000: 348-349). 특히, 경합하는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각 집단에 내
부화되는 공공재 비용의 비중이 줄어,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공산이 있다
(Velasco, 1999).
공유재 제공에 드는 비용이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미래보다 현재
에 더 많은 지출을 원하게 된다는 것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
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50). 우선 각 집단의 균형 재정지출 수준은 공
공부채에 대한 감소함수(decreasing function)이다. 조세 왜곡(tax distortion)은 세
율을 높여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지면 재정지출의 한계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 수준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균형 지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모든 집단은 미래보다 현재에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게 된다. 즉,
공유재 문제로 인해 최적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을 추동하는 것은 물론 미래
보다는 충분히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재정지출을 선호하여 채무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가 채권 발행을 남발하게 되는 문제는 정부의 예산 결
정 과정에서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연정(coalition)에서의 각 정당이 일부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성과(aggregate outcome)
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 성과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Persson and Tabellini, 2000: 350). 이에 정치제도나 사회집단의 다극화가 비교
적 덜 진전된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가 더욱 용이하다(Roubini and
Sachs, 1989). 물론 만약 같은 정당이 모든 지출 부처를 통제할 수 있다면, 과도
한 지출로 인한 비용 및 부채발행을 내부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대체로 불
가능하다. 선거 불확실성(혹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채권발행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50-351).
선거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우선, 지출의 구성
요소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공유재 모형에서는 재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용
이 모두 내재화되지 않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모델에서는 현재 집권하는 정당이
선호하는 재화의 비용은 내재화되나, 이것을 줄이는 다음 기의 비용이 내재화되지
않는다고 본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52-353). 그래서 재선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채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Alesina and Tabellin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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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son and Tabellini, 2000: 353). 특히 정당의 선호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즉
이념적 지향이 상이할수록 채무 축적이 심각해진다(Alesina and Tabellini, 1990).
따라서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이나 잦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심할
경우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54).
그러나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해 항상 채무가 는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집권 정당이 미래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정부지출에 제
약을 가하고자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Alesina and Perotti, 1995).
따라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지에 따라 채무 축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Persson and Svensson, 1989). 예컨대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하면, 이후 정
권을 잡는 민주당의 최적 재정지출 수준을 줄이고자 집권 시기에 채권 발행을 늘
릴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재정지출에 인색한 공화당이 향후 집권
할 때의 최적 재정지출 수준을 높이고자 채권 발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Persson and Tabellini, 2000: 35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형 재정지출 수준
은 공공부채에 대한 감소함수이기에 공공부채가 늘어나면 균형 재정지출 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지출 규모 측면을 고려하면 재선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가 누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재정정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선거 불확실성의 구체적인 영향은 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
거 자체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Nodhaus, 1975; Frey
and Schneider, 1978; Rogoff and Sibert, 1988).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책결정
자와 국민 간 유인구조의 부조화로 정치인들은 국민 이익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
기보다는 자신의 이익, 재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이에 정치인이 재선 가능성
을 높이고자 인기 영합적으로 재정 상태를 변경할 여지가 있다(Aghion and
Bolton, 1990). 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여당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
점하기 위해 경제 활성 국면을 조성하고자, 국가 예산을 득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거가 임박하면 투표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선심성
예산 운용행태를 보여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
이상과 같이, 정치제도적 차원에서의 공유재 비극 문제와 선거 불확실성으로 인
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게다가 정부

39

재정정책 운용에 내재된 적자경향(deficit bias) 및 지출경향(spending bias)으로
인해 경기 대응적인 수준의 재정적자 및 채무 수준을 상회할 수 있다(박형수·류덕
현, 2006: 29-30). 이에 정치제도요인으로 인한 채무 누적을 교정하기 위해 재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Hallerberg와 von Hagen(1999)은 재정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공유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 각국이 보유한
정치제도에 따라 재정제도 특성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치제도는 다수제 정치제도와 합의제 정치제도의 연속선
상에 위치한다(Lijphart, 1999). 우선 다수제 모델(Majoritarian model)은 권력집
중을 지향하는 모델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제한된다. 이
모델에서는 단일정당 정부, 복수정당제의 특성을 보이는데, 거대양당이 중위 투표
자의 환심을 사는 것에 집중하여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다(Iverson and
Soskice, 2009: 452-443). 그리고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치중해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데에는 취약할 수 있다(Iverson and Soskice,
2009: 452-443). 특히 정치적 발언력이 약한 취약집단에 비교적 큰 혜택을 주는
증세나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에 소홀하다(Iverson and Soskice,
2006: 168-169).
대체로 다수제 모형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에 비우호적인 경향을 보이나,
소선거구제를 특징으로 하여 지역구 단위에서의 협소한 선심성 배분정치가 나타
날 여지가 있다(Alesina and Glaeser, 2005: 78). 더구나 강력한 대통령제와 다수
대표제 간의 제도적 조합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예산 끼워 넣기 행태로 총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상헌, 2014: 85-86). 중앙예산기관의
주도로 예산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부처 단독의 예산 편성 및 부처 간 책임 분
담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체제에서는 재정준칙보다는 재정
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여(delegation approach) 재량적 정책을 펴는 것이
나은 재정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반면에 합의제 모델(Consensual model)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과 지지 집단의 가치가 반영되는 다당제와
조응한다. 이에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정치인들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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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표성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된다. 의회는 정당 간 연합정치의 기초에서 집행권
이 분점되는 연립정부가 제도화된다. 특히, 중도우파보다는 중도좌파 주도의 연립
정부가 수립되는 경향이 커 합의제하에서는 좌파 이념이 우세하다(Iverson and
Soskice, 2006: 166; Iverson and Soskice, 2009: 452).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특정 지역구를 위한 이권배분 프로그램보다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재정지출 및 증세에 대한 선호가 크다(Alesina and
Glaeser, 2005: 78-81; Iverson and Soskice, 2006: 175; Iverson and Soskice,
2009: 452-455).
이처럼 다수제 모델보다는 합의제 모델에서 광범위한 재정지출에 긍정적인 편
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재정적자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다(Kontopouls and
Perotti, 1999). 더구나 다수의 거부권(veto point)자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어, 정
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재정적자 및 채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Alseiana and Perotti, 1995). 다만, 일반적으로 의원내
각제 하의 연립내각에서는 토론과 협상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의 승인은
통과의례로 여겨진다. 따라서 내각에서 합의된 예산안이 대부분 의회에서 수정 없
이 통과되고 지출 한도 규정도 준수된다(김상헌, 2014: 85-86). 이에 합의제 국
가에서는 합의된 재정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재정준칙 및 재정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협약형 접근(contract approach)이 건전한 재정성과를 담보하는 데
우월하다(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복지국가가 직면한 재정위험은 상기한 흐름과 같이, 공급, 수요 그리고 공급-수
요 혼합의 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Guy, 1980). 공급과 수요 차원의 논의는
재정 및 경제적요인에 주목하는 Barro(1979, 1990)의 논의와 연결되며, 둘 간의
혼합 논의는 제도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Persson과 Tabellini(2000)와 Hallerberg
와 von Hagen(1999) 등의 논의와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공급 차원에서의 복지국
가 실패는 저성장으로 인한 자원 공급의 부족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수요 측
면에서의 재정적 위험은 인구구조 및 물가상승 등 거시 경제적 변화로 급증하는
공공지출로 초래된다. 특히, 복지지출은 자격(entitlement)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급여지출로 제도화되어 있어 지출 축소에 상당한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수요 측면에서의 재정적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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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수요 차원의 문제는 재정문제를 조정할 만한 정치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
면 재정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실증 연구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요약하면 거시 경제적 변화는 물론 각국이 가진 제도 특
성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1) 경제적요인(공급 및 수요 차원)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요인에 대한 관심이 가
장 많았다. 물론 최근 연구들에서 정치변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경제 변수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특히, Park과 Song(2011)은 채무 수준이 재정위기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시경제의 영향력이 통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제 변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거시 경제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그리고 둘 간의 격차, 경제 개
방도 및 금융시장 접근성, 인플레이션, 재정지출 및 수입 등이 있다.
경제 성장이 원활하면 세금이 쉽게 거둬진다. 특히 누진세 중심의 세제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금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 또한 부채는 명목 자산으로 가치가 고정되어 미래로 이전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동반되는 물가상승은 부채가치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로 소위 1950년대, 60년대 복지국가 황금기에는 고성장으로 조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했다. 게다가 높은 고용률과 출산율, 그리고 낮은 노인부양부
담으로 조세부담이 가능한 유소득계층이 많고 지출부담은 적어 재원조달이 문제
시되지 않았다. 반면에 1970~80년대 선진복지국가의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상황
이 달라졌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세수입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실질 부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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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거기다 소득감소로 지급 여력이 줄어들면서 부채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경험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해왔다(Aspromourgos, Rees and White, 2010; Hall and
Sargent, 2010; Sakyragawa and Hosono, 2011; Park, 2012; 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율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다(Aspromourgos, Rees and
White, 2010; Hall and Sargent, 2010; 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재
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처럼, 국가채무의 할인율이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Greiner and Fincke, 2009: 5). 특히, Hall과
Sargent(2010)는 성장률과 이자율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하
면서, 70년대 이후에는 이자율의 영향이 성장률의 그것보다 크다고 하였다. 한편,
이자율에 대한 강조 맥락에서 몇몇 연구는 초기채무 수준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Chalk, 2000; von Hagen and Strauch, 2001; Alesina et al., 2002). 초기채무
가 많은 국가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높고,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
다(European Union, 2010). 따라서 채무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적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성장률과 이자율의 격차를 주요 변수로 다룬 연구들도 있다(Chalk, 2000;
Menguy, 2008). 개별요인의 영향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삼호 외, 2006: 9). 이에 둘 간의 차이가 분석에 활용되곤
하였다. 예컨대, Chalk(2000)는 세대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적용해,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이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적자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Menguy(2008)는 이상의 맥락에서 성장률과 이자율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기준에 이
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재정수지가 중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다(Sakuragawa and Karou,
2010; Greiner, 2007). 관련해서 Sakuragawa와 Karou(2010)의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국채에 대한 실질이자율이 낮은 수준인데 반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중개비용(intermediation cost)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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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접목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개비용이 예금금리를 낮추어 채권수익이 예
금을 대체하기 때문에 국채가 이자율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이자율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기초재정수지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변하
였다.
이어서 정부가 대출할 수 있는 시장에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Sims,
1999; Haunner and Kumar, 2005; Drelichman and Voth, 2008; Byrne, Fiess
and MacDonald, 2011). Drelichman과 Voth(2008)는 16세기 스페인보다 재정
상태가 나빴던 18세기 영국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지 않은 것을 상기한 요인으
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한 요인이
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재정 억압을 통해 시장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할 수 있어 이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았다. 그래서 국채상환에 드는 이자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융 세계화와 더불어 정부가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외시장
과도 상당한 연관을 맺게 되면서 경제 개방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특히 재정여
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은 세계화로 인한 금융시장에의 접근성 제고로
외채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 개방도가 높을수록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unner and
Kumar, 2005; Byrne, Fiess and MacDonald, 2011; 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이때 Byrne과 Fiess, MacDonald(2011)는 미국의 이자율을 세계
신용대출시장 유동성의 대리변수로 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충격과 재정적 지속가
능성의 관계를 파악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지는 않았다.
한편,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재정 건전성 논의의 중심을 차지했다
(Anand and van Winbergen, 1987). 국가채무는 명목 자산의 성격을 가져 소폭
의 물가상승만으로도 국채의 실질 가치를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유럽에서는 높은 물가상승이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동력이 되었다. 다
만, 최근 선진국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의적 운용에 따른 물가상승 위험 등을 방지
하고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화폐발행이나 인플레이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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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ovic,
의 효과 등이 재정 건전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각국의 재정안정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Bajo-Rubio, Crmon and Vincent, 2009;
Doi, Hoshi and Okimoto, 2011).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각국 현실에 부
합하도록 통화정책을 활용하지 못하여 재정안정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된다(Coeure and Pisciani-Ferry, 2005; Agnello, Castro and Sousa,

 ehovic, 2015). 물가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담보하려는 각국의 자발적
2013; 
인 노력 가능성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07~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

 ehovic, 2015). 이는 특히 복지국
면서 재정정책의 영향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가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변
수는 인구 고령화이다(Greiner, Koeller and Semmler, 2007; Park, 2012). 인구
고령화는 근로가능세대의 감소와 부양부담 및 노인 관련 복지지출 증대로 이어진
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실례로
Greiner와 Koeller 그리고 Semmler(2007)는 본 검정을 기초로 정부지출에서 사회
보장기금을 통제해 분석하여 인구 고령화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체계에서 다뤄지는 위험의 문제가 대부분 연령과
연동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훼손을 심각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Delsen, 2002).
더불어 Greiner(2007)와 Yakita(2008)는 재정지출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인적자
본이나 공공자본형성을 도모하는 정부지출은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 차원에서 복지지출은 정태적 효율성의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경험연구에서도, 총량 수준의 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Barro 1990; Devarajan, 1996; Ko, 2014). 하지
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태적인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여지도 있다(강병구,
2014: 16-17). 특히, 어떤 분야 혹은 형태로 재정지출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성과
가 달라질 수 있다(Greiner, 2007; Yakita, 2008; Kaplanoglou, Rapanos and
Bardakas, 2013; Ko, 2014). 따라서 단순히 재정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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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악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aplanoglou와 Rapanos, Bardakas(2013)
는 재정 건실화의 성패에 부담 배분의 공평성이 중요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실증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재정지출과 더불
어 재정수입의 공평성에 주목했다. 이들도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사회지출의 분야별로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생산
성이 높은 부문에의 재정지출은 재정 건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구조 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율과 최대
소득과세 구간 조정 및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중을 기초로 누진적 세부담을 제고
하는 것이 재정 건실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처
럼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재정수입의 구조가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 제도적요인(공급 및 수요의 혼합 차원)

Rose(2010)는 재정지출과 수입, 적자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요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험연구에서 강조되어온 제도적요인을 두 가지 차원,
정치제도와 재정제도로 구분하였다. 이때 정치제도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Rose, 2010), 선거제도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재정제도
는 채택 가능한 재정정책을 제약하는 조건을 의미한다(Rose, 2010). 구체적으로
재정운용방식과 관련해 재정 수준을 통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먼저 정치제도와 관련해, 선거의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Besley and
Case, 1995a, 1995b; Carey, Niemi and Powell, 1998, 2000; 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2007; Berenger and Llorca, 2007; Illera and
Carlos, 2008; Miriam and Lucio, 2008). 이론적으로 정치인들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채무가
축적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Frey and Schneider, 1978; Rogoff
and Sibert, 1988). 또한, 차기 당선자의 정책수행능력을 저해하려는 전략적 행위
로 재정 상태를 임의로 조정해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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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적을 때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경험연구에서도 정치적 변동과 국가채무
축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Crain and Tollison, 1993; Lambertini, 1996;
Franzese, 1998). 다만 선거의 영향과는 달리 이론적 예측과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일 국가(미국)를 대상으로 한 Crain과 Tollison(1993)의 연구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적을수록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 비
교연구에서는 정권변화와 채무 축적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Lambertini, 1996; Franzese, 1998).
이러한 결과는 각국 정치제도의 특성이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일 가능성이 있다(Persson and Tabellini, 2000: 360-361). 의사결정의 구조화
방식이 정치인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Bulow and Rogoff, 1989). 제
도 특성에 따라 선거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선거 시기의 재정 변화뿐 아니라, 정치제도 특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선거와 함께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내각의 이
념적 지향을 고려해 왔다.
우선 재정정책의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권력분점이 주요 관심이 되어왔다. 의
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때는 각 참여자가 협소한 범위의 이익집단
의 의견만을 대변할 소지가 있다. 이에 참여자 간 이익 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
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연립정부이거나 강력한 양원제를 갖
추고 있는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14).
또 조작적 정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지출부서의 수가 많거나 내각의 크기가 클수록 재정성과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Kontopoulos and Perotti, 1997, 1999; Volkerink and De Haan, 2001; Perotti
and Kontopoulos, 2002). 더불어 연정 내에 실효정당의 수가 많거나, 의회에서
여당의 점유율이 작을 때 역시 재정적자 및 채무가 축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Volkerink and De Haan, 2001; Ricciuti, 2004).
게다가 내각의 이념적 구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내 좌파이
념 성향의 정치인 비중이 클수록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Volkerink and Hann, 2001). 전통적으로 좌파 이념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비교적 재정지출, 특히 사회보장 등의 복지지출 확대에 긍정적이고 재정적자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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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각 내에 좌파정당 소속 정치인의 비중이
커지면 재정수지가 나빠질 공산이 있다. 결국 이를 확장하면, 권력 분산을 추구하
고 좌파 이념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합의제 전통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훼
손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Iverson and Soskice, 2006: 166; Iverson and
Soskice, 2009: 452).
그러나 합의제 전통에서 재정이 불안정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
도 사실이다. 이는 일찍이 Schmidt(1983)가 정부의 정치적 구성이나 이념적 차이
가 단순히 재정성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가진 정치 및 경제
구조적인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Schmidt, 1983).
내각 내에 사민주의 이념이 우월한 국가에서 대체로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해당 국가의 복지지출 증가 및 채무 누적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Schmidt, 1983: 6-12). 즉, 정당의 이
념적 지향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좌파 정권이 증세 및 재정지출
에 우호적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념보다는 재정 및 조세제도의 구성에서의 차
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Kettl, 2002: 3장).
이상과 같이 정치제제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이 드러나면서, 재정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최근 확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효과적
으로 정부 지출 증가를 관리하여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
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총액 자율배분예산제도의 도입,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예산의 투명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Schick, 2009; OECD, 2011; Marcel, 2014).
경험연구에서는 총액 자율배분편성제도의 도입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dburn

and

Moore,

2011;

Kaplanoglou

and

Rapanos, 2011; Park, 2012; Choi and Park, 2013). 이 외에도 명시적인 재정
준칙의 도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ohn and Inman, 1996; Alesina and
Bayonmi, 1996). 다만, 지출 수준 삭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
구들(von Hagen and Strauch, 2001; Afonso, 2005; Illera and Carlos, 2008;
Alesina and Ardagna, 2012; Afonso and Jallas, 2012; Mendoza, Tesar and
Zhang, 2014)과 세입 증대로 인한 재정안정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 간 합의가 이
뤄지지는 않았다(Chashin, Haque and Olekalns, 2003; de Mell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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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wickrama and Abeysinghe, 2013).16)
이처럼 세출과 세입 수준을 통제하는 재정제도의 도입이 재정 건전성 도모에
효과적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재정제도의 실
효성은 각국의 정치제도 속성과 결합되어 최종적인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김상헌, 2014; von Hagen and Harden, 1994; 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실제로 Hallerberg와 Strauch 그리고 von Hagen(2004, 2007)은
정치제도 및 재정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중앙집중도 지수(centralization index)와
재정준칙지수(rules index)를 구성해 이들이 국가채무 변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16) 재정운영방식을 이해하려면 세입과 세출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재정적자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재정준칙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가지 다른 가설이 있다(박기백·김우철, 2006; von Hagen and
Strauch, 2001; Chashin, Haque and Olekalns, 2003; Mount and Sowell, 2005; Afonso,
2006; Illera and Carlos, 2008; Jayawickrama and Abeysinghe, 2013). 세출-세입 가설
(Expenditure-Tax hypothesis)과 세입-세출 가설(Tax –Expenditure hypothesis), 동시화 가설
(Synchronization hypothesis), 독립 가설(Independent hypothesis)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정부
가 계획된 지출 수준에 부합하도록 세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Barro, 1979; Peacock and
Wiseman, 1979). 바꾸어 말하면, 세출이 세입에 우선한다. 예컨대, 위기 시 확대된 정부지출이
공공부문 크기에 대한 여론을 변화시켜 수입의 제약이 지출을 본래 수준으로 돌이키지는 못한
다는 것이다(Peacock and Wiseman, 1979). 이에 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항구적인 세입증가를
야기하게 되고,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재정 건전
성을 회복하려면 선행조건인 세출에 대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에, Freidman(1978)과
Buchanan, Wagner(1977)에 따르면, 정부가 수입 수준에 부합하도록 지출을 조정하는, 즉 세입
이 세출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지출 증가에는 정치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은 세입 변화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 증가가 다음 기의 세출 증가를
추동해 재정적자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세입 증가가 세출 증가를 초래
할 뿐 재정적자를 축소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에 조세에 대한 통제는 효과적으로 공
공부문의 확장을 제한하는 수단이 된다. 앞선 두 가정이 세출과 세입 간의 일방향 관계를 상정
한 것과 달리, Musgrave(1966)나 Metzler와 Richard(1981) 등은 지출과 세입이 동시에 결정된
다고 보았다. 정책결정자들이 사회 효용 극대화를 위해 한계사회비용 및 한계사회수익이 일치
하는 점에서 지출과 수입을 결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Musgrave, 1966). 그러나
할당과 징세를 결정하는 제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출과 수입의 결정은 독립적
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Hoover and Sheffrin, 1992). 만약 동시화 가설이 성립
한다면, 세출 증대가 세입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기 때문에, 수리적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후자의 독립 가설이 맞으면 세출 증대가 세입 증대와 연
동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설에 관해서는 재정규모가 증
가하는 상황에서 총량 수준의 세출세입을 함께 규제하는 것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담보에 효과
적일 수 있다.

49

파악하였다. 그 결과 협약형(합의제) 국가에서는 강력한 재정준칙이, 위임형(다수
제) 및 혼합형 국가에서는 재정정책 결정에서의 권력 집중이 국가채무 비율을 감
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llerberg
와 von Hagen(1999)이 이론 모형에서 지적한 것과도 일치한다.

제3절 기존 관점의 한계
본 절에서는 앞서 다뤄진 기존 논의의 한계에 대해 논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
구문제와 같이,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측정 차원과 결정요인 분
석 차원으로 구분해 전개한다. 그리고 개념 및 측정 차원의 논의는 다시 재정학
적 논의와 복지국가 논의로 나눠 다룬다. 전자는 정치 및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고
려가 부족했다는 점과 국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지수 구성에서의 이론적 기반이 미흡했다는 것과 복지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어서 결정요인 분석에서 기존 연구들은 조세제도의 세부 구성을 반영하지
않아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또한 분석에서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상술한다.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념 및 측정 차원

우선 기존의 재정학 논의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는 공공재정과 관련된 맥락(context)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기보다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만을 분리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규명한 것이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긴장
이 외부 체계와 격리되어 존재하는 독립적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배태되었음을 간과하였다(Guy, 1980; Campbell, 1993; Block and
Evans, 2005). 이로 인해 통계적 검정 방법에 의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규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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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
였다. 실례로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그리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점검한
Richter와 Paparas(201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서 그리스의 재
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가 재정위기로 채무불이행 사태에까지
내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표에 의한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일찍이 Horne(1991)은 경제성장률과 민간
부문의 행태, 경제적 충격, 경제발전 수준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국가 및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가능한 재정의 수준을 임의적인
수치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Horne,

1991:

3-6).

Pasinetti(1998)나 Coeure와 Pisciani-Ferry(2005), Collignon(2012) 역시 재정수
지나 국가채무 수준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들이 제안되었음에도, 여전히 각국이 내재한 고유한 특
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우세하다(Stubelj and Dolenc, 2010). 이와 더불어, 국가재정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발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국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임계점을 중심으로 한 재정적 판단을 신
뢰하기 어렵다(유금록, 2007: 103-104).
더구나 복지국가가 직면한 재정위험은 단순히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의 수준을
통제하는 기술적인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단순히 복지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장
덕진, 2013). 이는 결국에는 정치적 의지와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Guy,
1980). 그래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 및 제도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찰
해야 한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석재은, 2014; Esping-Anderson, 1999,
2002). 달리 말해, 재정적 위기를 쉽게 초래하는 사회적·정치적요인 즉, 경제위기
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장덕진, 2013).17) 즉, 복지국가의 재정적
17) Stubelj와 Dolenc(2010),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 Polito and Wickens(2005, 2011,
2012)는 국가별 차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Stubelj와 Dolenc(2010)과 Collignon(2010), Polito
and Wickens(2005, 2011, 2012)은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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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재정 여건은 물론 국가의 경제구조 및 제도적 역량을 반영해 개념
화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복지국가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맥락을 반영한 지수를 구성해 활용해왔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장덕진,
2013; 석재은, 2014). 이들 연구가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거시 재정 변수에 기초
한 평가에 국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물론 재정학 논의에
서 활용된 방법을 차용하여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Stoian, 2012), 대부분의 연구는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리적 차원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에만 치중되었던 관심을 환기하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총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지수 구성 과정에서의 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다. 특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충분
하지 않으며,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의 포함 근거가 부족하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장덕진, 2013; 석재은, 2014). 그리고 지표 내부에 원인과 결과가
되는 변수들이 혼재된 양상이 목도되기도 한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장덕
진, 2013).
또한, 복지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엄밀한 기준을 제
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일정한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경직적인 기준을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그러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것의 달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재정정책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맥락에 부합하
도록 적절하게 규정된 목표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

2.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분석 차원

결정요인 분석 차원에서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으로 국가 재
정의 세부 구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에도(Alesian and Giava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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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orsetti, 2012; Kaplanoglou, Rapanos and Rardakas, 2013), 경험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 건실화를 위해 지출
삭감전략과 조세 확충 전략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목하긴
하였다(von Hagen and Strauch, 2001; Chashin, Haque and Olekalns, 2003;
Afonso, 2005; Illera and Carlos, 2008; de Mello, 2008; Alesina and
Ardagna, 2012; Afonso and Jallas, 2012; Jayawickrama and Abeysinghe,
2013; Mendoza, Tesar and Zhang, 2014).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총재
정지출 및 총조세부담률 수준만이 고려되었다. 이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는 미흡하였다.
물론 복지국가 자체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
이다(O’Connor, 1973; Gough, 1979). 이 상황에서는 재정제도의 세부 구조보다
는 총량 수준의 지출 삭감 및 수입 확충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관대한 복지
를 제공하고 있는 북유럽의 사민주의 유형 국가들이 여전히 건전한 재정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때(Ostry et al., 2010; Stoian, 2012; Ghosh et al., 2013),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도록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도균, 2013: 24-25). 즉, 국가가 축적과 정당화의 모순을 해소하는 제도
적 노력 방식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적 긴장의 완화 및 심화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김도균, 2013: 24-25; Block, 1987).
관련해서 재정수입구조, 특히 조세제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Kaplanoglou, Rapanos and Bardakas, 2013).18) 일차적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복지지출 수준에 주목해왔지만,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
능성에서는 복지수요를 충당할 만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
문이다(Glennester, 2008). 이때,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은 선진복지국가의 주요 재
원기반이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단순히 총 조세부담

18) 물론 지출구조 및 영역도 재정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reiner, 2007; Yakita, 2008;
Kaplanoglou, Rapanos and Bardakas, 2013; Ko,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회학
관점에 기초하여 조세제도 구성에 따라 재정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근거하여 여기에 주목한
다. 이때 조세제도와 지출 수준의 상호작용을 살핌으로써 편익과의 결합 효과를 고려한다. 다
만 지출구조와 수입 구조의 결합에 따른 재정성과의 차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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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뿐 아니라, 조세구조에 대한 고려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탐구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구조와 복지지출 간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Harris, 2013: 116). 조세구성 방식과 조세구조 및 복지지출 간의 결합
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수용 가능성, 나아가서 복지국가에 대한지지 기반이 달라지
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사회적 자원의 동원 방식과 재정지출을 통해 축적과 정
당화 요구를 조정하며,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섭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O’Connor, 1973; Block, 1987).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누
구에게,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가 정치적 쟁점이 되기 쉽다(Steinmo, 1993: 1). 이
에 국가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세부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조세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 및 근로 유인은 물론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세력관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자원이 조
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이다(Campbell, 1993). 이와 더불어, 조세구조가 복지지출과 결합되었을 때
세부담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Steinmo, 1993; Ganghof, 2006), 이 역시도 장
기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 확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복지지
출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부담과
결합되면 이것이 조세순응을 제고해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
선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에 재정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의 관계가 조
세제도를 통해 조절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구조의 차이와 조세부담 및 복지지출 간의 결합효과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에서도 유용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조세구조의 차이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Kaplanoglou과 Rapanos, Rardakas(2013)의
연구에서는 조세구조 및 재정지출구조에 주목하여 재정 건실화의 성패를 결정하
는 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공정한 부담의 지표는 누진
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세구조의 공평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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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성에 대한 측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19) 또한 재정지출 측면을 함께 고려
하기도 하였으나, 조세부담과 재정지출을 각각 분리해 다룸으로써, 둘 간의 상호
작용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다.
더불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조세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복지지출을 포함할 경우, 복지지출 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내생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일방
향 인과를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재정 상태 역시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있다. 복지지출 수준이 조세구조와 결합되어 복지국
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 역량이 떨어져
종국에는 공공복지의 수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Harris, 2013).

제4절 연구모형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2-2]와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으로, 재정요인은 물론 재정적 선택을
제약하거나 강화하는 경제구조 및 제도적 제약 요건을 반영한다. 측정된 값은 개
별 국가 및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특징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두 번째
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부분으로, 조세구조가 복
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때 복지국가의 재정성

19) 이 연구에서는 조세구조의 누진성 지표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더미)와 최대 소득 과표 구간에
대한 한계세율의 인상(더미) 및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중의 변화 등을 활용하였다. 저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 세구조의 누진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소비과세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이 항상 역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편익의 수준과 결부될 때 효과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게다가 공평한 세부담이 수직적 공평뿐 아니라 수평적 공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도 정의될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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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조세구조가 미치는 직접 효과와 더불어, 편익 수준 즉 복지지출과의 결합
효과도 살펴본다. 이때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내생성을 통제해 다룬
다.

[그림 2-2] 연구 개요

아래에서는 [그림 2-2]의 연구 개요에 기초하여 제2장 제3절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각 연구문제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관점에 대
해 논한다. 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에 관해 설명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과 결정요인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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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정을 정치·경
제·사회체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은 각국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 및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개념
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측정에서는 정부의
재정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제약 조건이 포괄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관련
지어 보면, 정부의 시점 간 예산제약의 충족 여부만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
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Ostry et al., 2010). 이것이 적자재정
및 부채 증가가 관리 능력의 부재를 뜻하지 않고(Bohn, 1995, 1998, 2007), 언젠
가는 정부가 부채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도록 미래의 어
느 시점에서는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이상과 관련해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의 연구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이는 기초수지 반응곡선에 대한 추정에서 출발하여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재정적 차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적자 및 부채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다(Bohn, 1995, 1998, 2007; Greiner, 2007; Sakuragawa and Karou, 2010).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 내력, 즉 재정정책의 역사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
재정학적 논의에서 보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게다가 각국의 채무에 대한
명시적인 한계점과 각 국가의 재정여력을 도출할 수 있어 복지국가 논의에서 보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임의적 판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의 재정여력 측정 방식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의 연구는 본 검정에 기초한다. 먼저 본 검
정은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가진다(Ostry et
al., 2010: 4). 이 검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기초수지가 채
무 수준 확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현시점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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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무가 지속가능한 지를 확인하려면 기초수지가 과거의 채무 확대에 어떻게 반
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검정 결과로 국내총생산 대비 기초재정흑자가 전년
도 국내총생산 중 부채 비중과 정적 선형 관계라면, 미래의 기초재정흑자로 국가
채무가 상환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고, 둘 간의 관계
가 충분한 정적 반응이면 노폰지 조건을 충족한다(Bohn, 1995; 1998). 게다가 최
근에는 기초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여건에 관련된 여러
변수가 추가 고려되어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추정이 이뤄지고 있어(Greiner,
Koeller and Semmler, 2007; Mendoza and Ostry, 2007; Berenger and Llorca,
2007; Redzepagic and Llorca, 2007),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본 검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Ostry et al., 2010: 4-5). 첫
번째는 기초수지와 국가채무 간 비선형성(non-linearity)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20) 재정정책 결정자들이 경기변동에 부합하도록 상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
라 지나치게 부채수준이 높다고 생각될 때만 감축 노력을 단행한다(Oscar,
Carmen and Vicente, 2006). 그리고 기초수지가 채무에 대한 이자지출을 상쇄할
만큼 항상 충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부채 증가에 따
른 이자지출로 인해 재정수지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Steinmo, 1993;
Ganghof, 2000; Daniel and Shiamptanis, 2013). 게다가 국가채무에 대한 기초
수지의 한계반응(marginal response)은 채무 수준이 높을 때 채무 수준이 완만한
경우에서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Mendoza and Ostry, 2008). 즉, 채무 수준이 과
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만큼의 충분한 기초수지 확보
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의 추정
에서는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상치 못한 충격(shock)이 발생하면, 채무한계를 넘어서는 채무의 축적이 초래될

20) Fournier와 Fall(2015)은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가 부채와 기초수지 간의 비선형
적 관계를 최초로 적용했다고 주장하지만, Bohn(1998, 2008)이 이미 부채와 기초수지 간의 비
선형적 관계를 발견했다고 본다. 다만, Mendoza와 Ostry(2008)를 이후로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의 연구에서 범세계적 차원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기초수지의 반응이 제
한적임을 밝혀내었다고 지적한다(Fournier and Fall,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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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의 차용능력은 사적 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결
정되어(Ostry et al., 2010: 5), 경기 확장기와 침체기의 할인된(discounted) 채무
의 경로가 상이할 수 있다. 이 경우 활황기에는 채무 증대가 반드시 미래 시점에
서의 현재채무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Davig, 2005;
Gabriel and Patarae, 2011). 그런데 채무 축적이 경기변동에 따라 항상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 수준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채권자는 이와 같이 과도하게 높은 채무로 해당 국가의 파산 우려가 임
박하면 채권을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즉, 채무가 한계에 가까워지면 디폴트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으로 이자율이 증가되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 비중 증가와 국채이자율 간의 내생적 관계가 반영되어
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기초수지와 국가채무 간의 관계는 이하의 [그림
2-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Ghosh et al., 2013: F11; Ostry et al., 2010: 8).

[그림 2-3] 채무한계(Debt Limit)의 측정
자료: Ostry et al., 2010: 8; Ghosh et al., 2013: 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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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곡선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primary
balance reaction function)이다. 그리고 점선은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계획
(interest payment schedule)이다.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은 기초재정수지와 국가
채무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여 [그림 2-3]과 같이 곡선 형태를 띤다. 점선
으로 표시된 이자상환계획은 무위험이자율에서의 그것으로, 직선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국가 파산의 위험이
확대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에 채무 비중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얇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채무에 대
한 이자 부담이 비선형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생긴다.
이때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 곡선 간에 두 개의 교차점이 생긴
다. 첫 번째 지점( )은 국가가 채무 증가에 미미하게 반응하던 종전의 대응과는
달리 채무 증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채
무가 지속가능한 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지점 이후 일정 구간 동안 정부는
국가채무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재정수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Ostry et al., 2010: 7). 반면 두 번째 교차점( )을 넘어서면 현재의 재정반응으
로는 채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점 이후에는 기초수지와 채무에 대한 부
채의 현재가치 간 정적 상관관계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재정정
책 기조로 감당할 수 있는 채무부담 수준의 임계점(critical point)으로, 특별한 재
정적 노력 없이 국가가 기존의 재정반응 내력에서 다다르게 되는 채무한계(debt
limit)이다(Ostry et al., 2010: 7). 따라서 채무한계를 넘어선다고 해서 반드시 해
당 국가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재정기조를 대대적으로 수
정하지 않으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Ostry et al., 2010: 7).
상술한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는 재정여력
(fiscal space)으로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재정여력이란, 지속가
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목표 추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
부의 여력으로 Heller(2005)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특히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고 향후 증가하는 채무에 대응할 수 있
는 정부의 능력으로 이해된다(Heller, 2005).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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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개념을 현재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debt limit,  ) 간의 격차로 구체화하
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Ostry et al., 2010: 7-8; Ghosh
et al., 2013: F4-F5). 즉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현재의 재정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재
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재정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
히, 현 상태에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 곡선 간의 교차점이 생기
지 않으면, 달리 말해 이자율 곡선의 아래쪽에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이 위치하면
해당 국가의 현 재정기조는 국가채무 부담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의 재정여력 계산 방식을 차
용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단, 이때 몇 가지 추가적
인 고려를 통해 이 연구들을 보완한다. 우선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을 포함해 분석한다. 이때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에 근
거하여 각국의 여건 및 역사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거시 경제적요인 이외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제약
조건을 폭넓게 반영한다. 더불어,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가 반영한 변
수 중 유사한 의미가 중복되는 변수(개방도, 물가상승률, 석유가격, 비석유재화가
격)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크게 하므로 대표 변수만을 투입한다. 이
와 함께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총 재정지출 대신
총 공공복지지출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채무와 이자율 간의 내생적 관계를
반영함에 있어 이자율 추정에서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국가별 1차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통해 추정한 이자율 값과 성장률 평균 간의 격차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
한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3장의 제2절에서 상술한다.

2.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 조세구조에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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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차적으로 조세는 지속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원 부담능력의 담보와 연
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Kettl, 2003: 3장). 이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다양한 수
입원 중 안정적인 자원동원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미시 경제적 차
원에서 조세는 국가 경제 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Campbell and Lindberg, 1990). 경제주체들이 누리는 소득과 수익 중 국가가
얼마만큼을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여 개인의 경제자원 사용을 억제하거나 촉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배와 생산, 소비 그리고 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자본주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Swedberg,
2005). 나아가서 조세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로 기능할 수 있어
서, 거시경제 안정성과 함께 경제성장 및 복지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Corbacho, Castillo, Espino and Rosada, 2013: 49).
따라서 재정수입 차원에서 조세부담의 수준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해당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높
은 수준이라면 공공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을 더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
(European Union, 2010). 세율이 인상되면 합법적 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유인
이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Glennerster, 2009: 3장). 이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에서 지적된 고전적 논의이기도 하다. 어떤 국가도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
는 상한을 넘어선 순간부터 세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 더구나 자본과 노동의 국가 간 경계가 유명무실해진 현시점에서 과도한 세율
인상은 자본유출을 초래하여 충분한 세수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화로 인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으로 정부의 담세력에 실질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되기도 한다(Glennerster, 2009: 3장).
그렇다고 낮은 조세부담 수준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은 아니다(European Union, 2010). 충분한 재원마련 자체가 제약되어 있을 가능
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역사적으로 국민이 합리적이라
고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Glennerster, 2009: 3장). 이때 이미 제한된 자원
을 아무리 정의롭게 배분하려 해도 급여 수준의 적정성이나 수급자의 권리와 존
엄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정치,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
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아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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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세수가 담보되는 것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한편, 조세부담의 수준뿐 아니라 조세의 세부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 차입과
조세는 모두 주요 국가수입의 한 형태이지만(Roy, Heuty and Letouzé, 2009),
둘은 자원이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차입은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전제로 정부부문으로의 자원 이전이 행해진다. 각
개인이 정부로부터 미래 어떤 시점에 다시 현재의 소득상실을 보상받는다는 조건
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일부를 이전하는 것이다. 반면 조세는 민간
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의 강제적 자원이전이다. 정부 과세를 통한 재원조달 시 납
세자들은 자신들이 사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의 일정 부분
을 포기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그것을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즉, 과세는 불가피하게 사회구성원의 사적소유권을 침해한다. 이 때문에 누가
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사회갈등 및 분열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복지국가에 대
한 정치적 지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Martin, Mehrotra and Prasad, 2009: 3). 특히, 과세가 어느 한 집단이나
특정 경제행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세의 사회적 정당
성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Svallfos, 2012). 그래서 타당한 기준에
따라 희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부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민의
조세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부담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부
담에 의해 결정된다(Campbell, 2009). 따라서 어떤 원칙을 토대로 과세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근대 경제학에서 조세원칙은 공평성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능력설(ability to
pay principle)과 이익설(benefit principle)로 대변된다. 이는 각각 능력자 부담 원
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응하는 학설이다. 먼저 능력자 부담 원칙은 사회구성
원이 국가의 유기체적 성원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편익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납
세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의무설이라고도 불린다. 이 설에 따르면, 자신의 지불능
력 혹은 담세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가 공평하고 바람직하다. 반면에 이익설,
다른 말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사회구성원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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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을 얻기 때문에 납세한다는 견해로 조세와 공공재로 인한 편익 간의 교환
을 중시한다. 즉, 편익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본다.
능력자 부담 원칙은 비례의 원칙과 동등 대우 원칙으로 구체화된다(Miller,
1973: 20-21). 전자는 부담의 수준이 자격이 부여되는 양화될 수 있는 특정한
속성에 비례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후자는 동등한 상황에 놓인 사
람, 달리 말해 자격이 같은 사람은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각각
의 원리는 조세의 두 차원, 수직적 공평(vertical equity)과 수평적 공평(horizontal
equity)과 상응한다. 수직적 공평은 담세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하
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으로, 소득계층 간의 공평성을 의미한다. 한편, 후자는 담
세능력이 같은 사람들의 부담 수준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경제적
행위나 동등한 능력 보유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성욱, 2010: 37-38).
한편, 사회보장성 조세와 민간부문의 기여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수입은 고용주와 개인 양자 혹은 고용주가 부
담하는 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다. 따라서 일반 조세와 달리 그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유사 계약적 성격을 지닌 세제로(Lieberman, 2002), 편익을 누
린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이는 자신이 부담한 세금의 정
당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조세로 지적되기도 한다
(Howord, 2007; Ide and Steinmo, 2009). 따라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및 민간
기여의 비중이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각 원칙에 입각한 조세수입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는 회피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순히 높은 세부담을 꺼리지만은 않는다. 담세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부담
을 기꺼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Doerrenberg and Peich, 2012). 또한 부
담 능력에 상응하도록 적절하게 설계된 누진체계에서는 탈세 유인을 낮출 가능성
도 있다고 지적된다(Doerrenberg and Peich, 2012). 따라서 능력자 부담 원칙 하
에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충분한 세수를 조달하여 재정적 지속가능
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누진세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세금 부담을 하도록 설계되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 소득분배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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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로 인한 부담자, 수혜자 간 이분화를 막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에도 기여할 수 있다(석재은, 2014).
하지만 높은 세율의 직접세는 근로유인을 낮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탈세를 조장하여 세수기반
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세계화로 조세경쟁의 격화로 자본과 재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회피는 더욱 쉬워지고 있다(이중섭,
2007: 174). 더구나 자본소득을 보유한 계층에 대한 과세가 제한되어 누진성이
낮아지고(Scharpf, 1991; Genshel, 2005에서 재인용), 과세 간 공평성이 저해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조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신뢰가 붕괴되면,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지지
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은 주로 특정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게 되어
있어 보험 수리적 건전성을 유지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향후 본인이 받게 될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도 높을 수 있다(Howard, 2007; Ide and
Steinmo, 2009).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의 원치 않는 배제로 이어져 사회적, 정치
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고소득자나 기업의 기여금에는 상한선
이 있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연동하지 않는다. 일부 재분배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완벽히 누진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 체계가
소수의 정규직 노동자에 국한되고 기업의 부담 수준이 낮으면 조세부담의 불공정
성 문제로 이어져 극심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도 있다(Ferrera, 1996; Ferrera,
2005; Obinger and Wagschal, 2010: 348-349).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총 조세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편익
과의 상대적 가치의 비교에 기초해 결정된다. 즉, 납세자의 세부담은 정부의 재정
지출 수준에도 의존하는 것이다(Steinmo, 1993; Ganghof, 2003). 따라서 조세가
일차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원마련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부적 영향관계를 완화하거나 심화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둘 간의 결합이 고려되었을 때 성장은 물론 분배, 소비, 투
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Harris, 2013).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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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세부담의 수준과 조세제도의 구성
은 그 자체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을 맺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
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조세구조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더불어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세구조 차이는 조세부담의 수용 가능성과 영향력에 중요한
요인이다(Glennerster, 2009: 3장). 뿐만 아니라, 조세구조와 편익 수준, 즉 복지
지출 수준 간의 결합효과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세 공평성에 대
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를 구체화한 Obinger와
Wagschal(2010)과 같이 조세의 구조적 특성이 복지국가의 재정여력에 미치는 영
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세 구성이 복지국가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함께 조세구조
와 편익 수준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을 분석하
고자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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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장기적 측
면에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조세구조와 복지
국가의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복지지출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
속가능성 간의 역인과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때 동시방정식을 구성하는 각 방
정식을 단일방정식으로 취급하여 각각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가 동시에 결정되어 두 오차항 역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 공평
성을 중심으로 한 조세구조에 주목한다. 이때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조세구조가 재
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살핀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역시 이어지는 절과 제3장의 제
2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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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에 관해 논한다. 이 장은 총 3개의 절로 구성된다. 제1
절에서는 연구의 분석대상 및 시기에 대해 논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각 연
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관해, 제3절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관해 설명한다. 2절과 3절의 논의는 연구문제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1절 분석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OECD 17개국이며, 분석시기는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이다. 분석대상 및 시기는 아래의 근거에 따라 선정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가 재정에 관한 분석은 어떤 국가를 대상
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분석대상 선정에 주의해야 한
다. 그간 국가 재정 파산은 라틴아메리카 등 저소득 국가의 문제로 다뤄지면서
이들 국가가 주요 분석대상이 되어 왔다(Corbacho, Castillo, Espino and
Rosada, 2013). 특히, 재정위기는 저개발국의 미흡한 담세능력으로 인한 고질적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고소득 국가보다 낮은 경제발전 수준과 저소득 국가의
독특한 인구 및 산업 구조 특성을 통제해도, 이들 국가는 세부담 수준이 낮은 편
이기 때문이다(Corbacho, Castillo, Espino and Rosada, 2013: 1장). 이에 저소
득 국가에서의 저부담과 누진적 세제의 결핍, 탈세의 만연, 그리고 세무당국의 미
흡한 행정력으로 인한 세제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이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Corbacho, Castillo, Espino and Rosada, 2013: 1장).
그러나 1970~80년대 복지국가 위기와 2000년대 세계경제위기 이후 선진복지
국가에서 역시 재정위기가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때 전술한 것처럼 고소득 국가
와 저소득 국가 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특히, 재정지출 수준과 담세능력
및 조세구조에서의 차이가 상당하여 동시에 분석하기 어렵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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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적 균형을 갖춘 한국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방
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은 물론 서구 선진복지국가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OECD 국가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면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총
17개국을 분석한다.21) 구체적으로 분석대상은 그리스(GRC), 네덜란드(NLD), 노
르웨이(NOR),

덴마크(DNK),

독일(DEU),

미국(USA),

벨기에(BEL),

스위스

(CHE), 스웨덴(SWE), 스페인(ESP), 영국(GBR), 오스트리아(AUT), 이탈리아
(ITA), 캐나다(CAN), 포르투갈(PRT), 프랑스(FRA), 핀란드(FIN)이다.
다음으로 1986년에서 2013년까지 28개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다.22) 인과관계 성립요건으로써 시간적 우선성과 재정정책 효과의 시차(time lag)
를 고려하여 조세구조와 복지지출을 비롯한 독립변수는 1개년도 앞선 1985년에
서 2012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
요인 분석에서 복지지출과 재정여력의 상호 관계는 단 시간 내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는 중기적 차원에서 나
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관리를
통해 지출 수준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5년을 단위로
구상되는 것을 반영해 5년 전 값을 추가로 투입해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련의 복지 및 조세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OECD,
2011). 개혁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러
나므로 1986년 이후(독립변수는 1985년 이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하
나, 199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국가채무가 비교적 완만하

2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연구문제 1)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대한민국, 룩셈부
르크, 멕시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체코, 칠레, 터키, 폴란드, 헝가리
의 12개국을 제외하였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한
자료의 미비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호주의 5개국을 추가 제외하여 총 34개
OECD 국가 중 17개국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2) 결합시계열분석에서는 대체로 10개년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지적된다(Beck, 200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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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시기와 최근 상황까지를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적실한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23)

제2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별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를 위해서는 결합시계열분석과 벡터
자기회귀모형, 그리고 기술통계 및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한다. 먼저 결합시계열분
석은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가 제안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을 위한 것이다. 이때, 국가채무 수준에 내생적으로 반응하는 장기이자율은 Polito
와 Wickens(2005, 2011, 2012)이 활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 도출한다. 그리고
복지국가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국가별 순위 및 평균 비교, 시기별 평균의 변화 양상을 살핀다. 이어서 두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3단계 최소제곱
법을 통한 동시방정식 모형 추정을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문제 1과 마찬가
지로 기술통계와 일원변량분석을 활용해 결정요인의 변화양상과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1. 연구문제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각국의 재정여력에 대한 측정으로 행해진다.
재정여력이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향후 증가하는 채무에 대
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Heller, 2005), 현재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의 격
차로 조작화할 수 있다(Ostry et al., 2010: 6; Ghosh et al., 2013: F4). 즉, 채

23) 다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선진복지국가의 재정 역량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D’Erasmo, Mendoza and Zhang, 2015) 더미 변수를 투입해 시기 변화 효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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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계에서 현재의 채무를 차감한 것이 해당 복지국가의 재정여력이 된다. 따라서
재정여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채무한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하고 적절한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격차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Ghosh et al., 2013: F13). 추정된 기초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 곡선의 교차점을 토대로 각국의 채무한계를 도출해야 재정여력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기초수지 반응곡
선을 추정하고,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해 이자율을 도출한다.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을 위한 결합시계열분석

먼저 기초수지 반응곡선은 국가채무와 기초재정수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
수로, 국가채무를 주 독립변수로 하고 기초수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결합시계열분
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이때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는 기초수지와 채무 간의 비선형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수준의 1차항과 제곱항, 세제곱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각국의 정치 및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요인 등이 국가의 재정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제적요인(채무 수준, 산출갭, 지출갭, 개방도, 물가상승률, 석유가
격, 비석유재화가격)과 구조적요인(노년 부양비, 미래 노년 부양비), 제도적요인
(정치적 안정도, 재정준칙, IMF 협정) 그리고 국가 더미를 고려하여 기초수지 반
응곡선을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의 연구에
근거하여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하
되,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총 재정의 지출갭 대신 복지지
출 수준을 투입하여 분석한다.24)
기본적으로 결합시계열자료(pooled time-series-cross-section data)는 패널자료
24) 복지국가 연구에서도 총 재정지출이 고려되었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석재은, 2014). 이
는 국가의 총체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 그러나 Stoian(2012)의 연구에서 지적
되듯이 항상 재정지출과 복지지출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Stoian, 2012:
6-7). 일부 국가에서는 둘 간의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지출이 복지지출을 설명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
속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복지지출을 투입해 기초재정수지 곡선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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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자료의 단위(unit)가 고정된 반복 자료이다(Beck, 2001). 단위가 표본 추
출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모집단 개념으로 관찰되는 단위, 즉 국가가 관심의 대
상이 된다(Beck, 2001). 국가 비교 연구에서 결합시계열분석은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백승호, 2005: 55-56; 안상훈, 2002: 56-57; Hicks, 1994: 170-171).
먼저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 특히 선진복지국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필연적으로 사례 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때 결합시계열자료를 구축하면 사
례 수를 늘려 정교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횡단 자료 및 단
일 시계열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변수의 영향력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
해진다. 게다가 국가나 시간 더미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여 미관측요인이나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통제하고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결합시계열자료를 활용해 회귀 기반 분석을 할 때는 가우스-마코프 정
리(Gauss-Markov Theorem)를 충족하기 위한 가정들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안상훈, 2002: 62-62; Hicks, 1994: 171–172; Beck,
2001: 274-275). 국가마다 상이한 오차 분산을 가지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
의 문제나 한 국가에서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다른 국가에서의 그것과 상호연
관되는 동시상관(contemporaneous correlation)의 문제, 오차항의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의 문제, 그리고 국가 간 시기 또는 분석 단위와 관련된 고정효과
(fixed effect)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을 간과하
고 일반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활용하면 추정치가 편향될
가능성이 커 몇 가지 통계적 교정이 필요하다(Beck, 2001: 274-275; Hicks,
1994: 171–17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통계적 추정을 위해, 상기한 각 문
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통계
적 조처를 한다.25)
먼저 이분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정된 왈드 검정(modified Wald test)을
수행한다. 이는 모든 횡단 단위(cross-sectional unit)에서의 오차분산이 일정하다
는 것을 영가설로 하는 검정이다. 따라서 만약 카이 분포를 따르는 왈드 통계량
25)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 역시 각 문제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1차 자기회귀모형(AR(1))과 패널교정 표준
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를 적용하고, 국가 더미 변수를 반영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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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으로 영가설을 기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이분산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aum, 2001: 101-102). 특히 라그랑지 승수 검정
(Lagrange multiplier)이나 표준 왈드 검정(standard Wald test) 등과 달리 수정된
왈드검정은 오차항의 분산이 정규성을 따른다고 보기 어려울 때도 적용 가능한
검정으로(Baum, 2001: 102),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이분산 문제가 노정
되는지 파악한다.
이어서 동시상관의 문제 파악을 위해 페사란 CD 검정(Pesaran CD test)을 수
행한다. 본 연구와 같이, 국가 사례 수보다 시계열이 더 긴    자료에서는 브
로슈-파간 LM검정(Breusch-Pagan LM test)이 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는 시계
열이 상당히 긴 경우에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추정에서는 LM 검정보다 CD 검정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Hsiao, Pesaran
and Pick, 2007). 뿐만 아니라 페사란 검정은 브로슈-파간 검정이나 프리스 검정
(Frees test), 프리드만 검정(Friedman test)과 달리 동적 속성을 가진 패널자료에
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oyes and Sarafidis, 2006). 이에 자료의 동적
속성을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페사란 CD 검정을 통해 동시상관 문제를 확인
한다. 이때의 귀무가설은 오차항 간 상호의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검정 결과, 분석자료에서 이분산이나 동시상관의 문제가 발견되면, Beck
과 Katz(1995)에 의해 고안된 패널교정 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를 결합해 분석한다. 이는 오차항의 이분산 및 동시상관의 문제를 제거하
는 일반화된 최소제곱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이나 추정일반화최소제곱법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과 달리 시간 평균에 표준오차를 조정하는
방법이다(Beck, 2001; 275-279; Beck and Katz, 1995: 636-639). 즉, 오차항의
특성 자체를 모형화하는 것이다(Beck, 2001; 275-279; Beck and Katz, 1995:
636-639).26) 이를 적용한 분석은 시계열이 15개년도 이상인 결합시계열자료에서
26) 물론 이와 유사하게 White나 Newey-West, Rogers 표준오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D’Erasmo와
Mendoza, Zhang(2015)은 기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 방법에 대해 검토하면서 기초수지
반응곡선 추정에 근거한 방법 적용시 White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동시상관 문제가
있을 때, White나

Newey-West, Rogers 표준오차를 사용하면 결합 OLS나 고정효과 모형에

서 표준오차 추정치가 하향 편향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Hoechle,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분산은 물론 동시상관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패널교정 표준오차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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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Beck, 2001: 278-279; Beck and Katz, 1995:
639-641). 따라서 28개년도를 분석시기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적합하다
고 생각된다.
이어서 계열상관 문제를 파악하고자 울드리지 검정(Wooldridge test)을 수행한
다. 이는 패널 데이터에 대한 계열상관 검정으로, 오차항들의 1차(first-order) 자
기상관을 기초로 검정한다(Drukker. 2003: 169). 이때의 영가설은 1차 자기상관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rukker. 2003: 169). 울드리지 검정은 적은 가정
에 근거하여, 다소 검정력이 약할 수는 있다(Drukker, 2003: 168). 그러나 검정
결과가 매우 강건한(robust) 것으로 알려져 있다(Drukker, 2003: 1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드리지 검정을 통해 분석자료에서 계열상관의 존재를 파악한다. 검
정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면 패널 자기회귀모형(Panel correlated
AR(1))을 적용해 분석한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마지막으로, 고정효과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수
행한다. 이때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Ostry 외(2010) 및 Ghosh 외
(2013)와 같이 국가 더미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다. 국가재정에는 국가별 고유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Croce and
Juan-Ramón, 2003; Stubelj and Dolenc, 2010; Stoian, 2012). 또한 이는 추후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각국의 이자율을 별도로 추정하는 것과의 조응을 위해 국
가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2007~08년 금융위기
등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연도별 미관측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가 더미 변수와 더불어 2009년 이후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반영해
2009년 이후 시기에는 연도 더미를 투입해 분석한다(D’Erasmo, Mendoza and
Zhang, 2015: 12).27)
다만, 결합시계열자료에서 자기회귀모형과 고정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추정
치가 편향될 가능성이 지적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Beck and Katz,
27) D’Erasmo와 Mendoza, Zhang(2015)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구조적인 변
화가 확인된다. 재정 관련요인만을 반영해 추정하긴 하였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변화
로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의 범위가 2009년 이후 상당 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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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41-342). Beck과 Katz(2011)에 따르면, 두 모형을 사용할 때의 편향 제
거를 위해 이에 시차종속변수를 투입하는 모형이 권고된다(Beck and Katz,
2011: 341-342). 그러나 국가채무와 기초수지 등의 재정변수는 누적적으로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투입되는 종속변수의 시차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계열이 20개년도 이상일 경우 자기회귀모형과 고정효과를 함께 사용함으로 인
한 추정치의 편향이 상당히 축소되기 때문에(Beck and Katz, 2011: 342), 본 연
구에서는 두 모형을 함께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패널 자기회귀모형
과 국가 더미를 투입한 모형 오차항의 계열상관과 고정효과를 교정한다.

<표 3-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자료에 대한 통계적 조치

 및  값

문제(검증방법)

결과

처치

***

이분산성
(modified Wald test)

총부채

198.5

순부채

220.64***

동시상관
(Pesaran CD test)

총부채

4.777***

순부채

6.501**

계열상관
(Wooldridge test)

총부채

29.524**

순부채

23.443**

고정효과
(Hausman test)

총부채

195.91***

순부채

132.88**

있음
패널교정 표준오차 사용
있음
있음

패널 AR(1) 모형 적용

있음

국가 더미변수 투입

       †   

실제로 이상의 <표 3-1>과 같이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01 수준에서 이분산성, 동시상관, 계열상관 그리고 고정
효과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에서는 패널교정
표준오차를 사용하고, 1차 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며, 국가 및 연도 더미 변수
(2009년 이후)를 투입한다.

2) 장기이자율 추정을 위한 벡터자기회귀모형

다음으로 각국의 채무한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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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장기이자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Ostry et al., 2010: 11-12).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장기이자율을 도출하였다
(Ostry et al., 2010: 12). 첫 번째는 관찰되는 이자율 자체가 인지된 국가 파산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 가정하고, 현재의 시장 이자율을 그대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채 수준이 채무한계에 가까워져 파산 위험이 커질 때 이자율
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채의 최대치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Ostry et al., 2010: 12).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대안적인
방법은 부채 수준과 이자율 간의 내생적 관계를 고려해 추정한 이자율을 활용하
는 것이다.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는 파산 발생시 회복률(recovery
rate)을 90%로 가정하고 계산한 이자율을 사용하였다(Ostry et al., 2010: 12).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에서의 대안적 방법은 이자율과 거시 경제
변수 간의 내생적 관계를 반영해 재정여력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돕는다. 그
러나 전술한 연구에서는 이자율 추정에서 활용한 가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률에 대한 임의적 규정으로 인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Horne, 1991; Leeper, 20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처럼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통해 이자율을 추정해 활용한다.28) 이는 이자율 추정에서의 자의성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이자율과 국가채무 수준, 기초재정수지 충격 간의
내생적 관계를 적실히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은 2개 이상의 내생변수들이 가진 동적 변화를 내생변수의 과
거 값을 이용해 모형화한 것이다. 즉, 다변량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 변수 상호
간의 영향을 모형화한 동적 동시방정식 모형이다(송일호·정우수, 2002: 295). 이
는 경제 시계열 추계에서 활용되는 구조방정식 모형이나 아마 모형, 그리고 아리
마 모형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설명변수의 영향을 시간이 흘러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는 점과 내, 외생변수 선정이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한계이
있다(문권순,

1997). 물론

구조방정식이 내포한 문제는 아마(Autoregressive

28) 다만 시장 이자율을 활용해 도출한 재정여력은 <부록 1>에 별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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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Average; ARMA) 모형이나 아리마(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모형들은 현재의
시계열 관찰 값이 과거 규칙성의 재현으로, 이 규칙성이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보
고 미래값을 예측한다(민인식·최필선, 2014: 105). 이에 아마 모형이나 아리마 모
형은 모형 설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변량 분석으로 변수 간 상호관계
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문권순, 1997).
이에 반해 벡터자기회귀모형은 다변량 시계열 분석으로 변수 간 상호영향을 반
영하는 것은 물론 관련 변수들의 시변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변수뿐
아니라 다른 변수들이 해당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에 특정 경제이론에 입각하지 않아 모형을 설정하는 사람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모형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의 시차변수들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각 변수
의 예측치를 도출한다. 즉, 어떤 가설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관찰된 시계열 자료
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모형에 기반을 두지 않아, 모
형 설정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예측력도 높다(Polito and
Wicknes, 2005, 2011,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이
자율과 국가채무 간의 내생적 관계를 반영하면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지적되는 정부수입과 정부지출,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장·단기이
자율을 추가해(Polito and Wicknes, 2005, 2011, 2012) 2013년의 국가별 이자율
의 예측치를 도출한다.29) 이 값과 1985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국 실질경제성장
률 평균의 격차를 사용하여 채무한계를 계산한다.
덧붙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과 마찬가지로 연간자료를 활용하므
로, 1차 벡터자기회귀모형(VAR(1))을 이용한다. 다만, 추정방식은 Polito 및
Wickens(2005, 2011, 2012) 달리, 축약형 모형을 적용한다.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추정방식은 식별제약(identification restrictions)에 따라, 축약형 벡터자기회귀모형
(Reduced-form VAR)과 반복적 벡터자기회귀모형(Recursive VAR), 구조적 벡터

29)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은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과 같이 각 국가의 특성을 포착
하기 위해 각 국가별 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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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모형(Structural VAR)으로 구분된다(민인식·최필선, 2014: 166).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이 사용한 반복적 모형은 자신보다 뒤에 이어지는 오
차항과는 동시적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선행하는 오차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데 반해, 축약형 모형에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오차항 간 동시적 상관관계를 가진
다고 본다(민인식·최필선, 2014: 166). 과거의 오차항이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고 거시 재정 관련 변수는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 간 선후관계를 지정하지 않는 축약형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3)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산출

상술한 결합시계열분석 및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기초재정수지 반응
곡선과 이자율과 성장률의 격차를 토대로 채무한계를 도출한다. 채무한계는 앞서
제시한 제2장의 제4절 [그림 2-3]에서와 같이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
계획 곡선 간의 최대 교차점이다.30) 따라서 다음의 식(3-1)에 근거해 채무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은 장기이자율,  은 실질경제성장률,  는 국가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식(3-1)

식(3-2)

이때, 근의 공식에 근거하여 식(3-1)이 식(3-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
근을 가지지 않는다. 근의 공식의 근호 안이 음수로, 방정식의 해가 허수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식(3-2)가 충족되지 않아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지 않으면, 기초재
정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 곡선 간의 교차점이 생기지 않아 채무한계 지점

30) 분석의 간명함 및 추정의 용이성을 위해 상수항은 제외하고 기초재정수지 곡선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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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할 수 없다. 달리 말해, 현재의 재정기조하에서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지으면, 기초수지반응이 이자상환선을 밑돌아
해당 국가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재정반응이 이
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채무 수준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
우로 노폰지 조건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Ostry et al., 2010: 15). 따라서 채
무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재정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지 않아 현재의 재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식(3-1)이 식(3-2)를 충족해 실근을 가지면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이
자상환계획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 해당 국가의 재정기조에 따른 채무한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한계를 도출하면, 현재 채무 수준과의 차이를 계산해
각국의 연도별 재정여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재정 운용 기조에서도 채
무 부담을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재정여력을 산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선
행연구에서는 국가군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Croce
and Juan-Ramón, 2003; Stubelj and Dolenc, 2010; Stoian,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재정여력 수준의 차이와 함께 기존의 복지국가 연
구 흐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복지국가 유형론에 근거하
여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가족주의로 분류해 일원변량분석 및 시기별 평
균 재정여력을 살핌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비교한다. 이때, 네덜
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보수주의 유형으로, 미국, 스위스, 영
국, 캐나다는 자유주의 유형,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사민주의, 그리
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가족주의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2. 연구문제 2)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규명

1) 3단계 최소제곱법을 통한 동시방정식 추정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동
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 모형을 추정한다. 이는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79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동시방정식 모형은 하
나 혹은 그 이상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상호인과를 가지
는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추정방식은 도구변수
추정을 기본으로 한다. 동시방정식 모형에서는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인한 내
생성(endogenity)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 최소제곱법(OLS)이 아닌 도구변수를 활
용한 추정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Wooldridge, 2009: 552). 그리고 본 연구에서
는 도구변수 추정법 중 Zellner와 Theil(1962)이 고안한 3단계 최소제곱법
(Three-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한다.
회귀 분석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일반 최소제곱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려
면, 설명변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식별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방정식을 구성하는 각 식의 종속변수들은 동시방정식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오차항과

필연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Wooldridge, 2009: 548). 이에 일반 최소제곱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면 내생변수
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로, 추정치가 편향되고(biased) 일관되지(inconsistent) 않
는다(Wooldridge, 2009: 551-552). 따라서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는 도구변수
를 활용해 추정해야 한다. 도구변수 추정법은 다른 조건은 일반 최소제곱법과 동
일한데, 내생성 문제가 있을 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보
다 나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시방정식 모형은 구조형(structural form)과 축약형(reduced form)의 두 가지
로 표현할 수 있다. 동시방정식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형 방정식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축약형 방정식은 구조형 방정식의 추정을 위해 방정식의 좌변은
내생변수만으로, 우변은 외생변수만으로 정리한 방정식이다. 즉, 축약형 방정식
우변의 모든 변수는 외생적이고 오차항과의 공분산이 0이다(Wooldridge, 2009:
551; Wooldridge, 2010: 241-243). 이때 동시방정식 추정은 단일방정식 추정법
(single-equation method of estimation)과 체계 추정법(system method of
estimation)으로 나뉜다(이석구, 2006: 278-284).
기본적으로 동시방정식 추정은 축약형 방정식을 추정해 얻은 예측치(predicted
value)를 도구변수로 하여 구조형 방정식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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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약형 방정식의 추정 결과로 오차항과의 상관이 제거된 결과 값을 도구변수
로 하여 구조형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
이 앞서 언급한 단일방정식 추정법으로, 동시방정식 모형을 구성하는 구조형 방정
식들을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2단계 최소제곱법(Two-stage
Least Squares)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때의 추정치는 일관된(consistent) 값이다.
또한, 예측치를 도구변수로 활용함으로써 도구변수 추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변수
선정의 자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Woodridge, 2009: 552-554). 그러나 2단
계 최소제곱법에서는 오차항 간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사장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도출된 추정량은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점근적
효율추정량은 아니다(Zellner and Theil, 1962).
체계 추정법(system method of estimation)은 단일방정식 추정법과는 달리, 대
상 동시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모형의 구조 방정식 전부를
동시에 추정한다. 여기에는 3단계 최소제곱법(Three-Stage Least Squares)이 해당
된다. 3단계 최소제곱법은 2단계 최소제곱법과 표면 비관계 방정식(seemingly
unrelated equations)을 결합한 것으로, 동시방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식을 동시에
추정하여 각 식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에 반영한다(Zellner and Theil,
1962). 일차적으로 3단계 최소제곱법에서도 2단계 최소제곱법과 같이, 구조형 방
정식들을 개별적으로 추정한 회귀계수와 이 결과를 활용해 구조형 방정식 오차항
의 분산과 공분산을 추정한다. 이어서 추정된 회귀계수와 오차항의 분산 및 공분
산을 이용해 동시방정식 모형에 일반화된 최소제곱법(GLS)을 적용함으로써 구조
형 계수들의 최종 추정량을 동시에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3단계 최소제곱법은
동시방정식 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을 도출하면서, 일반화된 최소제곱법에 근거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을 활용한 추정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민인식·최
필선, 2012: 73-76; Wooldridge, 2010: 209-2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최소제곱법을 활용함으로써 2단계 최소제곱법보다
유실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고 표준오차가 더 작은 효율적인 추정치를 획득하고자
한다(Zellner and Theil, 1962). 이때 본 연구에서는 국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
여,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패널자료 활용시 모형화되지 않은 국가 간
미관측요인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통계적 추정치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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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에 동시방정식의 각 식에 국가 더미 변수를 투입한 고정효과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한다(Wooldridge, 2009: 565-567).
덧붙여, 구조형 방정식의 추정 가능 여부는 동시방정식 모형의 구조형과 축약형
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식별문제(identification)와

관련된다(송일호·정우수,

2002: 131). 즉, 동시방정식 모형에 포함되는 각각의 내생변수에 대한 유일한 해
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가장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모형
에 포함된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차수 조건(order condition)을
확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고 두 번째 방정식에는 포함된
외생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이어야 차수 조건을 충족한다(Wooldridge, 2009:
554), 달리 말해,   를  번째 방정식에 포함된 내생변수로 정의하고,   를  번째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은 외생변수로 정의할 때  번째 방정식의 차수 조건은
     이다(Wooldridge, 2009: 554-555).31) 그런데 차수 조건은 식별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정식에서 제외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
생변수의 계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계수 조건(rank condition)이 추가 검토되
어야 한다(Wooldridge, 2009: 555).32)

2) 조절회귀분석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때 조세
제도의 구성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역시 살피고자 한다.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조세구조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누리는
편익의

수준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Steinmo,

1993;

Ganghof, 2006). 구체적으로 편익의 수준이 높으면 국민이 높은 수준의 부담도

31) 이때 그 개수가 같은 경우는 적도식별(exact identification)로 일반적인 도구변수 방법으로 추
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외된 변수가 더 많은 본 연구와 같은 과도식별에서는 2단계최소제곱
법이나 3단계 최소제곱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곽상경, 2003: 8장)
32) 이후 분석결과의 <표 4-10>과 <표 4-11>에 제시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각 추정식
은 차수조건은 물론 계수조건 역시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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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수준이 낮으면 조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과세에 대한 불만도 더욱 커져 조세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복지지출이 부적 영향을 미친다 하
더라도, 편익이 조세구조 특성과 결부되어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복지지출
수준으로 대변되는 편익 수준과의 결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조세구조가 미치는 직접 효과와 함께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조절회귀분석은 조
절 효과 분석에서 활용되는 다른 한 방법인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처럼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전환해 발생하는 정보의 소실이 없고(Sharma,
Durand, and Gurarie, 1981: 295), 1종 및 2종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한인
수, 2002: 146). 다만, 조절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력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다(Aguinis and Stone-Romero, 1997; 한인수, 2002에서 재인용). 이에
결합시계열자료를 구축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 상호작용변수에 평균 집중화(mean
centering) 를 적용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검정력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추정하는 동
시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재정여력(equation 1)
           
                           
     ×    
     ×          ×    
     ×          ×    
     ×          ×    

복지지출(equation 2)
                      

83

재정여력(  )을 종속변수로 한 첫 번째 식에서는 복지지출(  )을 포함하는데,
이때 복지지출이 재정여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도 반영하고자 1개년도 전 값
과 더불어 5개년도 전 값을 추가해 분석한다. 이어서 조세구조는 부담수준(  )과
함께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평적 형평과 관련해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의 격차(  )와 노동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의 격차(  )를 투입하고, 수직적 형평
의 차원으로 저소득자(평균소득의 67%)와 평균소득자 간의 누진율(  )과 평균
소득자와 고소득자(평균소득의 167%) 간의 누진율(  )을 포함하며, 수익자 부
담 원칙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과 민간기여 비중(  )을 반영한다. 더불
어, 조세구조 특성과 복지지출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고려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두 번째 식에서는 재정여력()이
주 독립변수이다. 이는 재정여력이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역 인과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때 재정여력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가 재정을 운
용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나타할 수 있어, 익년에 바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1개년도 전 값과 5개년도 전 값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
한다. 이와 함께 모형식별을 위해 복지국가 관대성 관련한 요인으로 연금 관대성
(  )과 실업급여 관대성(  ), 질병보험 관대성(  )의 세 변수를 포함한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연구문제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기초재정수
지 반응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들과 장기이자율 추정을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 종속변수는 기초수지이고, 독립변수는 재정요
인(국가채무, 복지지출, 산출격차, 물가상승률)과 경제구조적요인(실업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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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비중, 자영자비중, 경제 개방도, 고령화율, 미래노년부
양비), 정치 및 재정제도적요인(선거, 선거 시기 이념변화, 위임형 정치제도, 중앙
집중도, 재정준칙)으로 구분된다. 분석의 기초가 된 Ostry 외(2010)와 Ghosh 외
(2013)는 경제적요인(채무 수준, 산출갭, 지출갭, 개방도, 물가상승률, 석유가격,
비석유재화가격)과 구조적요인(부양비, 향후 부양비), 제도적요인(정치적 안정도,
재정준칙, IMF 협정)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stry 외(2010)와 Ghosh 외
(2013)의 그것을 기본으로 하되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1) 재정요인

먼저 재정요인 중에서 국가채무는 총채무(gross debt)와 순채무(net debt) 두 가
지 경우를 나눠 분석한다. 채무는 특정 사건의 실현 여부(비우발적, 우발적)와 법
령 규정 여부(명시적, 암묵적)의 두 차원에서 아래의 <표 3-2>와

같이 구분된다

(Brixi Polackova and Mody, 2002; Giammarioli et al., 2007: 18 및 윤영진,
2012: 385에서 재인용). Ⅰ유형은 일반정부가 부담하는 명시적 부채로 어떤 상황
이 발생해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채(정부재정 상태표에 기록되는 부채)
를 의미한다. 반면에, Ⅱ유형과 Ⅲ유형은 정부보증부채나 정부보증모기지론 등의
잠재적 채무(Ⅱ유형) 혹은 미래의 복지지출(연금 등) 및 자본시장쇄신 등의 반복
적인 운영과 관련된 미래 정부지출(Ⅲ유형)이 해당한다. 한편, Ⅳ유형의 채무는
재난구제나 환경오염, 군사적 목적 등 긴급구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정부가
법적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표 3-2> 국가채무의 분류
비우발적(직접적)

우발적

명시적

Ⅰ

Ⅱ

암묵적

Ⅲ

Ⅳ

자료: Brixi Polackova and Mody, 2002; Giammarioli et al., 2007: 18 및 윤영진, 2012: 385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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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채무는 현금주의에 기초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Ⅰ유형만이 해당된다(임진, 2011: 84). 이에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대개 Ⅰ
유형의 명시적 부채가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Ⅱ, Ⅲ유형 채무 관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윤영진, 2012: 16).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잠재적 부채가 국
가 재정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서 금융부채 미지급금, 파생금융상품 등 포함, 연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일부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에 대한 고려가 확대되고 있다(윤영진, 2012: 17).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국가채무 자료는 제도단위로 산출되어 잠재적 부채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2001년 IMF의 정부재정통계지침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및 1993년과 2008년 UN의 국민계정체
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근거한

OECD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는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의 제도단위란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부채를 부담하며 경제활동 및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이다(박기백·김우철, 2006: 19). 이에 부채는
제도단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자산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기백·김우철, 2006: 19). 특히, OECD에서는 일반정부 단위로
채무를 산출해,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개념에 속하는 조직의 부채 및 기타 채무가
곧 국가채무가 된다(박기백·김우철, 2006: 19). 이때의 일반정부 부문은 조세 등
을 강제 부과하여 수입을 조달하고 이를 사용하여 거의 무료로 상품이나 서비스
를 공급하는 정부 기관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출할 때는 성격에 따라 금융부문도
정부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수반하여, 총부채보다는 순부채가 정부부담 수준 파악에 더 적절할
수 있다(박기백·김우철, 2006: 20; Coeure and Pisani-Ferry, 2005; Johns and
Fukawa, 2015: 9). 총부채는 정부금융부채의 총 잔고로 대부분 채권의 액면가격
으로 측정되는 데 반해,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자산에는 현금과 예금, 민간부문에의 대출, 외환
보유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각종 연금도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로 순부채에 포함될 수 있다(박기백·김우철, 20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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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소유한 자산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Johns and Fukawa, 2015: 9). 정부 자산 중 다수는 위기 시에 바로 현금화하기
는 어려운 고정자산의 형태이다. 또한, 정부가 소유한 자산 중 일부는 자산의 질
은 확신하기 어렵다. 현금화한다고 해도 재원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연금기금 등은 특정 목적과 연동되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이에 순부채가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과대 평가할 여지도 있어 이 경우에는 총
부채가 재정 평가에 적절할 수 있다. 이처럼 총부채와 순부채 각각이 장점을 가
진 바, 본 연구에서는 총부채와 순부채를 구분해 다룸으로써 두 자료가 가진 각
각의 장점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이때 두 가지 부채 모두 Ostry 외(2010),
Ghosh 외(2013)와 같이, 기초수지와 채무 간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1차항과 제곱항, 세제곱항을 투입한다.
그 외 재정요인 중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에 근거하여 변수를 선정한다. 다만, 중복되는 변수(개방도, 물가상승률, 석유가
격, 비석유재화가격)는 다중공선성 발생 가능성을 크게 하므로 대표성이 높고 선
행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지적되어 온 개방도(Sims, 1999; Haunner and Kumar,
2005; Drelichman and Voth, 2008; Byrne, Fiess and MacDonald, 2011)와 물
가상승률(Anand and van Winbergen, 1987; Bajo-Rubio, Crmon and Vincent,
2009; Doi, Hoshi and Okimoto, 2011)만을 반영한다. 또 전반적인 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이 아닌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총
재정지출갭 대신 복지지출 수준을 변수로 투입한다.34) 덧붙여, 이때의 개방도는
단순히 무역규모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의 개방도가 정부의 자본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Sims, 1999; Haunner and Kumar, 2005;

33) OECD의 국민계정에서는 피고용자에 대한 정부 채무 취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자립형
(autonomous) 연금의 부채와 자산은 일반정부 외로 취급해 국가채무에 반영되지 않는다. 비자
립형(non-autonomous) 연금에서는 적립부문(funded component)만을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비
적립부문은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국가만이 비적립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oecd.org/eco/outlook/eosources-notestostatisticalannextables25-33fiscalbalancesa
ndpublicindebtedness.htm).
34) D’Erasmo와 Mendoza, Zhang(2015)는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해 재정지출 수준 변수로 국방비
지출 비중을 활용해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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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lichman and Voth, 2008; Byrne, Fiess and MacDonald, 2011), Chinn-Ito
지수를 활용해 자본시장의 개방도로 측정하였다.35)

(2) 경제구조요인

이와 함께 복지국가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는 경제구조 및 제도
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역시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김용하 외,
2011a, 2011b; 장덕진, 2013; 석재은, 2014). 먼저 자원의 추출능력과 관련해 노
동시장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적정한 수준의 생산인구가 유지되
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복지재원 부담 능력이 약해지고 재원지출 유인은 커져 재
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과도하게 실업률이 높거나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 근로자 부담이 높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는데 과세기반은 좁아져(Esping-Andersen, 1996: 68) 재정위
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높아질수록
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에서는 필연
적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36)
또, 고용구조 측면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자의 비중이 커지면 조세추출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사회보험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석재은, 2014). 물론
35) 이 지수는 IMF 자본거래 통제 및 제약에 관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를 토대로 각 지표를 이항변수화(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0)하고 주성분분석을 통해 지수화한 것이다(Chinn and
Ito, 2008: 5). 덧붙여, 자본계정거래에 대한 제약은 해당년도 자료는 물론 5개년도 평균값 역
시 지표로 사용하여 총 4개 지표가 지수를 구성하였다(Chinn and Ito, 2007: 5).
36) 선진복지국가에서 인구 고령화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고령화 준비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GAP Index)에서는 고령화 추세와 고령인
구부양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공공 재정 부담과 재정
여력, 급여의존 지수로 구체화하여 살펴본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
정여력의 감소가 예측되는 바 각국의 재정여력이 이와 연동되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변
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한다. 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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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고용의 확대 그 자체가 조세확보를 저해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는 실업
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Korpi, 1997).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 고용은 고용안정 및 임금 수준이 낮아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에 처할 위험
을 크게 한다(홍민기·홍백의·윤자영·박제성, 2013: 129). 시장에서의 취약한 고용
보장은 물론 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기 때
문이다(Emmenegger, et al., 2012). 특히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수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영자 비중의 확대는 세무
당국의 소득 포착률을 낮출 공산이 커, 탈세 및 조세회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에 복지국가의 재정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 Buehe and Schneider, 2012).
이와 함께 산업기반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 역시 자원 추출 역량과 밀
접하게 연관된다. 제조업 부문보다 서비스업 부문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에 일찍이 Baumol(1967)은 제조업 부문 고용이 축소되고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늘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학자들은 이와 관련
해 공공부문에서 흡수되는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Lindbeck, 2006). 특히, 복지국가의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복지국
가는 재분배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보건의료 등의 조세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상대적인 생산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낮은 생산성과 맞
물려 자원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Lindbeck, 2006).

(3) 정치 및 재정제도요인

다음으로 정치 및 재정제도요인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반영되
어야 한다. 먼저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정치인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
지출을 늘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Besley and Case, 1995a,
1995b; Carey, Niemi and Powell, 1998, 2000; 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2007; Berenger and Llorca, 2007; Illera and Carlos, 2008;
Miriam and Lucio, 2008). 이에 선거가 있는 시기가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가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 시계에서 선거에서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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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Alesina and Perotti, 1995). 이론적으로 재선 가능성이
낮으면서 집권 정당의 정치적 이념 차이가 크면, 채무 축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 변수와 함께 선거와 정권의 이념적 변화 정도 간의
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한다.37)
이와 함께 정치제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가 재정운용에 미
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ulow and Rogoff, 1989). 선행연구에서
는 권력 분산을 추구하고 좌파 이념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큰 합의제 전통에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Kontopoulos and Perotti,
1997, 1999; Volkerink and De Haan, 2001; Perotti and Kontopoulos, 2002;
Ricciuti, 2004).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다수의 참여자가 있으면 각 참여자가
협소한 범위의 이익집단의 의견만을 대변하여, 참여자 간 이익 대립으로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합의제하에서는 좌파 이념이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적극적이고 적자에 허용
적인 태도를 보여,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Volkerink and Hann, 2001).
정치제도와 더불어 재정제도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는 정치제도가 노정하는 공유재 문제를 재정제도를 통해 교정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복수정당제(pluralist system)
국가 및 혼합형 국가는 거대 여당 체제에서 재정준칙보다는 재정 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재량적 정책을 펴는 것이 나은 재정성과로 귀결된다. 반면에 합
의제 국가에서는 합의된 재정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재정준칙 및 재정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우월한 재정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7) 정권변화 변수에 활용한 것은 비교정치데이터셋(Comparative Political Dataset)의 gov_gap값으
로, Schmidt가 고안한 gov_party변수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이다. gov_party는 내각 구성에 관
한 변수로 (1) 우파(및 중도)정당의 헤게모니 (좌파정당 비중=0), (2) 우파(및 중도)정당 우위
(좌파정당 비중 <33.3), (3) 좌파 및 우파정당 간 균형(33.3<좌파정당 비중<66.6), (4) 사회민주
당 및 좌파정당 우위 (좌파정당 비중>66.6), (5) 사회민주당 및 좌파정당의 헤게모니 (좌파정당
비중=100)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Armingeon et al., 2014: 3). gov_gap은 이를 기초로 전년
도와 올해의 내각 내 이념 변화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이념 격차가
큰 정권변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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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정치체계 특성과 함께 정치체계 및 재정제도 특성의 상호작용을 고
려한다.38) 이때 상호작용항은 평균 집중화한 값을 사용해 산출한다. 먼저 정치체
계는 해당 국가의 정치시스템을 기준으로 다수대표제 국가와 비례대표제 국가(합
의제)로 구분한다. 그리고 재정제도는 재정제도의 특성을 구성하는 세부요인들 간
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19),
Hallerberg와 Strauch 그리고 von Hagen(2004, 2007)과 마찬가지로 지수화해 활
용한다. 이하에서는 중앙집중도 지수 및 준칙지수의 산출 방식에 대해 논한다.

① 중앙집중도 지수의 구성

중앙집중도는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에 기초하여 정치
제도 측면을 고려하되, 재정제도 측면에서의 중앙집중을 함께 포함하였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한 측면으로 재정제도의 속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Wildavsky,
1961; 조수현, 2009에서 재인용). 먼저 비교정치데이터셋(Comparative Political
Dataset)을 활용해 연방주의와 양원제의 강도, 유효정당 의석비중(정당체계의 분
절화)을 통해 정치제도 측면의 분절을 반영하였다. 이들은 기존 연구에서 정치체
계의 분절을 측정하는데 활용되어 온 변수들이다(Volkerink and De Hann,
2001; Riccitri, 2004; Ko, 2014). 그리고 재정 운영에서의 분절은 IMF 재정준칙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정운용 조직의 독립성 여부를 반영해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
서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에서 행정부 내부의 지출 부서 수가 고려된 바 있으나
(Kontopoulos and Perroti, 1997, 1999; Volkerink and De Hann, 2001;
Perroti and Kontopoulos, 2002),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실제 재정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부서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방주의 국가이고 강력한 양원제 구조를

38)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에서는 전체 분석 국가와 위임형 국가, 협약형
국가를 구분해 별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위임형, 협약형
각각을 분석한 경우에서 재정제도 특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제도별로 회
귀분석을 별도로 시행하기보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해 분석함으로써 정치제도에 따라 나타
나는 재정제도의 상이한 영향을 반영해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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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으며, 유효정당 의석 비중이 커지면 정치적 분절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또한, 재정운용 조직이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재정정책 결정에서
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ttarelli, 2009: 13).

② 준칙지수의 구성

다음으로 준칙지수는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이 고려한
준칙의 특성들을 반영하고자 IMF 재정준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변수를 구성한
다. 구체적으로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과 유사하게 다년
도 지출 상한의 존재 여부, 예외규정 존재,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무를 반영
해 계산한다. 다만 이에 더해 준칙의 시행 여부 자체만이 아니라 준칙의 강도를
고려한다. 이때 강력한 준칙을 시행하고, 다년도 지출 상한 규정을 두며, 재정 모
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강력한 재정준칙을 수행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Cottarelli, 2009; Schaechter et al., 2012).
상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재정 준칙의 단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시행되는
준칙의

강도를

반영해

준칙지수를

구성한다.

이때의

재정

Augustin과 Walker, Nation(2011)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준칙의

강도는

Augustin과 Walker,

Nation(2011)은 재정 책무성(fiscal responsibility) 지표를 개발하면서 재정준칙
시행 여부 및 법적 기반(Legal basis)을 자료를 토대로 재정준칙의 강도를 다음의
<표 3-3>과 같이 계산한다.

<표 3-3> 재정준칙 강도
법적 기반

입헌적
(4)

법률적
(3)

연정 합의
(2)

정치적 협약
(1)

채무 제한 (3)

12

9

6

3

재정 적자 준칙 (2)

8

6

4

2

지출 준칙 (1)

4

3

2

1

수입 준칙 (1)

4

3

2

1

준칙 종류

자료: Augustin, Walker and Nation(20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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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정준칙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Schaechter et al., 2012: 7-9). 첫 번
째는 채무 제한(debt limit)으로 부채 지속가능성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되며, 모
니터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재정적자 준칙(budget deficit rule)으로
채무 제한을 하는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
며, 운영상의 지침이 명확하다. 이어서 지출 준칙(spending rule)은 부채의 지속가
능성과의 연관성이 채무 제한 및 재정적자 준칙보다는 약하지만, 경기 안정화 조
치를 허용하여 유연한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은 수입 준칙(revenue
rule)으로 지출 준칙과 마찬가지로 부채의 지속가능성과의 직접적 연관은 미미하
지만, 임시적인 수입의 사용을 제한하여 재정지출의 경기 순행적(pro-cyclical) 영
향으로 인한 재정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의 지속가능성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준칙의 강력함은 채무 제한, 재정적자 준칙, 지출 준칙 및 수입 준칙의
순이 된다(Schaechter et al., 2012: 8).
재정준칙의 법적기반 역시 네 가지로 나뉜다(Schaechter et al., 2012: 17-18).
입헌적(constitutional), 법률적(statutory), 연정 합의(coalition agreement), 정치적
협약(Political commitment)이 그것이다. 입헌적 차원이나 법률적 차원에 기반을
두면 연정에서의 합의나 정치적 협약에서보다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바가 달성
될 가능성이 커진다(Schaechter et al., 2012: 17). 즉, 높은 수준의 제정적 지위
가 보장되는 것은 재정준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돕고, 정권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줄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다(Cottarelli, 2009: 32-33). 따라서 단순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표 3-3>과 같이 재정준칙의 강도를 계산해
준칙지수를 구성한다.

③ 중앙집중도 및 준칙의 지수화 방식

상기한 중앙집중도 및 준칙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들은 최소-최대 전환
(Min-Max Normalization Methods)을 통해 표준화하여 통합지수를 만든다.39)
이 방법은 지표 간 차이가 작을 때 통합지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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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OECD and EC Joint Research Centre, 2008: 28), 분석 국가 간의 차
이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성격이 다른 변수
들을 통합해야 하므로 각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equal weight)를 부여해 합산한다
(석재은, 2014). 도출된 중앙집중도 지수는 값이 클수록 중앙집중도가 높은 정치
및 재정제도를 의미한다. 준칙지수 역시 값이 클수록 강력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는 독립변수로 재정요인
(국가채무, 국가채무의 제곱항, 국가채무의 세제곱항, 복지지출, 산출격차, 물가상
승률), 경제구조요인(실업률, 서비스업비중, 시간제비중, 자영자비중, 경제 개방도,
고령화율, 미래노년부양비), 정치 및 재정제도(선거, 정권변화, 위임형 정치체제
여부, 정치체제와 중앙집중도의 상호작용, 정치체제와 재정준칙의 상호작용)을 반
영한다. 이때의 종속변수는 기초수지이고 재정요인 중 국가채무는 총부채와 순부
채 각각의 경우를 추정한다.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는 다음의
<표 3-4>와 같이 요약된다. 이때 활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3-5>에 제시
하였다.

39) Hallerberg와 Strauch, von Hagen(2004, 2007)은 재정제도의 중앙집중도 및 준칙의 세부 특성
들 간의 상호 관련성이 높아 지수를 만들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나
(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19), 지수를 구성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제
시하고 있지는 않다.

94

<표 3-4>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종속
변수

재
정

기초수지

(일반정부세입+일반정부세외수입-일반정부
총지출)/ 명목 국내총생산

국가채무

일반정부 국가 총채무/명목 국내총생산

국가채무 제곱

(일반정부 국가 총채무/명목 국내총생산)^2

국가채무 세제곱

(일반정부 국가 총채무/명목 국내총생산)^3

복지지출

공공사회복지지출/명목 국내총생산

산출격차

실질 국내총생산-잠재 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
실업률1)
서비스업비중1)

독
립
변
수

경
제
구
조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서비스업근로자/총 고용자)×100
(비자발적시간제 근로자/경제활동인구)×100

자영자비중1)

(자영자/경제활동인구)×100

경제 개방도

복수환율제도의 존재 여부, 자본계정거래에
대한 제약, 수출대금 양도 요건의 지수 값

미래
노년부양비
선거
정권변화
위임형

자료출처

OECD
Economic
Outlook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물가지수  /물가지수   

시간제비중1)

고령화율

정
치
·재
정
제
도

조작적 정의

(65세이상인구/총인구)×100

10년후 (65세이상인구/15-64세 인구)×100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Chinn-Ito
index
(KAOPEN)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선거 있음:1 ; 선거 없음: 0
선거 시기 현 내각과 전 내각 간 이념차이
복수정당제 국가:1 ; 기타 국가: 0

중앙집중지수

연방주의, 양원제의 강도, 유효정당의 의석
비중 및 재정운용 조직의 독립성의 지수 값

재정준칙지수

재정준칙 시행 여부 및 재정준칙 강도, 다년
도 지출 상한의 존재 여부, 예외규정 존재,
재정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무의 지수 값

주 1) 군인을 제외한 민간고용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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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political
dataset
/IMF fiscal
rules
database

<표 3-5> 기초재정수지 곡선 추정을 위한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종속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0.249

3.693

-10.505

15.786

국가채무(총부채)

71.681

28.763

16.079

166.190

국가채무(순부채)

31.480

47.653

-166.817

129.057

산출격차

-0.049

2.622

-13.851

9.579

복지지출

22.763

4.857

10.565

35.517

물가상승률

2.935

2.755

-0.900

23.015

실업률

7.636

3.940

0.457

24.885

서비스업비중

2.679

0.793

1.232

5.384

시간제비중

3.071

1.649

0.295

9.714

자영자비중

15.987

9.116

6.536

50.708

경제 개방도

1.929

0.908

-1.188

2.390

고령화율

15.466

2.015

10.255

21.080

미래 노년부양비

31.238

5.987

18.478

51.991

선거

0.292

0.455

0.000

1.000

정권변화

0.353

0.772

0.000

3.000

위임형

0.177

0.382

0.000

1.000

집중지수

0.672

0.115

0.370

1.000

준칙지수

0.419

0.172

0.242

0.908

기초수지

재정

독립
변수

경제
구조

정치 및
재정제도

2) 장기이자율 추정

다음으로 장기이자율 추정을 위해 활용한 변수는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
이, 국내총생산으로 조정된 국가채무, 정부수입, 정부지출과 산출격차, 물가상승
률, 그리고 장기이자율 및 단기이자율이다. 이 변수들은 정부의 예산제약식에 포
함되는 요인들인 것은 물론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재정 충격(fiscal shocks)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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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경기순환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Blanchard

and

Perotti,

2001;

Canzonieri, Cumloi and Diba, 2002; Chung and Leeper, 2006)에서 반영된 것
들이다. 실제로 Polito와 Wickens(2005, 2011, 2012)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추정을 위해 활용한 변수들이기도 하다(Poito and Wickens, 2011: 11,
2012: 534). 물론 장기이자율과 국가채무 간의 내생적 관계를 반영해 장기이자율
의 예측치를 도출하고자 할 때, 단순히 두 변수만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
기이자율은 국가 채권 발행과 물가상승률, 실질경제성장률의 함수이다(Polito and
Wickens, 2012: 531). 따라서 국채발행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제약 조건(정부수
입, 정부지출과 산출격차, 물가상승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Polito and
Wickens, 2011: 11). 또한, 재정변수와 이자율 간의 변동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이자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Polito and Wickens, 2011: 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3-6>의 7개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이자율을
추정한다.
<표 3-6> 장기이자율 추정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국가채무 시차변수

일반정부 국가 총채무/명목 국내총생산

정부수입 시차변수

정부 총수입/명목 국내총생산

정부지출 시차변수

정부 총지출/명목 국내총생산

산출격차 시차변수

실질 국내총생산-잠재 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 시차변수

△물가지수  /물가지수   

장기이자율 시차변수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단기이자율 시차변수

시중금리(money market rate)

주: 추정에서 각 변수들은

자료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97 (Edition
2015/1)

   부터    까지 변수들이 포함됨.   1, ··· ,27.

2.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규명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규명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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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개인 동시방정식 모형을 구성한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으로 연구문제 1에서 도출된 각국의 채무한계와 해당 국가의 각 연도
국가채무 간 격차, 즉 각 연도의 재정여력을 활용한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공공
의 복지노력 혹은 국민이 누리는 편익의 수준을 반영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정부 수준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므로 공공
에서 행해지는 복지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여, 공공복지지출
(Public Welfare Expenditure) 값을 사용한다. 이때 국가별 경제력 수준 차이에
따른 복지지출 수준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총 공공복지지출을 국내총생산으로 나
눈 값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첫 번째 식에서는
조세구조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이때 조
세구조는 부담 수준과 조세원칙으로 대변된다. 먼저 부담 수준은 조세부담률로 살
펴본다. 국가의 세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두 가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민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까지를 반영한다.
이때 사회보장기여금은 복지국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주요 재원이므로 국민부
담률로 복지국가의 부담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논하
겠지만, 조세구조의 수익자부담원칙 특성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변수 간 중복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률로 부담 수준을 조작화한다.40)
이어서 조세원칙에 따른 조세구조의 구분은 크게 능력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나뉜다. 전자는 담세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수평
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후자는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편
익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공평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 능력자 부담 원
칙 중 수평적 공평성은 과세원 간 세율 격차로, 수직적 공평성은 소득계층별 한
계세율의 누진도로 측정한다(김성욱, 2010).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은 국내총생

40) 다만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부담 수준을 살펴보는 제4장 제2절의 2에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
담률을 함께 살펴 전반적인 부담 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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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으로 조작화한다(Obinger and Wagschal, 2010).
이와 더불어 조세수입은 아니지만, 복지국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수익자에게 직접
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민간기여 부분을 추가해서 살펴본다.

1) 수평적 공평성의 측정

먼저 능력자 부담 원칙의 조작화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경제적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달리 말해 과세 베이스를 결정하는 문제
로, 특히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하연섭,

2008:

222-223; 김성욱, 2010: 37).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이 견지된다는 것은 과세원
간

세부담의

공평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성욱,

2010:

38-3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세원인 노동과 자산, 노동과 소비 간 세율 격
차를 통해 수평적 공평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과세기반 약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과세가 모든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원 간 세율 격차로 수평적 공평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Macdaniel(2007)이 제안한 방법에 근거하여 가구의 노동, 자본, 소비에 대한 실
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과 자본과세, 노동과 소비
과세 간 실효세율 격차를 계산한다.
국가 비교 데이터를 중심으로 과세원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Mendoza
와 Razin, Tesar(1994)에 의해 고안되었다. 이들은 OECD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과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를 결합하여 단순하면서도 국가 비교가
가능한 실효세율 계산법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노동소득세율은 고용주의 총 고용
비용 대비 가구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실임금수령액을 기초
로 계산되고, 자본소득세율은 급여세를 제외한 총 영업잉여 중 가구의 자본소득을
통해 산출된다. 그리고 소비 세율은 사적소비 및 임금 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
중 간접세를 통해 거둬지는 부분으로 도출한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비교적 단
순하게 세원별 실효세율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세의 초기 영향력과 최종
귀착을 동일하게 본다거나, 가구가 자본과 노동에 동일한 실효세율을 가진다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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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반영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의 문제가 있다(Carey and Rabesona, 2002: 131-132).
이후 Carey와 Rabesona(2002, 2004)는 노동 세율과 자본 세율, 소비 세율을
계산하는 Mendoza 와 Razin, Tesar(1994)의 기본 방식은 수용하되, 산식에서 보
이는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여 더욱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계산 방식
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계산시 사회보장기여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계산에 반영하고, 자본과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의 차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자영자 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부분으로 나누어 포함시켰다. 그리고
소비 세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Mendoza 외(1994)에서는 누락되었던 특소세 등
의 간접세를 포괄해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Mendoza 와 Razin, Tesar(1994)에서
나타난 일부 비현실적 가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arey와 Rabesona(2002, 2004)의 방식은 여전히 Mendoza 와 Razin,
Tesar(1994)와 마찬가지로 OECD 국민계정과 수입 통계를 결합함으로 생기는 문
제를 노정한다. 두 데이터 셋 간에 조세 구분과 회계산정방식이 달라 시점상 차
이가 있다는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41) 더구나 소비과세에서
는 투자 지출이 함께 포함되어 소비 세율이 과도 계산되는 측면이 있다(Carey
and Rabesona, 2002: 166). 이에 본 연구에서는 Macdaniel(2007)이 제안한 방
식을 토대로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간의 세율 격차를 산출한
다. Macdaniel(2007)은 국민계정만을 사용하여 과세원별 실효세율을 도출하였고,
소비과세를 투자에 대한 과세와 분리해 Carey와 Rabesona(2002, 2004)의 방식에
서 노정된 문제를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Macdaniel(2007)의 논의는 소득이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구분되고 사적지출이
소비와 투자로 나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Macdaniel, 2007: 4). 그리고 정부의
세수입은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민간소비과세, 그리고 민간투자로 분류된다고 본
다(Macdaniel, 2007: 4). 따라서 각 세수입을 이에 상응하는 세원으로 나눠주면
평균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Macdaniel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의 기본 골
자이다(Macdaniel, 2007: 4). 이하에서는 노동 세율과 자본 세율의 계산 방식에

41) OECD 국민계정은 발생주의(Accrual basis) 방식, 수입 통계는 현금주의(Cash basis)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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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상술한다. 이어서 소비 세율 산출 방식에 대해 논한다.

(1) 노동 세율 계산 방식

먼저 노동 세율 및 자본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과세율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가구의 소득 및 이윤에 대한 과세를 해당 시기 전체 가구
소득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즉, 다음의 식(3-3)과 같이 가구의 소득
및 이윤에 대한 과세( )를 전체 국민총생산(  )에서 보조금( )을 차감한
생산 및 수입에 대한 과세(  )를 제외한 값으로 나눠주면 계산할 수 있다
(Macdaniel, 2007: 6).



  
    

식(3-3)

이때 도출된 가구의 소득 과세율()은 노동에 대한 과세의 몫(  )과 자본에
대한 과세의 몫()으로 나뉜다. 노동에 대한 과세의 비율은 식(3-4)와 같이 피고
용인에 대한 보상( )의 총액을 해당 시기 전체 가구소득에서 민간비법인의 영업
잉여를 제외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Macdaniel, 2007: 6). 따라서 가구의 노동 소
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식(3-5)와 같이 가구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율과 이 중
노동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때 사회보험료 역시 노동
과세로 인한 세수입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추가하면 노동에 대한 실효세율은
다음의 식(3-6)과 같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3-6)에 근거하여 노동과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도출한다.



    
     

식 (3-4)

          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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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6)
      
(2) 자본 세율 계산 방식

다음으로 전체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은     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민간비법인의 영업잉여, 정부수익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부수
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이 자본과
세의 과세기반이 된다(Macdaniel, 2007: 11). 이에 따라, 자본을 통한 세수는 법
인소득과 재산세, 가구의 소득 중 자본에 부과되는 것이 포함된다(Macdaniel,
2007: 13). 이때, 가구의 자본소득은 다음의 식(3-7)과 같이 비법인의 영업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율( )42)과 기업의 영업 이익 중 법인의 세부담을 제외
(   )한 값이다(Macdaniel, 2007: 13). 따라서 가구로부터 거둬지는
자본과세율은 다음의 식(3-8)과 같이 계산될 수 있으며, 국가의 평균 자본 세율
은 식(3-9)와 같다(Macdaniel, 2007: 13-14). 이때 는 가구가 아닌 다른 경제
주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비중으로(Macdaniel, 2007: 8),  는 가구 이외의
경제 주체가 부담하는 재산세의 비중을 의미한다(Macdaniel, 2007: 10).43)

42) 전술한 것처럼 기존의 Mendoza와 Razin, Tesar(1994)는 자영자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
주하여, 자본에 대한 세부담이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있다. Macdaniel(2007)은 비법인 영업소
득 중 자본과세의 몫만을 자본소득에 반영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Carey와
Rabesona(2002, 2004)보다는 자본소득이 다소 높게 계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3)

는 OECD 수입통계의 부동산보유세 중 가구 이외가 부담하는 세부담(4120) 항목을 재산과세
(4000) 및 소비과세(5000)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Macdaniel, 2007: 8). 다만, 이때
해당 항목의 구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Macdaniel(2007)처럼 해당 국가
와 유사한 세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평균을 활용해 처리한다. 우선, 캐나다는 영국, 미국과
유사한 세제 특성이 있으므로, 가구 이외가 부담하는 세부담(4120) 비중의 평균인 47%를 적용
해 계산하였다. 이는 덴마크나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경우도 유사하게 적용했다. 덴마크의 경우
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평균인 16%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그리스 및 스페인의 평
균인 0%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다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98년 이후부터 분류가 제시되지 않아
85년부터 97년까지의 평균인 2%를 적용해 이후 시기 값을 산출하였다. 네덜란드도 9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비중인 34%를 적용해 85년부터 97년까지의 값을 도출하였으며, 미국은 85
년부터 89년까지의 평균 비중인 50%를 적용해 이후 시기 값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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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7)

식(3-8)

식(3-9)

(3) 소비 세율 계산 방식

이어서 소비에 대한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전체 생산 및 수입에 관한 세금

   )에서 소비와
(  ) 중 재산과세로 할당한 세수입을 제외한 값(
투자에 대한 세금이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Macdaniel(2007)은
OECD 수입통계의 항목을 아래의 <표 3-7>과 같이 구분해, 각국에서 소비와 투
자에 할당되는 비중을 활용해 계산하였다. 이때 그는 5년 단위 평균값을 적용해
계산했다. 본 연구에서도 아래의 <표 3-7>에 근거해서 국가별 소비와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되, 5년간의 평균이 아닌 각 연도의 비중을 활용해 보다 정
확한 추정을 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포함한 분석시기 동안 세제 개편
이 지속적으로 단행되었음을 고려해, 변화의 양상을 적실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표 3-7> 소비 세율 계산을 위한 소비, 투자 항목의 분류
Reference

Description

Allocation

4110

보유세(가구)

소비

4120

보유세(가구 이외)

자본과세

5110

일반소비세(매상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

소비 및 투자

5121

특별소비세(Excises)

소비

5123

관세(Customs and import duties)

소비 및 투자

5126

특별용역세(Taxes on specific services)

소비

5200

이용세(Taxes on use of goods/permission to
use goods or perform activities)

소비 및 투자

자료: McDaniel,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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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에 근거해 소비()와 투자(  )에 할당되는 비중을 도출하고 소비에
대한 과세를 계산하면, 식(3-10)과 같다. 이와 관련해 과세소비지출(taxable
consumption expenditure)은 (    )이므로 소비 세율은 식(3-11)로 계산할
수 있다.


        
 



  
  

식(3-10)

식(3-11)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과 자본, 소비에 대한 실효세율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과세원 간 공평성의 차원에서 수평적 공평성은 노동과세와 자
본과세,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간 세율격차로 조작화한다. 계산 과정에 활용된 자
료는 다음의 <표 3-8>과 같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의 개편으로 1980년부터 92
년까지의 국민계정에서 활용된 변수와 93년에서 2012년까지 자료에서 활용된 변
수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McDaniel, 20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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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수평적 공평성 측정을 위한 국민계정 자료의 변수명
1980-1992

1993-2012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Domestic Product

TPI

Indirect taxes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Su

Subsidies

Subsidies

W

Compensation of employees

Compensation of employees

OS

Operating surplus +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Gross operating surplus

OSPUE

Operating surplus of private
unincorporated enterprises + (hh)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hh) Gross operating surplus and
mixed income

OSGOV

(gov) Operating surplus + (gov)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gov) Operating surplus, net +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OSCORP

OS − OSPUE − OSGOV

(corp) Operating surplus, gross

C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Household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Increases in stocks- (gov)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gov)
increases in stocks

Gross capital formation - (gov)
Gross capital formation

Dep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HHT

(hh) Direct taxes

(hh) Taxes on income and profits

SS

(hh)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gov) Actual Social contributions,
receivable

CT

(gov) Direct taxes - HT

(corp) Current taxes on income and
wealth, payable

자료: McDaniel, 2007: 16 수정

2) 수직적 공평성의 측정

다음으로 수직적 공평성은 소득계층 간 한계세율의 상대적 비율로 측정한다.

105

Musgrave와 Thin(1948)의 논의를 시작으로 세제 누진성의 측정은 구조적
(structural) 접근과 실효적(effective) 접근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전자는 법정
세율에 주목하여 특정 소득수준 및 구간 내에서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지
적(local) 방식으로도 불린다. 이는 국가 간 비교에 적용할 수 있으나, 과세 소득
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득 이외의 다른 과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Paturot, Mellbye and Brys. 2013: 5-6). 반면에 후
자는 세전과 세후 불평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세가 전체 모집단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여 광의적(global) 방식이라 한다(Musgrave and Thin, 1948). 이는
주로 가구 단위의 서베이 자료를 토대로 누진성을 측정하여, 국가 비교에 활용하
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Paturot, Mellbye and Brys. 2013: 5).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구조적 접근을 활용하되, 활용 가능한 자
료 내에서44)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저소득 계층에
서의 누진성(평균 임금의 67%와 평균 임금 간 비교)과 고소득 계층에서의 누진
성(평균 임금과 평균 임금의 167% 간 비교)으로 구분해45) 소득계층별 차이를 반
영하고자 한다.46) 또한, 현금이전은 차감한 세금으로 계산하여 편익은 제외한 실
질적 부담 수준으로 측정하여 세제의 누진성을 더욱 정확히 측정하고자 한다. 이
는 장근호(2004)의 방식을 차용해 식(3-12)와 같이 계산한다. 이때 는 비교집단
중 저소득 집단의 한계세율, 는 비교집단 중 고소득 집단의 한계세율이다.


   


식(3-12)

44) 최근 연구에서는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결합해 분석하는 방법이나 조세 격차(tax wedge)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Attinas, Checherita-Westphal and Rieth, 2011; Paturot,
Mellbye and Brys. 2013).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가용 가능한 데이터는 2000년 이후의
값만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45) 누진율 계산에서 평균소득의 67%와 167%를 활용하는 것은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제약 때문
이다. OECD Tax database에서는 2001년 이후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균소득의 0%부터
200%까지의 값을 평균소득의 10% 단위로 제공하나 이전 시기의 값을 확보할 수 없어, 본 연
구에서는 평균소득의 67%와 167%를 활용하였다.
46) 맞벌이 가구는 소득계층 간 한계세율의 격차가 크지 않아 홑벌이 가구의 한계세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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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식(3-12)에서 도출한 값이 클수록 누진성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수 값을 가지면 역진적이라는 의미이다(장근호, 2004: 20). 이 방식은 간편하면
서도 집단 간 세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누진성의 여부
에서 나아가 누진성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 계층 간 한계
세율 자료는 Nickell(2006)과 OECD Taxing Wages Database를 활용하였다.
Nickell(2006)은 OECD 국가들의 1960~2004년까지의 한계세율을 제공한다. 이
를 기초로 OECD는 2000년부터 각국의 한계세율을 계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두 자료를 결합해 활용한다.47)

3) 수익자 부담의 측정

다음으로 수익자 부담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작화한다(Wagschal, 2001, 이중섭, 2007에서 재인용; Obinger and Wagschal,
2010).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통해 마
련되는 복지국가 재원이다. 이는 사전에 용도가 정해진 재원으로 완벽하게 일치하
는 것은 아니지만, 편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전체 국민부담률
중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정의할 수 있
다(Wagschal, 2001, 이중섭, 2007에서 재인용; Obinger and Wagschal, 2010).
이와 함께 복지재원 중 민간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조
적으로 활용한다. 민간기여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수익자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며, 정부재정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복지프로그램 유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복지제도의 관대성 측정

한편, 동시방정식 모형을 식별(identification)하려면, 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하

47)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겹치는 시기 간 두 자료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를 활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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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내생성을 지닌 재정적 지속가능성 변수 이외에 추가적
인 외생변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문제 1을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여력을 추정
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는 수요요인은 물론 구조, 제도적
여건들이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단순히 재정 변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 및 제도적요인 등의 재정 관리 역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사용할
경우 역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면
서 복지지출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CWED2(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 2)의 연금과 실업보험,
질병보험의 관대성 변수를 투입해 모형식별이 가능하게 한다.48) 이 변수들은 복
지제도의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포괄범위 혹은 수급범위, 대기기간을 고려해 산
출한 지수 값이다(Scruggs, 2014: 4; Scruggs, Detlef and Kati, 2014b: 8).
일찍이 Esping-Andersen(1990)은 복지지출의 양적 수준만으로 복지국가의 내
적 변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상품화와 계층화 지수로
국가의 활동이 시장과 가족의 역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세 유형을 도출해낸 바 있다. 특히, 개인, 가족이 시장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
상품화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격조사와 수급자격, 제도 내적 역유인 등의
급여의 접근권을 규제하는 규칙들과 소득대체율, 수급권리의 보장범위를 포괄적으
로 고려하여 탈상품화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Allan과 Scruggs(2001) 및 Scruggs(2004), Scruggs(2007)의 연구에서는 복
지국가 유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관대성 변수를 구성해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CWED(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는 Esping‐Andersen(1990)의 초기 연구를 비롯해, Allan과 Scruggs(2004)
및 Scruggs(2007)의 연구를 기초로 제도의 급여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포괄범위
혹은 수급범위, 대기기간을 고려해 사회보험의 관대성을 도출하였다(Scruggs,
48) 세 변수를 통합한 전반적인 복지 관대성 지수 대신 각 제도의 관대성 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재정여력을 1차년도 전 값과 5차년도 전 값을 분석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이 변수들은 <표
4-10>과 <표 4-11>에서처럼 동시방정식 식별을 위한 차수조건과 계수조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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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CWED의 관대성(generosity)은 Esping-Andersen(1990)의 탈상품화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역사적, 지역적 포괄범위 차원에서 확장된 것이다(Scruggs,
2014: 5). 또한, 이는 탈상품화가 실제로 특정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cruggs, 2014: 5). Esping-Andersen(1990)은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제외하면, 유급노동의 가입 기간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을 상정하여 국가
의 최저보장수준을 포괄하지 못하였다(Scruggs, 2014: 5-6). 이에 반해 CWED는
최저 급여 수준을 산식에 추가하여 관대성을 도출하여, 탈상품화의 의미를 더욱
적실히 반영하였기 때문이다(Scruggs, 2014: 8-9).
구체적으로 Esping-Andersen(1990)은 급여대체율과 수급기간, 자격조건 및 포
괄범위에 관대한 정도에 따라 1에서 3까지의 값을 부여하여 탈상품화 지수를 구
성하였다(Scruggs, 2014: 6). CWED1에서는 이 탈상품화 지수를  값으로 표준화
하여 시변 변수로 만들었다(Scruggs, 2014: 6).  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의 평
균값과 표준편차값은 Esping-Andersen(1980)과 마찬가지로 초기 값인 1980년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Scruggs, 2014: 6). CWED2에서는 CWED1을 수정 보완하
여, 관대성 지수를 재구성하였다. CWED1과 마찬가지로  값을 계산하여 관대성
지수를 도출하고, 각 프로그램  값의 합과 포괄범위(실업 및 질병보험) 및 수급
률(연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관대성을 도출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다
(Scruggs, 2014: 7). 다만,  값은 제도의 각 특성이 로그정규분포를 따르므로, 로
그 값을 기준으로 도출하며, 1980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아닌 각 프로그램의 실
제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활용해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cruggs,
2014: 8). 또한, 연금의 경우 예상급여기간 및 최저급여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고
려를 반영하였다(Scruggs, 2014: 8-9).
이때 실업보험은 소득조사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을 포함하고, 질병보험은
단기 비산재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 보험 및 민간 의무 급여
를 포괄한다(Scruggs, 2014: 4). 연금은 의무적인 공공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핀란드의 사적 소득연계기금 등 직역연금은 제외된다(Scruggs, 2014: 4).
각 사회보험 제도의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급여 수급기간은 향후 20년간 일할
각국의 제조업 부문 40세 (개념적인) 평균 생산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Scruggs, 2014: 4). 그리고 두 유형의 가구, 독신 가구와 배우자와 7세 및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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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자녀를 가진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Scruggs, 2014: 4-5). 덧붙여, 소득
대체율은 실업이나 질병 및 연금수급의 초기 6개월을 위한 급여를 연간화
(annualizing)하여 계산하며, 소득대체율 계산을 위한 기준 급여는 평균 생산 노
동자의 그것을 따르며, 국가로부터의 현금급여를 포함한 순급여에 기초한다
(Scruggs, 2014: 5).
이상과 같은 관대성 변수는 복지국가의 내부구성을 살펴보는 유용한 지표가 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WED(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의 공
적연금 관대성과 실업보험 관대성, 질병보험 관대성 변수를 반영해 복지지출과 관
련이 높으면서도 복지국가의 세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는 다음의
<표 3-9>과 같이 구성한다. 이때 활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표 3-10>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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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 재정적지속가능성
재정여력
변수
(  )
총공공사회복지지출/명목 국내총생산

부담 수준
(  )

조세수입/명목 국내총생산

독립
능력자
변수
부담
수직적
형평

수익자부담

종속
변수

연구문제 1

복지지출
(  )

수평적
형평

복지지출
(  )

( )
노동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율 간 격차
(  )
노동소득세율과 소비 세율 간 격차
(  )
[(1-AW67% 한계세율)/(1-AW100% 한계세율)]-1
(  )
[(1-AW100% 한계세율)/(1-AW167% 한계세율)]-1
( )
사회보장기여금부담/명목 국내총생산
(  )
민간의무기여/총 사회보장수입
총공공사회복지지출/명목 국내총생산

재정적지속가능성
재정여력
(  )
연금관대성
( )

독립
변수 실업급여관대성
( )
질병보험관대성
( )

자료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ECD Tax
Dataset
OECD
National
account

Nickell(2006)
OECD Tax
Dataset

OECD Tax
Dataset
OECD Social
Expenditure
Dataset
연구문제 1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포괄범위 혹은
수급범위, 대기기간의 지수 값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포괄범위 혹은
수급범위, 대기기간의 지수 값
질병보험의 소득대체율과 자격조건, 포괄범위 혹은
수급범위, 대기기간의 지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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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uggs,
Detlef and
Kati, (2014a)
CWED2

<표 3-10>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추정을 위한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재정
여력
(  )

복지
지출
(  )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복지지출

22.742

4.858

10.565

35.517

부담 수준

26.702

6.837

15.480

48.431

자본과세비중

0.120

0.236

0.000

4.991

소비과세비중

0.200

0.069

0.009

0.387

누진성(저소득)

0.075

0.115

-0.263

0.766

누진성(고소득)

0.091

0.157

-0.316

0.576

사회보장기여금

10.145

4.182

0.853

19.173

민간기여

5.379

11.607

0.000

47.177

재정여력(총부채)

59.987

85.469

-182.006

188.232

재정여력(순부채)

205.183

152.471

-118.190

501.845

노령연금관대성

12.397

1.701

8.500

16.700

실업보험관대성

10.338

2.491

2.600

14.500

질병보험관대성

10.692

4.162

0.000

1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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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문제별로 절을 구성해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절에서는 첫 번
째 연구문제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분석결과를,
2절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논한다.

제1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1) 기초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파악은 재정여력에 대한 측정을 통
해 이뤄진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도출해야 한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대상국의 기초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은 주요 독립변수로 총부채를, <표 4-2>는 순
부채를 고려한 경우이다. 두 표에서 모델 1은 재정 관련 변수만을 투입한 것이고,
모델 2는 모델 1에 경제구조와 정치 및 재정제도요인을 반영한 것이며, 모델 3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적 변화 더미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각국의 기초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의 방향은 총부채와 순부채를
주 독립변수로 한 각 결과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실업률과 위임형 및
중앙집중도의 상호작용에서는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초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요인
중 산출격차와 복지지출, 물가상승률, 경제구조요인 중 서비스업비중, 비자발적
시간제 비중, 자영자 비중, 경제 개방도, 그리고 정치 및 재정제도요인으로는 선
거와 위임형 정치체제 여부, 협양형 국가에서의 중앙집중지수와 준칙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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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총부채 기준)
모델 1

국가채무
국가채무 제곱
재
정

국가채무 세제곱
산출격차
복지지출
물가상승률

경
제
구
조

정
치
및
재
정
제
도

모델 2

모델 3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0.01300

0.0692

-0.10121

0.0902

-0.15116

0.0914✝

0.00146

0.0009✝

0.00226

0.0011*

0.00294

0.0011**

-0.00001

0.0000*

-0.00001

0.0000*

-0.00001

0.0000**

0.16802

0.0659*

0.08247

***

-1.10124

0.0989

-1.23191

0.06949

0.0866

0.16318

0.0683
***

0.0962

0.0833*

0.00274
-1.18801

0.0691
0.0992***

0.09651

0.0889

실업률

-0.00365

0.0707

-0.05143

0.0716

서비스업비중

-0.89278

0.6019

-0.70893

0.6205

시간제비중

0.16966

0.1090

0.17648

0.1105

자영자비중

-0.23763

0.1002*

-0.20014

0.1018*

경제 개방도

0.63132

0.3029*

0.53014

0.3119✝

고령화율

0.29900

0.2475

0.27485

0.2549

미래 노년부양비

-0.00885

0.0818

0.07558

0.0911

선거

-0.29645

0.1307*

-0.29886

0.1291*

정권변화

0.17697

위임형

17.24871

위임형*집중지수

2.88171

8.2584

0.83217

8.1243

위임형*준칙지수

3.58062

5.2201

0.1463
3.8100***

0.17420
15.98564

0.1447
3.9456***

1.79626

5.1450

**

협약형*집중지수

9.11105

2.9685

9.78482

3.0361**

협약형*준칙지수

1.82614

1.0125✝

1.15473

1.0852

재정위기 이후

-1.78511

0.6140**

Number of obs1)

433

391

391

Number of groups

17

17

17



0.5364

0.6023

0.6129

Wald  

745.20***

999.26***

831.44***

       †   
주 1) 모델 간 관측치 수의 차이는 경제구조요인 중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 변수
에서 일부 국가에서 결측치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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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 (순부채 기준)
모델 1
회귀계수

재
정

모델 2

표준오차
*

회귀계수

표준오차

0.03568

0.0144

0.02171

0.0150

0.01699

0.0155

국가채무 제곱

0.00022

0.0001✝

0.00022

0.0001**

0.00025

0.0001**

-0.00000

0.0000✝

-0.00000

0.0000✝

-0.00000

0.0000

0.21578

0.0757**

0.13917

0.0698*

0.06346

0.0719

국가채무 세제곱
산출격차

물가상승률

***

-0.92728

0.1186

0.06216

0.0969

실업률

***

-1.07550

0.0993

0.1042***

-1.03823

0.18011

0.0871*

0.12805

0.0939

0.05417

0.0644

0.02010

0.0667

-1.45612

0.6100*

-1.31691

0.6431*

시간제비중

0.26783

0.1167*

0.24628

0.1190*

자영자비중

-0.25364

0.1015*

-0.22621

0.1020*

경제 개방도

0.44414

0.3138

0.39726

0.3229

고령화율

0.62174

0.2580*

0.60523

0.2618*

0.06671

0.0986

서비스업비중

정
치
및
재
정
제
도

표준오차

국가채무

복지지출

경
제
구
조

회귀계수

모델 3

미래 노년부양비

-0.00950

0.0894

선거

-0.32811

0.1300*

0.1282*

-0.32745

정권변화

0.17263

위임형

14.47173

2.9618***

12.89781

3.2442***

위임형*집중지수

-2.99946

8.0011

-5.60086

7.7511

위임형*준칙지수

2.60063

5.0567

1.08895

4.9697

0.1503

**

0.16087

협약형*집중지수

10.03498

3.0360

11.27176

협약형*준칙지수

2.48862

1.0445*

1.75868

재정위기 이후

0.1474

3.2550**
1.1967
0.6499*

-1.52300

Number of obs1)

425

389

389

Number of groups

17

17

17



0.4985

0.5805

0.5888

Wald  

1562.55***

927.56***

853.61***

       †   
주 1) 모델 간 관측치 수의 차이는 경제구조요인 중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 변수
에서 일부 국가에서 결측치로 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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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요인 중 산출격차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은 아니
지만, 산출격차와 기초수지 간에는 정적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 즉, 잠재적으로
예측된 국내총생산보다 실제 국내총생산이 높을 경우 기초수지가 확대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Ostry et al., 2010: 11). 이는 양호한 경제성장은 재정지출을
감당할 능력을 크게 하는 것은 물론 세수입 확보에도 용이한 측면이 있어 재정여
력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Aspromourgos, Rees and White, 2010; Hall and Sargent, 2010; Sakyragawa
and Hosono, 2011; Park, 2012; 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 역시 기초수지에 대체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는 인플레이션 조세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가상승은
명목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때
문이다(Bajo-Rubio, Crmon and Vincent, 2009; Doi, Hoshi and Okimoto,
2011; Agnello, Castro and Sousa, 2013).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기초수지와 정적
영향을 맺는다는 것은 자율적인 화폐가치 조정이 어려운 유럽 연합 국가의 재정
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ehovic, 2015).
(Coeure and Pisciani-Ferry, 2005; 
한편, 복지지출 수준은 총부채와 순부채에서 .001 수준에서 일관되게 기초수지
를 악화시킨다. 복지지출이 늘어날수록 기초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과도하게 확대되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
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지
출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본 개발로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단기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말이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국
가의 수지를 악화시키더라도, 노동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태적 효율성을 고무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강병구, 2014), 단순히 지
출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경제구조요인 중에서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비중 및 자영자 비중은
기초수지와 .05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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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는 기초수지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경
제성장 둔화 및 낮은 고용유발로 복지국가의 자원 확보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Lindbeck, 2006).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국가
확대에서 주요 매개체는 고용률 확대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재원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되듯이, 서비
스업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구축된 복지국가의 기반인 제조업보다 고용유발계
수가 낮아 고용률 제고를 통한 재원 기반 확대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한 자영자 비중의 확대는 탈세 및 지하경제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 Buehn and Schneider, 2012). 과거
에는 소득 확보의 주 재원으로 고용이 빈곤 해소 및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공식 부문에의 고용 확대는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기여를 확충하
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Harris,
2013: 116).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인구가 비공식 혹은 반공식 및 임시적
고용에 종사하면서, 고용은 더 이상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Hujo and MaClanhan, 2009).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자의 비중이 커지
면 조세추출능력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석재은, 2014). 게다가 사회보험 관리를
위한 행정 비용을 높일 수 있고, 일부 집단의 배제를 초래해 복지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석재은, 2014).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가 기초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제
고용 촉진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기초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고용 자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선진복지국가에서와 같이
안정적인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직업의 상실이나 시간제 고용에의 종
사가 모든 소득 및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Harris, 2013). 즉, 안정적인 사회보장체
계가 마련되어 있다면 불충분한 고용이 개인의 소득 상실 및 복지국가의 자원확
보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 개방도는 기초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총부채를 주요 독립변
수로 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에서만 .1 수준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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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자본시장의 개방도는 국가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연관
되어 기초수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출 및 수입 규모를 변수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 개방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도 하지만
(Byrne, Fiess and MacDonald, 2011), 자본 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얼마
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즉, 자본거래에서의 제약이 적을수록 국가가 필요할 경우 국내외에서 자본
을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자본
견인력이 강한 국가는 언제든지 요구되는 자본을 충당할 수 있어 재정 건실성을
담보하기 용이하다는 기존의 지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Drelichman and Voth,
2008).
흥미로운 점은 현 세대의 노인 인구비중이 기초수지를 악화시키는 것만은 아니
라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인구 고령화와 밀접한 관
련을 맺기 때문에 재정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Greiner, Koeller and
Semmler, 2007; Park, 2012). 다만 본 연구에서는 총부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은 아니지만, 대체로 고령화가 기초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근거로 고령화가 건전한 재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
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고령화 수준 확대와 밀접하게 결부되는 복지지출이 강
하게 기초수지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복지지출과 관련이 높음을 고려할 때 복지지출을 통해 기초수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49)
게다가 미래 노년부양비가 늘어나면 기초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이 역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간 더미를 반영하지 않은 모델 2에서는
총부채와 순부채에서 공히 기초수지와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49) 이 결과는 복지지출을 견인하는 수요요인과 복지지출, 그리고 재정수지 간의 관계가 직접 효과
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로를 통해 매개되거나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후 연구에서는 경로 모형을 통해 해당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다.

118

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생산인구가 적정 수준
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복지재원 부담 능력이 약해지고 재원지출 유인
은 커져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용하 외, 2011a; 석
재은, 2014). 따라서 장기적인 맥락에서 건전한 재정을 담보하는 복지국가 구성을
위해서는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재생산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측면에서의 재정수지 개선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
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정치 및 재정제도요인 중에서는 선거 변수가 .05 수준에서 기초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 시기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치
행태로 기초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Crain and Tollison, 1993).
하지만 선거 시기 정권의 이념변화가 급격할 경우에는 항상 기초수지가 나빠지지
만은 않았다. 이는 이론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정치인의 전략적 행위로 선
거가 국가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연결된다
(Alesina and Tabellini, 1990; Alesina and Perotti, 1995; Persson and
Svensson, 1989). 다만, 이념변화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에 집권한 정당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세부적인 양상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제도요인 역시 기초수지와 관련 있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본 연구에서 역시 .001 수준에서 다수제(위임형) 정치체제에서 합의제(협
약형)에서보다 기초수지가 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Iverson and Soskice,
2006: 168-169; Iverson and Soskice, 2009: 452-443). 대체로 다수제 국가가
재정지출에 인색하고 재정 건전성 담보에 엄격한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재정제도요인이 고려되면, 합의제(협약형) 국가에서
도 기초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Hallerberg and von Hagen, 1999;
Hallerberg, Strauch and von Hagen, 2004, 2007). 전반적으로 합의제(협약형)
국가의 기초수지가 낮은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05 수준에서 권력 집중을 강화하
거나 .1 수준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제(위임형) 국가에서는 집중지수나 준칙지수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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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초수지를 높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는 유의미한 수
준에서 국가의 재정 역량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D’Erasmo,
Mendoza and Zhang, 2015: 12). 총부채와 순부채에서 모두 2009년 이후 시기
의 영향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즉, 재정위기 이후 선진복지국가의 재정 역량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이후 연구에서는 재정 반응의 구조적 변화가 반
영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앞서 도출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을 토대로 재정여력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채무 수준과 기초수지의 관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급격하게 부채
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초수지를 통해 적절하게 조정된다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총부채 및 순부채와 기
초수지 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이때
[그림 4-1]과 [그림 4-2]는 총부채와 순부채 각각을 앞서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와 같이, 재정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모델 1)와 재정요인과 경제구조 및
제도요인을 반영한 경우(모델 2), 여기에 재정위기 이후 시기의 구조 변화를 반영
한 경우(모델 3)를 도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4-3]은 재정요인과 경제구조
및 제도요인을 반영한(모델 2) 총부채와 순부채 규모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4-1] 총부채 기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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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순부채 기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그림 4-3] 총부채 및 순부채 기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둘 간의 관계는 이론적 예측과 유사하게 나타난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특히 변수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채무 수준의 세 제곱항은 총부채
와 순부채 각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50) 즉 채무가

50) 단, 순부채 기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 2009년 이후를 통제하면 국가채무 세제곱항
이 음의 부호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표 4-2>의 모델 3>. 이에 [그림 4-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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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기초수지도 늘어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무한정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줄어드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Ostry et al., 2010: 11). 구체적으로 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초기 채무 수
준이 낮을 때는 기초수지를 통한 정부의 채무부담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지만, 일
정 수준( )을 넘어서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후 채무 수준이 과도하
게 높아지면 기초수지의 반응수준도 큰 폭으로 하락한다.
특히, [그림 4-1]에서처럼 총부채에서는 재정 관련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경제구조 및 제도적 제약, 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였을 때, 부채 수준
변화에 기초수지가 대응할 폭이 더 적고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에, [그림 4-2]에
서 볼 수 있듯이, 순부채에서는 재정 관련 변수만을 고려하였을 때 부채 증가에
따른 기초수지의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자산 가치 반영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여건과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경우 대응 폭이 더 넓고
천천히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그림 4-3]에서와 같이, 기초수지의 반응은 순부채
보다 총부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는 순부채 규모가 총부채보다 작아 각국이
대응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장기이자율 추정 결과

다음으로 채무한계 도출을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과 함께 이자
율(성장률로 조정된 이자율)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근거하
여 추정한 2013년도 각국의 이자율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51) 모든 국가에서
벡터자기회귀모형은 .01 수준에서 적절하게 설정된 모형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역
시 모든 경우에서 0.8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재정요인과 경제구조, 제도적요인을 반영한 <표 4-1>과 <표 4-2>의 모델 2 결과를 토대로 하
였다. 더불어, 이어지는 2절의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모델 2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1) 통상적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의 예측치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델의 적절성을 제시하
고자 본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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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장기이자율 예측값 및 VAR(1)의 모델 설명력
장기
이자율

예측값

AUT

2.0067

1.9074

BEL

2.3742

2.3519

CAN

2.262

2.0739

DNK

1.7458

1.2465

FIN

1.8608

1.6225

FRA

2.2042

1.3470

DEU

1.57

1.3939

GRC

10.0542

10.8867

ITA

4.3164

4.1611

NLD

1.9589

1.7263

NOR

2.5775

2.1263

PRT

6.2931

8.2564

ESP

4.5622

4.9423

SWE

2.1196

1.4531

CHE

0.9492

0.7767

GBR

2.3898

1.5367

USA

2.3508

2.1583

총부채
모델설명력


예측값

0.9262



288.8559



0.9255



***



347.5932



0.9547

***



590.0405



0.9431








***

464.2843***
0.9255



348.0818



0.9470



***



500.1809



0.9490



***



409.0741



0.9202



***



207.4443



0.9494



***



525.6202



0.8913



***



229.6897



0.9610








***

690.0771***
0.9674



829.5988



0.9171



***



309.6545



0.9382



***



425.3429



0.8978



***



202.0872



0.9411



***



447.5329



0.8757






      †   

***

***

197.1795

123

2.0798
2.4154
2.1815
1.2854
1.7285
1.3393
1.4413
11.1117
4.2264
1.5369
1.9329
6.9580
5.2336
1.4174
0.8877
1.1665
2.3432

순부채
모델설명력





0.8926
149.5667***



0.9275



358.3175***



0.9548






































































591.4784***
0.9415
450.4821***
0.9166
307.7345***
0.9449
479.8118***
0.9233
264.6905***
0.9280
232.0104***
0.9474
504.6169***
0.8918
230.6706***
0.9622
712.632***
0.8920
156.9210**
0.9132
294.4541***
0.9377
421.5168***
0.8539
81.8010***
0.9441
472.498***



0.8736



193.5629***

이자율 추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장기이자율과
예측값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격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
우에는 예측된 이자율이 시장에서 관찰되는 장기이자율보다 더 큰 편이다. 이 국
가들이 최근 경험한 재정위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벡터자기회귀모형 추정을 통
한 이자율에서는 이자율과 채무 수준 간의 내생 관계, 달리 말해, 파산위험이 커
지면서 이자율이 증가한 측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Ostry et al.,
2010: 12). 한편, 상기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예측된 이
자율이 관찰치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남유럽은 차입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Ghosh et al., 2013), 이상과 같은 이자율 증
가가 남유럽의 재정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다(Aspromourgos,
Rees and White, 2010; Hall and Sargent, 2010; Fournier and Fall, 2015). 유
럽연합 규정상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6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 이전에도 이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이 국가들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Parrot, 2012). 채무는 여전히 개별 국가의 문제이지만
유럽연합에서 준수해야 하는 경제준칙의 영향으로 파산 위험의 영향이 낮게 평가
되었기 때문이다(Ullar and Ahmed, 2014). 이때 조달한 차입금을 사회보장시스
템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에 사용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
수준이 강등되면서 이자 비용이 더욱 높아졌다(Ullar and Ahmed, 2014). 이에
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재정적자 및 채무 누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
다.52)

52) 특히,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국가들 중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재정위기를 초
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 원인이 영
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있다(Berkin et al., 2012). 유로화 도입이 유로화 사용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바이다. 실제로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 이후
낮아진 차입 금리와 유럽연합의 느슨한 재정준칙 적용으로 과도한 외채를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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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력 추정 결과

그러나 이자 비용의 확대만으로 재정위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국가의 재정여력에 영향을 미쳐,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율이 높아도
경제성장률 역시 높으면 채무 이자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이삼호 외,
2006: 9). 이에 성장률이 교정된 이자율을 토대로 이자부담 상환계획을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Ostry et al., 2010: 6-8; Fournier and Fall, 2015). 이에 기초수
지와 부채 간의 관계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각국의 이자율과 평균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를 활용해 도출한 재정여력은 다음의 <표 4-4>, <표 4-5>
와 같다. 두 표에서 모델 1은 재정 관련 변수만을 고려한 것이고, 모델 2는 재정
변수 이외에 경제구조 및 제도적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모델 3은 모델 2
에 재정위기 이후의 구조적 변화를 추가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유럽 네 개 국에서 재정여력을 도출하지 못한다. 총부채를 주 독
립변수로 하고, 재정 관련 변수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이탈리아에서는 채무한계를
도출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채무한
계가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에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Fournier and Fall, 2015). 이 국가들은 현 상태에서 국가채
무가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는 국가들로, 사실상 지금의 재정기조가 부채
부담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수준인 것이다.53)

53) 관찰되는 장기이자율을 사용해 도출한 재정여력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예측치를 사용한 경
우와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파산위험으로 인한 이자율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다소 관대하
게 재정여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제규모 및 제도적 여건
을 반영한 총부채의 재정여력(모델 2)에서 재정여력의 규모가 작긴 하지만, 예측치를 사용할
경우와 달리 채무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정위기로 인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
하면 채무한계를 산출할 수 없고, 순부채는 모든 모델에서 남유럽 네 개국의 채무한계를 도출
하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노키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핀란드가 총부채에서는 재정위
기 이후를 통제하면 채무한계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채무 관
리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아 예측값을 활용하면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
과를 함께 고려할 때 핀란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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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총부채 기준)
(단위: %,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모델 1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2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3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AUT

1.68

178.47

100.61

83.37

161.54

83.68

66.45

157.18

79.32

62.08

BEL

2.06

175.01

47.49

57.42

156.48

28.96

38.89

152.03

24.51

34.43

CAN

0.07

191.59

105.70

99.26

178.28

92.38

85.94

173.36

87.47

81.03

DNK

1.73

177.99

114.77

120.72

160.87

97.64

103.60

156.51

93.28

99.24

FIN

2.94

166.33

121.50

101.19

140.59

95.77

75.45

131.99

87.17

66.85

FRA

0.69

186.77

117.01

75.39

172.45

102.70

61.07

167.83

98.07

56.45

DEU

1.29

181.85

118.72

100.24

166.16

103.03

84.55

161.75

98.61

80.13

GRC

14.78

-

-117.2

-182.0

-

-117.2

-182.0

-

-117.2

-182.0

ITA

5.86

117.90

2.900

-26.86

-

-115.0

-144.8

-

-115.0

-144.8

NLD

2.45

171.30

98.62

94.34

150.46

77.78

73.50

145.53

72.85

68.57

NOR

1.38

181.03

143.76

146.06

165.07

127.80

130.10

160.68

123.41

125.70

PRT

9.86

-

-82.96

-141.8

-

-82.96

-141.8

-

-82.96

-141.8

ESP

6.17

-

-59.90

-102.0

-

-59.90

-102.1

-

-59.90

-102.1

SWE

0.17

190.83

132.64

146.00

177.37

119.18

132.54

172.51

114.32

127.68

CHE

-1.14

200.32

159.94

154.75

188.23

147.85

142.66

182.68

142.29

137.11

GBR

-0.13

193.08

138.86

92.24

180.02

125.80

79.18

175.00

120.78

74.17

USA

-0.06

192.58

123.17

83.37

179.44

110.03

70.23

174.45

105.04

65.25

주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부채의 원리금 간 교차점이 생기지 않는 국가(허근만 가지는 국가)
에서는 채무한계를 0으로 간주하고 재정여력을 계산함. 모델 1에서는   가 6.074보다,
모델 2에서는 3.376%보다, 모델 3에서는 3.030%보다 작아야 실근을 가짐.
2) 1986년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 
) 간 격차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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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순부채 기준)
(단위: %,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모델 1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2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3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AUT

1.85

65.82

23.75

8.37

272.40

230.33

214.94

380.56

338.50

323.11

BEL

2.12

61.99

-43.31

-28.48

260.62

155.32

170.16

369.09

263.79

278.62

CAN

0.18

84.89

36.20

45.21

330.11

281.42

290.44

439.61

390.92

399.93

DNK

1.77

45.58

26.27

42.89

275.68

256.37

272.99

383.81

364.50

381.11

FIN

3.05

45.58

81.30

99.13

208.48

244.19

262.03

322.68

358.40

376.23

FRA

0.68

79.73

46.26

9.85

314.61

281.13

244.73

423.40

389.93

353.52

DEU

1.34

72.38

34.39

27.05

292.39

254.40

247.06

400.58

362.59

355.24

GRC

15.01

-

-83.73

-117.5

-

-83.73

-117.5

-

-83.73

-117.5

ITA

5.93

-

-93.34

-118.2

-

-93.34

-118.2

-

-93.34

-118.2

NLD

2.26

59.92

27.87

19.51

254.23

222.18

213.81

362.97

330.92

322.55

NOR

1.19

59.92

142.61

264.20

297.57

380.26

501.85

405.85

488.54

610.13

PRT

8.56

-

-54.69

-98.74

-

-54.69

-98.74

-

-54.69

-98.74

ESP

6.46

-

-37.97

-68.75

-

-37.97

-68.75

-

-37.97

-68.75

SWE

0.14

85.31

85.98

114.94

331.38

332.05

361.01

440.94

441.61

470.57

CHE

-1.03

95.89

90.82

89.04

363.02

357.95

356.17

474.56

469.49

467.71

GBR

-0.50

91.25

63.78

25.65

349.17

321.70

283.57

459.77

432.30

394.17

USA

0.12

85.42

35.09

0.05

331.70

281.37

246.33

441.28

390.95

355.91

주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부채의 원리금 간 교차점이 생기지 않는 국가(허근만 가지는 국가)
에서는 채무한계를 0으로 간주하고 재정여력을 계산함. 모델 1에서는   가 4.480보다,
모델 2에서는 3.579%보다, 모델 3에서는 4.144%보다 작아야 실근을 가짐.
2) 1986년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 
) 간 격차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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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남유럽 국가들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가채무
를 관리해왔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00년대 초반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이 100%에 달했지만, 2008년까지는 이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6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면서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져 이자 부담이 상당해졌다. 특히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도 곤두박질치면서 채무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Ullar and Ahmed, 2014). 게다가 유럽연합 가입으로 화폐 평가 절하 등
의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신용 등급의 강등과 채무에 대한 이자율 증가
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Ullar and Ahmed, 2014).54)
게다가 이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강건성에서의 차이도 상당하다(Ullar
and Ahmed, 2014). 이는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에서 추정되었던 요인들과도 관
련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황금기를 구가하던 1950년대 남유럽은 타 유럽국가와
달리 농업과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15~30%에 달할 정도로 여성 및 젊은 층으로 구성된 지
하경제 노동력의 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간 분절이
명확하게 나타났고, 현재에도 일차 산업과 소규모 가내 하청업에 종사하는 인구
규모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Ferrera, 2005). 또한, 관광업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재원 기반이 취약
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으며 제도적 조정 역량이 낮다
(구혜란, 2013; 장덕진, 2013).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 들어 비로소 민
주주의가 정착되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정치체계와 경제체계가 결탁된 권위주의
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Sotiropoulos, 2004: 405). 소위 장려자본주의(the
assisted capitalism)라 일컬어지듯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펴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개입 및 통제하기도 하며, 경제자립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본축
적을 위한 지원을 매우 광범위하게 실행하여(Sotiropoulos, 2004: 408), 기업이

54) 유로존 가입 전에는 남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 등의 국가도 인플레이션 세가 정부재원마련의 일
반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었다(Delo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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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국가 편익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 와중에 조세징수과정에서 심각한 결
함이 있기도 하여 조세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크다(Obinger and
Wagschal, 2010). 실제로 합리적 거버넌스의 부재로 재정준칙의 도입에도 불구하
고 회계 부정으로 인한 과소보고 문제가 발견된 것도 사실이다(Buti, Martins
and Turnni,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럽은 대륙 유럽처럼 조합주의적 전통을 수용하여 사회보
험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공식부문
의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대한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Ferrera, 2005: 5). 이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연동되어 남성 가구주에게 일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복지문제를 흡수하는 안전장치로 가족이 기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Trifiletti, 1999). 이때 광범위한 지하
경제와 서비스 부문으로 복지 급여의 포괄범위는 협소하고 사회보험시스템이 파
편적이며 노령연금만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Ferrera, 2005).
이와 같은 제도적 여건 속에서 복지국가 위기 시기 이후 저성장으로 노동시장과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제한되면서, 고용률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복지
국가의 재정 확보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형적으로 비대한 연금
제도로 인해 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위 4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채무한계와 재정여력을 도출할 수 있다. 따
라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적어도 분석시기
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재정여력 수준은 대체로 모델과 관계 없이 일관되나, 반영된 변수에 따라
재정여력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에서는 재정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경제구조 및 제도적요인이 고려되었을 때 재정여력의 크기가 작
다. 반면 순부채 기준에서는 재정 변수만 포함한 경우의 재정여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더불어, 2007~08년 금융위기를 반영할 때,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은 채
무한계를 도출할 수 없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모델 2와
모델 3 비교). 다만 이 역시도 순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여력에서는 오히려 넓
어진 것을 볼 때, 국가가 보유한 자산과 재정 역량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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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 평균 재정여력 수준에서도 격차를 보인다. 국가별 차이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정여력의 순위를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6>,
<표 4-7>과 같다. 표에서 순위 값이 작을수록 재정여력의 규모가 큰 국가이다.
<표 4-6> 재정여력 순위 (총부채 기준)
모델 1
모델 2
재정여력
순위
재정여력
평균
2013년
변동
평균
2013년

순위
변동

모델 3
재정여력
평균
2013년

순위
변동

AUT

11

10

1

11

11

0

11

11

0

BEL

13

13

0

13

13

0

13

13

0

CAN

10

7

3

10

5

5

9

5

4

DNK

9

4

5

8

4

4

8

4

4

FIN

6

5

1

9

8

1

10

9

1

FRA

8

12

-4

7

12

-5

7

12

-5

DEU

7

6

1

6

6

0

6

6

0

GRC

17

17

0

17

17

0

17

17

0

ITA

14

14

0

16

16

0

16

16

0

NLD

12

8

4

12

9

3

12

8

4

NOR

2

2

0

2

3

-1

2

3

-1

PRT

16

16

0

15

15

0

15

15

0

ESP

15

15

0

14

14

0

14

14

0

SWE

4

3

1

4

2

2

4

2

2

CHE

1

1

0

1

1

0

1

1

0

GBR

3

9

-6

3

7

-4

3

7

-4

USA

5

10

-5

5

10

-5

5

10

-5

130

<표 4-7> 재정여력 순위 (순부채 기준)
모델 1
모델 2
재정여력
순위
재정여력
평균
2013년
변동
평균
2013년

순위
변동

모델 3
재정여력
평균
2013년

순위
변동

AUT

12

11

1

11

11

0

11

11

0

BEL

14

13

1

13

13

0

13

13

0

CAN

7

5

2

5

4

1

6

4

2

DNK

11

6

5

8

6

2

8

6

2

FIN

4

3

1

10

7

3

10

7

3

FRA

6

10

-4

7

10

-3

7

10

-3

DEU

9

7

2

9

8

1

9

9

0

GRC

16

16

0

16

16

0

16

16

0

ITA

17

17

0

17

17

0

17

17

0

NLD

10

9

1

12

12

0

12

12

0

NOR

1

1

0

1

1

0

1

1

0

PRT

15

15

0

15

15

0

15

15

0

ESP

13

14

-1

14

14

0

14

14

0

SWE

3

2

1

3

2

1

3

2

1

CHE

2

4

-2

2

3

-1

2

3

-1

GBR

5

8

-3

4

5

-1

4

5

-1

USA

8

12

-4

6

9

-3

5

8

-3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부채를 기준으로 하느냐(총부채 vs. 순부채), 그리고 기
초수지 반응곡선 추정에 반영한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재정여력의 규모 자체에
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표 4-6>과 <표 4-7>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로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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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재정 규모의 순위가 유지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내부에서의 순위에는 다
소 변동이 있지만, 앞서 줄곧 지적되었던 것처럼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
르투갈의 재정여력이 총부채와 순부채의 경우에서 공히 가장 낮은 순위이다.
남유럽 국가들 다음은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
가 해당된다. 이 국가 중에서는 특히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
로 작은 편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다. 독일은 총부채와 순부채 모두 대체로
일정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재정여력보다 2013년의 재정여력이 상당히 적어 큰 폭의 순위 하락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와 상반되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재정여력
순위의 개선을 보인다.
네덜란드와 유사하게 재정여력의 개선을 보이는 국가로는 캐나다와 덴마크, 스
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가 있다. 이 중 캐나다는 평균 재정여력의 규모는 상대적
으로 작은 편이었으나, 최근 상당히 개선되어 2013년 기준으로는 전체 분석대상
국 중 재정여력 규모로는 상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한편, 핀란드는 캐나
다와 마찬가지로 재정여력의 규모가 특히 제도적 여건과 시기 변화를 반영하면
다소 작은 편이긴 하지만, 덴마크,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최근 시기로 올수록 재정
여력의 순위가 나아진 경향을 보인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전반적인 재정여력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인 것은 물론 꾸준한 재정여력의 개선으로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함께 재정여력의 순위가 높은 국가로 나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평균 재정여력보다 2013년 기준의
재정여력의 순위가 상당히 낮아진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이 국가들에서는 <표
4-4>와 <표 4-5>의 실제 재정여력 값에서도 상당한 폭의 재정여력 축소가 확인
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평균만을 고려하였을 때, 이 국가들은 대체로 높은 재정여
력 순위를 보인다. 그러나 큰 폭의 순위 하락으로 2013년에는 전체 분석대상국
중 중간 정도 수준의 순위를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이상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제기된 복지국가
구분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국가군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
이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Croce and Juan-Ramón, 2003;Stubelj, 2010;
Stoian, 2012). 구체적으로 상술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정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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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가장 낮은 국가들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가족주의
유형으로 이 국가들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어서 보수주의 유
형,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다음 순이다.
자유주의 유형과 사민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나머지 국가들이 대체로 가족주의 유
형과 보수주의 유형보다 재정여력의 규모가 큰 편이다. 다만 이 국가들 간의 차
이가 재정여력의 평균적인 규모 및 변화 양상에서는 정확하게 포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정여력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서 아래에서는 국가군별로 재정여력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비교

이하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때 앞서 재정 변
수만을 고려한 경우는 국가가 재정을 관리하는 역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바, 경제구조와 제도적요인이 고려된 경우(모델 2)와 여기에 더해 시
기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을 반영(모델 3)한 두 경우만을 고려한다.
<표 4-8>과 같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민주의, 가족주의로 구분한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여력에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총부채와 순부채 모두에서 공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대체로 앞서 채무한계를 설정
할 수 없었던 남유럽 국가가 포함된 가족주의 유형의 평균 재정여력이 가장 작
고, 다음이 보수주의, 사민주의 및 자유주의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간에는 구조변화를 반영한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
우에도 그 규모가 작은 편이다.
보수주의 유형은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유형보다는 재정여력 규모가 제한적이지
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담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주의 유
형은 가족주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점이다(Ferrera, 1996).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가족주의 유형보다 높다. 보수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가족
주의 및 자유주의 유형보다 높은 편이고, 사민주의 유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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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유사한 복지체제를 갖추고 오히려 보수주의 유형이 더 높은 복지지출을 함
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일까?

<표 4-8>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여력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유형

모델 2: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구조변화 미반영)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77.841

32.232

자유주의

118.295

26.616

사민주의

109.965

18.858

가족주의

-92.967

30.819

유형

평균

표준편차

73.264

32.212

자유주의

113.176

26.446

사민주의

104.410

19.710

가족주의

-92.967

1264.661***

보수<사민, 자유
가족<사민, 자유, 보수

F값

사후검정

1500.562***

보수<사민, 자유
사민<자유
가족<사민, 자유, 보수

30.819
모델 5: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구조변화 미반영)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227.340

45.786

자유주의

310.326

35.366

사민주의

303.960

63.577

가족주의

-67.486

26.927

유형

사후검정

모델 3: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구조변화 반영)

보수주의

유형

F값

F값

사후검정

1191.442***

보수<사민, 자유
가족<사민, 자유, 보수

모델 6: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구조변화 반영)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335.843

45.832

자유주의

420.631

36.131

사민주의

414.003

62.391

가족주의

-67.486

26.927

F값

사후검정

2572.739***

보수<사민, 자유
가족<사민, 자유, 보수

       †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보험료에 따른 대가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지우는
국가의 의무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기틀이 확립되고 오랜 역사가
지나오면서 수급자들이 견고하게 조직화되어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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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가진다(Pierson, 2001). 또한, 노령연금은 세대 간 계약의 성격으로, 해당 세
대 내에서 부담과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복지급여들과 달리, 해당 시기의 노인에
대한 급여 지출이 많다고 해서 젊은 세대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를 올리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김태일, 2012: 33-34). 즉, 노동시장 참여인구의 감소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구조적으로 이들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에서는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재정적 어려
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 다만, 가족주의 유형과 달리 보수주의 유형은 비교적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치제도의 오랜
합의제적 전통으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다(장덕진, 2013). 금융위
기 상황에서 재정적자 및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했던 것이다.55)
재정여력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난 자유주의 유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할 때,
낮은 부담 수준과 낮은 복지지출 수준이 조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는 수요 공급 원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 기제에서의 사회적 시민권 구현을 지향하
는 유형이다. 본 연구의 분석시기인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엄격화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여 민간시장에서
의 고용 창출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애초에 시장에서 자력구제가 어려운 집단에
복지지출이 치중되어 국가에 의한 공공 복지규모가 다른 유형에 비해 작은 편인
상태에서, 엄격한 복지수급 요건 부여로 예산억제를 통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로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족주의 유형과 달리 자유주의 유형은 대체로 독특한 화폐정책을 통해
국가부채시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거나, 매우 장기적인 재원마련이 가능한 국가들
이다(Marcel, 2014: 6). 2008년 위기 이전에도 강건한 재정을 담보하고 있었던
캐나다 이외에 스위스나 영국, 미국은 위기 시작 시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55) 이 국가들은 2000년대 후반의 위기 초기 신중한 확장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부터는 경기순행적(pro-cyclical)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는 유럽 연합의 목표치인 국내총
생산 대비 60%의 부채 수준을 상회하면서 이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Marcel,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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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기 시기 경기 확장정책을 수행하면서 채무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이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채무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유형과는 달리
장기이자율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강건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에 위기 초
이들 국가의 이자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13년까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Marcel, 2014: 6).
한편, 흥미로운 점은 시기별로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여력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재정여력을 보이는 국가는 가족주의 유형이
고, 가장 높은 재정여력을 보이는 국가는 자유주의 유형이다. 즉, 전체 연도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자유주의 유형 국가들은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은 구조변화
미반영시 국내총생산 대비 118.30%, 구조변화 반영시 113.18%, 순부채 기준 재
정여력이

구조변화

미반영시

국내총생산

대비

310.33%,

구조변화

반영시

420.63%로 보수주의, 사민주의, 가족주의 유형보다 높다. 그런데 시기를 구분해
재정여력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는 <표 4-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유형의 경우에는 1986년부터 1999년까지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재
정여력 수준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
히, 재정위기 이후에는 총부채 기준으로는 구조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내총생
산 대비 97.60%, 구조변화를 반영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92.49%, 순부채 기준으
로는 구조변화 미반영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296.70%, 구조 변화 반영한 경우
는 국내총생산 대비 407.01% 수준으로 떨어져 구조변화를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
지 않은 경우 모두 1986년부터 99년까지의 평균치보다 총부채는 27.77%p,
16.95%p 하락했다. 이는 가장 큰 폭으로 재정여력이 악화된 가족주의 유형보다
는 작지만, 보수주의 유형보다는 상당히 큰 편이다. 1986년부터 99년까지의 평균
과 2009년 이후 평균의 차이가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은
35.61%p,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은 21.50%p 하락했고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총부
채 기준 재정여력은 약 7%p,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은 약 4%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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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여력의 변화 추이56)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
유형

1986-2013년
평균

1986-1999년
평균

2000-2013년
평균

2009-2013년
평균

보수
주의

모델 2: 구조변화 미반영

77.841

76.082

79.207

69.086

모델 3: 구조변화 반영

73.264

71.476

74.649

64.528

자유
주의

모델 2: 구조변화 미반영

118.295

125.372

112.200

97.604

모델 3: 구조변화 반영

113.176

120.253

107.081

92.485

사민
주의

모델 2: 구조변화 미반영

109.965

108.653

111.645

111.076

모델 3: 구조변화 반영

104.410

103.098

106.089

105.520

가족
주의

모델 2: 구조변화 미반영

-92.967

-82.639

-99.454

-118.248

모델 3: 구조변화 반영

-92.967

-82.639

-99.454

-118.248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
유형

1986-2013년
평균

1986-1999년
평균

2000-2013년
평균

2009-2013년
평균

보수
주의

모델 5: 구조변화 미반영

227.340

226.357

228.182

222.211

모델 6: 구조변화 반영

335.843

334.907

336.653

330.682

자유
주의

모델 5: 구조변화 미반영

310.326

313.654

307.348

296.702

모델 6: 구조변화 반영

420.631

423.958

417.652

407.006

사민
주의

모델 5: 구조변화 미반영

303.960

284.022

323.784

340.444

모델 6: 구조변화 반영

414.003

394.066

433.827

450.488

가족
주의

모델 5: 구조변화 미반영

-67.486

-61.190

-71.255

-82.693

모델 6: 구조변화 반영

-67.486

-61.190

-71.255

-82.693

이처럼 자유주의 및 가족주의 유형은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악화

56) 가족주의 유형은 시기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재정여력 평
균이 동일하다. 이는 두 경우에서 가족주의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채무한계를 도출할 수 없
어 채무한계를 0으로 두고 해당 시기의 채무 수준과의 격차로 재정여력을 계산하였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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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 유형 내부에서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과 미국의 재정여력 감소 폭이 상당히 크다. 기존 연구에
서 이 국가들은 비록 현재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양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된 것도 사실이다
(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57) 반면에 스위스나 캐나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과거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 금융위기 이전부터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해왔다(Marcel, 2014:
5). 이에 매우 낮은 수준의 부채와 높은 재정수지로 위기 당시에 경기조정형
(counter-cyclical)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 유형 국
가들의 높은 재정여력 하락 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여
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나다의 재정여력이 자유주의 유형
내 타 국가들보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 유형은 재정여력이 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나 가족주의 유형과 비교할 때 감소 폭이 완만하여, 상대적으로

57) <표 4-4>와 <표 4-5>에 제시한 것처럼, 영국의 경우 평균 재정여력이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
산 대비 125.80%,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321.70%였던 것이, 2013년 총부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79.18%,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283.57%로 떨어졌다(<표 4-4>, <표 4-5>
의 모델 2). 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20.78%, 순부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432.30%였던 것이 2013년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74.17%,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394.17%로 바뀌었다(<표 4-4>, <표 4-5>의 모델 3). 미국은 재정위기로 인
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재정여력이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0.03%,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281.37%였던 것이 2013년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70.23%,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246.33%로 떨어졌다(<표 4-4>, <표 4-5>의 모델
2).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인데,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05.04%
에서 2013년 65.25%로,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390.95%였던 것이 2013년 355.91%로
떨어졌다(<표 4-4>, <표 4-5>의 모델 3). 반면에 스위스는 평균 재정여력이 총부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147.85%(<표 4-4>의 모델 2), 142.29%(<표 4-4>의 모델 3)에서 각각 2013년
국내총생산 대비 142.66%(<표 4-4>의 모델 2), 137.11%(<표 4-4>의 모델 3), 순부채 기준
357.95%(<표 4-5>의 모델 2), 469.49%(<표 4-5>의 모델 3)에서 2013년 356.17%(<표 4-5>
의 모델 2), 467.71%(<표 4-5>의 모델 3)로 변화했다. 또한 캐나다는 평균 재정여력이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92.38%(<표 4-4>의 모델 2), 87.47%(<표 4-4>의 모델 3)에서 2013년
국내총생산 대비 85.94%(<표 4-4>의 모델 2), 81.03%(<표 4-4>의 모델 3)으로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281.42%(<표 4-5>의 모델 2), 390.92%(<표 4-5>의 모델 3)가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290.44%(<표 4-5>의 모델 2), 399.93%(<표 4-5>의 모델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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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부채의 경우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70% 수준을, 순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220% 수준(구조변화
미반영 시에는 330%)으로 지속되는 것이다. 재정여력은 작은 편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재정 적자 및 부채를 관리하고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 유형 중 벨기에나 프랑스는 영
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충분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을 상기할 때(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한편, 사민주의 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넓은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
론, 1986년 이후 오히려 재정여력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사민주의 유형에서의
재정여력은

1986년부터

99년까지의

평균은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08.65%(구조변화 미반영), 103.10%(구조변화 반영), 그리고 순부채 기준 국내총
생산 대비 284.02%(구조변화 미반영), 394.07%(구조변화 반영)였으나 2000년에
서 2012년 평균은 각각 총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1.65%(구조변화 미반
영), 106.09%(구조변화 반영), 순부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323.78%(구조변화
미반영), 433.83%(구조변화 반영)이고, 2009년부터 2012년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
평균은 국내총생산 대비 111.08%(구조변화 미반영), 105.52%(구조변화 반영)로
순부채 기준 평균은 국내총생산 대비 340.44%(구조변화 미반영), 450.49%(구조
변화 반영)로 재정여력이 대체로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Ghosh 외(2013)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가 상당히 넓은 범
위의 재정여력을 앞으로도 줄곧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해친다는 통념에 어긋나
는 사실이다. 익히 알려진바, 사민주의 유형은 상당히 관대한 복지국가로 국내총
생산의 30% 수준을 복지지출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지출 수준이 낮
은 자유주의 유형이 최근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복지지출 수준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복지지출이 복지국
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는 앞서 유사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수주의와 가족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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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복지지출 수준이 더 낮은 가족주의 유형에서 재정위기가 초래된 것에서도 확
인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복지국가의 특징
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절에서 확인한다.

제2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1.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앞선 4장 1절에서는 총부채와 순부채 각각을 주요 독립변수로 복지국가의 재정
여력을 도출한 바 있다. 각국의 재정여력은 장기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변수이다. 이에 4장 2절의 1에서는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0>, <표 4-11>과 같다.58)
먼저 재정여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첫 번째 방정식에서, 복지지출 수준은 .001
수준에서 복지국가의 재정여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항을 반영한 경
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지출이 복지국가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부채는 물론 순부채를
기준으로 한 재정여력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구나 전 년도의 복지지출
수준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다소 영향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중
기적으로도 .001 수준에서 복지지출이 높아지는 것은 재정여력을 낮추는 경향이
확인된다(총부채 기준   , 순부채 기준   ).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
면, 복지국가 위기 담론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복지지출이 국가의 재정 역량을
낮추기 때문에 지출 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58)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은 재정요인과 경제구조, 제도적요인을
반영한 <표 4-4>, <표 4-5>의 모델 2 결과를 기초로 한다. 여기에 더해 재정위기의 구조적
변화를 추가 고려해 산출한 재정여력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구조변화를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회귀 분석 결과는 재정여력과 복지지출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식의 상수항을 제외하면 결과 값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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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총부채 기준)
종속
변수

모델 1
회귀
표준
계수
오차

독립
변수
복지지출(    )

-4.32

0.35***

모델 2
회귀
표준
계수
오차
-4.23

0.34***

복지지출(    )

재정
여력
(  )

부담 수준

1.01

0.50*

노동자본과세 격차

1.64

2.23
***

0.72

0.49

-3.12

4.24

모델 3
회귀
표준
계수
오차
-3.74

0.34***

-1.79

0.39***

1.84

0.52***

-2.66
***

4.07

노동소비과세 격차

-83.60

22.70

-121.8

23.39

-131.0

22.53***

누진성(저소득)

-23.78

8.80**

-23.95

9.87*

-31.50

9.79**

-0.18

누진성(고소득)

4.37

7.72

6.74

7.64

사회보장기여금

3.80

1.21**

3.74

1.20**

4.75

1.17***

민간기여

0.97

0.22***

1.06

0.22***

0.99

0.21***

0.32

0.05***

0.24

0.05***

복지지출*부담 수준
복지지출*노동자본격차

-4.43

복지지출*노동소비격차

-12.20

3.64
4.14**

-4.32
-11.85

7.51

3.50
3.97**

복지지출*누진성(저소득)

2.05

2.11

3.36

2.04

복지지출*누진성(고소득)

-1.79

1.62

-0.77

1.56

복지지출*사회보장기여금

0.29

0.12

0.29

0.12*

복지지출*민간기여

0.10

0.04**

0.08

0.04*

상수항

복지
지출
(  )

24.05***

148.30

***

-0.07

24.24***

141.22

23.26***

***

-0.07

0.01***

재정여력(    )

-0.07

재정여력(    )

0.05

0.01***

0.05

0.01***

0.05

0.01***

노령연금관대성

0.44

0.16**

0.42

0.16*

0.40

0.16*

실업보험관대성

0.42

0.16*

0.37

0.17*

0.42

0.17*

0.65

0.24**

11.66

2.52***

질병보험관대성

0.65

상수항

11.67

Number of obs1)
F value

139.13

*

0.01

**

0.24

2.51***



304



304

0.69
11.82

0.01

**

0.24

2.52***

304

303

304
***

303
***



792.60

736.61

779.06***



122.71***

122.52***

123.37***

       †  
주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표 4-1>과의 관측치 수의 차이는 독립변수의 시차변수
를 투입한 것과 조세제도의 구조적 속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데이터 누락에서 기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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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순부채 기준)
종속
변수

모델 1
회귀
표준
계수
오차

독립
변수
복지지출(    )

-3.91

0.50***

모델 2
회귀
표준
계수
오차
-3.67

0.51***

복지지출(    )

재정
여력
(  )

**

부담 수준

2.30

0.71

노동자본과세 격차

1.40

3.15
***

*

1.91

0.73

-4.58

6.32

모델 3
회귀
표준
계수
오차
-3.13

0.50***

-2.88

0.58***

3.27

0.77***

-5.13

6.05

노동소비과세 격차

-127.6

32.01

-136.2

34.84

-133.9

33.49***

누진성(저소득)

-40.54

12.42**

-43.68

14.71**

-37.57

14.56*

-27.28

11.16*

*

***

*

누진성(고소득)

-21.83

10.90

-27.01

11.39

사회보장기여금

-0.13

1.70

-0.53

1.78

1.36

1.74

0.09

0.30

0.41

0.32

0.39

0.31

민간기여
복지지출*부담 수준
복지지출*노동자본격차
복지지출*노동소비격차

✝

0.15

0.08

0.04

0.08

-5.44

5.43

-6.45

5.20

**

5.89**

-19.39

6.15

-17.84

복지지출*누진성(저소득)

3.01

3.14

3.35

3.03

복지지출*누진성(고소득)

1.29

2.41

복지지출*사회보장기여금
복지지출*민간기여

복지
지출
(  )

F value

2.32

0.65

0.19

0.64

0.18***

0.17

0.05**

0.15

0.05**

상수항

305.97

33.91

313.88

36.10

312.38

34.56***

재정여력(    )

-0.06

0.01***

-0.06

0.01***

-0.06

0.01***

재정여력(    )

0.06

0.01***

0.06

0.01***

0.06

0.01***

노령연금관대성

0.47

0.17**

0.46

0.17**

0.45

0.17**

실업보험관대성

0.31

✝

0.16

0.30

✝

0.16

0.31

0.16✝

질병보험관대성

0.82

0.25**

0.83

0.25**

0.83

0.26**

상수항

9.65

2.85**

8.77

2.86**

8.52

2.88**

Number of obs1)



***

2.22

**

304

***

304

303



304

304

303



1327.91***

1109.46***

1173.93***



124.30***

124.01***

123.70***

       †  
주 1)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을 추정한 <표 4-2>와의 관측치 수의 차이는 독립변수의 시차변수
를 투입한 것과 조세제도의 구조적 속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일부 데이터 누락에서 기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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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장 1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복지지출이 항상 재정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위기가 현실화된 가족주의 유형의 복지지출 수준이 보수주의
나 사민주의 유형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지하다시피 복지지출 수준
이 상당히 높은 사민주의 유형이 꾸준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
은 물론, 비교 대상국 중 복지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최근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술
한 것처럼 복지지출을 무작정 줄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반해, 복지지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두 번째 방정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
정여력의 담보는 복지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001 수준에서
재정여력이 높아져도 복지지출 수준이 낮아지기도 하지만(총부채 기준   ,
순부채 기준   ), 중․장기적으로는 총부채와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의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001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재정여력이 높아질수록 복지지출
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총부채

기준

  ,

순부채

기준

  ).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서 재정여력을 담보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주장(Harris, 2013)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복지국가
의 재정여력이 나빠지면, 공공복지지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
런데 앞서 제시한 것처럼 복지지출이 재정여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결국 본 연구에서 애초에 제기한 문제처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수입 마련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겠
다.
따라서 조세구조와 관련된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조세부담 수준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대체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더 많은 세수 확보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데 항상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과도한 조세부담
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Trish, 1997; Brons et
al., 2000; Poot, 2000). 조세부담이 높아지면 근로유인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Swedberg, 1991). 또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 이상의 세부담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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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담 수준과 복지지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복
지지출과 부담 수준의 상호작용에서는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
정여력을 확보하는 데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에서는 .001 수준에서 공히 복지지출과 부담의 상호작용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순부채 기준에서는 재정 및 경제구조, 제도요인을 반영하
면 .1 수준에서 재정여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인다. 순부채 기준에서 재정위기
시기를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목도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역시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 즉, 복지지출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부담 수준을 통해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은 복지국가의 재
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적절
한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제공받
는 편익의 수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과세는 조세 저항을 낮추어, 복지
국가의 지속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견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복지지출
수준을 낮추거나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부담과 복지지출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다(안종범․안상훈․전승훈, 2010).
한편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적 노력은 단순히 더 많
은 조세를 징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앞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과도한
부담 수준이 항상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거니와,
국가가 복지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조세수입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가능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징세는 어느 정부에게나 정치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모든 조건이 징세에 우호적인 상황, 즉, 각국의 정치적 지형과 이념 분포, 그리고
조세부담의 실질적 귀착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종합적
으로

조세부담

확충에

긍정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Steinmo,

1993;

Ganghof, 2000).
특히, 재원 부담에서의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서는 소득재분배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담보하기 어렵다(성시영·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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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2012: 104-105). 실제로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 수준에 의해서만 좌우되
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공평하게 배분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Campbell, 2009). 따
라서 조세의 공평성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세원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조세부담의 분배를 살펴봐야 한다(Ganghof, 2006). 이에 이하에서는 공평성
을 근거로 한 조세구조에 주목한다.
공평성의 각 원칙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관련을 보인
다. 먼저 능력자 부담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성의 차원에서 과세원 간 격차, 특히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간 격차의 확대는 .001 수준에서 공히 복지국가의 재정여력
을 저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의 격차 확대는 복지지출과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모형에서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에도 마
찬가지로 노동과세와 소비과세간 격차는 .01 수준에서 재정여력에 부적 영향을
보이고, 노동과 자본과세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음의 상관이 있
다. 비록 노동과 자본과세의 세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과세원간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
치는 부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즉, 과세원 간
세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세
원 간 형평성이 담보되는 조세 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간 격차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비과세는 경
제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동에 대한 과세보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선진복지국가들은 경제 변
화에 민감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세입 확보가 용이한 간접세에 관심을 가져왔다Kato,
2003; Beramendi and Rueda, 2007). 소비과세는 세수 확보는 물론 성장과의 선
순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Kneller,

Bleaney

and

Gemmel, 1999, 2001). 소비과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
는 효과가 적은 데 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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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Johns
and Fukawa, 2015: 15). 게다가 노동시장 이중화와 고용률 저하로 노동과세기반
이 와해되는 현실 속에서 보편적 연대를 기초한 소비과세는 넓은 과세기반을 확
보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다만 소비과세의 확충에만 의존할 경우 부담의 역진
성으로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비과세를 확충해 노동
과세와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역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누진적 세제를 함
께 활용고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직적 공평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여력에 미치
는 영향은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저소득 집단에서의 누진율 제고는 .01 수
준에서 재정여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순부채 기준 모델 3에서는 .05 수준). 고
소득층에서의 누진성 제고 역시 대체로 재정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총부
채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여력에서 고소득층에서의 누진성의 증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도 한다. 다만, 복지지출과의 상
호작용에서는 총부채 기준과 순부채 기준의 두 경우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물론 아니지만 복지지출의 부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누진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고소득층에서의 누진성 제고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복지국가 확장기에는 납세능력(ability to pay)을 개인의 세부담과 연동하는 능
력세적 사고방식이 지지되어 왔다. 형평에 기반을 둔 사회정의 원칙의 확대로 재
분배에 대한 요청이 확대되면서 소득세가 누진적 특성을 강하게 띠었던 것이다
(이홍종, 1997: 284-285). 이는 독점자본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병폐가
만연한 현실에서 국가가 공평과세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순치하고 분
배 불공평을 시정하여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확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국민이 공정하다고 받아
들이는 수준에서의 누진성 제고는 항상 고소득층의 조세회피로만 이어진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Doerrenberg and Peich, 2012). 실제로 담세력이 높
은 사람이 더 많은 조세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Doerr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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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ich, 2012). 이에 누진적 소득세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낮
은 임금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재분배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복지국가
유지에 기여한다고 지적되어 왔다(Kemmerling, 2005).
그런데 누진적 세부담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것의 영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과도한

부담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Doerrenberg and Peich, 2012). 실제로 알려진 바와 같이, 1970년대 세금이 소
득보다 빠르게 인상되어 정치적 반발이 극렬해졌고,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는 자본
과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국외 유출을 막고자 이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중단하
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본에 대한 과세를 낮추는 것은 노동과세와의 수평적 공평
성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누진성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하
게 될 수도 있다(Scharpf, 1991; Genshel, 200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능력자
부담 원칙에서 과세원 간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세 누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두
원칙은 각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에, 어느 한 원칙이 다른 것을 대체
할 수 없고 분리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이준구, 2005: 360). 즉, 어느 한 측면에
서 노정된 불공평이 다른 원칙을 통한 평등 달성으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원칙이 해당 측면의 불공평을 직접 해결해야만 총체적으로 불공정이 개선된다는
것이다(김성욱, 2010: 129). 이에 수평적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본과 고소득
층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 하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부담 원칙이 위배될 수 있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높이고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각각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야, 능력자 부담 원칙을 통한 담세능력에 따른 부담의 공정성도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원칙이 각각의 목표를 적절하게 완수하여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의 측면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대는 총부채 기준 재정여
력에서는 .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나,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부채에는
연금 등의 지출이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 부채로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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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김우철, 2006: 20). 다만 순부채에서 복지지출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01 수준에서 복지지출의 부적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총부채 기
준의 재정여력에서도 .05 수준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사회보장기여금의 대부분은 연금 등 특정 복지제도의 지출을 위한 일종의 목적세
로(Lieberman, 2002), 복지지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된다면 재정여력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더불어 민간 기여의 증가도 .001 수준에서 총부채 기준 재정여력의 확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민간에서의 기여가 정부 재정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
닐 수 있어, 국가의 재정 능력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간기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이 재정여력에 미치는 부적 영향도 총
부채와 순부채 기준 재정여력에서 모두 .05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쇄시킨다. 따
라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
기여를 적절히 활용해 복지국가의 재원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조달된 재원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온
다는 측면에서 부담금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Lieberman, 2002). 다만 사회보장기여금 및 민간기여는 경제 왜곡을 초래할 여
지가 있다(Benos, 2004).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수요를 줄이게 될 공산이 있는 것이
다.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가 순부채 기준으로 도출한 재정여력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정 부분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민간기여는 연대의 기반이 노동계층,
특히 상용직 근로자에 국한되어 전체 인구 집단을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불가피하게 저소득층의 원치 않는 배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과도하
게 의존할 경우에는 노동인구의 저항을 촉발해 재원 기반을 협소하게 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민간기여가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정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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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이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연결 지어 기여금에 의존한 사회보장제도만
을 확충할 경우 인구 집단을 이원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통한
포괄범위를 협소하게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2.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 특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1) 국가별 조세구조 특징

조세구조 특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고찰하기에 앞서,
각 국의 조세부담 수준과 세원별 세율 및 공평성에 따른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2>, <표 4-13>과 같다. 먼저 <표 4-12>는 전체 조세부담과 세원별 세율
수준 및 순위를 보여준다.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부담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다. 한편, 스위스와 미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부담 수
준이 낮다. 캐나다나 영국은 조세부담률은 그리 낮은 편이 아니지만, 사회보장기
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의 경우를 고려하면 비교 대상국 중 부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조세부담률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비교 대상국의 중간 수준이고 국민부
담률에서는 조세부담률보다 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세원별 세율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에서 노동
에 대한 과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편,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은 노동, 자본, 소비세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편
이고 이탈리아는 세 국가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취약하다. 반면에, 스웨덴은 전반적인 부담수준이 높은 것은
물론 각 과세원에 대한 세율 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고르게 높은 편이다. 덴마
크나 노르웨이도 노동에 대한 과세의 순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자본이나 소비
에 대한 세율 수준의 순위는 높은 편이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자본에 대한 과세
율이 높은데 반해 소비세율의 순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낮은
소비세율은 스위스에서도 나타나는 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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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복지국가의 조세부담 수준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 순위)

부담수준
조세부담률

세원별 세율

국민부담률

노동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소비세율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AUT

27.39

8

41.32

7

0.37

5

0.24

9

0.13

4

BEL

29.05

5

42.92

3

0.41

1

0.26

8

0.12

7

CAN

28.76

6

33.49

11

0.18

17

0.33

4

0.12

7

DNK

46.22

1

47.32

1

0.34

8

0.42

1

0.19

1

FIN

31.08

4

42.72

4

0.38

3

0.27

7

0.13

4

FRA

25.34

10

42.24

5

0.34

8

0.22

11

0.13

4

DEU

21.77

12

35.47

10

0.38

3

0.16

15

0.10

12

GRC

19.64

15

29.03

14

0.28

11

0.15

16

0.11

10

ITA

26.84

9

39.07

8

0.35

7

0.05

17

0.12

7

NLD

23.39

11

38.26

9

0.37

5

0.23

10

0.11

10

NOR

32.37

3

42.10

6

0.32

10

0.32

5

0.14

3

PRT

21.23

13

29.02

15

0.23

15

0.19

13

0.10

12

ESP

20.60

14

32.09

13

0.27

12

0.18

14

0.09

14

SWE

33.98

2

46.21

2

0.40

2

0.34

3

0.18

2

CHE

19.40

17

25.76

17

0.25

13

0.21

12

0.04

17

GBR

27.42

7

33.47

12

0.25

13

0.35

2

0.09

14

USA

19.47

16

25.89

16

0.21

16

0.28

6

0.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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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복지국가의 조세 공평성

(단위: %, 국가총생산 대비 비중, 총 복지지출 대비 비중, 순위)

능력자 부담
수익자 부담
수평적 공평
노동자본
세율격차

수직적 공평

노동소비
세율격차

저소득층
누진율

고소득층
누진율

사회보장
기여금

민간기여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AUT

0.14

5

0.24

5

-0.01

17

-0.07

16

13.93

3

0.00

8

BEL

0.15

3

0.29

1

0.04

12

0.09

10

13.87

4

0.00

8

CAN

0.15

3

0.05

17

0.17

2

-0.03

15

4.73

16

0.00

8

DNK

0.07

12

0.16

13

0.12

4

0.29

1

1.10

17

12.94

3

FIN

0.11

9

0.25

4

0.10

5

0.12

7

11.64

8

3.16

5

FRA

0.13

7

0.23

6

0.00

15

0.07

11

16.90

1

0.00

8

DEU

0.22

2

0.28

2

0.09

7

-0.10

17

13.70

5

1.64

6

GRC

0.13

7

0.17

12

0.10

5

0.16

4

9.39

11

0.00

8

ITA

0.30

1

0.23

6

0.04

12

0.12

7

12.23

6

0.00

8

NLD

0.14

5

0.26

3

0.06

10

0.02

12

14.87

2

22.37

2

NOR

0.06

14

0.18

10

0.21

1

0.14

6

9.73

10

0.25

7

PRT

0.04

17

0.12

16

0.08

8

0.16

4

7.79

12

0.00

8

ESP

0.09

11

0.18

10

0.01

14

0.02

12

11.49

9

0.00

8

SWE

0.06

14

0.22

8

0.13

3

0.29

1

12.23

6

0.00

8

CHE

0.05

16

0.21

9

0.07

9

0.10

9

6.36

14

43.49

1

GBR

0.11

9

0.15

15

0.00

15

0.02

12

6.05

15

11.85

4

USA

0.07

12

0.16

13

0.05

11

0.17

3

6.42

13

0.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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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세 공평성 원칙에 따른 국가별 특징은 이상의 <표 4-13>에 제시된
다. 먼저 수평적 공평 측면에서 노동과 자본과세 간 격차 및 노동과 소비과세 간
격차를 살펴본다. 이때 과세 간 격차 값이 클수록 수평적 공평성의 달성이 미흡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세원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 및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지표에서 모두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수평적 공평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앞서
<표 4-1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국가들이 대체로 자본이나 소비과세보다 상당
히 높은 수준으로 노동에 과세하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한편, 덴마크나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은
두 지표에서 공히 낮은 순위를 보여 수평적 공평성의 실현 정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표 4-12>에 제시된 바, 이 국가들 내부에서 과세기반별 세율 수준은 상당
한 차이가 있는 편이다. 특히, 스위스나 영국, 미국은 노동에 대한 과세의 수준이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는 낮고, 자본과세 수준은 이 국가들과는 유사하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특히 소비과세율은 비교 대상국
들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즉, 스위스나 영국, 미국은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은 상
태에서 세원 간 차이를 줄여 수평적 공평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덴
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은 노동, 자본, 소비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보이
면서, 세원 간 차이는 적어 과세의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스위스, 영
국, 미국보다 자본과세율이 낮은 편인데 노동에 대한 과세 수준도 그리 높지 않
아 과세 간 차이가 작은 편이다. 다만 소비과세는 다소 높은 편으로, 노동과 소비
간 격차는 상당히 작다.
이어서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서의 누진율과 고소득층에서의 누
진율을 살펴본다. 두 지표의 값이 클수록 세제의 누진 정도가 강한 것인데, 덴마
크나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세제 누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국가들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핀란드나 포르투갈도 전반적으로
누진율이 높은 세제 특성을 보인다. 한편,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
드, 스페인, 영국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세제의 누진 정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캐나다나 독일, 미국은 소득 계층별 누진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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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나 독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낮은 편인데 반
해, 미국은 고소득층에 더 누진적인 세제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누진율 평균값
자체에서 국가 간 편차가 큰 편은 아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덴마크나 노르
웨이, 스웨덴 등은 전반적인 값도 비교 대상국보다 높은 편으로 세제의 수직적
공평성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리스나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미
국 등은 고소득 집단에서의 수직적 공평성 실현 노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과
총 복지재정 중 민간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의 경
우에는 <표 4-12>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서도 다소 드러난 바 있듯이,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평균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들 국가가 대체로 상위 순위에 기록된다. 한편, 캐나다나 덴마크,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하위 순위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
다. 특히, 이 중 덴마크는 상당히 높은 조세부담 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
금 비중은 낮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어서 민간기여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국가가 제한적이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 이
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4장 1절에서 재정여력에서 복지국가 유형별 특성이 확인된 것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개별 국가의 조세구조 양상에서도 유형별로 일정한 양상이 드러난다. 사실
이는 기존의 Obinger와 Wagshal(2010)도 지적한바 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보수주의 유형 국가에서는 높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국민부담률 수준이 높은 것과 함께 노동에 과세를 강하게 한다는 특
징이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과세율이 상당히 높아 과세원별 수평적 공평의 달성
정도는 미미한 편이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수직적 공평성도 취약한 편이다.
한편,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사민주의 유형은 전반적인 세부담의
수준이 높은 편인 것은 물론 노동, 자본, 소비에 대한 과세가 고르게 높다. 이에
과세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세제의 수평적 공평성이 높고, 세제 누진율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다른 세 국가보다 자본과 소비에 대
한 과세율이 다소 낮아 수평적 공평성이 다소 취약한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담의 수준이 높고 수직적 공평성의 달성 정도가 높다는 점은 유사한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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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어서 캐나다나 스위스, 영국,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경우,
세부담의 평균이 비교 대상국 중 가족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이 낮은 편이다. 다만, 가족주의 유형 복지국가보다 전반적
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적어 조세부담률에서보다 국민부담률에서의 평균
수준이 더 낮은 편이다. 또한 자유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소
비에 대한 과세 ㅅ준이 낮은 편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이로 인해 캐나다를 제외
한 나머지 세 국가에서는 노동과 소비 간 격차가 다소 큰 편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주의 유형 복지국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조세부
담 수준은 낮은 편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만, 가장 적극적
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활용하는 보수주의 유형보다는 그 수준이 낮다. 한편, 보
수주의 유형 복지국가보다 세제의 누진 정도는 더 높아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특히 노동과 자본 간 세
율 격차가 다소 높아 수평적 공평성의 실현은 미흡한 특징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국가별 조세구조의 특징은 유형별로 일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세구조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
성 간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자,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 변화와 재정
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 변화 양상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먼저 조세부담률을 살펴본다. 아래의 <표 4-14>와 같이, 유형별 조세부담률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률은 사민주의 유형에서 가장 높
고, 가족주의 유형이 가장 낮은 편이다. 한편, 국민부담률 역시 .001 수준에서 유
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사민주의 유형이 조세부담률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
은 편이고, 자유주의 유형이 가장 낮다. 앞서 개별 국가의 조세구조 특성에서도
지적된 것은 물론 이어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지만, 보수주
의와 가족주의 유형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세부담률
과 국민부담률 간의 격차가 다소 큰 편이다. 그래서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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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유주의 유형보다 가족주의 유형의 전반적인 부담의 수준이 더 높다.

<표 4-14>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부담 수준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유형

조세부담률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25.387

2.884

자유주의

23.762

4.553

사민주의

35.913

6.221

가족주의

22.076

3.476

유형

F값

사후검정

226.781***

보수>자유, 가족
가족>자유
사민>보수, 자유, 가족

국민부담률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40.043

3.158

자유주의

29.652

4.105

사민주의

44.589

2.792

가족주의

32.305

4.914

F값

사후검정

373.279***

보수>자유, 가족
가족>자유
사민>보수, 자유, 가족

       †   

흥미로운 점은 사민주의 유형과 자유주의 유형이 부담 수준과 복지지출에 상당
한 차이를 보임에도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는 점이다. 한 국가의 조세부담 수준은 역사적으로 국민이 합리적이라고 수용하는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Glennerster, 2009: 3장), 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유형에서 현재의 복지지출과 조세부담 수준이 해당 유형 내에서는 적절
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해서, 사민주의 유형이
상당히 높은 부담 수준과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복지지출이나 부담 수준이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
로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표 4-15>와 같이 유형별 부담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가족주
의 유형을 제외한 세 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담 수준이 소폭 하락하였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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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유형에서는 2000년대 조세부담률 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
지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는 대체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모두 다소 하향 추세를 보인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
다. 사실 복지국가 위기기 이후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은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단행
하였다(Pierson, 2001). 이에 따라 복지지출 및 부담의 수준을 다소 낮춰왔다. 이
는 복지지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민주의 유형에서의 하락 폭이 크지 않고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긴축 일변도로 복지국가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표 4-15>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부담 수준의 변화 추이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조세부담률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25.387

25.258

25.589

25.355

자유주의

23.762

23.922

23.691

22.914

사민주의

35.913

35.959

35.963

35.178

가족주의

22.076

21.053

23.300

22.859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국민부담률
유형

1985-2012년
평균

보수주의

40.043

40.389

39.733

39.640

자유주의

29.652

29.758

29.648

28.771

사민주의

44.589

44.813

44.463

43.416

가족주의

32.305

30.816

34.021

33.892

이에 반해,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2000년 이후 오히려 조세부담 수준이 다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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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족주의 유형이 타 유형 복지국가보다 늦게 복지체제
를 갖추었다는 점과(Ferrera, 1996) 유로존 가입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늘려야 했
던 점,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최근의 위기 동안 금융시장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압력에 노출되면서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른 재정 개혁을 추
진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2007~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이 국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채무의 급증에 직면하여
이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Marcel, 2014: 6). 이에 강력하고 급작스러운 지출 감
축과 조세 확대를 수행하여야 했다(Marcel, 2014: 6).
이러한 변화의 흐름으로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자유주의 유형과 유사
한 수준의 부담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두 유형 간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즉 가
족주의 유형의 국민부담률이 자유주의 유형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측면은 앞서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부담 수준 그 자체만으로 재정여력을 평가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보여주는 부분이다. 가족주의 유형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과는 달리 자유주의 유형은 재정적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량 수준의 조세부담의 변화가 상기한 바와 같을 때, 구체적인 세원에서의 변
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부담에 대한 논의에서 실제 조
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득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조세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Ganghof, 2006). 특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데 있어 세원별 세부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닌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세원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성과 및 정치적 지
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과세원인 노동과 자본, 소비에 대한 과세부담
률이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한다. 이는 다음의 <표 4-15>와 같다.
과세원별 실효세율 수준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유형을 제외한 세 개 유형, 보수
주의와 사민주의,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과세율이 가장 높
은 편이다. 그리고 이 세 유형에서는 노동과세 다음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율이
높고, 소비에 대한 과세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자유주의 유형에서 역시 소비에
대한 과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같다. 다만, 다른 유형과 달리, 노동보다 자본에
대한 과세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9) 대체로 과세원별 부담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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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상과 같이 유사한 양상이 있으나, 변화 양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16>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_과세원별 실효세율 수준
(단위: %)

노동과세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0.376

0.383

0.369

0.367

자유주의

0.221

0.230

0.212

0.220

사민주의

0.362

0.372

0.351

0.335

가족주의

0.283

0.280

0.285

0.296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자본과세
유형

1985-2012년
평균

보수주의

0.222

0.219

0.225

0.206

자유주의

0.291

0.301

0.281

0.260

사민주의

0.340

0.332

0.348

0.340

가족주의

0.141

0.081

0.194

0.176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소비과세
유형

1985-2012년
평균

보수주의

0.118

0.114

0.122

0.123

자유주의

0.076

0.077

0.075

0.072

사민주의

0.159

0.143

0.175

0.179

가족주의

0.110

0.096

0.122

0.118

먼저 노동에 대한 과세율이 가장 높은 편인 보수주의와 사민주의 유형은 최근

59) Macdaniel(2007)에 근거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자본과세율이 다소 과대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원별 실효세율 비교 및 격차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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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과세를 점차 낮추는 양상을 보인다. 자유주의 유형에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소폭 인상되긴 하였지만, 대체로 노동에 대한 과세율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
인다. 이러한 추세는 복지국가 재편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것과 부합하는 지점이
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개편은 유급노동을 강조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기
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Pierson, 2001). 한편에서는
줄어든 민간시장 일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호혜주의를 토대로 수급자들에게 권리에 대한 의무로 노동을 강
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노동에 대한 과세는 노동시장참여
여부 결정, 직업의 선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의사결정, 근로시간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노동 공급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줄
이는 것이 근로 유인을 고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과세율과 관련해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이것이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민주의 유형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다소 인상되
었지만 최근 내림세를 보인다.60) 대체로 자본에 대한 과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 이동성의 증대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라는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기존 연구들에서 선진복지국가들은 자본의 해외이탈이 쉬워진 상황
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Freeman, 1994; Steinmo, 2002, 2010;
Sctreek). 그러나 하향 추세에도 불구, 자본과세율의 전반적인 수준이 크게 변하지
는 않았다. 따라서 자본유치경쟁이 격화되어 세제에서 아래로의 경쟁현상이 본격
화될 것이라는 지적(Olsen, 1991)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소비과세는 자유주의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유주의 유형은 다른 유형보다 상당히 낮은 소비과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있어 소비과세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모

60) 사민주의 국가들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에서 자본의 이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원적 소득세(dual income tax)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
해왔다(강병구, 2015: 31). 그러나 최근 덴마크는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시
작했고, 노르웨이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 차액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강병구, 20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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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간접세가 복지국가 유지의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되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
다(Kato, 2003; Beramendi and Rueda, 2007).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중립을 유지하고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을 목표로 조세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는 자유주의 유형 국가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소비과세에 대한 재평가가 행해진 것은 물론 미국 재무부의 기본세제개혁
을 위한 청사진(1977)이나 영국의 미드 보고서(1978) 등 구체적인 실시안이 제안
되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과세에의 재평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OECD 국
가에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둔화되었으나, 구체적 세목에서 소비세의 증가율이
직접세의 증가율을 압도하기 시작했다(OECD, 2004: 16-18; OECD, 2010:
11-32).
그러나 <표 4-16>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소비과세가 복지국가의 충분한 물적
기반이 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여전히 소비과
세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는 직접
세 비중이 대체로 높으나, 소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Obinger and Wagschal, 2010). 예컨대, 미국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소비
과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고,61) 재화에 대한 세금이 국
내총생산의 3% 이하에 그친다(OECD, 2014: 15-16). 그리고 영국은 1973년 부
가가치세를 도입한 뒤 표준세율을 꾸준히 높여 왔으나 타국과 비교할 때, 광범위
한 면세와 감면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박정수, 2009: 187). 1990
년대 초 국내 에너지 소비에 대해 감면혜택 없이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부과하
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저항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미를리스 외, 2015:
20).
한편, 가족주의 유형은 조세부담의 변화 양상이 다른 유형들과 차이가 있다. 노
동과세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줄곧 인상되었고, 자본과세율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긴 하였으나 이전보다는 다소 증가한 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
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조세부담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했다는 지점과 연결되

61) 미국은 입헌적 이유로 최종재화에 대한 매출세(sales tax)만 부과하고 있다(정재호, 20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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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cel, 2014: 6).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을 줄이고 세 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
한 흐름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4장 1절의 <표 4-4>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재정여력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순응의 차원과 관련 있을 수 있다. 가족주의 유형 국가에서는 상기한
재정 개혁 흐름에서 국민의 저항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 수준의 공평
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세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 수준만이 아니
라, 공평한 부담인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Campbell, 2009). 이에 이하에서는 공
평성 원칙에 따른 유형별 조세구조 변화 양상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세원 간 형평, 즉 수평적 공평성의 측면이다. 이는
노동 세율과 자본 세율 간 격차, 노동 세율과 소비 세율 간 격차로 나뉘고 아래
의 <표 4-17>에 제시된다.

<표 4-17>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평적 공평성
(단위: %)

유형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격차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0.157

0.049

자유주의

0.091

0.066

사민주의

0.081

0.046

가족주의

0.143

0.067

유형

F값

사후검정

3.100*

보수>사민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격차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0.262

0.039

자유주의

0.145

0.066

사민주의

0.202

0.058

가족주의

0.173

0.050

F값

사후검정

110.758***

보수>자유, 사민, 가족
사민>자유, 가족
가족>자유

       †   

161

먼저 노동 세율과 자본 세율 간 격차는 보수주의 유형과 사민주의 유형에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사민주의 유형은 두 세원 간
격차가 가장 낮아 수평적 공평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보수주의 유형은 격
차가 가장 커 두 세원 간 수평적 공평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표 4-15>에서 살
펴보았듯이 보수주의 유형에서의 과세원 간 차이는 노동에 대한 과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이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 보
수주의 유형의 특성으로, 노동과세율 중 일부인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것
과 관련 있을 수 있다(김성욱, 2010: 112-113). 이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른 유
형과 차이가 있진 않지만, 가족주의 유형에서도 두 세원 간의 격차가 상당히 높
은 수준인 점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노동과세에 대한 부가세(surtax)가 많은 편이다.
이는 이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위기를 거치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했다.62)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세수에서 사회보장기여

62) 이러한 개인 소득세 비중 확대는 소득세의 부가세인 일련의 사회보장세 신설과 관련된다. 프랑
스에서는 1991년 일반사회보장부담세에 이어 1997년 사회부채상환부담세, 1998년 2%사회세를
도입했다(강병구, 2015: 38). 먼저 일반사회보장세와 사회부채상한세는 노동과세와 관련 깊다.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 Génénalisée; CSG)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
으로 징수되고, 사회부채상환세(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는 복지국가 유지로 인한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위해 징수되고 있다(OECD, 2015: 265).
이 두 세금은 소득세 계산시 산출된 소득에 각종 수당에 부과되는 것으로, 2012년 1월부터는
총급여의 98.25%를 기준으로 적용된다(OECD, 2015: 265). 여기에 일반사회보장세는 7.50%
를 곱해 산출되고, 사회부채상한세는 0.5%의 세율로 부과된다(OECD, 2015: 265). 다만 사회
부채상한세는 일반사회보장세와 달리 공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본과세와 관련
해 2%사회세(Prélèvement Social de 2%)는 1998년 1월 이후 취득한 조세일반법 제125A에서
규정하는 투자소득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투자소득과 조세일반법 제150조 U 내지 제150조
UC에 열거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2%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이다(안창남, 2009: 130). 이
와 더불어,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중 일정 매출
액 이상 기업은 3.3%의 사회보장세가 추가 징수되는 것이다(안창남, 2009: 156). 더불어 재정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11~2012년 과세연도에만 한정적으로 매출액 2.5억 유로 초과 법인에
5%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기도 하였다(이영숙, 2015: 91).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자본과세
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부담금과 부가세부담을 합한 총 법인세율은
36.1%였고, 이외에는 34.4% 수준이었다(이영숙, 2015: 91).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
로 높은 편이다. 다만, 법인에 대한 세율은 1993년부터 인하되어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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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소비과세는 감소한 데 반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확대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개인 소득세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총 조세수입 대비 개
인 소득세 비중은 1975년 대비 2013년에 약 8%p 증가하였기 때문이다(OECD
Tax Database).
상기한 이유로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노동에 대한 과세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이어지는 <표 4-18>에서 최근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노동 세율과 자본 세율 간
격차가 다소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노동과 자본 세율 간 격차는 고령
화 추세와 맞물려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azin, Sadka, and Swagel, 2001, 2002). 일차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어 고령화 추세와 함께 재정지출이 상당히 증가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과세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소요되는 재정지출에 감
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에 과도하게 과세할 경우 정치적 정당성을 잃기 쉽다. 자본과세를
줄일 경우 조세의 누진성을 줄여 부유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Scharpf, 1991; Genshel, 2005에서 재인용). 또한 가구 내 자본
소득세의 상당 부분이 노인세대에 부과되기 때문에 복지국가 급여가 자본 소득세
에 의존하면 고령화 추세가 복지국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노동 소득세로
충당된다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복지국가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김성욱, 2010: 125). 게다가 <표 4-10>과 <표 4-11>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원 간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담보하기 어
려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아니지만, 보수주의 유형에 버금가게 노동과
자본 소득 간 과세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는 가족주의 유형에서 재정적 위험이 큰
것과도 관련 있는 부분일 것이다.
있다.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15: 94). 2008년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감세 정
책을 펼치기도 하였으나(이영숙, 2015: 90), 2011년과 12년에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제
및 감면제도 축소에 집중하고 있다(이영숙, 2015: 91). 이에 법인 소득세를 통한 총 조세수입
은 5% 대로 1980년대부터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과세보다는 폭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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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민주의 유형은 <표 4-15>에서 보았듯이 다른 유형보다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과세율이 높은 편이지만, 둘 간의 격차는 작다. 전반적으로 두 세원에 대한
과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그 격차도 축소되고 있어, 수평적 공평성의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유형보다 소비과세율이 높은 편인 것은 물론, 그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사민주의 유형이 직접세에 의존
하는 비율은 물론 간접세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다는 기존 연구에도 부합하는 부
분이다(Obinger and Wagschal, 2010). 특히 소비과세율의 차이는 사민주의 유형
과 자유주의 유형 간 재정적 지속가능성 변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
다. 두 유형의 세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표 4-18>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 추이
(단위: %)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격차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0.157

0.166

0.148

0.160

자유주의

0.091

0.111

0.069

0.037

사민주의

0.081

0.096

0.066

0.062

가족주의

0.143

0.200

0.092

0.120

노동과세와 소비과세 격차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0.262

0.279

0.247

0.244

자유주의

0.145

0.152

0.137

0.147

사민주의

0.202

0.228

0.176

0.156

가족주의

0.173

0.184

0.163

0.178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민주의 유형과 자유주의 유형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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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되는 복지국가 유형이다. 그러나 최근 두 유형이 걷고 있는 경로는 차이가
있다. 사민주의 유형은 더욱 강건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
해, 자유주의 유형은 재정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유주의 유형은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현저히 낮은 편인 것은
물론 전술한 것처럼 특히 소비과세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소비과세가 복지국가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해왔다는 기존 연구들의 지적과 같이
(Kato, 2003; Beramendi, 2007), 이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소비과세는 노동이나 자본
과세와 달리 경제 왜곡 효과, 즉 노동 공급이나 투자,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부정
적 효과가 작다(Kneller, Bleaney and Gemmel, 1999, 2001; Bebos, 2004). 이처
럼 소비세제는 경제성장과 친화적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도 긍정적이어서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Ganghof, 2006). 게다가 부가가치세 등은 노동 세대
보다는 노인 세대가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공할
여지도 있다(Johns and Fukawa, 2015: 15).
이와 같은 소비과세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전반
적인 부담 수준은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
동과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줄여 경제 왜곡 효과는 낮추고, 소비과세를 적극
적으로 활용해 충분한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소비과세는 역진적 특성으로 저소득층에게 세
금 부담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 유형에
서처럼 조세 및 이전제도의 강한 소득 재분배 효과 및 보편적 사회보장 혜택과
결부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Harris, 2013: 116). 일반적으로 사민주의 유
형이 보편적 복지가 특정계층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기 보다는 전 국민의 광범위
한 비용 부담으로 복지총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계층 간 상대적 부
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윤도현, 2013: 227). 실제로 사
민주의 유형에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도 타 유형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이어지는
<표 4-19>과 <표 4-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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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직적 공평성
(단위: %)

유형

저소득층 누진성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0.037

0.101

자유주의

0.076

0.086

사민주의

0.140

0.150

가족주의

0.053

0.079

유형

F값

사후검정

19.010***

보수<자유, 사민
사민>자유, 가족

고소득층 누진성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0.003

0.131

자유주의

0.063

0.118

사민주의

0.217

0.184

가족주의

0.109

0.084

F값

사후검정

50.874***

보수<자유, 사민, 가족
사민>자유, 가족

       †   

<표 4-19>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 및 고소득 집단에서의 세제 누진성이 통
계적으로 .001의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국가 유형 간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보수주의 유형에서 가장 낮은 누진율을 보인다. 대체로 보수주
의 유형에서 누진율이 낮은 것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저소득층보
다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편, 사민
주의 유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누진율을 보여 수평적 공평성은 물론 수직적 공평
성의 달성 정도도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족주의와 자유주의 유형
은 저소득 집단에서는 자유주의가, 고소득 집단에서는 가족주의가 더 높은 누진율
을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 고소득 집단 모두 자유주의와 가족주의 유형 간의 차
이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자유주의 유형
63)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1991년 조세개혁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감면
제도를 폐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후 다
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대중에 대한 증세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을 구축하였다(강병구, 20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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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정적 위험이 큰 가족주의 유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지점은 앞서
누진성의 제고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가 다소 혼재해 나
타나는 지점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수직적 공평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0>과 같다. 먼저
저소득층의 누진성은 여전히 사민주의 유형의 누진율이 가장 높은 편이긴 하지만
사민주의 유형을 제외한 보수주의, 자유주의, 가족주의 유형에서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되는 양상이 목도된다. 반면에 고소득층의 누진성 측면에서 사민주의 유형은
2000년대 들어 다소 누진율을 낮추었다가 최근 다시 높인 경향을 보인다. 보수주
의와 자유주의 유형에서는 2000년대 들어 고소득층 집단의 누진성을 높인 면모를
보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낮춘 모습이다. 또한, 가족주의 유형은 저소득
집단에서는 물론 고소득 집단에서도 꾸준히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 4-20>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직적 공평성의 변화 추이
(단위: %)

저소득층 누진성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0.037

0.028

0.045

0.056

자유주의

0.076

0.075

0.077

0.095

사민주의

0.140

0.166

0.117

0.095

가족주의

0.053

0.026

0.070

0.072

고소득층 누진성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0.003

-0.007

0.011

0.007

자유주의

0.063

0.056

0.069

0.058

사민주의

0.217

0.221

0.213

0.237

가족주의

0.109

0.072

0.133

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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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표 4-10>과 <표 4-11>에서는 누진율의 제고가 재정적 지속가능
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복지지출과 결합되면 이 양상이 변화할 수 있다. 특
히 고소득 집단의 누진율을 개선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다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이 지적된바 있다. 이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들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유형에서 대체로 고소득 집단의 누
진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재정여력이 더 넓어지고 있는 사민주의 유형의 누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제고되고 있음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
기도 한다. 다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가족주의 유형 역시 누진율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유형은 최근 소득
세의 누진율이 상당히 개선된 것은 물론 보수주의 유형이나 자유주의 유형보다
고소득 집단에서의 평균 누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가족주의 유형이 누진적 세제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속가
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준구, 2005: 360; 김성욱,
2010; 129). 수평적 공평성 확보가 상당히 취약한 보수주의 유형이 수직적 공평
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
지점이다. <표 4-13>과 <표 4-14>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주의 유형은 수평적
공평성이 취약하다. 이처럼 과세원 간 형평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조세부담 요구에 직면하면서 소득세제의 누진율을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다. 게다가 소비과세도 높여 전반적인 과세부담이 최근 상당히 높아졌다.
가족주의 유형에서의 상기한 흐름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이 유형에서는 미흡한 국가 복지 기반에서 속에서 복지제공자로서 가
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때 안정된 직장을 가진 1인의 가구원이 전체 가구원
의 생계를 보장하는 구조였다(Trifiletti, 1999). 문제는 복지국가 위기기를 거치며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의 이중화가 더욱 심화하였다는 것
이다. 이에 복지 욕구 해소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더욱 강조되는 데 반해, 대중과
세 전략으로 소비과세를 확충하고 소득세의 누진율을 제고하여 세부담도 확대되
면서 가구가 재생산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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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의 과세원 간 불공평이 취약한 징수 체계와 결부되어 부유층 및 자영자의
조세 포탈을 조장하였다(Obinger and Wagschal, 2010: 348-349). 결국 이는 정
부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져 정치체계는 사회체계로부터의 정당성을 확보
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달성을 통해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
이다. 가족주의 유형은 전술한 것처럼 경제구조와 정치적 차원에서의 이유는 물론
이고 제도적으로 복잡한 세법과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로 과세기반이 상당
히 취약하다(Obinger and Wagschal, 2010: 348-349). 이와 같은 광범위한 면세
혜택은 재분배 효과를 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과세의 공정성을 약화시킨다. 실제
로 소득 과세의 기반을 넓히는 것은 저소득 집단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지적된다(Johns and Fukawa,
2015: 21-22). 이에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는 물론 가족주의 유형에서도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김정미, 2010).
마지막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된 측면이다. <표 4-21>에서 제시된 것처럼
복지국가 유형별로 .001 수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과 민간기여 비중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 비중과 관련
해 유형별 변화 추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표 4-22>에 나타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는 보수주의 유형에서 가장 크고, 다음은 가족주의 유형
이다. 이 두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보수주의 유형은 가족주의 유형보다도 높다. 다음은 사민주의 유형인데, 이는 자
유주의 유형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이 높은 편이다. 다만
<표 4-21>에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주의, 사민주의 유형에서는 이것의 비
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소폭 상승하는 양상이지만,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가족주의 유형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앞서도 줄곧 지적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국민부담률을 높
여야 했던 여건과 관련 있어 보인다(Marcel, 2014: 6). 또한, 비교 대상국보다 늦
게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면서 부담 수준을 높여가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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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익자부담 특성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유형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14.627

1.599

자유주의

5.926

0.810

사민주의

8.667

4.595

가족주의

10.245

2.000

유형

F값

사후검정

249.836***

보수>자유, 사민, 가족
가족>자유, 사민
사민>자유

민간기여 비중
평균

표준편차

보수주의

3.877

9.347

자유주의

13.834

17.997

사민주의

4.087

5.872

가족주의

0.000

0.000

F값

사후검정

35.449***

자유>보수, 사민
가족<보수, 자유, 사민

       †   

앞서 제시한 <표 4-8>과 <표 4-9>에 따르면 사회보장기여금은 복지국가의 재
정적 지속가능성에는 부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
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된바 있다. 그런데 가족주의 유형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높여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1절에서도 제시하였던 것처럼, 급여 삭감이
어렵고(Pierson, 2001) 노동 세대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도 어려운 사회보장기
여금이 가진 특성과 관련있다. 물론 이러한 속성은 보수주의 유형에도 있지만, 보
수주의 유형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가족주의의 그것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에서
두 유형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이해해볼 수 있다.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사회보험 지출에 상응하는 부담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간기여의 경우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달리 자유주의 유형에서 가장 크다.
다만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내부 편차가 상당히
크긴 하다. 그리고 자유주의 다음은 사민주의, 보수주의의 순이고 가족주의 유형
에서는 민간기여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변화 추이에서도 유형별로 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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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 유형은 다소 낮아지긴 하였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한편, 사민주의 유형은 다소 높여가고 있다. 보수주의 유형에서는 금융위
기 이후 상당히 큰 폭의 평균 민간기여 비중의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보수주의 유형에서 대체로 높은 비중의 민간기여를 활용하고 있던 네덜란드
에서 2006년 이후 자료가 결측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 유형에서도
대체로 민간기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전년도에서 거의 민간기여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

<표 4-22>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의 수익자부담 특성의 변화 추이
(단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총 복지재원 대비 비중)

사회보장기여금 비중
유형

1985-2012년
평균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보수주의

14.627

15.131

14.144

14.285

자유주의

5.926

5.836

5.957

5.857

사민주의

8.667

8.854

8.500

8.238

가족주의

10.245

9.763

10.721

11.033

1985-1999년
평균

2000-2012년
평균

2008-2012년
평균

민간기여
유형

1985-2012년
평균

보수주의

3.877

3.207

4.622

0.635

자유주의

13.834

14.088

13.581

13.469

사민주의

4.087

3.782

4.393

5.265

가족주의

0.000

0.000

0.000

0.000

앞선 1절의 <표 4-8>과 <표 4-9>에서 제시된 것처럼 민간기여를 활용하는 것
은 일정 부분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복지지출의 부적 효과를 상쇄하기도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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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세 개 유형,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 유형에서 민간기여가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이 넓
은 자유주의에서 폭넓게 민간기여 비중이 높고, 최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건해지고 있는 사민주의 유형에서도 이것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더욱 지지해준다. 다만 자유주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민주의 유형에서
도 스웨덴에서는 민간기여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여 자체가
전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련된 재원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사회 보장성 조세 및 민간부문
의 기여는 특정 집단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해당 집단의 범
위에서 벗어난 타 집단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가족주의 유형과 같이 시장경제의 비공식성(informality)
이 큰 경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 모든 비공식부문이 불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수입 부족과 사회보장 혜택에서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는 조세부담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할 공산이 있다
(Ferrera, 1996; Ferrera, 2005; Obinger and Wagschal, 2010: 348-349). 이에
조세저항을 유발해 과세기반을 협소하게 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재정의 지속가능
성을 침식할 수 있는 것이다(Corbacho, Cibils, and Lora, 2013: 65-67).
게다가 대체로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민간기여와 관련해 고소득자나 기업의 기여
금에는 상한선이 있다. 이에 특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연동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재분배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부담이 완벽히 누진적이
지는 않고 사회보험 편익과 결부되면 역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
서 조세순응을 높이려면 조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역진
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능력자 부담 원칙과 연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
원 기반을 다원화하되, 능력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원간 부
담 격차를 줄여 담세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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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사회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만한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복지국가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국가별, 복지국가 유형별 재
정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동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주요 재원마련 방법인 조세제도에 주목
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및 비교와 관련한 결과이다. 첫째, 분
석대상국 중 가족주의 유형 국가를 제외한 13개국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
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
르투갈 네 개국은 최근 재정위기가 현실화된 나라이기도 하다. 이 국가들은 높은
채무 비중과 이에 대한 이자 부담, 낮은 경제성장과 미흡한 거버넌스 및 제도적
역량으로 인해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현재
의 재정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상의 네 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었
다는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모든 복
지국가가 재정위험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 중 일부는 비록 현
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은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국가들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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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달리, 낮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제반
여건 덕분에 비교적 손쉽게 재정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살펴볼 때,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미래에도 여전히 확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이는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이들 국가 중 일부가 향후 충분한 수
준의 재정여력을 확보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어 온 바이기도 하다(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반면에, 2000년대 후반 세계경제위기로 복지
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나 덴
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
다.
셋째, 복지국가의 재정여력 수준은 복지국가 유형 논의와도 연결된다. 대체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가족주의 유형은 재정여력이 가장 낮
은 편이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보수주의 유형이 다
음 순인데, 이들은 가족주의 유형과는 달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으
나, 재정여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한편, 사민주의 유형에 해당하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자유주의 유형 국가인 미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는 상당히 넓은 재정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만, 사민주의 유형
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재정여력이 넓어져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자유주의 유형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재정여력 큰
폭으로 축소되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상기한 결과를 요약할 때, 모든 복지국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주의 복지국가
나,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복지지출 및 조세
부담 수준이 다른 유형보다 낮은 편임을 상기할 때, 기존의 통념과 달리 복지지
출이나 조세부담 수준 자체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지했던 것처럼, 단순히 총량 수준의 복지지출이나 조세부담
수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준의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측면에서 조세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과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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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이 담보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재정여력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Heller, 2005).
그렇다고 해서 재정여력을 늘리기 위해 복지국가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
럼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여력을 악화시키
면서 복지지출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은 종국에는 복지지출을 위한 재정적 역량
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지속가능
성을 담보하면서 복지지출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측면에서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조세제도가 중요하다.
둘째, 조세구조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얼마
나 많이 부담하느냐도 물론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측면이다. 특
히 적정한 수준의 조세수입이 확보되어야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재원 기반을 마
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지출 수준에 부합하는 조세수입
을 거두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이다. 재원마련 방
식에 따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세구조 측면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견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수평적 공평성 달성 차원에서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 격차를 줄여야 한
다. 이는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여력이 가장 넓은 자유주의 유형과 사민주의 유형에서 전반적으
로 과세 간 형평성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할 만하다. 이와 함께 소비과세를 높여
복지지출 수요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화 및 저성장 추세에서 노
동과 자본과세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과 같이 노동 및
자본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은 자본축적을 저해할 수 있고 자본의 해외 이탈
유인을 높여 이에 따른 조세회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소비과세는 경제적
왜곡 효과가 작으면서도 넓은 과세기반을 갖출 수 있으며, 정치적 부담도 적다.
특히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민주의 유형 복지국가가 소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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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지출을 큰 삭감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담세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여 조세에 대한 지지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조세가 항상 탈세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계층에게만 과도한 과세 부담이 지어지는
경우 조세회피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다만 국가로부터의 적절한 편익과 공정한
부담에 기반을 두고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이뤄질 경우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수직적 공평성의 제고는 소비과세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
는 역진적 부담의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어 정치적 정당성을 견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민주의 유형은 높은 소비과세율과 함께 소득세제 누진율도 높아, 세제에
대한 신뢰가 높다.
다만,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함에 있어,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간의 불
가분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
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수평적 공평성이 담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급격하게 높이게 되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실제로 가족주의 유형에서는 과세 간 형평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누진율을 높여
극심한 정치적 저항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담세 능력에 따른 원칙의 두 측면, 과
세원 간의 공평성과 세제 누진율 제고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특정 집
단에만 과세가 부과되면, 국민을 납세자와 수혜자로 이분화하여 연대 기반을 협소
하게 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에 과세기반을 넓
혀 전 국민에게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능력자 부담
원칙이 현실화될 토양이 마련되어 국민의 조세순응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절히 조합하여 복지국가
의 재정 기반을 다원화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유리하다. 앞서
능력자 부담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사회보장기여금을 높이거나 민
간기여를 높이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지점이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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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이 만연해진 현실에서 소수의 정규 고용자에만 과세 부담과 편익이 국
한되어, 노동집단으로부터의 과세 반발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를 일으킬 위험
이 있다. 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적절히 조합하여 연대의 기반을 넓히면서, 재
원 기반을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재정
학 논의와 복지국가 논의를 결합하여,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포괄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재정학 논의에서는 대체로 거시 경제 변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재정위기의
문제를 협소하게 이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재정 여건의 변화가
재정위기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재정적 위기를 쉽게 초래할 만한 정치·사
회적요인에 대한 고려 및 국가의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야 한다(장덕진, 2013).
한편, 복지국가 연구에서는 재정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사회적 요건을 강조하였으
나,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 구성에서의 이론적 기반
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재정여력 개념에 기초
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개선하였
다. 또한, Ostry 외(2010) 및 Ghosh 외(2013)의 연구에 몇 가지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설명력을 높인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틀을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 기존 연구의 관심
을 환기하여, 조세수입의 측면을 다루었다. 재정수입은 재정지출과 함께 재정의
한 축으로,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두 측면을 포괄적으
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재정수입을 간과하고 지출 측면
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을 제한적으로 살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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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준과 재정수입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재정의 양 축을 동시에 조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선진복지
국가의 주 자원동원 수단인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 원칙에
따라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
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복지국가 연구의 고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 유형론의 맥락에
서 재정성과와 그것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조세구조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국가별, 국가군별 재정성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나, 차
이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론의 토대 위에서 재정성과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연구와의 연속선을 확보하
면서 견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재정성과의 차이가 나
타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더불어, 재정수입 측면을 포괄하고, 조세구
조와 재정성과의 관계를 드러내어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기도 하
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의 역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복지지출과 조세수입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단선적 인과관계에 기초해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책 역량이 낮아져,
종국에는 공공복지의 수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과 재정여력 간의 상호 인과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상기한 복지지출과 재정
여력 간의 내생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복지국가 재정 연구에서 이에 대한 고려
가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비교하고, 조세의 구조
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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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때 특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 수준뿐 아니라 공평한 부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선진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복지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가 일부 선진복지국가
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한국에 적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경제·사
회적 여건이 서구 사회의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한국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 복지국가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재정
여력이 상당히 넓고,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Ostry et al., 2010; Ghosh et al., 201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진복지국가와
견주어볼 때, 한국은 복지지출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범위가 좁고 보장성이 취약하다. 이에, 중산층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대중이 사
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강병구, 2014). 다만 급
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사회보험 성숙으로 복지지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
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다른 한편,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
수입 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기획재정부, 2015). 이에,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응할만한 적정 수준의 복지지출이 가능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세구조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 국민 부담 수준을 복지지출을 감당할 만한 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
요하다.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보다 낮은 편이지만, 국민의 복
지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빠른 고령화 추세 등으로 향후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2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 국민부담률은
24.8% 수준으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지출 확대로 훼
손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부담 수준의 제고를 통해 상쇄되는 부
분이 있다. 이에 일정한 수준의 부담률을 제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조세저항
이 높아,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증세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김
미경, 2008; 양재진, 2012: 459; 양재진·민효상, 2013). 이에 어떤 방식으로 조세
수입을 확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능력자 부담 원칙의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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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떤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든 과세가 공평하게 배분되고, 능력에 맞게 내는 것에 초점을 맞
춘다면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되기 때
문이다(윤도현, 2013: 228). 즉, 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하는 것은 과
세 측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효과를 담보함과 동시에 조세저항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 조세제도의 취약한 재분배 효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에 과도하게 과세하기보다는 자본, 특히 금융 및 산업 자본에 대
한 관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능력자 부담 원칙을 통한 공정한 부담을 확립
하려면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 복지국가는 이를 지탱하기
위한 조세기반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
국은 다양한 소득 공제 제도로 과세기반이 좁고 면제 대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
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소득 탈루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층
에 감면제도가 집중되어 있고, 편법 혹은 불법적인 상속, 증여 행위가 만연하다.
또한, 자본과세 내 불균등한 세부담이 상존하고 있고,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의
형평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강병구, 2014: 28).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재
편기 안정적인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해 온 소비세제의 경우도, 간이
과세 및 면세제도로 과세기반을 축소시키고 거래 당사자의 매출액을 누락을 유인
해 과세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직적 형
평성 제고를 통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는 것과 함께 조세지출을 줄여
전반적인 세부담률을 높이고 수평적 공평성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해 과세기반
을 넓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누진성을 높
여야 한다(강병구, 2014: 43). 이때 고소득층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견줘 증세 효과가 미흡할 수 있고, 납세자와 수혜자 간의 이분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 이에, 면세자 규모를 줄여 소액이라도 전반적으로 모두가 기여할 수 있
는 세제 개편과 동반되는 것이 재정수입 및 정치적 지지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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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최성은, 2011: 99). 그리고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조세부담 수평적 형
평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소득 포착률을 높이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강병구, 2014: 43). 또한 자산 과세 내부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하고, 자
산 과세와 노동과세와의 균형을 도모하여 과세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강병구, 2014: 43).
이와 더불어 소비과세에서의 면세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교적 일찍 부
가가치세를 도입하였지만, 그것의 세율은 OECD 국가 대부분보다 낮다. 다만 전
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비중은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소비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더구나 갑
작스러운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선행해 그것의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요구된다(최성은, 2011:
89-90). 이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소비과세 확대에 따른 역진적 부담의 문
제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예에서처럼 소비과세 확충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와
충분한 편익의 수준과 결합되어 역진적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단순히 소비과세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
라, 담세 능력에 따른 누진적인 세부담의 틀을 강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복지서비
스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현재의 사회보장 지출 증가 추세에 부합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급여 지출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 내실화가 요구
된다. 이때 서구보다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이 상당히 낮아, 중하위 계층
에 실질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전반적으로 사회
보장기여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계층 간 형평의 차원에서 고용주
기여를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수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사
실을 감안할 때, 민간 부문의 기여를 활용하는 등 재원 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이상의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민간기여는 일반 세수보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정치적 결정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사용에 대한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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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기에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상술한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
을 견고히 하는 것과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특히
노동 세대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 원
칙에 기초한 재원은 편익 부문에서 일부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노동 시장 이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인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서는 전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구축과 연동되도록
하여 보편적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Ostry 외(2010)와 Ghosh 외(2013)의 재정여력 개념에 근거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의 재정여력은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과 장기이자율에 대한
추정 값에 근거한다. 따라서 추정에 반영되는 변수에 따라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및 장기이자율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재정여력 역시 상
이한 값을 가지게 될 공산이 크다. 대체로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재정여력
추정 결과가 유사하지만, 재정 관련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와 경제구조 및 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이에 국가 비교 데이터 확보가 어
려워 반영하지 못한 여타 요인, 불평등이나 이민자 규모 등을 반영하면 복지국가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이자율의 실
제 관측치와 예측치를 사용한 각 경우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맹신하기는 어렵고, 각국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 위
험과 관련되는 다른 요인들을 추가 포함하는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에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기초재정수지 반응곡선 추정에서 현재의 고령화 수준과 미

182

래 노년부양비가 반영되긴 하였지만, 고령화는 선진복지국가의 주요 재정 위험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Greiner, Koeller and Semmler, 2007; Park, 2012), 보
다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수준 변화가 복
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것은 향후 선진복
지국가의 지속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고령화와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양상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에서 활용된 독립변수인
조세구조 측정에서의 한계이다. 거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구조를 조작화하는
것은 국가 비교 연구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각국의 조세 특성, 특히, 국민의 납
세 인식을 결정하는 조세 실 부담 수준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과세원별

세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Macdaniel(2007)의 방식에서는 자본과세율이 다소 과대 계산될 소지가 있다. 또
한 누진성의 측정에서 국가 내 집단별 실제 부담 수준을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
다. 집단 구분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세지출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아 납
세자의 정확한 실 부담 수준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국가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과 조세구조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후속 연구
에서는 과세원별 부담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방법론적 개선과 더불어, 미시 데이터
와의 결합을 통해 집단별 실제 부담 수준과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결정요인 분석에서 재정수입, 즉 조세구조 특징에
주목하여 지출 측면은 총량 수준의 복지지출만이 다뤄졌다. 물론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조세구조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의의
를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지출구조에 대한 고려는 취약하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구조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구조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상훈, 2011; 강병구, 2014;
Ko, 2014). 특히 복지지출과 조세는 상호 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출구조와 조세구조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었을 때,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
성이 담보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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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서 중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상의 한계와 더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개별 국가에 대한 심도 깊은 사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
다. 양적 연구에서는 데이터 확보의 문제는 물론 조작화의 한계로 복지국가의 재
정성과와 결정요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공재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관계 및 역동을 충실히 다루는 것에 한계
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을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성과 및 관련
여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 추정 결과에
서 포함되는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국가(핀란드 등)나, 시기별로 재정적 지
속가능성 및 조세구조에 특징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국가(영국, 미국) 등에 대
한 사례연구가 수반되면 더욱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 역시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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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관찰된 장기이자율을 활용한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부록 1-1>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총부채 기준)
(단위: %,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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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

69.29

169.00

96.32

92.03

140.53

67.85

63.56

NOR

1.84

159.55

122.28

124.58

177.07

139.80

142.10

155.17

117.90

120.20

PRT

7.90

-

-83.0

-141.8

-

-82.96

-141.8

-

-82.96

-141.8

ESP

5.79

-

-59.9

-102.0

120.41

60.51

18.4

-

-59.90

-102.0

SWE

0.84

170.98

112.79

126.15

185.59

127.40

140.76

166.41

108.23

121.58

CHE

-0.97

186.90

146.52

141.33

199.12

158.74

153.56

181.44

141.06

135.87

GBR

0.73

172.11

117.89

71.27

186.49

132.27

85.65

167.50

113.27

66.66

USA

0.13

177.73

108.32

68.52

191.13

121.71

81.92

172.84

103.43

63.64

-

주 1) 1986년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 
) 간 격차의 평균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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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순부채 기준)
(단위: %,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모델 1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2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모델 3
재정여력1)
평균2) 2013년

AUT

1.78

275.39

233.33

217.94

66.80

24.73

9.35

383.52

341.46

326.07

BEL

2.08

262.47

157.17

172.00

62.59

-42.71

-27.88

370.87

265.57

280.40

CAN

0.26

327.72

279.03

288.04

84.09

35.40

44.42

437.09

388.41

397.42

DNK

2.23

255.66

236.35

252.97

60.39

41.08

57.69

364.33

345.02

361.64

FIN

3.18

197.87

233.58

251.42

42.45

78.16

96.00

314.61

350.33

368.16

FRA

1.55

284.48

251.01

214.60

69.78

36.31

-0.10

392.60

359.12

322.71

DEU

1.46

287.64

249.65

242.31

70.82

32.83

25.49

395.77

357.78

350.44

GRC

13.95

-

-83.73

-117.5

-

-83.73

-117.5

-

-83.73

-117.5

ITA

6.02

-

-93.34

-118.2

-

-93.34

-118.2

-

-93.34

-118.2

NLD

2.68

232.28

200.23

191.86

52.92

20.87

12.51

342.74

310.69

302.33

NOR

1.84

273.08

355.76

477.35

66.04

148.73

270.32

381.24

463.92

585.51

PRT

7.90

-

-54.69

-98.74

-

-54.69

-98.74

-

-54.69

-98.74

ESP

5.79

-

-37.97

-68.75

-

-37.97

-68.75

-

-37.97

-68.75

SWE

0.84

309.60

310.27

339.23

78.07

78.74

107.70

418.21

418.88

447.84

CHE

-0.97

361.46

356.39

354.61

95.36

90.29

88.51

472.89

467.82

466.04

GBR

0.73

313.25

285.77

247.65

79.28

51.81

13.68

421.99

394.52

356.39

USA

0.13

331.48

281.15

246.11

85.34

35.01

-0.02

441.05

390.72

355.68

주 1) 1986년도부터 2013년까지 각 년도의 채무 수준과 채무한계( 
) 간 격차의 평균값임.

205

<부록 2> 관찰된 장기이자율을 활용한 채무한계 및 재정여력 추정
<부록 2-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총부채 기준, 구조변화 반영)
종속
변수

모델 1
회귀
표준
계수
오차

독립
변수
복지지출(    )

-3.91

0.50***

모델 2
회귀
표준
계수
오차
-3.67

0.51***

복지지출(    )

재정
여력
(  )

부담 수준

2.30

0.71**

노동자본과세 격차

1.40

3.15

1.91
-4.58

6.32

-3.13

0.50***

-2.88

0.58***

3.27

0.77***

-5.13

-127.8

32.01

-136.2

34.84

-133.9

33.49***

누진성(저소득)

-40.54

12.42**

-43.68

14.71**

-37.57

14.56*

누진성(고소득)

-21.83

10.90*

-27.01

11.39*

-27.28

11.16*

사회보장기여금

-0.13

1.70

-0.53

1.78

1.36

1.74

0.09

0.30

0.41

0.32

0.39

0.31

복지지출*부담 수준
복지지출*노동자본격차
복지지출*노동소비격차

***

6.05

노동소비과세 격차

민간기여

***

0.73*

모델 3
회귀
표준
계수
오차

✝

0.15

0.08

0.04

0.08

-5.44

5.43

-6.45

5.20

**

5.89**

-19.39

6.15

-17.84

복지지출*누진성(저소득)

3.01

3.14

3.35

3.03

복지지출*누진성(고소득)

1.29

2.41

2.22

2.32

**

복지지출*사회보장기여금

0.65

0.19

0.64

0.18***

복지지출*민간기여

0.17

0.05**

0.15

0.05**

상수항

복지
지출
(  )

414.13

F value

422.05

***

-0.06

36.10***

420.55

34.56***

***

-0.06

0.01***

재정여력(    )

-0.06

재정여력(    )

0.06

0.01***

0.06

0.01***

0.06

0.01***

노령연금관대성

0.47

0.17**

0.46

0.17**

0.45

0.17**

실업보험관대성

0.31

0.16✝

0.30

0.16✝

0.31

0.16✝

질병보험관대성

0.82

0.25**

0.83

0.25**

0.83

0.26**

9.84

**

8.16

3.36*

상수항
관측치 수

33.91***
0.01

3.32



304



304

8.53

0.01

*

3.33

304

303

304
***

303



2162.56

1806.54

1911.63***



124.30***

124.01***

1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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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순부채 기준, 구조변화 반영)
모델 1
모델 2
모델 3
종속
독립
회귀
표준
회귀
표준
회귀
표준
변수
변수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복지지출(    )

-4.32

0.35***

-4.23

0.34***

복지지출(    )

재정
여력
(  )

-3.74

0.34***

-1.79

0.39***
0.52***

부담 수준

1.01

0.50*

노동자본과세 격차

1.64

2.23

노동소비과세 격차

-83.60

22.70***

-121.8

23.39***

-131.0

22.53***

누진성(저소득)

-23.78

8.80**

-23.95

9.87*

-31.50

9.79**

누진성(고소득)

4.37

7.72

6.74

7.64

-0.18

사회보장기여금

3.80

1.21**

3.74

1.20**

4.75

1.17***

민간기여

0.97

0.22***

1.06

0.22***

0.99

0.21***

0.32

0.05***

0.24

0.05***

복지지출*부담 수준

0.72

0.49

1.84

-3.12

4.24

-2.66

복지지출*노동자본격차

-4.43

복지지출*노동소비격차

-12.20

3.64
4.14**

-4.32
-11.85

4.07

7.51

3.50
3.97**

복지지출*누진성(저소득)

2.05

2.11

3.36

2.04

복지지출*누진성(고소득)

-1.79

1.62

-0.77

1.56

복지지출*사회보장기여금

0.29

0.12

0.29

0.12*

복지지출*민간기여

0.10

0.04**

0.08

0.04*

복지
지출
(  )

관측치 수

F value

*

상수항

134.77

24.05***

143.93

24.24***

136.85

23.26***

재정여력(    )

-0.07

0.01***

-0.07

0.01***

-0.07

0.01***

재정여력(    )

0.05

0.01***

0.05

0.01***

0.05

0.01***

노령연금관대성

0.44

0.16**

0.42

0.16*

0.40

0.16*

실업보험관대성

0.42

0.16*

0.37

0.17*

0.42

0.17*

질병보험관대성

0.65

0.24**

0.69

0.24**

0.65

0.24**

상수항

11.59

2.50***

11.75

2.51***

11.60

2.50***



304

304

303



304

304

303



756.42***

703.06***

743.52***



122.71***

122.52***

1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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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Ko, Hyej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build a sustainable welfare state and then measures and
compares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at state by focusing on tax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fiscal sustainability, as fiscal sustainability is more important in the long run
than a short-term fiscal balance. Thus, in this study, fiscal sustainability is verified by
measuring fiscal space which means the scope for further increases in public debt without
damaging fiscal sustaianbility. Further, to guarantee more stable and predictable fiscal
sustainability the focus should be on resource mobilization, so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determining factor for such fiscal sustainability by paying attention to taxation, the major
financing method for any advanced welfare state.
For that purpose, this study calculates fiscal spa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of public debt ant the debt limit, combined with a time-series analysis to derive a
primary reaction function and vector autoregressive model that can be used to predict
long-term interest rates taking account for the market interest rates to increasing default
risk. Then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 tax structure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and also the moderating effects of taxation on both welfare spending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based on the similarities of the existing welfare state
typology to fiscal sustainability found in this study, both fiscal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erformance and taxation by a welfare regime is examined
using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a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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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everal. First, with respect to fiscal sustainability
measurement and a comparison to the welfare state, most countries other than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appear to be fiscally sustainable. However, some countries are
unlikely to optimize their fiscal situation. In particular, the fiscal spaces of France,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fallen sharply, so these nations may not be ensured of having
a sufficient level of fiscal space in the future. Unlike the conventional wisdom, we cannot
simply conclude that low welfare spending of a high tax burden ensures fiscal
sustainability. Although liberal welfare states like the UK and the U.S. do have relatively
low welfare spending and have secured fiscal sustainability, recently their fiscal capacity
has been reduced. Northern Europe, including Denmark, Norway and Sweden, have
ensured their financial sustainability since the mid- 1980s, and indeed their fiscal space
has steadily widened.
Further, the present study notes the determinants of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in the tax structure. Firs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ax burden is
secured. This tax revenue is the funded basis for maintaining the welfare state, so
increasing tax compliance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increasing welfare spending will
promote social cohesion. In terms of tax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equity between the source of taxation and increased
tax progressivity. Reducing the gap between labor taxation and capital taxation is required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It is also necessary to utilize the financial base of the welfare
state by broadening the tax base through a consumption tax. Improving vertical equity
can als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to
secure the political legitimacy of the tax and mitigate any intrinsic role that may result
from the expansion of a consumption tax. In addition, the welfare state has other source
of revenue, i.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or private contribution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benefit principle. However, these resources will lead to the exclusion of
low-income families, so they need to be utilized in combination with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This study offers a framework for measuring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combined with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and a welfare state discussion wit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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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oci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by applying fiscal soci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xisting research. These limitations include a lack of consideration of all
th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factors or insufficient suggestions on the standard of
judgment to use for fiscal sustainability. In addition, focusing on the welfare ventilation
interest of the existing studies that illuminate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welfare state
explores the two-pillar expenditure side and the income side of finance to present
evidence that can ensur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by
focusing on revenue, especially tax revenu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at limited the
range of the welfare state financial problem to only expenditures, this study presents
evidence that can ensur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Using the continuous
line of welfare state typology and interpreting the full theoretical foundation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fiscal performance, this study clearly addresses the differences in fiscal
performance of the welfare state. Finally,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study clearly
identifies the inverse relationship that exists between fiscal sustainability and welfare
spending and considers the mutual causality between social expenditures and public
financing in order to discuss the projected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fully.

keywords : Welfare State, fiscal sustainability, fiscal spac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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