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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 유기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 정책토론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화상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축사를 맡아주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 기획과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숙원과제들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성공과 발전의 지방자치 30년이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가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것이 재정분권의 추진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단계 재정분권이 시행되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일부 개선되었으나,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재정분권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재정분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공동 정책토론회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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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 복합 재난, 저출생·고령화, 지역 간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 간을 비롯해 주민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이 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깊은 성찰과 날카로운 혜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마련되고, 재정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연구원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정책토론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해주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8일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유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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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배진환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분권에 관한 고견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역점을 두고 재정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개선되는 등 ‘1단계 재정분권’의 실질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하여 2단계 추진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단순히 세수를 이양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 내야하는 성과일 것입
니다.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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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책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하기 위해 모여주신 분들께서 고견을 기탄없이 자유롭게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님,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하여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대안제시를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국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8.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배 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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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분야 중 하나이면서도 중앙과 지방,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이해가 대립하고 있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계속 주장해왔지만,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누리과정 예산의 전가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치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축소된 지방재정의 보전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은 단편적, 임시적 조치로 일관되고 있던 지방세
문제를 지방재정 제도 전반과 연계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세지방재정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되어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19년 재정분권
1단계 추진,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방분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시점이 훗날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재정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분권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구체화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재정분권이란 백년대계를 함께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발제자와 토론자
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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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채인묵입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제한된 권한과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권한의 제한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문제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로 낮아지는 등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얼마 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해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의 근거가 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시켰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주재원이 전혀 없었다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재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지방소비세율도 여러 차례 인상
되는 등 지방세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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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세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8.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채 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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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

발제 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재명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1)
한재명2)

Ⅰ. 서론

○ 현 정부는 집권 초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국정기획
자문위원회, 2017, p.112)
 그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데에 있음.
 이러한 국정과제의 내용은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반영되었고,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구체화

○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이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단기 목표에 해당하며 장기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는 현 정부 이후
로 연기(延期)
 동 방안에 따라 1단계(2019~2020년)로 지방소비세가 약 8.5조원 확대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7대
2.3에서 7.5대 2.5로 개선3)
 확충된 지방소비세 일부(약 4.5조원)를 중앙정부 기능(균특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재원 등으로 사
용(유태현, 2019)
 이 금액은 2020~2022년 동안 정액으로 운영한 이후 일몰되어 잔여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통합될 예정
 2단계(2021~2022년)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지방소비세 인상 등 거론 중

○ 이처럼 현 정부 들어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국세의 지방
세 이양 및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에 있음.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가 확충되었고 그 대신 균특 사업 위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2단계에서는 초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충이 검토4)되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복귀
 국고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도 검토 중
1) 본고는 한재명,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변동 분석과 정책제언”,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
후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목민관클럽 민선7기 제14차 정기포럼, 2021.3.10.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mhan02@kilf.re.kr
3) 당초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는 8.4조원으로,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이 7.4대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는 약 8.5조원이고, 이를 고려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로 추정된다.
4) 이와 관련해서는 한재명(2021)과 조기현(2020, p.133)을 참조하기 바란다.
발제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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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단계에서 비교적 이양이 쉬운 지방소비세를 우선 확충하고 균특 사업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관련 갈등의 해결을 미룬 까닭에, 2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약적이고 검
토가 필요한 사항도 더 많은 상황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중앙정부 균특 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등이 2022년 말 일몰되어
잔여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통합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적 영향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어 이
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 존재
 2단계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 빅딜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 방안은 채택이 어려운 상황
 그 대신 기초연금 중심의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방안이 거론 중
 1~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적 영향이 상이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정리하며 2단계를 포함
하여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1단계(2019~2020년) 재정분권 추진 경과 정리(2장)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정리(3장)
 향후 개선 과제 제시(4장)

Ⅱ. 1단계 재정분권 추진 현황
1. 재정분권 추진 경과

○ 현 정부는 집권 초에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2018년 10월 이를 구체화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
 동 방안은 1~2단계에 걸친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1단계(2019~2020년)는 추진 완료

○ 1단계(2019~2020년)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균특사업) 일부
의 지방 이양, 부익부빈익빈의 완화를 위한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충 등 달성(<표 1> 참조)
 (지방세 확충)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9~2020년 동안 11%에서 21%로 10%p 인상
 (균특사업 이양)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특사업 중 지역밀착형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에 약
3.6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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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조정)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권역별 가중치5)를 적용하고, 2010년 지방소비세 당초 도입분(5%p
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2019년 말 일몰시키는 대신 2020년부터 수도권 지방소비세 인상분
을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하여 재정격차 완화 도모
‧ 다만 2019년 지방소비세 인상분(4%p)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한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유예
‧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미보전
‧ 다만 지방교육재정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을 인상
하여 보전
 (기타) 소방인력의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을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
<표 1>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1단계
구분

2019년

2020년

지방세 확충

3.3조원
* 지방소비세율 +4%p

소방직 지원

2단계
소계(19~20년)
순증

누적

5.1조원
* 지방소비세율 +6%p

8.4조원

11.7조원

0.3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0.2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0.5조원

0.8조원

기능이양

-

-3.5조원 내외

지방재정 순확충**

2.9조원

0.8조원

국세: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3.5조원 내외
3.7조원

6.6조원

74:26

2021~2022년

합계

12조원+α
20.4조원+α
*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

-

-

-

70:30

70:30

주: 2019년은 2019년 예산안, 2020년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이며, 지방세 확충(+), 소방직 지원(+), 기능이양(-), 교부세
감소분(-) 등을 감안한 수치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 2018.10.30.

○ 이처럼 2단계로 구성된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에 따라 1단계 방안을 일정에 맞게 추진
 그러나 2018년 10월에 제시된 2단계(2021~2022년) 방안은 포괄적 내용의 검토 사항으로만 구성, 구체적
실행 방안은 미비
 당시 검토 사항으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지방분권세 등 포함),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지방소득세 확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국민최저보장적 복지사업 부담을 감안한
재원배분 및 지방재정제도 개선 등 제시

5) 권역별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발제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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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

○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 세율(2018년 11%)을 2019~2020년에 걸쳐 10%p 인상
 다만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이용하여 균특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전환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
방비 부담 증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소비지표를 적용하여 배분하되 부익부빈익빈의 완화를 위해 권역
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적용 및 수도권 3개 시･도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 시행

○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 인상분(8.5조원) 중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3.6조원)을
202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내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신설을 통해 출연(<그림 1> 참조)
‧ 이 경우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분은 2019년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 사업예산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간주
‧ 또한 그 금액(3.6조원6))의 배분은 지방이 이양사업을 실제 예산에 편성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광역과 기초의 안정적 재원 보장을 위해 시·도 계정(2.8조원)과 시·군·
구 계정(0.8조원)을 구분하여 운영
‧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시·도 재원 보전분(2.8조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전출
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이에 따라 감소되는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전출금은 기초(0.8조원)와 지방교
육청(0.1조원)에 직접 보전7)
 한편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분(3.6조원), 시·도 재원 보전분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정교부금 조정분(0.8조원)과 지방교육재정전출금
조정분(0.1조원)은 2020~2022년 동안 정액(3.6조원+0.8조원+0.1조원=4.5조원)으로 운영한 이후 일몰 예정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그 인상분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
금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 종전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다른 차이점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의 운영 외에 새로 “전환사업보
전계정”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한다는 것임.8)
‧ 즉 2020~2022년 동안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내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새로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중

○ 이러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으나 한계도
없지 않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봄.

6) 이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3조 5,680억 6,230만원으로 적시하고 있다.
7) 이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에서 각각 8,055억 38백만원, 1,394억 61백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제26조

14

∙∘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

<그림 1>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 국 세 ) 부가가치세 21% 국세청
⇓ 납입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자치단체 납입관리자(1년 단위로 1개 시‧도 지정)
< 지방소비세 인상 10%p >
4%p

6%p

’19년 인상

’20년 인상

< 기존 지방소비세 11%p >
5%p
1 : 2 : 3 가중치+
상생기금출연(2019년 말

6%p
취득세 감소분
보전

일몰)

(현행대로 처리)

<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납입관리자

① 전환사업 보전분(약 3.6조/정액)
시·군·구
시·도
전환사업 보전 전환사업 보전
(약0.8조)
(약2.8조)

② 조정분(약 0.9조/정액)

③ 잔여 소비세
1 : 2 : 3 적용
+ 상생기금 출연
(현행대로 처리)

⇓납입
상생조합(상생기금)

시·군·구
계정

⇓배분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편성)

시·도
계정

⇓배분

시·도
(지방소비세로
편성)

조정교부금분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납입

⇓납입

시·군·구
(지방소비세로
편성)

교육청

⇓배분

시·도

⇒

상생
기금

⇓조정
⇓전출
교부금

시·군·
구

교육청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20.2.3. 제정·시행), 2020.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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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1)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2018년 22.3%에서 2020년 24.8%로 2.5%p 상승(<그림 2> 참조)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비율은 2020년과 유사한
24.7% 수준
 그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7.7:22.3에서 2020년 75.2:24.8로 개선

참여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

24.0
23.0

문재인정부
(2017~)

24.8

24.6

24.7

24.0

23.7
23.0

23.3

23.3

23.1

23.6

22.5
22.0

21.0

22.0

비율(%)

25.0

26.0

27.0

<그림 2>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변화

22.3

21.5 21.7
21.4

21.2 21.4

20.0

21.0 21.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연도
주: 2019년까지는 결산액，2020년은 최종예산액，2021년은 당초예산액 순계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각 연도

(2) 지방소득·소비과세 강화
○ 과세유형별로 볼 때 지방세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로 분류 가능
 소득·소비과세는 세수 신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확충 효과가 재산과세보다 더 큰 특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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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세율이 4%p 인상되면서 소비과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점유
하는 비율이 2018년 24.1%에서 2019년 26.4%로 2.3%p 증가(<표 2> 참조)
 이에 따라 전체 지방세 대비 소득·소비과세 비율은 2018년 46.0%에서 2019년 47.8%로 1.8%p 증가
 2020년에 지방소비세 세율이 추가로 6%p 증가하였으므로 관련 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소득·소비과세 비율
은 더 커져서 전체 지방세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표 2>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 구조의 변화
(단위: 억원, %)

과세유형별

세목

합계

11세목

소득소비과세

소계

소득과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균등분)

소비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재산과세
보유과세

소계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기타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2016

2017

2018

2019

755,317

755,317

843,153

904,604

(100.0)

(100.0)

(100.0)

(100.0)

338,706

338,706

387,969

432,042

(44.8)

(44.8)

(46.0)

(47.8)

146,688

146,688

184,988

193,397

(19.4)

(19.4)

(21.9)

(21.4)

192,018

192,018

202,981

238,645

(25.4)

(25.4)

(24.1)

(26.4)

345,288

345,288

384,357

398,614

(45.7)

(45.7)

(45.6)

(44.1)

112,734

112,734

130,778

142,927

(14.9)

(14.9)

(15.5)

(15.8)

232,539

232,539

253,563

255,671

(30.8)

(30.8)

(30.1)

(28.3)

71,338

71,338

70,843

73,964

(9.4)

(9.4)

(8.4)

(8.2)

주: 각 연도 결산액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각 연도

(3)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 완화
 권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100%, 수도권 외의 광역시 200%,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
300%로, 이의 적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 완화에 기여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입 격차 완화
 균특이양 사업에 대한 재원 보전분 이외 잔여 지방소비세(4조원)에 대해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출연금은 4,227억원, 재정지원계정을 통한 배분액은
2,108억원9)
 재정지원계정 배분 시 지역간 재정력이 고려되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9) 2018년 정산분 포함 시 출연금은 4,442억원, 재정지원계정 배분액은 2,215억원이다(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020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2021.3).
발제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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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형평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 2018~2019년 동안 1인당 지방소비세 기준 변이계수는 (-)5.2% 감
소하였고, 1인당 지방세수 기준으로는 (-)14.1% 감소(<표 3> 참조)
‧ 변이계수는 주어진 변수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크기가 작을수록 더 형평한 배분 상태임을
의미
 1인당 지방세입 기준으로는 (-)12.3% 감소
 이는 지방소비세 확충이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
 다만 지방세입은 지방소비세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단계 재
정분권 추진에 따른 결과만으로 보기 곤란한 측면 존재
<표 3>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전후 변이계수 변화
(단위: %)

구분

1인당 지방세입

1인당 지방세수

1인당 지방소비세

2018

2019

증감률(%)

2018

2019

증감률(%)

전체

0.777

0.786

1.2

0.621

0.622

0.1

광역

0.427

0.375

-12.3

0.494

0.424

-14.1

기초

0.762

0.769

1.0

0.561

0.578

3.0

2018

2019





0.229

0.217





증감률(%)

-5.2

주: 각 연도 일반회계 총계 결산액 기준임. 인구수는 전년도 말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임. 전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변수의 변이계수를 산정하고, 2018년 대비 2019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4) 균특 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을 통한 자치사무 확대
○ 지역밀착형 균특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영역 확대
 총 19개 부처 39개 세부사업(150개 내역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표 4> 참조)
 세부내역사업 기준으로 할 때 총 6,945개 사업에 해당
 예를 들어 국토부 사업 중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지방하천정비, 도시생
활환경 개선 사업 등이 이에 해당(<표 5> 참조)
<표 4> 균특 이양사업(전환사업) 관련 종전 소관부처 및 사업 개수
(단위: 개)

구분

소관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내역사업

시도 포괄보조사업

12

31

135

4,790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3

3

9

2,018

기타사업

4

5

6

137

합계

19

39

150

6,945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20.2.3. 제정·시행),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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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토부 소관 균특 이양사업(전환사업) 목록 및 개수(예시)
(단위: 개)

부처

유형

세부사업
대중교통 지원

국토부

시도
포괄보조사업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지역거점조성 지원
지방하천 정비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
설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내역사업
사업명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지방하천정비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도시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강화

개수

세부
내역사업 개수

3

39

1
1

9
405

2

2

2

110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3호, 2020.2.3. 제정·시행), 2020.2.

(5) 지방재정 순증
○ 지방재정 순증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여력을 넓혀줌.
 다만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에 대한 미보전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은 아쉬움.

○ 지방재정 순증 규모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10%p 인상하는 경우 내국세(부가가치세)는 8.50조원 감
소하고, 그 만큼 지방세(지방소비세) 증가
<그림 3>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중앙-지방-지방교육 간 재정 변화
중앙
•
•
•
•

부가가치세:-8.50조원
균특사업 이양: +3.60조원
지방교부세재원절약:+1.6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절약:+0.34조원
☞ 소계: -2.92조원

•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 (불변)
• 교육교부금 법정률: 20.27%→20.79%

지방교육

지방
• 지방소비세: +8.50조원
• 전환사업지출: -3.60조원
• 시도세전출금: -0.34조원
(조정분 포함)
• 지방교부세: -1.64조원
☞ 소계: +2.92조원

시도세전출

• 시도세전입금:+0.34조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0.34조원
☞ 소계: 0원

주: 2018년 부과액 또는 총계 최종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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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광역단체)에서는 보통세인 지방소비세가 증가하고 동시에 균특사업 일부 이양에 따른 교육 전출금 보
전분이 발생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시도세 전출금이 늘어나(0.34조원) 그 만큼 (순)세입이 감
소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도세 전입금 증가
 지방교육재정 중립을 위해 시도세 전입금 증가분(0.34조원)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데, 이는 중앙의 국세 감소 충격을 완화(해당 교부금 0.34조원 절약)
 중앙은 지역밀착형 균특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3.60조원을 추가 절약, 그 만큼 지방의 지방비 부담 증가
 또한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에 대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은 지방교부세 재원 1.64조원 절약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은 재정중립을 유지하지만 중앙은 (-)2.92조원의 재정순감, 지방
은 (+)2.92조원의 재정순증 발생
<표 6>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결과
구분
총국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변화(T)
재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재원조정
교부율
조정재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19.24% 고정)

재원

기능이양

지방비 부담변화
세수증감

지방재정 내
변화
세입변화

당초(A)
조정(자연증감)(B)
차이(C=B-A)
시도세전입금 변화(D)
교육 전출금 조정분(E)
당초(보정 전)
조정(보정 후)
조정재원(자연감소분 보전)(F)
차이(G=F-A)
당초(a)
조정(자연증감)(b)
차이(c=b-a)
균특 이양사업(전환사업)
개편 전 지방세수
세수증감(균특보전분 등 포함)
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 조정분 포함)
지방소비세(균특보전분+교육전출금 조정분)
세수증감
시도세 전출금
상생기금 출연금
상생기금 배분액(재정지원계정)
지방비 지출(기능이양)
교육 전출금 조정
자치구 조정교부금(일반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일반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순)세입증감

(단위: 억원)
증감액
-85,000
460,213
442,983
-17,230
2,015
1,395
0.2027
0.2079
454,348
-5,865
436,828
420,474
-16,354
34,484
810,292
83,934
48,055
35,879
83,934
-2,015
-4,272
2,136
-34,484
-1,395
-350
-809
-15,863
26,882

주: 2018년 부과액 또는 총계 최종예산 기준임.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규모(10%p, 8.5조원)를 전체 재정 수준
에서 반영하되, 개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소비지표가 적용되는 부분(4조원)과 그 이외 부분(4.5조원)을 구분하여 반영함. 이
경우 소비지표가 적용되는 부분(4조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세수의 35%만큼 출연하고, 이 금액 중 융자적립
계정분을 제외한 재정지원계정분이 각 시·도에 대해 2018년 재정지원계정 배분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된다고 가정함. 또한 나머
지 금액(4.5조원) 중 균특 보전분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추출한 금액(아래의 <표 7> 참조)을 반영함.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분(8.5
조원) 중 조정교부금 조정분(0.8조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조정분(0.1조원)은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만, 이양된 균특사업에 대
한 재원 보전분(3.6조원)은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 불완전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연감소 보전분(0.59조원)과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절약 금액(0.34조원)이 다소 상이한데, 이는 변화한 법정 교부율
(20.27%→20.79%)을 직접 반영한 데서 기인함.
자료: 한재명,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변동 분석과 정책제언”,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목민관클럽 민선7기 제14차 정기포럼, 2021.3.10.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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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도별 균특 이양사업 보전분(추정)
(단위: 억원, %)
시도

균특 보전분(국비)(A)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248
979
756
460
378
477
358
337
2,577
2,733
2,174
3,533
4,136
6,140
4,663
4,292
1,466
35,707

균특 보전분(국비, 추정)(B)

차이
[(B-A)/A*100](%)

106
581
501
289
110
176
112
337
3,465
2,689
1,750
3,744
4,235
6,103
4,295
4,524
1,466
34,484

-57.2
-40.7
-33.8
-37.1
-70.8
-63.1
-68.7
0.0
34.4
-1.6
-19.5
6.0
2.4
-0.6
-7.9
5.4
0.0
-3.4

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별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목록의 핵심 키워드와 2018년 지방자치
단체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내역사업의 키워드를 연결하여 균특 이양사업을 추출하고, 그 국비(균특회계)를 정리한 것임. 이 표의
균특 보전분(국비)(A)은 전남도에서 추정한 것임.
자료: 한재명,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변동 분석과 정책제언”,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목민관클럽 민선7기 제14차 정기포럼, 2021.3.10.

2. 한계
(1) 단계별 추진의 연계 결여
○ 1단계에서 비교적 이양이 쉬운 지방소비세 확대가 이뤄짐에 따라 2단계에서 이양 가능한 세목
선정이 어려운 상황
 지방소비세는 권역별 가중치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 등으로 지역 간 재원 편중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확충 가능하므로, 세수편중을 보이는 세목과 함께 이양 가능한 대표적인 세목
 더욱이 개별 자치단체 입장에서 1단계 추진에 따른 재원 증가 규모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2단계 방안 추
진에 따른 재원 증가 규모를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 이양 세목 선정이 더 곤란

○ 따라서 지방소비세 인상 중심의 1단계 방안과 더불어 지역 간 세수 편중을 보이는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 다른 세목 확충을 2단계 방안으로 동시에 확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존재
 이 경우 1~2단계 방안의 추진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세입 효과가 인식되면서 2단계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은 완화되었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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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려 부족
○ 1단계에서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10)
 그 대신 광역의 보통세(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로 광역에서 기초로 넘겨주는 이전
재원이 늘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 초래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 중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조달 가능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
율로 정의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상위 정부계층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의미
 이러한 재정의존성의 심화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재정분권의 주된 목적이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공
공재 혹은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면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위주의 지방세 확충은 결국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약화시켜 재정분권의 취지를 일부 퇴색시키는 결과 초래 가능

(3) 지방소비세 구성의 복잡성 증가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이전의 지방소비세 세율(11%)은 당초 도입분(5%p)과 취득세 감소 보전분
(6%p)으로 구성
 당초 2010년 도입분(5%p)의 경우 소비지표를 반영하여 배분되지만 이 과정에서 부익부빈익빈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으로 재정조정적 성격이 일부 가미된 지방세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여기에 2013년 말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세율 인상(6%p)이 추가되면서 지방소비세는 재정조
정적 성격이 일부 가미된 지방세 영역(5%p분)과 지방세 성격과 무관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영역(6%p분)
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 그런데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11%→21%)과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이 연계되면서, 지방소비세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갖게 됨.
 즉 기존 지방소비세의 이원 구조에 새로 재정조정적 성격이 일부 가미된 지방세 영역과 균특 이양사업 재
원보전 영역이 추가됨.
 신규 재정조정적 성격의 지방세 영역은 당초 도입분(5%p)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 영역은 2021~202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이후 신규 재정조정적 성격의 지방세 영역으로 흡
수될 예정

10) 균특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운용이 이뤄지는 2020~2022년 동안 시·군·구 재원보전분
(0.8조원)과 시·도 재원 보전분을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정교부금 보전분(0.8조원)이 기초에
배분되는데 이 두 영역(1.6조원)은 기초의 지방소비세로 인식된다. 다만 이 금액은 2022년말 일몰 평가 후 시·도
지방소비세로 통합될 예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세수 확충의 의미는 적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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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1단계 재정분권 추진 결과 지방소비세는 당초 도입분(5%p)과 취득세 감소분 보전분
(6%p)을 비롯하여 신규 재정조정적 성격의 지방세분과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분으로 구분·운영
되면서 이전보다 더 복잡한 구성을 갖게 됨.
 이는 지방소비세가 조세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는 대신 재정조정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음을
의미
 다만 지방소비세는 여전히 일부 소비지표를 반영한 배분이 이뤄지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세수 증가로 연계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재정조정제도와는 구별됨.
 즉 지방소비세는 일부 소비지표를 반영한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재정조정적 성격이 강화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로서의 성격을 보유함으로써 순수 재정조정제도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는 구분된다는 것임.
 더욱이 재정조정적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빈곤단체의 세수
확충 유인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과 다르게 지방소비세의 권역별 가중치는 재정력이 낮은 비수도권의
세수확충 노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
 그 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한재명, 2020)

(4)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강화 부족
○ 법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는 부가가치세액의 21%로 규정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되며, 법적 세율은 21%
 그런데 부가가치세액은 「지방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의 세율조정권은 허용되지 않음.
 아울러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운영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역할은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및 세관장)로부터 매달 지방소비세 납
입금을 넘겨받아 이를 다시 일정한 배분방식에 따라 각 시·도에 납입하는 것에 국한
 이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지방세로서의 위상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 결정
권은 물론 과세행정권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 과세자주권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
 그 결과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유인하는 역할도 제한적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는 일부 소비지표를 반영한 배분이 이뤄지므로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 존재

○ 이와 같은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1단계에서 추진된 지방소비세 위주의 지방세 확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더 많이 이끌어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해당 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 존재

발제1.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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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 문제 해소 미흡
○ 1단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균특사업 일부의 지방이양(전환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을 보
전해주기 위해 2020~2022년 동안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점임.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 내 새로 설치된 전환사업보전계정
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고 있음.
 이 재원 보전액은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사업(전환사업)의 2019년 사업예산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되는 금액으로 간주됨.
 그런데 이 자치단체별 재원 보전액의 규모는 해당 지방소비세 재원과 비교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수도권, 특히 전남, 전북 등이 상대적으로 큼(기능과 재원 간 불균형).
 만약 이 재원 보전액이 2022년 말 일몰되어 2023년부터 잔여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통합되는 경우 전남,
전북 등에서는 전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음(김홍환, 2021).

○ 그런데 전환사업의 상당 수가 지역밀착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규모를 줄
이거나 폐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환사업 재원 보전액의 일몰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존재
 이와 관련하여 3년 한시 보전규정을 2027.12.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2021.4.23.)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

Ⅳ.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제
1.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은 이양 대상 세목의 선정

○ 현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이양 대상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일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일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중 핵심은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확충임.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보편성이 적지 않고 신장성이 높은 세목으로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는 여전히 광역세로서, 이를 확대하면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
로 기초자치단체의 상위 정부계층에 대한 재정의존성 심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 존재
 더욱이 지방소비세는 과세자주권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고,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유인
하는 역할도 제한적

○ 이에 반해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인 동시에 시군세로서, 최소한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서 세수확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신장성도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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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면 운용 및 탄력세율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과표 및 세율 조정이 허용
되므로 지방소득세 확대는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가능
 다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비세와 비교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세원이 편중된 양상을 나타내므로 비
수도권 및 군 지역 등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 확대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도 있음.

○ 이처럼 지방소비세는 권역별 가중치의 적용으로 지역 간 세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
만, 광역세이어서 기초에 세원이 배분되지 않고 과세자주권 수준이 낮아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유인이 약하다는 점이 단점
 반면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이고 과세자주권 수준이 비교적 높아 자치단체의 책임 있
는 재정 운용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간 세수 편차가 크다는 단점 존재

○ 재정분권의 목적이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지방공공재
혹은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면 지방소비세보다는 지방소득세 확충이 더 바람직
 이 경우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편차 문제는 그 인상분(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해소 가능(한재명, 2021)

○ 그렇다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관련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이외에도 지방소득
세 확대도 충분한 검토가 다시금 이뤄질 필요
○ 한편 국세 교육세 일부(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및 주세액의 10%)의
지방교육세 전환 방안이 논의 중
 이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금액이 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에 상응11)하며, 현재 이 금액이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과 함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교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음.
 중앙재정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하는 대신, 그 만큼 교육세 일부
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어 시·도 교육청으로 다시금 넘겨지기 때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던 재원을 이제는 시·도
가 관할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데에 있음.
 그럼에도 이 전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의 상당 몫을 중앙이 아닌 시·도가
부담함으로써 실질적 교육자치권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성 및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음.
11) 2019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7,440억원 중 교육세분은 1조 7,628억원이고 나머지 1
조 9,812억원은 국고분이다. 반면 2019년 징수액 기준으로 교육세 5조 1,099억원 가운데 개별소비세분, 교통·에너
지·환경세분 및 주세분은 총 3조 4,883억원, 금융·보험업자수입금분 및 수입(輸入)분은 1조 6,216억원이었다. 즉 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1조 7,628억원)을 제외한 교육세 금액(3조 3,471억원)이 개별소비세분, 교통·
에너지·환경세분 및 주세분의 합계(3조 4,883억원)에 상응한다. 다만 최근 2단계 추진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세 이양
대상 중 주세분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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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세 교육세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의 부가세(surtax)이므로 이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 모세(母稅)는 여전히 국세이고 부가세(surtax)만 지방세가 되므로 이 지방교육세 영역의
과세자주권은 확보되기 곤란

2.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 확보

○ 최근 2단계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교육세 일부의 지방
교육세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 7대 3 수준 달성 곤란
 세부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약 6.0조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약 0.3조원) 및 교
육세 일부의 지방교육세 전환(약 2.7조원12))에 따른 지방세 확충 규모는 최소 9.0조원 수준
 이는 당초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의 2단계에서 제시된 지방세 확충 규모 12조원의 3/4 수준
 더욱이 2018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대 3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국세의 추가 이양 규모는 약
17.5조원(<표 8> 참조)
 즉 지방소비세 세율 7%p 인상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규모(최소 9.0조원)는 필요한 수준의 약 1/2에 불과
<표 8> 국세 추가이양 규모 산정
(단위: 조원, %)
지방소비세 인상
(8.5조원)

현행(2018년)

구분

금액

비중

금액

7대3 목표

비중

금액

추가이양규모
비중

금액

국세

283.54

77.1

275.04

74.8

257.50

70

-17.54

지방세

84.32

22.9

92.82

25.2

110.36

30

17.54

총조세

367.85

100

367.85

100

367.85

100

0.00

주: 2020년까지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10%p 증가분 효과를 8.5조원으로 간주할 때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30% 달성에 필요한 이양
규모는 약 17.54조원임.

○ 따라서 현 정부가 집권 초에 제시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대 3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 등 보다 적극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대책 마련 필요

3. 공동세의 적극적 활용

○ 최근 2단계 방안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확대는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역으
로 세수를 집중시켜 상위 정부계층에 대한 기초의 재정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 존재
 2단계 방안으로 초기에 논의되었던 지방소득세 확대의 경우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세수쏠림 문제가
그 실행가능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었음.
12) 2018년 신고액 기준으로 교육세의 개별소비세액분과 교통·에너지·환경세액분은 2.7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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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완화를 위한 방법이 없지 않음.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추가 인상분에 한하여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또는 기초와 기초 간 공동세로
운영함으로써 기초의 세수 확충과 부익부빈익빈의 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
 즉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운영을 통해 1단계에서 소외되었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세수 확충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음.
 또한 지방소득세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또는 기초와 기초 간 공동세 운영은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의 완
화를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음.13)

○ 다만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배분 비율과 기초 간 배분 방식은 다
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 틀을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

4.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도 적극적으로 모색된 바 있음.
 즉 현행 복지전달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최소한의 보편 서비스인 기초연금은 국가
로 이관하고, 아동·보육 복지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검토
 다만 최근 이 복지빅딜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됨.
 그밖에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은 추진 중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복지빅딜 안건은 여전히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017~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사업 수행으로 인한 지방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연평균
15.5%의 속도로 증가한 반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보육 복지사업 관련 국비 증
가 속도는 그 보다 낮은 연평균 9.9% 수준(<표 9> 참조)
 최근 기초연금 지원 규모 상향,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의 조치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가 커진 점을 감
안하여 최근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규모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3) 우명동(2021)은 세입분권 확대→지역 간 재정력 격차 확대→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이전재원 확대→지방의 재
정자율성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분권과 균형 간 상충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상반된 인식으로서 ‘양적인 불균
등 완화를 중시하는 견해’와 ‘지역의 자생력 배양을 중시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전자의 견해는 분권 강화가 그에
따른 재정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집권적 명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경제상태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참여’와 ‘관계’라는 질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데, 이
경우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중앙과 지방 간 협조적 조정메커니즘’과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연
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평적 연대의 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이 지목된다. 그렇다면 지
방소비세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는 적절한 배분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의 자생력 배양에 초점을 둔 자치단
체 간 수평적 연대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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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반하여 아동·보육 복지사업 관련 국비 규모는 오히려 (-)2.4% 감소
 향후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지원규모 상향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확대가 불가피한 반면 저출
산 심화에 따른 영유아·아동 감소로 아동·보육 복지사업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낮은 편(<그림 4> 참조)14)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복지사업의 국가와 지방 간 맞교환은 지방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9> 주요 대규모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본)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21
구분

기초연금

아동·보육 복지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급

2017

2018

2019

2020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증가율
(17(19)~21)

국비

80,961

98,400

114,952

131,765

149,635

(13.6)

16.6

지방비

25,086

29,998

34,274

39,287

44,615

(13.6)

15.5

국비

43,534

53,564

62,203

65,047

63,480

(-2.4)

9.9

지방비

20,993

25,374

28,812

29,859

29,082

(-2.6)

8.5

국비

31,292

31,663

34,053

34,056

33,677

(-1.1)

1.9

지방비

14,881

15,481

17,033

17,090

16,873

(-1.3)

3.2

국비

12,242

10,891

8,879

8,157

7,608

(-6.7)

-11.2

지방비

6,112

5,561

4,615

5,205

4,855

(-6.7)

-5.6

국비



11,009

19,271

22,834

22,195

(-2.8)

7.3

지방비



4,332

7,164

7,564

7,354

(-2.8)

1.3

주: 2018~2021년도 4개 주요 복지사업별 예산(국비+지방비) 규모임.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 아동수당의 경우만 2019~2021년
을 대상으로 함.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지방비에는 시간제보육 지원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이 2019년 20%, 2020년 40%, 2021년부터 70%로 확대됨. 영유아보육료는 2018년부터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상향 조정(1.8→
2.6%)함.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 아동에 대해 지원되다가, 그 지원대상이 2019년 1월 소득수
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9월부터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10만원 지급).
자료: 대한민국정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Ⅳ(산업통산자원·보건복지)」, 각 연도

14)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84년 2명 미만으로 내
려간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이후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60년 2.9%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에 7%를 넘어섰고(고령화사회), 2018년에는 14%
를 초과하였으며(고령사회), 2025년 25%를 넘어(초고령사회) 2067년에는 46.5%에 이를 전망이다. 그 결과 생산가
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60년 5.3%에서 2021년 23%를 거쳐 2065년부터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2065년 이후
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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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196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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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 196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 기준 추계치임.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비율이며, 65세 이상 비율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임.

5.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대책 마련 필요
 이러한 대책이 미비한 경우 재정분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그 원활한 추진도 기대하기 곤란

○ 이와 관련하여 세입감소액에 대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 검토 필요
 또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의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성남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과잉
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다만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순증(혹은 중앙재정의 순감) 규모가 클 경우 세입감소
자치단체의 전체 세입감소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보전 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현행
광역과 기초 간 재정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조정(보전)하는 방안의 강구가 더 적절할 수 있음.

6.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 문제 해소

○ 2단계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의 세수 확충이 이뤄지는 경우 그 증가
분을 이용하여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신설된 전환사업보전계정
중 시·군·구 계정(0.8조원)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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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2년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일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서 그 일부(시·군·구 계정)를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
 즉 시·군·구 계정을 2단계 추진 일정에 맞추어 2022~2023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2022년 50%
축소, 2023년 100% 축소)을 강구할 필요
 시·도 계정의 경우에는 2022년 말 일몰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23년부터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단위의 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이를 각 시·도 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재
원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그 밖에 세입 증가분의 시·군·구 계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순세입 증가 정도가 클 경우에는
각 시·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7. 기타

○ 2단계 재정분권을 포함하여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현행 지방소비세의 합리화 조치도 병행 필요
 즉 지방세 성격과 무관한 취득세 감소 보전분(6%p분)은 폐지하고 당초 도입분(5%p) 등과 통합할 필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은 수도권 집중도가 높으므로 이를 소비지표와 권역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영역에 통합
시킬 경우 지방소비세 세수는 수도권(세종시 포함)이 다소 감소하고 비수도권이 증가
 이는 취득세 감소 보전분을 폐지함으로써 재정분권 과정에서 수도권으로의 세수쏠림을 일부 억제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
 더욱이 최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대해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2011년 취득세 감
소 보전분을 설치할 때와는 재정환경 및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한 고려 필요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적정 수준 및 달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필요
 현 정부는 집권 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
 그런데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재정 현실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적정 수준이 7대 3인지 혹은 6대 4인지
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즉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현재처럼 25%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30% 혹은 40%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미진
 다만 2021년 순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지방교육 포함)의 재정 사용액 비율이 42.8:57.215)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25와는 차이가 크므로, 이 둘 간의 차이를 좁혀 재정 사용액을 가급적 스스로 조달
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유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지방세 확충 중심의 재정분권이 당분간은 바람직할 수 있음.
 또한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늘리더라도 그 수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인하는
15)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21.5., p.25. 한편 통합재정 사용액 기준으로는
53.3:46.7이다(행정안전부, 202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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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설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분권의 실질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도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의 적정 수준 및 달성 방식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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