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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 도입의 효

과를 확인하기 하여,2007년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시행과 2010년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 시 을 기 으로 조세지출에 한 통제 강

화의 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하 다.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조

세지출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기득권화를 방지하는데 목

이 있다고 보고,효과를 확인하는 종속변수로 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의 수,조세지출의 규모,일몰도래시 정비 정도를 설정하 다.

분석을 하여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조세지출 산서에서 조세지

출 항목 수와 액을 수집하고,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일몰기한

이 도래한 조세지출항목에 한 정비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

성하 다.

분석 방법으로 각 종속변수의 연도별 추이를 악하고,단 시

계열 설계를 사용하 다.나아가 일몰시 정비 정도에 해서는 ‘연

장’,‘축소연장’,‘종료’로 구분하여,각각 정비 정도의 수를 부여하

여 제도 도입 후의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 다.그리고 통제

변수로 조세지출의 수혜 상 특징을 설정하여,조세특례제한법의 근

거상 수혜자가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지 는 일반 ·

비제한 인 넓은 상인지에 따라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분석의 결과,조세지출 항목 수는 2008년 시 부터 감소한 후,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항목 수가 어들지는 않았다.그러나

2010년 이후의 증가는 조세지출 항목 자체의 신설이 아닌, 락되었

던 조세지출에 한 정보가 추가된 결과라는 에서 효율성과 투명



성이 제고된 효과로 볼 수 있다.연도별로 조세지출 항목 수 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의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통제 강화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조세지출 규모 면에서는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이 2007년 이후

로 증가하 으나,2010년 이후로는 안정 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여

2010년의 경우 조세지출 산서 작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에도 융 기라는 외부 요

인이 향을 미쳐,2007년 시행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효과를 제한

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몰 도래 시 정비의 정도에 해 2007년과 2010년을 기 으로는

통제가 강화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수혜자를 특성에 따

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마찬가지 다.단,조세지출의 수혜 상이

일반 이고 비제한 인 경우,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갖추어

진 경우보다 일몰 도래 시 폐지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을 확인하

다.

조세지출은 정책수단으로 보조 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나,한번 성

립하면 행 으로 연장되거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었고,향후 비타당성 조

사와 심층평가 등 성과 리가 강화될 정이다.그러나 기존 정책의

효과에 한 실증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본 연구는

데이터를 구성하여 조세지출을 통제하는 제도 도입의 효과를 확인

하고자 시도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조세지출의 규모 항목 수뿐만 아니라,기득권화를

방지하기 한 정책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그리고 조세지출

일몰 도래하는 법안에 한 다양한 특성과 정보를 다년간에 걸

쳐 일 된 기 에 따라 축 함으로써,특정 집단의 향력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지출에 한 다양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주요어 :조세지출,조세지출 산제도,국세감면율,조세특례제한법,

일몰법

학 번 :2007-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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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국가재정의 운 은 기본 으로 조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을 지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국가의 재정지원이 일반 으로 보조 과

같은 산의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조세를 감면해 으로써 세입을 축소시켜 산을 지

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수단이다. 재 조세특례제

한법1)에서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

세율 용,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포 하여 이

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조세지출은 2014년 기 2)으로 약 32조

9810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의 13.2%에 이르는 비 을 차지하고 있

다.세 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만큼이나 요

한 분야임에도 정확하고 분석에 용이한 정보가 산부문에 비해 풍

부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조세지출은 보조 과 결과에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그러나

산지출과 달리 규모를 사 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한 번 결

정되면 국회나 여론의 통제에서 벗어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숨겨

진 보조 으로 불린다.통제에서 자유로운 때문에 국가재정이 효

율 으로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한국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체계 인 정보

를 제공하여 통제의 가능성을 높이기 한 정비가 꾸 하게 진행되

었다.1999년 조세특례제한법3)이 시행된 이후,조세지출보고서와 조

1)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2)2015년도 조세지출 산서상 2014년 잠정치

3)199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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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출 산서가 작성되었으며,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사 ·사후 통제제도가 정비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도 증세 없는 복지공약에

한 실 방안으로 비과세와 감면에 한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를 제시하 다.그러나 조세지출에 한 행 인 일몰의 연장이나,

이익집단의 향으로 인해 세법개정안과 달리 국회에서 조세지출의

축소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는 2014년 말에도 되

풀이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이러한 문제의 제기에 하여,정부가 그동안 조

세지출 련 제도를 정비한 효과가 나타났는가를 실제로 확인하는

데 있다.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수,조세지출

의 규모,조세지출항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일몰이 도래하 을 때

종료 연장된 비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조세지출 산제도의

변화를 비롯한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어 효과가 나타난다면,

체 조세지출 액을 이고,이를 해 신설되는 조세지출 항목을

통제하고,일몰시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

하여 정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세지출 정비의 효과가 조세지출의 상이 되는 수혜자

집단이 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조세지출에 하여 성립하는 순간 기득권화 되어 일몰 시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다거나,이익집단이 로비를 통해 는 선거를 의식한 국

회에서 조세지출을 늘리는 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상이 가능하

다.그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지출이 일몰시 종료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에 한 정비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고,조세지출에 통제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

후 조세지출과 련한 제도의 운용에 있어 감안하거나 주의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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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 2 연구의 범 와 방법

1.연구의 상과 범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지출보고서4)와 조세지출

산서 상에 작성된 조세지출 항목을 상으로 진행하 다.동 보고서

와 산서에서 조세지출항목의 수와 액 조세지출 체규모

에 한 자료를 연도별로 얻었다.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규정이 있는 조세지출항목 2001

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일몰이 도래하는 규정을 분석하 다.연도별

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 을 때 해당 항목이 종료,연장,혜택이 축

소되어 연장되는 것 어떤 정비결과가 나타났는지 악하 다.세

가지 정비방안이 용된 각각의 항목의 수와 조세지출액수를 상

으로 분석하 다.

2.연구의 방법 차

1)문헌연구(literaturereview)

조세지출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한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었는

가를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재정법의 제정 개정 과정을 통해 연

4)조세지출보고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당해 년도 조세지출보고서로,

조세지출 산서는 2010년부터 ‘2011년도 조세지출 산서’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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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각 연도의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를 분석하여

두 제도에 어떤 차이 이 있는지,조세지출의 범 와 항목 설정의

기 ,조세지출 액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변화하 는지 악하 다.

2)자료의 수집 구성

조세지출 항목의 수와 조세지출 액은 각 년도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 상의 액을 기 으로 수집하 다.조세지출에 포함

되는 범 가 변화함에 따라 조세지출 액의 합계의 기 이 달라지

는 경우,국회 산정책처에서 연도별로 발행하는 ‘조세지출 산서

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 다.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항목이 연장되었는지 등 정비결과는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간추린 개정세법’,2012년도에서 2014년도의

조세지출 산서5),국가법령정보센터6)에서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의 연 ,국회의안정보시스템7)의 상임 원회 의결에 한 정보를 통

해 수집하 다.

이에 더하여,기획재정부의 일몰 도래안에 한 정비계획은 각 년

도 ‘조세지출기본계획’,‘세법개정안’에서,상임 원회 의결 결과 기획

재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달라진 부분에 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상임 원회 의결 후 보도자료’8)를 통해 악하 다.국회 산정책처

의 ‘조세지출 산서 분석’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과세·감면에

한 공청회 발표자료9)등을 통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에

5)2012년도에는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의 연장과 종료 감면액을 제시하

고 있으나,2013·2014년도는 어떤 항목이 연장되었는지 나타나지 않는

다.

6)http://www.law.go.kr에서 조문의 연 을 통해 확인하 다.

7)http://likms.assembly.go.kr

8)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의 보도자료에서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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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종류 수집방법

조세지출 제도와

법령의 변화
조세특례제한법,국가재정법

조세지출

항목과 액
조세지출보고서,조세지출 산서

일몰 도래 시

조세지출 정비 계획
조세지출기본계획,세법개정안

일몰 도래 시

조세지출 정비 결과

간추린 개정세법,조세특례제한법 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타 설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비과세·감면 황과

정비방안(국회 산정책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표 1>자료의 종류 수집 방법

한 구체 인 정보를 수집하 다.

재 공식 으로 산안에 첨부되는 조세지출 산서 상에서는 일

몰 도래하는 조세지출 건에 한 정비결과와 계획이 2012년도 조세

지출 산서에만 포함되어 있다.국회 산정책처에서 2009년과 2013

년에 발간한 비과세·감면 황과 정비방안10)을 통해 일부 연도에

한 항목별 타당성여부를 단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3)정책의 효과 분석

조세지출제도의 변화와 련하여,2007년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통제,2010년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이 조세지출의 항목 수와 액

9)박기백(2006),김학수·박노욱(2013), 병목(2014).

10)정지은(2009).2009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항목 운용 황.

김 철 외(2013).비과세·감면 황과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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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지표와 일몰도래 시 연장되는 비율에 향을 미쳤는가를 단

시계열분석 후의 집단으로 나 어 집단 간 평균 분석을 실시

하 다.수혜 상의 특성에 따라 제도의 변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는지 분석하기 하여,수혜자가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

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 다.

제 2장 이론 논의 선행연구 검토

제 1 조세지출의 개념과 필요성

조세지출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우 세율 용,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포 하여 이르는 말”로 규정되어 있다.유한욱(2012)은 “일반 과세원

칙에서 벗어난,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

로, 병욱·최보람(2013)은 “조세의 정상 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

가세입의 감소”로 정의한다.OECD(1996)는 조세지출을 “ 체 조세

체계에서 기 조세체계(benchmarktaxsystem)나 표 (norm)을 벗

어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기 조세체계를 구성하는 항목은 세

목별 과세 상,세율구조,과세구간,과세기간,회계 행에 따른 규

정,행정효율을 한 규정,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데,이 기

조세체계를 벗어나는 모든 항목은 조세지출이 된다.

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에서는 국가별로 조세체계와 발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국가 간 조세지출의 범 에 한 기 이나 원칙이

합의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각국이 조세지출의 범 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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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 태 내 용

직

감

면

-비과세 특정소득을과세 상이되는소득에서제외

-소득공제 소득 액에서일정 액을차감

- 율과세 일반세율보다낮은세율을 용

-세액감면
신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제외

-세액공제 투자 액등의일정비율을납부할세액에서차감

-기타감면
근로장려세제,부가가치세 세율·면제등 다른직

감면유형에속하지않는감면방법

<표 2>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형태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세지출에 한 정의가 가변 임에

따라,한국의 조세지출 산서 작성 시에도 2013년도까지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닌 개별법에 근거한 비과세·감면을 비망항목으로 분류하

으나,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에서는 개별세법상 비과세·감면도

특성에 따라 조세지출에 포함시켜 조세지출의 범 를 넓히고 있

다.11)

조세지출 방법으로는 구 인 세수 감소를 의미하는 직 감면과

과세를 연기해주는 간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직 감면의 종류

로는 비과세,소득공제, 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가 있다.간

감면의 종류는 비 ,과세이연,이월과세가 있다.각각의 의미는

<표 2>와 같다.

11)OECD(1996)에서 제시한 조세지출의 특성인 특정성(특정 산업 경제

활동에 혜택 제공), 체가능성(특정 정책목표를 해 사용되며 다른 정

책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폐지가능성(행정 으로 폐지 가능)과

입법취지,연 등을 감안하여 개별 으로 단하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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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감

면

- 비

기업이 특정한 목 을 하여 비 을 사내 립하

는 경우 그사내 립 을일정기한손비로 인정하

여과세를연기

-과세이연
자산을 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

분시 까지과세를연기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않고,법인이그출자받은자산을처분시까지

과세를연기

자료: 한민국정부(2014).2015년도 조세지출 산서.p.3에서 재구성.

조세지출의 필요성 효과와 련하여, 정 외부효과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특정 경제행 를 장려하기 하여 보

조 이나 조세지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사용되는 보조 이나

어드는 세수 이상의 생산자나 소비자 잉여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이다.그러나 조세지출과 보조 어떤 것이 더 효과 인

방법인가에 해서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박기백·정재호(2003)는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

을 감소시켜 으로써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조세지출로

보고,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이용하여 시사 을 제시하

다.부분균형모형에 따르는 경우,조세감면의 상이 간재인지 최

종재인지에 따라 정책의 혜택 귀속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

았다.일반균형분석의 결과,재화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 공 이,사유재의 성격이 강한

경우 조세지원을 통한 간 인 지원이 효율 이라고 보았다.

김민정·문명재·장용석(2011)은 두 정책수단이 기업의 신 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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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여부에 미치는 향의 크기를 기업과 소기업으로 나 어

비교함으로써,보조 과 조세지출 어떤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더

효과 인지 분석하 다.분석 결과 조세지출의 효과가 보조 보다

크며,창의성이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기술 신일수록 조세지출이

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Ahmed(2001)는 신고 주의 투자이론

과 제조분야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정책수단을 비교하

다.자본비용을 통한 조세정책(taxpolicy)과 공공투자를 통한 지출

정책(expenditurepolicy)이 모두 효과가 있지만,조세지출이 직 지

출보다 민간투자를 부양하는데 더 효과 이라고 보았다.

조세지출은 재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와 련해 공평성 측면에서도 논의된다.김우철(2013)은 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소득재분배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해

25개의 비과세나 감면 항목과 조세지출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소득

에 따른 조세지출 편 도를 연구하 다.결과 으로 개인연 축

등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조세지출의 혜택은 소득세보다 덜 진

인 것으로 나타났다.Chetty,Hendren,KlineandSaez(2013)는 미

국의 각 주별로 조세지출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조세지출이 세

간 계층이동,즉 경제 기회(economicopportunity)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 다.조세지출 체,주택 출에 한 이자감면,

소득세 진구조 등이 경제 기회 확 와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구(2011)는 조세지출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이 고소득층이기 때

문에 암묵 인 보조 혜택이 돌아가 ‘역 된 보조’로 불린다고 하며

조세지출의 공평성 측면의 문제를 지 하고 있다.최미희·최종국

(2012)의 연구에서도 조세지출과 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사

후 리 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입법의 기 이 불명확하고 사후 리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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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개정으로 연결되지 않아 납세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래되

고,조세 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 2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과 효과

조세지출은 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세수를 이

고,세제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다.

시장의 기능을 해하는 것과 더불어 불공평한 세 부담과 불투명한

운 의 문제를 발생시킨다.이에 한 통제 방안으로 조세지출 산

제도의 도입이 논의 되었다.한국에서는 특히 OECD가입 WTO

체제 출범으로 인해 국제규범의 범 내에서 지원을 유지하기 하

여 조세지출제도에 한 정비가 필요했다(임주형,1997).

외국에서는 1960년 부터 조세지출과 련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1968년 재무성의 연차보고서로,1974년에 산회계법에서 정

식으로 도입하 고,독일은 1959년에 산상의 보조 에 한 보고

서를 작성한 이후 1967년 법률안으로 규정하 다.캐나다는 1979년

재정개 의 일환으로 조세지출 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박상훈,

2002).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를 2010년부터 조세지

출 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세지출 산제도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 련 명세서인 조세지출 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로,

직 ·당해·다음 연도의 3개년의 조세지출을 상으로 작성한다12).

조세지출 내역을 산의 기능별 분류기 에 따라 작성,공표하여 재

정운 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세출 산과 연계하여 통합

12)2015년도 조세지출 산서상 정의와 작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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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리함으로써 재원을 효율 으로 배분하는 데 목 이 있다.

한 지원목 을 달성하 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하여 효율 인 조세감면제도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과 효율 운용방안에 한

연구가 1999년을 후하여 이루어졌다(임주형,1997;박상훈,2002;

이해 ,2003;이유정,2004).이후 조세지출제도의 정비 효과와 개선

방안에 련하여 각종 지표를 이용해 평가하고 조세지출 산제도의

문제 을 제시하고 있다.박기백(2006)은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

화시키고,세제의 립성 형평성을 해하고,일몰제도 등 통제

장치가 실효 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 하 다.김주희

(2013)는 조세지출규모가 왜곡되어 있거나,조세지출 산서에 포함

될 항목의 기 이 불명확한 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회 산정책처는 매년 ‘조세지출 산서 분석’을 발간하여 조세지

출 항목의 변동내역과 감면액의 추이를 분석하고,제도상의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조세지출 운용에 해 체 항

목 뿐 아니라 근로자나 농어민,취약계층 등 수혜 상별로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다.그리고 조세지출의 잠정치와 실 치의 차이를 비

교해 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과,일몰 도래 시 연

장 비율을 악해 정비 노력이 부족함을 지 하 다(신항진 외,

2012). 병욱·최보람(2013)은 조세지출액이 GDP와 재정지출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외국과 비교분석하여 미국,캐나다, 국에 비해 낮

은 비율을 보임을 확인하 고,2009년을 기 으로 조세지출 총액이

축소되었음을 보 다. 한 분야별로 각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복

지분야에서 조세지출이 상 으로 은 비 을 차지하 다.

김성태·유한욱(2013)은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 추이를 조세지출

항목 수와 체 규모 일몰 도래 조세지출항목의 정비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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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항목 작성의 일 성이 결여되고,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비

이 낮아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조세지출제도가 복잡하고,일몰이

연장되면서 제도 수혜 상이 변경되어 계량 인 분석방법으로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단하 다.

따라서 제도 분석에 을 두고 기업규모별,소득별,산업별로 구

분하여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 다.신승근(2011)은 지

방세지출 산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운 내용을 제도의 도

입목표에 따라 투명성,효율성,형평성,기득권화·고착화 방지,과세

기반 확충 측면에서 분석하 다.지방세지출 산을 통해 많은 혜택

을 받은 상 100개 단체를 상으로 하여, 2004년에 감면 액의

55%를 이 단체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착화 방지를 분석

하는 방법으로 일몰기한을 수하 는가를 검토하 는데,2006년과

2009년에 종료된 실 은 없거나 미미하여 고착화를 방지하는 효과

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제 3 정책의 지속성과 정책특성

조세지출에 한 정비와 조세지출 산제도와 련하여,일몰이 도

래하는 항목에 한 행 연장이 꾸 히 문제로 지 되고 있다.

왜 일몰 도래 시 종료되지 않고 연장 는 혜택이 축소되어 연장되

는지에 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일몰이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

게 나타난다(최미희·최종국,2012).

조세지출에 한 정비는 조세지출이라는 정책수단이 효율 으로

운 되어 다른 수단에 비해 우 가 있을 때 사용되고,실효성이 없

는 경우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조세지출의 지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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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일몰이 도래하 을 때 단을 통해 검토

하는 것이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 효과를 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몰법(sunsetlegislation)은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로그램에

하여 의회가 로그램이 지속되도록 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

결되도록 설정한 것에서 시작하 으며(류지성,2007),한국의 조세특

례제한법상 조세지출에는 171개 항목 141개에 일몰규정이 설정

되어 있다.13)조세특례제한법에 일몰규정을 둔 것은 조세지출항목이

일정기간을 경과하면,원 에서 다시 검토하여,존속의 필요성이 증

명(sun-rise)되지 않으면 폐지(sun-set)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조세지출이 지원목 을 달성하거나 실 이 미미하여 더 이상 유효

하거나 타당하지 않으면,폐지하여 조세수입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하혜수(1999)는 미국의 일몰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 으로 폐지기

의 수(bodycount),행정 리방식의 개선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 다.이삼주(2009)는 일몰제도의 강 이 종결이나 종결 에 있

으므로 지방세 감면에 한 일몰제 성과를 평가하는데 폐지건수 자

체가 요한 기 이 된다고 보았다.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 결과 일몰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한 평가기 도 일몰도래 시 폐지된 비율과 폐지된 액으로 측정

하는 것이 기 이 될 수 있다.특히 조세지출과 련하여서는 수혜

상이 정해져 있고,미국의 일몰제도와 같이 기 의 효율성을 통해

존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지원목 이 달성되면 폐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에서 종료되는 비율이 요하다.

13)개별법상 조세지출에는 체 47개 6개 항목에 일몰규정이 있다(김

철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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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수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Berry,Burdenand

Howell(2010)은 의회의 당 비율의 변화가 법률 제정 후에 연방의

로그램의 지속성(durability)과 크기(size)에 향을 미친다고 분

석했다.PostandPierson(2005)은 1967년에서 2003년 동안의 223개

의 조세지출항목 데이터를 구축하여,정책특징(policycharacteristic)

과 정치 조건(conditionsatenactment)이 조세지출의 존속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결과 으로 정책이 더 좁은 집단

(consolidatedinterestgroup)을 상으로 하고,오래 지속되었으며,

분 정부 상황에서 성립된 조세지출이 폐지될 가능성이 다는 것

을 밝혔다.Haselswerdt(2014)는 보조 과 조세지출을 비교하여 어

떤 것이 폐지에 더 취약한지(vulnerabletoelimination)분석하 고,

조세지출의 수혜 상의 크기와 액이 폐지가능성에 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이 연구에서는 수혜 상의 크기를 구분할 때 기업

(corporate)에 련한 조세지출의 경우 수혜 상이 좁은 것으로,공

공의 이익(publicinterest)을 한 조세지출은 수혜 상이 넓은 것으

로 설정하여 공공의 이익(publicinterest)을 한 조세지출이 더 폐

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한국에서는 정지은·김상

헌(2009)이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을 용하여 조세지출의 수혜 상

의 범 특징을 구분하고,조세지출법안이 상임 원회 의사결정

에서 존속 는 폐지되는지 분석하 다.그 결과 조세지출의의 수혜

자가 특수이익집단이고,조세감면규모가 클수록 조세지출 항목이 존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Wilson(1986)에 따르면,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인지된 비용

(perceived costs)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이 분산

(distributed) 는 집 (concentrated)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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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산 비용 집

편 익

분 산

정치

(Majoritarianpolitics)

기업가 정치

Entrepreneurialpolitics

편 익

집

고객정치

(Clientpolitics)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politics)

<표 3>정책문제와 정치유형

출처:Wilson(1986).AmericanGovernment:InstitutionandPolitics.p.430.

조세지출은 그 혜택이 수혜자집단에 귀속되고,비용은 조세의 형태

로 국민들에게 분산된다는 면에서 고객정치(clientpolitics)에 해당한

다.이 때 이익집단은 편익을 얻기 해 자원을 투입하고,행정부와

입법부에 직 는 간 으로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

익을 유지시키고자 할 것이다.그러나 한국의 조세지출 산서 상 조

세지출의 수혜 상을 분석해보면,그 상이 내국인 등 체 국민인

경우가 있어 이때는 편익이 분산되어 정치의 양상이 타나날 수

있다(정지은·김상헌,2009).조세지출 에서도 편익이 얼마나 집

되어 나타나느냐에 따라 정치의 과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지 까지 조세지출의 필요성 조세지출 산제도의 효과,조세지

출의 지속성 수혜 상의 특성에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 으며,

조세지출과 련된 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한 연구

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국내외 선행연구를 정

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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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검토

연구주제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조세지출 산제

도의 효율 운

용방안에 한

연구(박상훈,

2002)

문헌연구,

비교분석,

해외사례

조사

조세지출 조세지출 산제도에 한개념,유

형,규모추정에 한연구를정리함.선진국(미

국,독일,캐나다, 국)의 조세지출 산제도에

해비교분석함.정확한개념정립,범 설정,

세수손실법의채택,제출을법으로강제할필요

가있다고주장함.

2

WTO체제 하의

조세지원제도개

선에 한 연구

(김성수,1998)

문헌연구,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과 내재

문제 으로 이익집단의 압력과 감면의 항구화,

지원수 이지원 상에따라불공평함을지 함.

특히WTO체제하에서보조 역할을하는조

세지원구조재편과국내기업의피해최소화

책이 요구된다고 .개선방안으로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효율성 제고,일몰제도를 통한

한시성확보를제시함.

3

조세지출 산제

도의 도입에

한 연구(임주형,

1997)

문헌연구,

비교연구

조세지출 산제도도입의효과와운용방법을모

색하기 하여OECD회원국 6개국의운

체계와 방식을 비교함.각국의 기 조세제도가

상이하고납세자의행태변화와상호작용하여효

과추정이 어려우므로 조세지원규모의 해외노출

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선진국에서 동 제

도가재정운용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시키는

역할을 하며,제도 도입시 내용을 공포하여검

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함.제도도입을

한선행연구로서의미를찾음.

<표 4>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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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지출과 산

지출의 계에

한 이해(김상

헌,2008)

문헌연구,

제약하의

효용극

화 분석,

실증자료

제시

외국의연구가의회의 원회구조맟의사결정

과정에 을 맞추나,한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비하여우 에있는 을고려하여 산

지출과조세지출을비교함(증가율).분석결과

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규모가 커지고,안정성

면에서도우월하다고결론내림.

5

국가재정법상조

세지출 산제도

의 황과 개선

방안 분석(병

욱,2013)

문헌연구,

실증자료

의제시

조세지출 산제도의도입배경과단계 과정을

고찰함.조세지출 산제도 도입 이후의 운용실

을국세감면액 국세감면율,세목별·기능별

조세지출 규모를 통해 악함.조세지출 산서

작성과 련하여조세지출의정의와범 ,추정

곤란으로기재한항목의비율과규모추계의정

확성,세출 산과의연계,일몰정비내역 계

획의 제시 등의 면에서 발 하 다고 .조세

감면평가서·건의서의 공개와 액 추계의 정확

성제고를 해추계기간확장과신고서식개선

을방안으로제시함.

6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조세

지출 황의 비

교 분석(병

욱·최보람,2013)

문헌연구,

외국 황

과의

비교연구

OECD의 기능별 기 에 따라 외국의 조세지출

항목을 재분류하여 분석함.세부항목이 제시되

는지여부에따라구체 으로구분하거나기능

별로집계하여,GDP 비 재정수입 비비

율과기능별비율을비교함.그결과한국조세

지출액의 GDP 재정지출 비 비율이 주요

국보다낮으며,사회보장과보건기능이낮았음.

조세지출규모의추세는2009년기 으로증가에

서감소로 환하 다고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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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지출의효율

리방안(김

성태·유한욱,

2013)

문헌연구,

제도분석

조세지출의 황을항목수, 체규모,주요항

목,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측

면에서제시하고기 정립,재정규율의강화,평

가체계구축,정보공개확 의정책방향을제시

함.법인세와소득세 련한조세지출을기업규

모별,소득별,산업별로구분하여평가함.

8

조세지출 산제

도 리실태와

효과성 분석(김

주희,2013)

문헌연구,

차이분석

다

회귀분석

조세지출보고서 산서상항목수변동내

역,조세지출액,감면방법별·수혜자별귀착,세목

산분류기 별 황을제시함.조세지출

산서의 정확성과 범 문제,조세감면 건의서·

평가서의형식화와비공개문제를지 함.조세

지출항목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시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선정해

기업재무자료를사용해분석함.그결과배당성

향에차이가발생하나투자율에는유의미한차

이가 없었으며,다 회귀분석 결과 조세혜택

액을투자율과음의 계를보 고,고용변화율

에는 향을미치지않았다고 .

9

지방세감면일몰

법의 성과와 효

율 운 방안

(이삼주,2009)

문헌연구,

제도 후

의비교

지방세감면일몰법의성과를폐지건수,조세지

출총액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 비 지방세

감면액의증가율로비교하여효과가일부나타

난것으로분석함.

10

지방세지출 산

제도에 한 연

구(신승근,2011)

문헌연구,

사례연구,

서면분석,

인터뷰

제도의도입목 에따라네가지기 으로분석.

투명성은추계정확도 지방세지출증감,효율

성은 특정단체 복지원,형평성은 수혜단체를

경제주체별로분류,기득권화·고착화방지는 지

방의회회의록분석과일몰기한 수여부,과세

기반확충은비과세·감면추징액의변화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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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분석함.투명성과과세기반확충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나 다른 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개선노력이미흡하다고평가함.

11

조세지출법안에

한상임 원회

의사결정에 한

연구(정지은·

김상헌,2009)

문헌연구,

이항로짓

분석

1999년에서2008년도조세지출보고서상의조세

지출항목을 상으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

조세감면규모와 수혜자집단의 특성을 독립변수

로,조세지출의 존속 는 폐지의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설정하여실증분석함.수혜자집단이

특수이익집단이고 조세감면규모가 클수록 항목

이존속할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도출함.

12

TheLifespanofa

Tax Break :

Comparing the

DurabilityofTax

Expenditures and

Spending

Programs (

Haselswerdt, J.,

2014)

문헌연구,

생존분석

(Cox

duration

model)

CFDA(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에서 데이터셋을 수집,조세지출과

직 지출, 로그램연령,수혜자의범 를독립

변수로, 로그램이 폐지되는지 여부를 종속변

수로분석함.조세지출이직 지출보다,수혜자

의 범 가 좁을수록 더 폐지되기 쉽다는 결론.

수혜자 범 가 넓은 것으로 사회복지 로그램,

좁은것으로기업을 상으로한 로그램이용.

13

How a Law

StaysaLaw :

TheDurabilityof

U.S.TaxBreaks,

1967-2003(Post

&Pierson,2005)

문헌연구,

로짓모형

1967-2003년기간동안의223개의조세지출

로그램데이터를 상으로연구.수혜자그룹,분

정부인지, 로그램의존속기간을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로그램의폐지가능성을종속변수로

분석함.결과 으로좁은집단을 상으로하고,

오래 지속되었으며,분 정부 상황에서 성립된

조세지출이폐지될가능성이 다고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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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fterthePublic

Interest

Prevails(Patashni

k,E.,2003)

문헌연구,

사례연구

일반 , 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책개 으로

세제개 ,농업보조 ,항공규제완화가입법이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함.항공규제완화만

지속가능하고강화되는흐름을보임.개 은그

자체뿐만아니라이후의상황을주시해야하며,

제도 인 비와피드백이지속성에기여할수

있다고 .

15

Tax expenditure

budgets, budget

policy,and tax

policy:Confusion

in the

states(Mikesell,J.

L.,2002)

문헌연구

조세지출 산의 운 황을 비교하기 하여,

미국33개주의조세지출보고서를검토함.온라

인제공여부,정보가제공되는조세지출의범 ,

작성주기, 산안과함께제공되는지여부,포

함되는정보의년수에 한정보를수집하여분

석함.조세지출 산을운 함에있어,기 이되

는기본조세구조개념을정립하는데 심을두

어야하고,보조 (직 지출)과연계하여재정을

효율 으로 리해야함을지 함.

16

AfterEnactment

:theLivesand

DeathsofFedral

Programs(Berry,

Burden, &

Howell,2010)

문헌연구,

회귀분석

1971-2003년 사이의 FederalDomestic 로그

램이제정이후어떻게되었는지패 데이터를

구성해 회귀분석함.의회의 당 비율이 로그

램의 지속성과 크기에 향을 미침.의회의 다

수가의석을얻으면기존정책이지속되고크기

가커지나,잃는경우반 의결과가나타남.

17

Do Tax

Expenditures

Create Framing

Effects?Voluteer

Firefighters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조세지출 분석(taxexpenditureanalysis)은

차 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지출 로그램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실질 으로 통제하기

어려운이유를 이 효과(framingeffect)로

설명함.조세지출은 경제 으로 직 지출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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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Exemptions,and

theParadox of

TaxExpenditure

Analysis(Zelinsky

,E.A.,2004)

일할수있으나,사람들은다르게인식함으로써

조세지출이선호될수있음을자원 사소방

원에 한재산세면제에 한설문조사결과를

통해보여 .

18

A Test of

RelativeEfficacy

of Tax

Expendituresand

D irect

Expenditures:A

Neo Classical

Approach(Ahmed,

Q.M.,2001)

신고

투자이론,

시계열데

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개인의 비거주용 투자(non-residential

investment)를 진하기 한 직 지출(direct

expenditure)과 조세지출(taxexpenditure)의 경

제 효과(economicapproach)를연구함.두정

책이모두효과가있으나,조세지출이민간투자

를부양하는데더효과 이라고 .조세지출

의혜택이세 감면이없더라도투자할사람에

게귀속된다는결과를얻음.

제 4 선행연구의 의의 한계

선행연구에서 조세지출의 황과 련하여 항목의 수,조세지출의

규모,일몰 도래 시 연장되는 항목의 수,항목별 크기 추정곤란

의 비율 등을 분석하 다.그러나 이는 조세지출과 련한 제도의

운 시 개선책을 제안하기 해 황과 문제 을 지 한 것으로,

이러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세지출을 통제하는 제도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조세지출에 한 정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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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산제도 각종 법률이 변화된 후 시간이 지났지만,경험

·제도 차원에서의 논의 외에 실증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활발하

지 않은 것이다.

간 으로 조세지출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측면에서 논의가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병욱·최보

람,2013),이 연구에서 조세지출규모가 2009년 기 으로 어든다고

분석하 다.김성태·유한욱(2013)과 김주희(2013)의 연구에서 조세지

출보고서 산서에서 항목의 수와 액으로 황을 보여주고 있

으나,각각 항목의 수가 상이하고, 액도 차이가 있다.이는 조세지

출 산서 상에서 작성 기 이 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일

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조세지출 산서

의 작성 시 년도의 실 ,당해년도의 잠정치,다음 연도의 망치

를 사용하므로,이 어떤 액을 사용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 변

화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

조세지출의 효율 인 리를 해서는 조세지출의 지속성과 련

하여 일몰 시 어떤 단을 내리는가도 요하나 이에 한 연구도

많지 않다.정부는 조세지출 항목의 근거 법률의 일몰기한 도래 시

종료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나,실제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

는지,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되는 정도가 개

선되었는지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세지출제도의 요성에 비해 조세지출에 한 양 연구가 활발

하지 않은 것은 제도 정비 후 효과를 비교할 만큼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조세지출에 한 실증 인

정보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다.따라서 조세지출의 액 일몰 시

정비에 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 된 기 으로 정리

하고,조세지출 통제제도가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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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세지출에 한 통제와 변화

제 1 조세지출에 한 의사결정과정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3월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

도의 조세지출에 한 기본 운 방향을 발표한다.14)소 부처에서

는 운 방향에 따른 조세감면의견서와 건의서를 제출한다.기획재정

부와 문연구기 은 조세감면의견서와 건의서를 5월 말까지 평

가15)하여,기획재정부에서 8월에 세법개정안을 작성하여 확정하고,

조세지출 산서와 함께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국회에서는 정부

산안 세법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이 사이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16)하여 비과세와 감

면에 한 정비방안을 토의하고,국회 산정책처에서 세법개정안과

조세지출 산서에 한 분석 자료를 발간17)한다.개정된 법안에 따

라 시행령 등에 한 추가 인 개정이 다음해에 이루어진다.의사결

정 자료 분석 과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4)2014년 3월 25일 발표된 ‘2014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는 조세지출

황과 과제, 내외 여건과 분야별 운 방향,조세감면·건의서 작성지침

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조세지출항목 230개를 소 부처에 따라 357개로

세분류하여 하나의 감면제도에 여러 부처가 련되는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소 부처를 지정함으로써,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

다.

15)‘2013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조세연구원이 평가

를 담당하고,‘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

연구기 이 평가를 담당할 것으로 되어있다.

16)2013년 6월 26일,2014년 7월 1일에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향에 한

제언을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17)국회 산정책처(NABO)에서 발간하는 분석 자료에는 조세지출 산서

작성의 변화와 문제 ,통계상의 오류,개선방안,조세지출 항목별 특성

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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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리 주체 시기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3월

조세감면 건의서 의견서 소 부처 4월

비과세·감면 개편에 한

제언(공청회)
조세재정연구원 6월

세법개정안 작성 발표 기획재정부 8월

세법개정안 확정,

조세지출 산서 포함 산안 제출
기획재정부 9월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 산정책처 10월

조세지출 산서 분석 국회 산정책처 11월

심의확정 국회 12월

시행령 등 개정 기획재정부 다음해

<표 5>연간 조세지출에 한 의사결정 시기 주체

제 2 법률상 조세지출에 한 통제

1.조세감면규제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환

1960년 경제개발 기 단계에서,여러 가지 비과세와 감면 제도

가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해 사용되었다.1965년 12월 20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실시하면서 필요로 하는 재정을

충당하면서도 축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세감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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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 제정되고,조세지원책이 사용되었다.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기한을 같이 하여 종료시한을 5년 단 로

연장하면서 5년이 지나면 법률 체가 종료되는 한시법으로 시행되

었다(이태희,2006).

OECD에 가입한 후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이 요해지고,

WTO체제 하에서 조세지출에 한 정비가 강조됨에 따라,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환하 다.여러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조세지출에 한 법률을 정

비하고 통합하 으며, 체 법은 종료가 정된 바 없이 존속하고

일몰제도가 도입되어 개별 법률 조항에서 용시한을 정하 다.

2.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

조세지출에 한 정비를 강화하기 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률로 환하는 것과 더불어,국민의 정부는 조세지출 산제도의

도입을 100 개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에 극 이었다.

1999년 시작된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지출 실 을 심으로 작성하

여 제출되었다.그러나 동 보고서에 따르면,정부는 조세지출 감면

통계자료가 확보되고 액을 추계하기 한 기법이 개발되면 조세

지출의 실 과 망을 동시에 발표하는 ‘조세지출 산’으로 발 시

켜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단계 도입계획에서는 1999년

에는 직 세 항목,2000년에는 직 세와 간 세 항목에 해 추계치

를 제시하고,2001년부터는 다음해의 망치까지 제시할 정이었다

( 병욱,2013).실제로는 2010년부터 다음년도 망치까지 포함한 3

개년도에 한 조세지출 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하 다.

조세지출 산서는 조세지출을 산의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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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 다.2007년 시

행된 국가재정법 제27조와 제34조에 따라,2011년도 부터는 산안

첨부서류로 조세지출 산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 다.18)2013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조세지출 산서에 한 구체 인 내용은 국가

재정법 제27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 2로 이동하여 규정되

어 있다.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19)에 따라 조세지출 산서

를 작성하며,세출 산 항목별·세목별·감면방법별 분석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다.

결과 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의 형태로,

2010년도부터는 조세지출 산서의 형태로 조세지출 산제도가 시행

되고 있다.조세지출 산제도의 형태,강제성 여부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조세지출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일률 으로 정의하기 어렵

다.단,우리나라의 경우 최 시행 시에 조세지출 산서로의 단계

이행을 정하고 있었으므로,2010년에 조세지출 산제도가 계획

한 형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신 임 외,2011).

3.국세감면의 제한

국가재정법에서는 조세지출 규모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국세감면율

을 제한하고 있다.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 시행

령 제41조에는,기획재정부 장 이 국세감면율20)이 일정 비율 이하

18)국가재정법 제27조 ① 기획재정부장 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

액공제·우 세율 용 는 과세이연(課稅移延)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 회계연도 실 과 당해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

조세지출 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 2(조세지출 산서의 작성)

20)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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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포함한 총 국세수입 정액 비 국세감면액의 상

인 비율을 의미한다.국세감면율 한도는 직 3년간 국세감면율 평

균에 0.5%p를 더한 비율로,국세수입 비 조세지출액의 비율이 추

세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지출 액 증가를 억

제하고자 하는 권고의 기능을 한다.제한을 지난 3년간 평균 국세감

면율을 기 으로 하여 이 국세감면율 추이에 따라 한도는 향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제88조 제2항 동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앙 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면액을 보

충하기 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 에게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때는 해당분야 문기 의 의

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조세지출 항목의

신설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을 이고, 문 이고 합리성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4.조세지출의 사 ·사후 리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

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국세수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결산을 작성하기 이 회계연도의 국세 수입총액은 법 제33조

의 산안 국세 세입 산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 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

조의 2에 따른 조세지출 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법 제88조 제1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

율을 말한다.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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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135조

에서는 조세지출기본계획,조세감면건의서 작성,조세감면 결과에

한 평가로 사 ·사후 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장

은 매년 3월 말까지 조세지출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앙

행정기 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조세감면의 목 ,효과,세수효과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 으로 앙행정기 의 장은 용기한이 종료되거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범 를 확 하고자 하거나 조세지출기본

계획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하여 조세감면의

효과 존치여부에 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 장

은 분야별로 일 한 평가가 필요하거나 감면액 증가가 상되는 경

우,심층 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종합 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조세지출에 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일정규모 이

상의 신규감면을 건의할 때 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일몰

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

지할 계획21)으로 조세지출에 한 사 ·사후 평가는 모두 강화될

정이다.

제 3 조세지출 련 제도의 시기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의 주요 변화

를 나타내면,<표 6>과 같다.

21)기획재정부(2014),2014년 조세지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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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1999년 2007년 2010년 2013년

주요

변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

-조세지출

보고서

작성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의

제한

(국세감면율

한도제)

-조세지출

산서

작성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비과세 정비

강화 방안

발표

<표 6>시기별 조세지출 련 제도의 주요 변화

연구의 상이 되는 2001년 이후,조세지출과 련한 가장 큰 제도

의 변화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의 제한과 조세지출 산서

의 작성이다.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 규정 조세

감면에 한 사 제한은,조세지출을 신설하기 해 기존 감면을 축

소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조세지출 액의 감소 행화

된 일몰의 연장이 합리 으로 심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 다.

2010년부터 시행된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 한 정보의 제공과 투

명성 강화함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변화이다.기존과 달리 조세지출 액의 다음해 망치까지 제시하

고,기능별 분류가 아닌 산안과 연계하여 조세지출을 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통제가능성을 높인다.

최근에는 제도상의 변화는 아니나,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

서 공약가계부22)를 작성하여,국정과제에 필요한 134.8조원의 재원

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하 다.주요 내용은 직 인 증세는 지양

22)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발

표(2013.5.31.)기획재정부, 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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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을 두어,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를 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

칙 으로 종료하되,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하고,일몰도래

1년 부터 문기 등을 통한 엄 한 성과평가 실시할 계획을 밝

혔다.2013년 시 에서는 제도의 변화보다는 통령 행정부의 재

원마련에 한 의지로 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10년의 통제제도의 변화에 주안 을 두

고,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논의한다.

제 4장 연구 설계 분석 방법

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을 통제하는 제도의 변화가 조세지출을 정

비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조세지출을 정비하는 목

은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지출이라는 정책수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따라서 제도 변화의 효과가 나타난다

면 조세지출 항목의 수,조세지출 규모,일몰기한이 도래하 을 때

종료되지 않고 연장되는 비율 등에 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지속성에는 수혜 상의 특성도

향을 미칠 수 있다.이에 착안하여 일몰과 련하여,감면의 수혜

상이 특정 지역·업종·조직 기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변화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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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가설설정 분석의 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하여,조세지출의 통제제도가 변화한 사

건으로 ‘2007년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한도의 설정’ ‘2010년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을 선정하여,두 시 을 기 으로 조세지출

련 지표 상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조세지출 액 항목의

수 뿐만 아니라, 행 인 일몰 연장으로 인해 조세지출의 효율

운용을 해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조세지출 정비의 효과를

보는 변수로 조세지출 항목의 수,조세지출규모,일몰 도래 시 정비

되는 정도를 선정하 다.일몰기한 도래 시 정비되는 정도는 정비되

는 항목 수와 액의 비율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새로운 조세지출 통제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조세지출에

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두 시 을 ·후로 하여 각각 조세지출 항

목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 한 통제가 강화되면 일몰이

규정된 비율이 증가하여 주기 으로 조세지출을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와 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조세지출 항목 수가 감

소할 것이다.

<가설 2>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조세지출 항목 수 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조세지출에 한 통제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불

필요한 조세지출이 정비되어 조세지출 규모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기 된다.이와 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조세지출 규모가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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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 4>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국세감면율이 감소할 것

이다.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목 은 기득권화 되고 항구

화되기 쉬운 조세지출을 합리 으로 재평가하는 데에도 있다.조세

지출기본계획에서는 통제를 강화하기 하여 일몰규정을 신설하고,

일몰 기한이 도래하 을 때에는 종료의 원칙을 세우되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는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일몰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이 얼마나 정비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이와 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

출 종료되는 항목 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6> 조세지출 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

출 종료되는 액 비 이 증가할 것이다.

조세지출은 한 번 성립하면,그 수혜 상이 되는 집단이 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행 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문제가 존재한다.선행연

구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혜자 집단의

특성이 있다고 보았으며,그 수혜자의 범 가 특정되고 좁은가,일

반 이고 넓은가에 따라 구분하 다.연구결과는 수혜자집단이 특정

된다면 이익이 정 인 피드백으로 작용해 조세지출의 지속성을

증가시킨다 것과(Post& Pierson,2005),수혜자집단이 넓을수록

련된 이해 계가 커져 쉽게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Haselswerdt,

201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조세지출의 상의 범 가 다양함을 염두에

두고,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인지,일반 이고 제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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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분석틀

은지에 따라 조세지출항목을 분류하 다.특정 업종에 지원을 제공

하거나,수혜 상의 조직 기반이 있는 이익집단의 경우에는 조세

지출에 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정부 국회에 의사 달 로

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반면 수혜 상이 일반 근로자,사업자 등으

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임승차(free-riding)가 발생하기 쉬워

극 인 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 다.이를 확인

하기 하여 통제변수로서 수혜자집단의 특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조세지출 통제제도의 도입의 효과는 이러한 수혜자의 특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상된다.이와 련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7> 조세지출의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보다 일반 이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일몰 도래시 정비

정도가 더 강할 것이다.

<가설 8> 조세지출통제제도가 도입되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

출이 정비되는 정도는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

는 경우인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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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문제 가설을 바탕으로 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조세지출을 통제하는 제도의 변화의 효과를 조세지출 항목

수,조세지출규모,일몰시 정비정도의 변화를 통해 확인한다.그리고

수혜 상의 특성이 일몰시 종료되는지 여부에 향을 미치는지 고

려한다.

제 3 자료 측정

1.자료의 수집과 데이터의 구성

조세지출 항목의 수와 조세지출 액은 각 년도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 상의 액을 기 으로 수집하 다.23)2013년도 조세

지출 산서24)의 조세지출 항목을 기 으로 최 의 데이터를 구성하

고,각 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도래하여 연장이나 폐지의 의

사결정을 하 으나 2013년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추가하

고,일몰 도래한 이 없는 항목을 제외하 다.

그 결과 200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단한

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항목은 총 258개이다.조세특

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일몰은 1년에서 5년 단 로 도래하므로,한

항목에 한 단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를 고려하면,일몰이 도

래하여 단한 건수는 총 567건으로,같은 항목에 해 일몰 연장

23)조세지출보고서는 ‘2009년 조세지출보고서’까지 년과 년 액 2개

년 치를 당해연도에 작성하 고,이어서 2010년에 작성된 ‘2011년도 조

세지출 산서에서 2009,2010,2011년도 조세지출 액을 작성하여 년,

년,다음 연도 망치로 구성되어 있다.

24)2013년도 조세지출 산서부터 조세지출 항목의 순서를 법률조항의 순

서로 정리하여 다른 년도와 통합하여 작성 비교가 용이하도록 변화

하 다.



-35-

구분 항목 수 일몰도래건수

총 계 258 567

수혜자 특성

특정업종·지역·

조직 기반
159 362

일반 ·비제한 98 201

국가·지자체 1 4

수혜 상
소기업 51 114

농어민 30 75

<표 7>데이터의 항목과 일몰 련 단의 특성

후 다시 단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비슷한 항목으로 다시 법

률에 도입되어 단되는 것은 별개의 항목으로 구성하 다.25)

258개 조세지출항목별로 수혜자,조세지출보고서의 기능상 분류,

조세제한특례법의 근거법령, 산상 분류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

다.일몰 도래 시 단 종류를 기입하고,일몰 도래하는 항목의

조세지출규모는 조세지출보고서 산서상 당해 연도 잠정 액

을 기 으로 수집하 다.수혜 상에 따라 농어민 소기업을 따

로 표시하 고,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 다.항목 수 일몰도래 건수는 <표 7>과 같

다.

각 항목별로 일몰기한 도래 시 어떤 단을 하는가에 해 일몰종

료,혜택이 축소되어 연장,단순연장 되는 것으로 나 어 결정한 자

료를 수집하 다.

25)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09년 일몰로 종료되었으나 2012년 다시 일몰규정을 포함

하여 신설되어 2013년 말에 일몰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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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수의 설정

1)독립변수

2007년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조세지출 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 다.각 년도에 시

행된 통제 제도의 도입을 독립변수 설정하 다.국세감면율 한도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국가재정법의 시행과 함께 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2010년부터 작성된 2011년도 조세

지출 산서는 이 의 조세지출보고서와 달리 산안에 첨부되어 국

회에 필수 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산 항목별로 작성되어 재

정지출과의 연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는 에서 큰 변화임

을 밝혔다.

조세지출에 한 의사결정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국회와의 상호

작용 결과 연말에 법률의 정비로 마무리되므로,제도가 시행되는 해

의 연말부터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새로운 통제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2010년 시 을 기 으로 분석하 다.

2)종속변수

조세지출 항목 수는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상 항목 수

를 의미한다.조세지출 산서에서는 연도에 따라 개별법상의 감면을

비망항목으로 는 개별법상의 조세지출로 다르게 분류하고,종료되

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운 되는 조세지출에 한 정보도 포함하

고 있다.일 성 있는 비교를 하여 항목의 수에 비망항목은 포함

하 고,경과규정 인 항목은 제외하고 항목 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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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세지출 항목 수의 증감은 개수 자체의 증감뿐만 아니라 신규

폐지로 인한 증감을 수집 가능한 범 에서 추가하여 단하 다.

조세지출 항목 일몰이 설정된 비율은,연도별로 조세지출 항목

당해 연도에 일몰에 한 단이 이루어지는 항목의 비율로 설

정하 다.일몰 기한이 1년에서 5년으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므

로,기한이 짧을수록 단이 더 자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감안

되도록 하 다.

조세지출의 규모는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에서 연도별

로 보고된 국세감면액으로 측정하 다. 인 감면액뿐만 아니라

국세수입 비 상 인 규모도 요하므로 국세수입 비 국세감

면액인 국세감면율의 추이도 함께 측정하 다.국세감면율의 정의가

2007년에 변화하여,2007년 이 의 국세감면율을 새로운 정의에 따

라 산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하 다.조세지출의 범 산정방

식이 2012년에 변화함에 따라,변화 으로 가정하고 계산된 국세감

면액과 국세감면율을 이용하여 일 성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

다.

일몰 도래 시 정비의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항목 수의 비율,

액의 비율,연장여부에 따라 부여된 수의 평균값을 비교하 다.

조세지출항목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일몰시한이 도래하 을 때,이

를 정비하는 방법은 크게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연장은 하되

감면 비율을 낮추거나 수혜집단의 범 를 여 ‘축소 연장’하는 것,

그 로 ‘연장’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종료비율은 종료되는 비율

로,정비비율은 종료와 축소연장을 포함한 비율로 정의하 다.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항목 수의 비율은 당해연도 체 일몰 도래하는

항목 종료된 비율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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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액의 비율은 당해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

는 항목의 체 액 비 종료된 항목의 액의 비율로 정의하

다.항목의 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종료 축소연장되는 경우를 더

하여 정비되는 액의 비율도 악하 다. 액은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상 작성당해연도 잠정 액을 기 26)으로 단하 다.

조세지출보고서와 산서에서 여러 법조문의 항목을 합산하여 작성

한 경우에는,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정비계획 등 추가로 이용가능

한 자료를 활용하 다.

정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일몰정비결과에 따라 일몰연장

에 ‘1’,일몰축소연장에 ‘2’,일몰종료에 ‘3’의 값을 부여하여 평균값이

연도별로 정비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 다.평균값이 클수록 일몰

도래 시 더 많이 종료되거나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값을 부

여하여 제도의 도입 후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고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한다.일몰시 축소 연장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연장

과 종료의 간값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서열

의 의미로 ‘2’의 수치를 부여하 다.축소연장은 수혜자집단의 항

때문에 바로 종료하지 않고 감면비율이나 혜택의 범 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종료시키는 정도와 같지는 않으나 조세

지출정비에 효과가 있다고 단하 다.

3)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수혜자특성은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

반이 있는 경우와 일반 이고 비제한 인 경우로 구분하 다.선행

26)조세지출 산서의 시행으로 다음 연도 망치가 향을 수도 있으

나, 재 얻고 있는 이익의 크기는 다음 연도 정비가 반 되기 당해

연도의 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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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종·

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

회,조합 단체 등 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

특정업종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조직 는 기 을 지원하는 경우

특정 지구 는 지역을 지원하는 경우

일반 ·

제한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 는 사업소득자 체를 상으로 하는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체를 포 하는 경우

가입 상에 제한이 없는 경우

수혜자 집단의 특정성이 없는 경우

기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혜자집단인 경우

<표 8>수혜자 집단의 분류

연구에서 수혜 상이 좁고 특정되는지 여부를 분류하기 하여 수

혜 상자의 수(Post& Pierson,2005)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향력

을 행사하기 해서는 조직화될 가능성이 요하다고 단했다.

Hacker(2002)가 조세지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직 수혜

자뿐만 아니라 조세지출 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 것에 착안해,정지은·김상헌(2009)은 조세지출

수혜자를 직 수혜자만 포함한 경우와 간 수혜자까지 포함한 경우

로 나 어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는 직·간 수혜자를 구분하지는

않았으나,수혜자집단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것을 이용하 다.수혜자를 구분한 구체

인 기 은 <표 9>과 같다.

출처:정지은·김상헌(2009).조세지출법안의 상임 원회 의사결정에 한

연구.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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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으로 단 시계열 설계와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사용한다.단 시계열 설계는 동일한 단 (unit)로 특정

상이 반복되어 찰되거나 유사한 단 들에 한 반복된 찰이

가능할 때 이용할 수 있다(김병섭,2010).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

항목 수,규모,일몰도래 시 정비의 정도에 해 연도별로 추이를

분석한다.그 결과 특정 시 을 기 으로 후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단한다.

다음으로 일몰 시 정비의 정도에 해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실시한다.제도의 변화 연도를 기 으로 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종속변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두 집단의 일몰도래시 연장

종료에 한 정보를 포함하는 수를 ‘연장시 1’,‘축소연장시 2’,

종료시 ‘3’으로 부여하 고,값이 클수록 정비가 많이 이루어짐을 의

미한다.2007년과 2010년의 정책변화 후로 이러한 정비에 한

수의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정책시행 후의

연장에 한 단이 다른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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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분석의 결과

제 1 조세지출 항목 수의 변화

1.조세지출 산서 상 항목 수의 변화

2001년에서 2013년까지 조세지출 보고서와 산서 상에 작성된 항

목의 수는 <표 9>와 같다.2001년 이후 감소세에 있고,2008년에 30

개가 감소한 후 10개 내외의 변화를 유지하며 이 보다 낮은 수

에서 유지되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 다.즉,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2007년 이후로 감소하 으나,2010년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

다.조세지출의 항목 수로 통제제도 변화의 효과를 단한다면,

2008년부터 조세지출에 한 통제 강화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1

년에는 다시 효과가 감소하 다.

조세지출 항목의 증감은 증가의 수와 감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

다.이 때 증가는 당해 연도에 조세지출보고서· 산서 상에 새로 추

가된 항목의 수이다.항목의 추가는 조세지출 근거법률의 신설,기

존에 락되어 있던 항목의 신규 추가,항목의 분리에 의해 발생한

다.반면 감소의 수는 년도에 집계되던 항목이 년도에 제외된

것이다.항목의 제외는 조세지출 근거법률의 폐지,기존에 집계되던

항목의 임의 불포함,항목의 통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체 항목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항목 수의 변화 원인이

무엇인지 유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항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

여 리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통합 결과 조세지출의 정

비효과가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항목 수가 늘어난 이유가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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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항목이 포함된 것에 있는 경우,정보제공을 확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 인 효과도 있다.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항목

수
273 269 254 220 226 230 219 189 180 177 20122027)219

증가 47 9 11 4 13 9 27 14 15 31 30 - -

감소 4 13 26 38 7 5 38 44 24 34 6 - -

증감 42 -4 -15 -34 6 4 -11 -30 -9 -3 24 19 -1

신설 - - - - - 15 17 16 25 15 16 5 10

폐지 - - - - - 13 6 7 18 14 9 2428) 19

증감 - - - - - 2 11 9 7 1 7 -19 -9

<표 9>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수 추이

자료 :각 년도29)조세지출보고서·조세지출 산서

27)2013년도 조세지출 산서의 개요에서는 국세감면 항목수가 총 174개

(조세지출 153개,비망 21개)라고 황에서 밝혔으나,실제 작성된 항목

수는 총 220개이다.(조세지출 181개,비망 39개).

28)2013년도 조세지출 산서 상에는 폐지된 건수가 24건으로,2014년도의

조세지출 산서 상에는 21건으로 표시되어 있으나,2013년도 문서에서

폐지된 건수의 상세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24건으로 집계하 다.

29)2009년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 연도와 일치하며,2010년 수치부터는

당해연도(2010)에 작성된 다음연도(2011)조세지출 산서 상의 항목 수

임.2012년도와 2013년도 조세지출 산서에서는 개별법상 조세지출을 비

망 항목으로 분리하 으나,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부터 다시 통합하여

리함에 따라,일 성을 확보하기 하여 비망 항목을 포함하여 항목

수 계산함. 한 용종료 되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운 인 항목은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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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8년에는 축지원을 한 조세지출에서 6개를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으로,8개를 배당소득비과세 항목으로,3개를 배당소득

율과세 항목으로 통합하여 구분하는 등 항목조정으로 항목 수가

폭 감소하 다.통합 후에는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액이 합산되

어 표시되므로,통합 보다 조세지출 액을 세분화하여 악하기

어려워졌다.이는 투명성을 강화하고자하는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변화이다.

2011년에는 년에 비해 항목 수가 24개 늘어났으나,법률 자체의

신설에 의한 순 증가분은 7개이다.2012년에도 총 항목이 19개 늘어

났지만 법률상 항목의 신설과 폐지로 인해서는 19개가 감소하 다.

이러한 추이는 기존에 락된 부분이 추가되거나 항목이 분리된 것

으로 공개의 범 가 확 되는 정 인 변화이다.기획재정부도 기

존의 조세지출 산서에서 항목 수 증감 통계를 포함한 것과 달리

2013년 조세지출 산서에서부터는 신설 폐지된 항목의 수를

황에서 제시하고 있다. 체 항목 수 변동과 신설·폐지에 따른 항목

수의 변동을 분리하여 총 항목 수가 증가한 것이 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약화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9>의 신설과 폐지 부분을 보면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법률

에 근거한 조세지출의 신설과 폐지만을 고려한 항목 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이는 표면 인 총 항목수로 드러나

는 것과 달리 2007년뿐만 아니라 2010년의 조세지출 통제제도의 변

화도 조세지출의 신설을 통제하고,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

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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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항목

수
273 269 254 220 226 230 219 189 180 177 201 220 219

일몰

도래
20 17 79 7 24 55 22 34 87 50 42 90 34

비율 0.070.080.310.030.110.240.100.180.480.280.210.410.16

<표 10>조세지출 항목 수 비 일몰 도래 항목 수 비율

2.일몰 기한 도래 항목 수의 변화

조세지출에 한 통제를 강화하기 해서는 항목 수 자체를 이

는 것뿐만 아니라 법조문에 일몰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속 여부

에 한 단이 주기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요하다.연도변

로 조세지출항목 수 비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의 비율을 검

토한 결과는 <표 10> <그림 2>와 같다.

자료:각 연도 조세지출 보고서·조세지출 산서,참여연 조세개 센터

(2006),김성태·유한욱(2013)p.18.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법조문에 따라 일몰 기한이 1년에서 5년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의 수는 연도별로 변화가 있으나 일

몰에 한 단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그림 2>와 같이 2007년 이

후로 이 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일몰이 설정된 항목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 제정될 때 일몰

규정을 두거나,기존에 존재하던 법안에 일몰규정을 추가로 도입한

결과이다.일몰기한이 도래한 법률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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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연도별 조세지출 항목 수 일몰 도래 비율

에 다시 타당성 여부를 단하게 된다.따라서 법안 일몰 도래하

는 규정의 비율이 2007년 이후로 늘어나는 것은 조세지출 리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조세지출 액의 변화

각 연도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 상의 조세지출액의 합

으로 나타나는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의 합계,국세감면율의 연도별

액과 비율은 <표 11>과 같다.국세감면율 한도는 2007년부터 설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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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세

감면액
105,419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3,380

국세수

입총액
756,580 929,405 957,9401,039,6781,146,6421,177,9571,274,6571,380,443

국세

감면율
12.2% 12.5% 12.5% 12.4% 13.2% 13.4% 13.6% 13.4%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세

감면액
229,652 287,827 310,621 299,997 296,021 301,141 299,865 298,212

국세수

입총액
1,614,5911,673,0601,645,4071,777,1841,923,8122,030,1492,103,9812,184,991

국세

감면율
12.5% 14.7% 15.9% 14.4% 13.3% 12.9% 12.5% 12.0%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14.0% 13.6% 14.0% 14.8% 14.7% 13.6% 13.6% 13.4%

<표 11>연도별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단 :억원)

자료:각 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산서,신 임·이성곤(2010).2011년

도 조세지출 산서 분석을 이용하여 재구성.30)

30)1998년 국세감면액은 직 세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를 상으

로 하고,1999년은 직 세,간 세를 포함하되 세는 제외하 으며,

2000년부터는 세까지 포함한 모든 국세를 상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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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연도별 조세지출액의 추이

1.조세지출 액 분석

연도별 국세감면액의 추이는 <그림 3>과 같다.국세감면액은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크게 증가하며,2010년 이후로 30조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2012년부터는 과거기 과 최근기

에 의한 추이가 모두 그려져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과거기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출처:신항진 외 (2013).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 분석.p.3.

최근기 은 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부터 사용되었다.2012년 국세

감면액부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국민연 보험료 소득공제,

연 축 소득공제 등 3개 항목(연간 약 4.3조원 증가)을 추가로 집

계하 다.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하여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을 차등화하여 용하여 조세지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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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7%정도(연간 약 0.9조원)하락하 다.따라서 일 성 있는 비

교를 하여 2014년 조세지출 산서 상에서 과거 기 으로 집계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 다.

총 국세감면액 규모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규정한 2007년 시 을

기 으로 오히려 증가하다가 조세지출 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다시 감소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표면

인 액의 변화를 통해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가 효과를 거두었

는지 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2008년 융 기로 인하여 경제운

상 뚜렷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 기 때문이다.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고유가극복 책으로 유가환

지원 등을 확 하면서 국세감면액이 37,500억원 증가하 다.이 부

분을 제외하면 2008년 국세감면액은 25조 수 으로 그 증가폭이

어든다. 한 2008년 2009년 국제 융 기가 발생하고 경제상황

이 악화됨에 따라,각종 공제를 확 하 다.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

액공제 등이 확 되고,투자 진이나 소기업을 지원하기 한 조

세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국세감면액이 안정되면서 조 씩 어들고 있다.

유가환 지 이나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면제와 같은 항목

이 2009년 말로 일몰 종료되어 일시 으로 시행되었던 제도들이 폐

지되었기 때문이다(신항진·김 철,2012).이후 경제규모가 꾸 히

확 되고 세원에 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존항목의 감면액

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2010년 이후 안정 으로 조세감면액

규모가 유지되는 것은 조세지출의 통제제제도가 규모 면에서 효과

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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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세감면율의 변화 분석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에 한 통제방식으로

국세감면율 한도를 수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이에 따라 연도별

국세감면율과 한도의 추이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12.2%
12.5% 12.5%12.4%

13.2%
13.4%

13.6%
13.4%

12.5%

14.7%

15.9%

14.4%

13.3% 12.9%

12.5%

12.0%

14.0%

13.6%

14.0%

14.8%
14.7%

13.6%13.6%
13.4%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법정한도

<그림 4>연도별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추이

자료:각년도 조세지출 보고서,신항진·김 철(2012).2013년도 조세지출

산서 분석.p.9에서 재구성함

정부는 2000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부터 꾸 히 국세감면율을 보고

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2007년 국세감면율 한도제가 법제화됨에 따

라 법률의 기 에 맞추어 련국세에서 국세수입총액 비 비율로

바 었다31).이를 감안해 2007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이 의 2003

31) 련국세=국세수입총액-과년도수입-부가세(sur-tax인 교육세,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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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 2006년까지의 국세감면율 다시 작성하 다.2014년도 조세지

출 산서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목이 추가되고 집계방식

이 변화함에 따라 이 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세감면율도 2012에서

2014년도 수치를 함께 제시하 다.일 성 있는 비교를 해 2007년

에서 2011년까지 작성기 에 맞춘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법정한

도를 사용하 다.

<그림 4>에서 국세감면율은 2007년에 12.5%로 하락하 으나,2008

년,2009년에 격하게 상승하 고,국세감면율 한도도 지키지 못하

다.2010년부터는 다시 국세감면율이 꾸 히 하락하고 있다.2010

년의 조세지출 산서 작성의 효과는 국세감면율의 하락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2007년을 기 으로는 하락 후 다시 상승하여 효과를 말

하기 힘들다.이는 조세지출 액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의 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조세지출보고서에서는 고유가에 한 책을 제외할 때 국

세감면율을 13.6%로 제시하고 있다.이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비율이며,경제상황에 의한 효과를 제외한다면 국세감면

율이 격하게 상승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에 하여 이 3개 년도의 수치를 평균하여 한도

가 정해지므로 한 번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면 이후 한도 자체를 높

여 통제의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비 이 있었다. 한 국회 산

정책처는 정부가 제시한 국세감면한도율이 정의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 다.32)이에 해 기획재정부는 직 3년 법정한도를

과한 연도는 실제감면율이 아닌 법정한도로 계산하고,항목 추가 등

국세감면액 변동 효과를 반 하여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

32)2014년도 조세지출 산서 분석(국회 산정책처,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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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이에 따라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의 법정한도는 정의 로 계

산하면 각각 15.5%,15.1%,14.1%이나 조세지출 산서 상에서 제시

한 국세감면율 한도는 각각 14.7%,13.6%,13.6%로 더 낮은 수 이

며,실제 국세감면율은 이 한도를 모두 수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2010년 이후 꾸 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국

세수입의 증가율보다 국세감면액의 증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이다.연도별로 역사 요인이나 성장요인,경제상황 변화

등 외재 요인이 향을 미치고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조세지출

에 한 통제가 액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 3 일몰 도래시 조세지출 정비

1.일몰도래한 항목 체에 한 분석

1)정비된 항목 수와 액의 비율

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강화되어 조세지출의 기득권화를 방지하

는 효과를 나타낸다면 조세지출항목 일몰이 설정되는 비율이 높

아지고 일몰이 도래한 건 종료되는 비율 한 높아질 것이다.조

세지출에 한 정비와 련하여 정부에서 일몰 시 종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을 고려할 때,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들이 효과가

있다면 일몰시 종료되는 항목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1년에서 2013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33)2015년도 조세지출 산서,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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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한 종료 는 정비의 비율은는 <표 12>와 같다.

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종료

비율
0.63 0.52 0.10 0.29 0.30 0.22 0.30 0.22 0.22 0.23 0.18 0.13 0.29

정비

비율
0.63 0.81 0.32 0.43 0.41 0.40 0.60 0.46 0.32 0.28 0.21 0.15 0.69

<표 12>연도별 일몰 도래 시 종료 정비된 항목 수 비율

각 연도별로 당해연도에 일몰이 종료되기로 정된 조세지출항목

이 실제로 종료되는지 는 연장되는지를 살펴보면,2003년부터

부분 종료되는 비율은 0.3이하로 10개 항목 7개 이상은 다시 연

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을 연장하면서 기존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용 상을 이는

등 혜택을 감소시켜 연장하는 경우를 축소연장으로 따로 구분하고,

축소연장과 종료되는 비율을 합하여 정비비율로 집계하 다.정비비

율은 2007년 0.60으로 상승하 다가 2013년에 0.69로 다시 상승할

때까지 사이 기간에는 꾸 히 하락하 다.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강화되면 종료나 정비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상한

것과 달리,정비된 비율은 2007년에 상승하 다가 이후 꾸 히 감소

하여 2013년에 다시 상승하고 있다.종료된 비율도 2007년에 상승하

다가 2008년에 하락하 고,2010년에 소폭 상승하 으나 2012년까

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2008년과 2009년의 융 기 상황으로 비율

이 하락한 효과를 감안한다면 2007년의 통제제도 도입의 효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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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2010년을 기 으로는 뚜렷한 가 추

세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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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일몰 도래 시 종료 정비된 항목 수 비율 추이

일몰 도래 시의 정비는 항목 수뿐만 아니라 액의 비율로도 단

할 필요가 있다. 액이 은 조세지출항목만을 종료시키는 경우,

실효성이 미미한 제도의 정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조세지출 통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 인 재원의 사용이라는 목 에는 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일몰이 도래한 총 항목의 조세지출 액 합계 종료

정비된 항목의 조세지출 액의 비율을 나타내면 <표 13>과 같다.

2002년 이후로 종료된 액의 비율은 주로 10% 수 이하로 유지되

고 있으며 가장 높은 경우 가 2013년의 0.104에 불과하여, 에서

검토한 종료된 항목수의 비율에 비해 액의 비율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이를 통해 일몰과 련된 정비가 실제 액을 이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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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01 02 03 04 05 06 07

종료비율 0.997 0.038 0.003 0.003 0.056 0.051 0.011

정비비율 0.997 0.448 0.245 0.653 0.706 0.382 0.425

연도 08 09 10 11 12 13 체

종료비율 0.001 0.031 0.043 0.028 0.012 0.104 0.030

정비비율 0.068 0.755 0.425 0.310 0.053 0.798 0.400

<표 13>연도별 일몰 도래 시 종료 정비된 액 비율

다는 조세지출 규모가 작거나 추정이 곤란한 조세지출항목을 종료

시키는 방법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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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일몰 도래 시 종료 정비된 액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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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 종료된 액 비율의 연도별 추이는 <그림 6>과 같이 나

타난다.종료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2007년과 2010년을 후하

여 일몰 도래하는 체에서 종료된 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가

변화 다고 보기 힘들다.종료된 액의 비율은 등락을 반복하 으

며,2002년 이후 2013년에 가장 큰 비율로 상승하 다.2013년에는

조세지출의 일몰이 도래하 을 때 액 면에서 통제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비비율 한 <그림 6>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그러나 항목

의 액을 축소되는 감면 규모만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당해 항

목 체의 액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그 비율이 그 로 정비규모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2009년에는 임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

제,신용카드 등 사용 액에 한 소득공제와 같이 규모가 큰 조세

지출 항목에 해 공제 비율이 축소되면서 액 면의 정비비율이

상승했다.이외에는 2007년과 2010년을 기 으로 정비된 액의 비

율이 늘어난다고 보기 힘들어 조세지출에 한 통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와 같이 비율의 추이를 분석하여서는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

가 단 인 변화를 유발했다고 보기 힘들다.추가로 제도의 도입

·후 시기로 집단을 구분하여 양 집단 간 정비정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 다.추세와 다르게 2013년에는 정비와 종료 모

두 액의 비율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어,집단 간 비교 분석에서

기 시 으로 추가하여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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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단 간 비교 분석

집단 간 비교분석을 2001년부터 2013년의 기간을 상으로 2007년,

2010년,2013년 후로 나 어서 실시하 다. 한 정권의 특징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2003년에서 2007년,2008년에서 2012년 사이 두

정부의 집권기간에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법안으로 나 어 분석하

다.일몰 도래 시 연장된 건에 1,축소하여 연장된 건에 2,종료된

건에 3의 수치를 부여하여 값이 클수록 정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분석의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구분

기

후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2007 216 1.685 .8534 351 1.533 .8130
0.036

(**)

2010 361 1.659 .8451 206 1.471 .7943
0.008

(***)

2013 532 1.566 .8287 35 1.971 .7854
0.005

(***)

구분

기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정권 196 1.582 .7965 296 1.456 .7928
0.087

(*)

<표 14>제도 도입 후의 일몰 시 정비 정도 차이 분석(T-Test)

주 :*p<.1,**p<.05,***p<.01,twotaile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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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10년을 기 으로 후로 집단을 나 어 건별로 부여한

정비의 정도 평균을 비교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제도의 시행

이후 오히려 평균값이 하락하고 있다.이는 일몰 도래 시 조세지출

이 정비되는 정도가 감소하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가설에서 상

했던 것과 달리 국세감면율 한도제나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이 일

몰 도래한 법안에 한 통제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다.2008년

융 기의 이후 응으로 연장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출 규모나 국세감면율이 2010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환된

것과 달리,일몰시의 정비에 해서는 2010년을 기 으로도 통제가

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 다.

반면 2013년을 기 으로는 후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값의 차이

가 나타났는데,평균값은 2013년이 더 높아 일몰 도래한 항목에

한 정비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정권별로 구분했을 때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일몰도

래한 조세지출항목의 정비값 평균은 1.582,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에 일몰 도래한 건의 평균은 1.456이며,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다.이는 정비되는 정도가 완화됨을 의미하는

데,시기상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환경의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것이 정권의 정책성향이나 조세정비 의지와

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상의 분석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두 제도의 도입이 가까운 시

간 내에서는 조세지출의 행 연장과 항구화 방지라는 면에서 효

과를 드러내지 못하 다.그 원인으로 국세감면율 한도를 통제하는

것과 조세지출 산서를 작성하여 항목별 액을 공개하는 것이 항

목 수와 액에는 직 향을 미치지만,일몰 련한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을 꼽을 수 있다.연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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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의 특성이 상이하고 조세지출 산서에서

일몰 도래하는 항목에 한 정보를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조세지출의 기득권화와 항구화 방지에 미치는 향은 제한 이다.

반면 2013년에는 이 과 비교하여 일몰 도래하는 항목에 한 정

비가 유의미하게 강화되었으며,이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 이 효과를 거둔 것

으로 보인다.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꾸 한

조세지출의 정비 노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 산지출과 연

계하여 조세지출 산서를 작성하고, 락되는 항목을 늘려 투명성을

강화하 기 때문이다.이 게 작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몰

도래시에 기존 이익집단의 압력에 항해 조세지출을 종료하는 정

책을 실 하고 상 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조세지

출 산제도는 간 으로 는 시차를 두고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

성이 있다.

2.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

1)종료된 항목 수와 액의 비율

수혜 상을 구분하여 조세지출항목의 일몰기한이 도래하 을 때,

체 일몰이 도래한 건 종료된 항목의 수와 액의 비율의 변화

를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연도별로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항목 수의 비율을 비교하면,8개

년도는 일반 ·비제한 인 경우에 5개 년도는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 더 높다.반면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항목

의 액 비율은 2004년부터 부분,일반 ·비제한 상이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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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구분

종료된 항목수 비율 종료된 액 비율

특정

업종·지역·

조직 기반

일반 ·

비제한

특정

업종·지역·

조직 기반

일반 ·

비제한

2001 0.750 0.545 0.979 1.000

2002 0.429 0.571 0.077 0.036

2003 0.111 0.080 0.005 0.003

2004 0.200 0.500 0.000 0.004

2005 0.231 0.357 0.010 0.076

2006 0.233 0.200 0.013 0.092

2007 0.308 0.333 0.000 0.028

2008 0.269 0.091 0.001 0.000

2009 0.169 0.321 0.000 0.044

2010 0.115 0.381 0.016 0.079

2011 0.136 0.267 0.021 0.033

2012 0.113 0.167 0.001 0.023

2013 0.292 0.200 0.068 0.211

체 0.193 0.279 0.012 0.047

<표 15>수혜 상별 종료된 항목 수와 액의 비율



-60-

항목 수의 비율은 집단 간의 크기 차이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

나, 액의 비율은 일반 ·비제한 상이 수혜자인 경우가 부분

더 크다는 을 통하여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

규모가 작은 항목에 한 정비가 많았다는 것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체 기간을 합산하면,항목 수로는 각각 0.193과 0.279의 비율로

액으로는 각각 0.012,0.047의 비율로 종료되어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 일반 ·비제한 상인 경우

보다 일몰 도래 시 종료되는 항목 수와 액비율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수혜 상에 따라 조세지출의 일몰 도래 시 정비 정

도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림 7>에서 2007년과 2010년을 기 으로 연도별 추이의 변화를

보면,2007년에 두 경우 모두 종료 항목 수의 비율이 상승하 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 다.2010년 이후로는 2013년이 될 때까지 두 경

우 모두 비율이 상승추세에 있지 않아 조세지출에 한 통제가 수

혜 상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효과가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

들다.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부터 종료되는 항목 수의 비율이 체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13년이 되어서는 상승하 다.

액의 비율은 <그림 8>의 그래 와 같이 변화하 다.특정 업종·

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 일몰 도래 액 비 종료 액은

낮은 수 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2002년 이후로 2013년이 되어서

야 이 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종료된

액과 항목 수로 본 비율 모두 2007년과 2010년 시 을 기 으로

뚜렷한 추세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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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집단 간 평균 비교를 통해 수혜 상의 특징에 따라 제도

도입 시 을 후로 일몰 도래 시 정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 다. 체를 상을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수혜 상을 나 어 추

세를 보아도 2013년을 기 으로 종료된 비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

타났으므로,2013년도를 추가하여 제도도입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2)집단 간 비교 분석

수혜 상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체를 상으로 한 경우와 마

찬가지로 2007년,2010년,2013년,정권의 변화 후로 시 을 나

어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모든 시 을 기 으로 수혜 상이 일반 ·비제한 인 경우에는 일

몰 시 정비된 정도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집단 간 정

비 정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단,2007년과 2010년,

정권을 기 으로 했을 때는 평균값이 하락하여 오히려 특정 시

이후에 조세지출에 한 정비가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13

년을 기 으로는 평균값이 상승하여 조세지출에 한 통제 정비

가 강화되었다.

가설에서 기 한 바와는 다르지만 수혜 상이 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있는 경우에는 체를 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같은 방

향으로 후 시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반면,수혜 상이

일반 ·비제한 인 경우 정책 시행 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수혜자 특성에 따라

정책의 도입 후의 차이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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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년 2007년 이후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일반 ·

비제한
86 1.767 .8901 115 1.678 .8640 0.476

특정업종·

지역·조직
130 1.631 .8272 232 1.457 .7773

0.051

(*)

구분
2010년 2010년 이후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일반 ·

비제한
131 1.756 .8779 70 1.643 .8687 0.384

특정업종·

지역·조직
228 1.605 .8249 134 1.373 .7324

0.006

(***)

구분
2013년 2013년 이후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일반 ·

비제한
191 1.707 .8813 10 1.900 .7379 0.442

특정업종·

지역·조직
338 1.488 .7903 24 1.958 .8065

0.005

(***)

구분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차이

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일반 ·

비제한
67 1.597 .8176 99 1.647 .8726 0.714

특정업종·

지역·조직
128 1.570 .7905 195 1.364 .7362

0.019

(**)

<표16>수혜 상에따른시기별일몰시정비정도차이분석(T-Test)

주 :*p<.1,**p<.05,***p<.01,twotaile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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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비제한 특정업종·지역·조직 차이검증

N Mean S.D. N Mean S.D. Sig.

정비

정도
201 1.716 .8742 362 1.519 .7988

0.009

(***)

<표 17>수혜 상에 따른 일몰 시 정비 정도 차이 분석(T-Test)

추가로 시기를 나 지 않고 수혜자의 특성만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면 <표 1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 :*p<.1,**p<.05,***p<.01,twotailedtest

두 집단 간 일몰 시 정비되는 정도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하며 그 평균값은 수혜자가 일반 ·비제한 인 경우에 더 높게 나

타났다.종료 축소연장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으로,수혜 상

이 일반 ·비제한 인 경우에 일몰 도래 시 정비되는 정도가 더 강

할 것이라는 <가설 7>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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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시사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가 변화한 2007년과 2010년을 기 으로

조세지출에 한 정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조세지출 항목 수는 2008년 시 부터 감소한 후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항목 수가 어들지는 않았다.그러나 2010년 이후의

증가는 조세지출 항목 자체의 신설이 아닌 락되었던 조세지출에

한 정보가 추가된 결과라는 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 효

과로 볼 수 있다.연도별로 조세지출 항목 수 비 일몰기한이 도래

하는 항목의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통제 강화의 효과가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둘째,조세지출 규모 면에서는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이 2007년

이후로 증가하 으나 2010년 이후로는 안정 으로 유지되거나 감소

하여 2010년의 경우 조세지출 산서 작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에도 융 기라는 외부

요인이 향을 미쳐,2007년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일몰 도래 시 정비의 정도에 해 2007년과 2010년을 기 으

로는 통제가 강화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수혜자를 특성

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마찬가지 다.오히려 2013년을 기

으로는 통제가 강화되었다.단,조세지출의 수혜 상이 일반 이고

비제한 인 경우,특정 업종·지역·조직 기반이 갖추어진 경우보다

일몰 도래시 폐지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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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지출 항목 수와 규모 면에서 통제제도가 변화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몰과 련한 정비에서는 직 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단,2013년에 일몰 련 정비가 강화될 수 있었

던 것은 그 부터 축 된 조세지출 산제도 상의 자료와 조세지출

규모 축소를 한 정비노력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조세지출 정비의 효과가 수혜자가 특정되고 상 으로 좁

은 범 인지,일반 이고 상 으로 넓은 범 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따라서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를 마련할 때,

체에 한 정비뿐만 아니라 그 수혜 상이 구인가를 고려하여,

이익집단의 향력을 이고 합리 으로 단할 방법 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한 각종 제도가 효과를 거두었

는지 분석하는 데 목 을 두었고,각종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 다.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 산서가 1999년과 2010년부

터 작성되었지만 작성의 기 이나 항목 범 ,각종 정의 등이 바

고 있어 일 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그러한 이유로 조

세지출에 한 제도 논의 외에 실증 인 연구는 풍부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조세지출에 한 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의 시행이 정되어

있는 등 각종 새로운 성과 리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의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는 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힘들

다.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제한 이나마 조세지출에 한 통제제도

가 도입된 이후의 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이러한 과정에

서 각종 자료를 수집한 방법과 재 제출되는 조세지출 산서의 보

완 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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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요하지만 기존의 조세지출 항

목의 특성과 액 변화의 추이를 체계 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에 한 효율 인 운 이 가능하기 해서는 한 항목에

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과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이를

해서는 일 성 있는 자료가 축 되어 공개되는 것이 요하기 때문

이다.

제 2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출 산 항목 체를 상으로 하여 국가재정

법상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도입과 조세지출 산서의 작성이 조세지

출의 통제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 다.가능한 한 자료를 일 성

있게 수집하고 법률의 변화를 자세하게 악하여 각 변수의 추세의

변화를 통해 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 다.그러나 연구 범 를

체 조세지출로 설정하고 13년 동안의 추세 변화를 악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범 와 방법론,변수의 설정에 있어 한계를 가지

고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구 범 를 설정함에 있어,조세지출 체의 항목 수나 액으로

만 악해서는 조세지출의 기능이나 산분류,수혜자 특징에 따른

변화추이를 악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자료수집 결과

구성한 조세지출항목 258개에 해 연도별로 많은 법률상 변화가

있었고,조세지출 항목끼리 통합되거나 조세지출 산서 상 항목이

변경되었다.종료되었다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설되거나 수혜 상

이 일부 변경되는 등 그 성격을 악하기 힘든 변화도 많았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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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체의 수나 액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이면을 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체를 분석 상으로 해서는 일일이 그러한 작업

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능별, 산별,소 부처별로 나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조세지출 항목의 수나 액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

행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분석의 상과 범 를 좁 소기업

이나 농민 등 특정 집단에 한 조세지출의 연 에 해 질 연구

를 진행함으로써 조세지출의 신설과 폐지에 담긴 정치과정을 악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석방법론의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변화

의 추이를 분석하고,단 시계열 설계와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진

행하 다.이러한 방법으로는 역사 요인과 성숙 요인을 분리하기

어려워 제도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특히 2007년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시 인 2008년과 2009년에 융 기라는 강

력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제

3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정치 ·경제 요인과 성과 리 제도의 도입,조세

지출의 기능별·세목별 특성,조세지출이 지속된 기간,조세지출 액

의 크기 등을 변수로 추가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다음으로,본 연구에서 조세지출 통제제도의 변화가 조세지출 항목

수나 액면 에서는 효과가 나타났으나,일몰과 련된 정비에 있어

서는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었다.그것은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의 효과가 일몰과 련된 정비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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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수 있다.시간이 더 흐른 후 연도별 데이터를 축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2013년 기 으로는 나타난 통제강화의 효과가

일시 상인지 꾸 한 정비 강화의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다.

수혜자의 특성을 나 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도 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이는 수혜자 특성 구분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통제변

수로서 수혜자 상을 구분함에 있어서,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상

으로 하거나 조직 기반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혜자뿐만 아니라, 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 간 으로 이익을 리는 집단까지 포함하여 구분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된다. 한 조직 기반이 없이도 여론을 통해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추후 수혜

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변화시킴으로써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의 연장과 종료와 련한 자료의 수집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출을 상으로 함으로써,개별법상 법률

의 변화까지는 모두 악하지 못하 다.향후 개별법상 조세지출이

나 시행령까지 포함하여 일 인 데이터를 구성하여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그리고 조세지출 산서 작성과 액산정의 통계기

법이 발 하고,향후 시행될 조세지출에 한 성과 리제도를 통해

정보가 축 되어 조세지출과 련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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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

thechangesandtheeffects

ofthetaxexpenditures

controlsystem

Park,Chunhee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checkwhethertheintroduction

ofthe controlsystem fortax expenditures on the National

FinanceActhasachievedeffect.Theanalysisisbasedonthe

timeofenforcementoftaxcreditsratioceilingrestrictionin2007

andtax expenditurebudgetsystem in 2010,andisaboutthe

effectofcontrolenhancementstotaxexpenditures.Controlover

tax expenditures is aim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oftaxexpendituresandalsotopreventperpetuation.

Therefore the number of tax expenditures, scale of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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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s,thedegreeofeliminationwhenthesunsetdeadline

comesaresetasthedependentvariabletoconfirm theefficiency.

Foranalysis,thenumberandtheamountoftaxexpenditure

itemsintheannualtaxexpenditurereportandtaxexpenditure

budget document are collected.The data is configured by

examining whethertax expenditures thatsunsetdeadline had

arrivedin2001-2013hasbeeneliminated.Asanalysismethod,

annualchangesofthedependentvariablearefiguredoutandthe

interruptedtimeseriesanalysisisused.

As the result of analysis,the number of items of tax

expenditureshasdecreasedsince2008,butincreasedagainafter

2010.However,theincreaseafter2010isnotresultedfrom the

introductionoftaxexpenditureitems,butfrom theadditionof

missinginformationabouttaxexpenditures.Thisistheresultof

increased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thetax expenditures.

Percentageofthenumberofitemsthatsunsetdeadlinearrives

overthenumberofitemsoftaxexpendituresbyyearalsotends

toincrease.Thisisanothereffectofcontrolenhancement.

Intermsofthetaxexpendituresize,taxcreditamountandtax

creditratiohaveincreased since2007,and decreased orbeen

stablesince2010.Therefore,the effectivenessinchangingtax

expenditurebudgetsystem in2010hasbeenconfirmed.However,

in2008and2009,itisdifficulttojudgetheeffectoftaxcredit

ratioceilingrestrictionintroducedin2007,becausetheexternal

factorslikefinancialcrisishavehadanimpact.

About how much atsunsetthetax expenditurehad been

eliminated,itwas failed toconfirm theeffectintheyea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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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nd 2010.This was the same as when analyzed by

characteristicsofbeneficiaries.However,whenbeneficiarieswere

inthegeneralandnon-limiting,itwaspossibletoconfirm thatit

ismorevulnerabletoeliminationatsunsetarrivalthanwhenthe

specificindustrial,regionalandorganizedbasiswereset.

Taxexpenditureshavethesimilareffecttosubsidies,butit

hasaproblem thatitcanbeoutofcontrolonceestablished.In

orderto controlthese problems,various systems have been

enacted,butresearchontheeffectsofpolicyarenotabundant.

Thisstudyattemptstodeterminetheeffectoftheintroduction

ofthe system to controltax expenditures.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policy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on the

preventionfrom perpetuationaswellasthesizeandnumberof

itemsinthetaxexpenditures.Also,informationaboutavariety

ofcharacteristics fortax expenditures and the billto come

sunset,should be accumulated over the years and provided

properly.

keywords:taxexpenditures,taxexpenditurebudgetsystem,tax

creditratioceiling restriction,thespecialtax treatmentcontrol

law,sunset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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