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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우리나라는 재정운용에 관한한 IMF, World Bank, OECD등 국제기구로부터 모
범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2007년 4대 재정개혁(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로
그램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큰 그림 차원에서 선
도적 역할을 수행
- SOC사업, 정보화사업, R&D사업에 이르는 예비타당성 조사나 재정사업심
층평가,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및 관행을 고쳐나
가고 있음
◦ 그러나 형식과 실제 운영간의 간극(gap)이 현격하여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재
정개혁을 통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및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체감 인식 개선
수준에 대하여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음(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satisfaction and confidence) 수준이 2015년 기준으로 OECD평균이 43%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4%에 그침)
- 총체적으로 재정개혁의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이 형식화되고 있
고, 신뢰수준이 높지 않은 정치과정 속에서 재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믿
음을 주지 못하고 있음: 정쟁의 도구화
- 중장기목표설정에 있어 목표지표의 명확화 및 전략과 세부계획의 부족, 그
리고 전망 및 목표치의 잦은 변경 등이 문제: 연성제약 및 재량의 범위 무
한대
- 무엇보다도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차원이
재정책임성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분절적이고 적대적
인 여야관계로 인해 행정부의 중기적 시각에서의 개혁적 접근이 국회의 단
년도 예산안 심사방식의 분절화로 국가재정운용이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
함: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의 형식화
- 결국 투명성, 신뢰수준, 대응성, 공개성, 더 나은 규제, 청렴성과 공정성,
정책결정의 포용성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 재정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독립적인 감사원의 역할(정책에 대한 감사)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적어도 제도적인 요소, 측면으로 볼 때 세계적으
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2011/2012 OECD 성과예산조사(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적 요소를 갖춘 국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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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
- 거시 재정여건과의 연계미약, 기계적인 예산삭감, 사업개선사항 도출 미
약, 다른 평가제도와의 중복, 부처간 분절화 등 문제가 지적됨: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무력화
- 한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에서 성과관리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바,
개별 단위사업 내지는 내역사업 중심의 평가체제로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는 있으나 평가대상도 개별부처의 프로그램 수준 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
단위, 세부활동(activity) 수준, 내역사업수준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부처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예산
의 전략적 재배분 애로
◦ 현재 프로그램 예산구조는 각 부처의 정책 영역과 사업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구조에 맞추어 개
발된 측면이 강해 성과정보 생산에 애로 초래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간접비 배부 등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관리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감사원의 회계검증과정과 연
계하지도 못하고 있어 투명성 차원의 한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중심제의 재정운영기제를 가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는 미국, 멕시코, 칠레만이 유사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여서 재정
운영제도의 벤치마킹이 쉽지 않음
-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감사원간의
재정협력체계가 긴밀함
-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감사원의 경우는 감사기능과 직무감찰기능이 함께
부여되어 있어 행정부와의 협업이 어려운 현실
-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경우 전향적 접근 전환에 어려움
- 정책기획단계부터 정책평가 및 환류에 있어서 정부신뢰와 책임성 강조, 그
래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성과 평가에 반영
- 정책실명제와 이력제 정착방안 마련 필요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꼽을 수 있는바
타당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응성 등이 소망성의 세부기준이고 정책
으로서의 채택가능성과 채택 후의 집행가능성, 즉 기술적 실현가능성, 재
정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법적 윤리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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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능성을 만족해야 함

1. 재정책임성이란?
□ 거버넌스 이론에서 사전적 의미로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은 책무성
으로도 번역되는 설명가능성, 비난 받을만함의 반대 의미, 부채수준, 보고책임
등을 의미함
◦ 책임성은 리더십역할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정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보
고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성은 적정한 회계관행
이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움
◦ 회계는 예산의 언어로 표준화된 보고를 가능하게 하고 권리의 발생과 의무의
발생 등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

□ Hirschman은 중요한 책임성 확보기제로 이탈(exit)과 참여(voice)를 강조함
◦ 국가가 시민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개입 사전과 사후 이탈가능성
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역량(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공급, doing more, with less)으로 연결됨
◦ Clark & Golder모형에서는 허쉬만의 이론을 동학적으로 발전시켜 탈출과 참
여에 더해 행동선택으로서 충성(loyalty)을 조작화하고, 이들 세 가지 기제를
통해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할 있음을 설명함

□ 국제예산연대(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는 시민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가 책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함
◦ 시민단체는 언론, 감사인, 기부자, 국회, 행정부 내부자, 정당을 포함한 책임
성시스템을 통털어 큰 그림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함
◦ 여야를 떠나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세금을 개인의 재원으로 생각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 기제가 책
임성임

□ 재정관리에 있어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재정규율과 함께 독립된 감
시기구의 기능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내부적으로 법과 규칙, 그리고 계층제에서의 명령체계를 통해 행동을 규율하
게 되지만 결국은 독립적인 감시기구(watchdog)의 감사가 담보됨으로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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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이 확보됨
◦ 대규모 조직의 경우, 국가와 기업 기본 기제는 동일함

2. 재정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 재정제도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이며 또 정치적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바람직한 재정제도와 재정책임성에 대한 판단지표가 불투명하고 때로는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 구체적으로 재정분권 및 재정기득권화 또는 재정분절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 재정책임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관점의 예산운용이라는 상
위목표보다 자체성과에 연연하는 기술적 목표에 매몰되는 경향도 있음
- 국민관점의 예산운용은 세금가치의 극대화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들 수 있음

□ OECD 35개국 중 대통령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 멕시코, 칠레 북·
중·남미국가 3개에 불과함
◦ 한국은 헌법상으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집권적인 국가임
-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측면에서 재정분권의 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나 지방세출 비중은 OECD 단일 국가들 중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임
- 한국은 기금, 특별회계, 사회보장 및 보험, 지방, 지방교육 기준으로 부처
간, 중앙과 지방간 재정이 분절화되어 있고, 재정분절화가 법제화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칸막이를 쳐둔 상태로 중앙정부 재정당국의 조율기능이 미
약하며 따라서 재정책임성에 한계가 존재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는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며, 이에 기반하여
세입예측이 이루어지고, 재정운용의 목표에 따라 세출조정이 이루어짐
◦ 독립적인 세수추계 및 재정추계 조직이 필요함
- 경제성장률이 정권의 희망차원에서 낙관적으로 전망될 경우, 세입증가율이
과다하게 추정되고 그 결과 세출의 증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문제가 나타남
- 반대로 세입추계가 지속적으로 과소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도 재정책임성
차원에서의 통합적 계획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 등의 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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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정이 이루어져 재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아닌 점증주의적 예산운용관행이 만연함
◦ 재무행정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점증주의 행태가 만연한 상태임
-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이 전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지출한도에 예산요구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부처의 형식적 중기요구와 지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요구 행
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 또한 이에 한 몫 하고 있음
- 의무지출, 국책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항목을 의도적으로 지출한도에
서 제외하거나 과소 요구한 후 예산편성 또는 심의과정에서 지출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배분적 효율성은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성과가 이에 미치지 못한 부문, 분야, 사업에 예산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함
◦ 배분적 비효율성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포괄하는데, 거시적 측면은
지출의 구조상의 우선순위게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하
며, 미시적 측면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결정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
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의미함
◦ 이는 재정사업의 분절화･중첩･중복을 포함하는바 분절화(Fragmentation)가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다수의 조직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활동이 서로 이
격되어 있고 연계성이 미약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이 필
요한 경우를 의미함
- 수혜 대상이 상이하거나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 활동이 상이하여 중첩이나
중복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도 포함됨
- 중첩(Overlap)은 다수의 조직이나 사업이 유사한 정책목표를 위해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수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함
- 중복(Duplication)은 다수의 조직이나 사업이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동
일한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하는 경
우를 의미함

□ 배분적 효율성과 함께 기술적 효율성도 예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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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및 성과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은 관리적 측면에서 최소의 투입
(Input)으로 최대의 산출 (Output)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자원의 효율
적 분배에 초점을 두는 배분적 효율성 (Allocation Efficiency)과 다른 개념임
- 기술적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지출에 적용하면 사업 확정 후 집행과정이나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업집행의 문제는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배분적 효율성과 관
련이 있다면 주어진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책이나 사업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여러 가능한 사업집행설계나 사업
집행수단 중 선택의 기준은 ‘가장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정책의 목표를 달
성하는가’가 될 것이기 때문임
- 특히 공공부문은 경쟁의 결여로 낮은 기술적 효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재정지출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은 인력 및 조직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관리의
비효율성(X-efficiency)이나 예산집행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업 중복, 낭비적이고 비효과적인 집행, 불법적 집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함
- 재정집행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경우, 최근 유사중
복 사업의 시행, 보조금 부정수급, 카드부정사용에서의 예산낭비 등이 사
회적 관심을 끌고 있음
- 이러한 유형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당면 과제라 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를 FWA (횡령: Fraud, 낭비:
Waste, 남용; Abuse)로 정의하고 있음
- 횡령 (Fraud)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
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함
- 낭비(Waste)는 비의도적이긴 하지만 자원을 잘못 활용하거나 과다하게 사
용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의미함
- 남용 (Abuse)은 조직의 규칙이나 절차를 훼손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함
◦ 이러한 예산낭비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은 담당공무원이나 사업시행주체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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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도덕적 해이(무사안일, 복지부동), 지식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 관리가 필요함

□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의 관계
◦ 내각책임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기의 재정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구속하지 못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연
도별 재정의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총 지출한도와 분야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이어지는 총량중심(top-down) 예산심의과정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으로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의회의 감사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혼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1)가 존재함

□ 책임성과 거리가 먼 예산심사 관행의 문제
◦ 제시된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 심사 과정은
매우 단시간에 방대한 규모의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책임
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90일의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 약
30일만이 예산 심사에 주어졌으며,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조정 소위 또한
2018년 기준으로 8일간 개최되었음
-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예산안의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려움에
따라 세부 내용의 파악은 물론 중복예산의 확인 등 기본적인 예산 심사 또
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실을 고려한 예산심사 기간의 확보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 등 제도
의 정비를 통하여 예산심사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간 줄이는 게 쉽진 않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보죠. 4분 넘으면 후하게 한 것

1) 최근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은 제5부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성격을 부여
하고 있음. 감사원(2003)이 발간한 바람직한 감사원상에 의하면 우리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하면서 의회가
사실상 감사지시권과 인력지원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절충형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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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간단한 건 2~3분 안에 끝냅시다.”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은 이런 인사말로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시작하면서 테이블에 스
톱워치를 올렸다. 시간을 잘 지켜 심사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미였다. 이날은 예산안
심사의 법정 시한이었다. 자정까지 약 10시간 남았는데 17개 기관의 예산 심사가 남아 있
었다.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예결위원들은 최대 4분 만에 심사했다. 특허청ㆍ경찰청ㆍ기상
청 등 쟁점이 많지 않은 기관 예산은 10분 이내로 심사가 끝났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몇
분 만에 깎여 나가기도 했다.
이처럼 물리적인 상황만으로도 국회 예산 심사는 매년 ‘날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에 보장된 시간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다. 국회 예
산 심사 기간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엔 120일이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90일로, 1972년 60일로 줄었다. 박정희 정권 때 행정부가 짠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권한을 줄인 결과였다. 너무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다시 90일로 늘
어났다. 그러나 90일이라는 기간은 숫자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이론적으로는 90일을 확보했지만, 예결위 첫 회의는 11월 5일에 열렸다. 9~10월에
는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이 열려 현실적으로 예결위가 불가능했다.
예결위 활동 시한이 11월 30일까지니 사실상 약 한 달만이 예산 심사에 주어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예산 심사 기간이 85일이다. 미국은 240일, 영
국은 120일이다. 각 나라 예산 심사의 충실도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이 가장 ‘열
악한 수준’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예결위가 시작돼도 실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기간은 더 짧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는 보통 2~3일
열린다. 예결위 예산조정 소위는 올해의 경우 8일 열렸다. 열흘 남짓 동안 470조원의 예산
을 심사한 것이다.
예산 심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는 국회의원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지난 6일 자정쯤 예산안 일독(一讀)이 끝났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시
한을 나흘 넘겨서 겨우 예산안을 한번 훑어볼 수 있었다는 얘기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
예산을 예산안에 끼워 넣기 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하소연했다. 익명을 원한 한 예결위 관
계자는 “예산안 한번 쭉 읽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별 중복 예산 조정할
시간이 없다”며 “한국만큼 중복 예산 많은 나라가 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예산 심사 시간 부족 문제를 예결위의 ‘상임위화’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현재의 특위 체제는 특정 기간에만 열린다. 상임위는 1
년 내내 상시로 열 수 있다. 영국·캐나다처럼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의회와 행정부가 머리
를 맞대는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자료: 중앙일보, "4분 주면 후한 것" 470조 예산 심사하는 한국 국회 풍경, 2018.12.6.

3.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환경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
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대안을 살펴보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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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와 거버넌스 및 재정환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온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거버넌스에서는 차이
가 있지만 재정환경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세
하게 살펴보고자 함
◦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도개선에 있어서
의 형식주의의 문제, 전반적인 책임성의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함
◦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계획)제도의 활용 및 재정보고와
회계감사기능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정책 감사의
근본적 방향전환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9 -

Ⅱ. 영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책임성
1. 주요국의 재정책임성 비교
□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형태에 따라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바, 이는 재정책임성을 ‘누가 주로 지게 되는가’의 문제로
연결됨
◦ 일반적인 예산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하며, 의회와 행정부 간
의 예산권한배분, 즉 재정책임성에 대한 기관분담을 나타냄
- 대통령제는 통상적으로 행정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회의 광범한 수정
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의회가
예산편성을 담당하며, 행정부제출 예산서는 참고자료로 간주하고 있음2)
- 영국, 캐나다 등 웨스트민스터형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
산편성권이 내각에 있고 내각이 곧 의회의 다수당 대표라는 점에서, 의회
의 예산수정권이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됨
- 의원내각제 나라들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예산제도(pre-budget report)
등 재정책임성 확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안이 크게 수
정되거나 부결되는 것은 불신임으로 해석되어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함3)
- 영국은 ‘사전예산제도’, 스웨덴은 ‘춘계재정정책안’을 예산편성과정을 중시
하는 재정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대통령제의 미국은 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총량과 부문한도를 설정
하는 예산결의안제도(budget resolution)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결의안의 분야별 한도 내에서 재정수반법안과 세출
법안을 심사하는 방식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

2) Wildavsky와 Caiden(2004)에 의하면 미국의 예산과정은 권력획득을 위한 갈등이며 정치게임인바 합의
(consensus)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생각(dissensus)의 발현이므로 따라서 예산이 점증적으로 바뀔 수밖
에 없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
다. 미국의 의회의 예산과정에서의 권한이 막강하고 ‘dead on arrival’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예산심의과
정에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수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과 본
서술과는 그리 괴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 경우 편성단계에서 조율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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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산과정

자료: 박정수, 2014

<그림 2> 예산과정상 정부와 의회의 역할
의회
행정부
2. 예산 심의 의결
4. 예산집행 통제
1. 예산편성 (거시 프레임, 재정정책 전략
및 우선순위, 구체적 예산규모 추정).
3. 예산집행 (세입징수, 지출통제)과 자체와

감사원

국회제출을 위해 성과보고서 작성

5. 결산 검사

자료: OECD, 2004

□ 정부와 의회의 예산권력관계에 따라 의회우월형, 행정부우월형, 내각우월형으
로 유형화가 가능하며(이만우·이미경, 2004), 우리나라는 행정부우월형에 속함
◦ 강력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고
내각과 의회는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띠는 반면, 순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반대로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이 매우 엄격한 편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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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과정 통제의 수
준은 높은 편이며, 의회 내에도 재정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존
재함
◦ 의회의 예산권한이 행정부와의 권력분립정도와 상당부분 정(+)의 선형관계를 보
이지만 이는 결코 완전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예산과정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영향력 행사 정도는 특정 정부형태와 연관
짓기보다는 개별국가가 지닌 특수요인들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
□ 아래 <표 1>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책임성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특히 정부와
의회 간 재정권한의 배분과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요소들을 비교하여 보았음

<표 1> 주요국의 예산제도 비교
구분
정부형태
의회형태
예산 형식

미국
대통령제
양원제
법률
예산회계법,

예산관련

의회예산 및

법률

지출거부통
제법

예산안제출

의회

예결위

상임위(예산,

구성형태

세출, 세입)

예산
심의기간

5개월

의회

증액 및

수정범위

삭감 가능

예산안

잠정예산

미의결시

결의안

영국
의원내각제
양원제
법률

프랑스
준대통령제
양원제
법률

독일
의원내각제
양원제
법률

재정법,

헌법,

헌법,

정부자원및

재정조직법,

경제안정및

회계법,

예산법,

성장촉진법,

예산책임및

사회보장재

예산원칙법,

감사법

정법

연방예산법

내각

내각

내각

상임위(재정·
상임위(재무)

일반경제·예

상임위(예산)

산통제)
6개월

70일

세출삭감

5개월

임시예산

재정법,
회계법,
국회법
내각
상임위
(예산,
결산행정감시

2개월
세입증액과

삭감만 가능

가능
잠정예산

헌법,

스웨덴
의원내각제
단원제
비법률

헌법,
예산법,
의회법

내각

상임위(재무)

)

세입증액과
삭감만 가능

일본
의원내각제
양원제
비법률

세출삭감
가능

잠정예산

잠정예산

4개월
예산증액 및
삭감 가능
잠정예산

조사 및
의회주요
지원기관

CBO

없음

없음

없음

입법고사국,
중의원
조사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재정제도, 2016.5.26.
4) 박정수, 선진국 재정개혁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변화와 시사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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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970년대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은 급등한 반면, 오일
쇼크와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이 부실화됨에 따라 1980년대부
터 재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음(권오성 외, 2009).
◦ 재정준칙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1985년 호주, 독일, 일본 등 6개국에서
2014년 8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EU국가들은 초국가적 재정준칙을 활용하
고 있음
◦ 1997년 안정성장협약,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3% 이내, GDP 대비 일반정부기준 국가부채비율 6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안정과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신재정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고,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0.5% 이내로 제
한하여 중기재정목표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5)
◦ 일반적으로 재정준칙은 행정부 차원에서 타겟을 설정하는 방식과 의회에서 입
법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제한하는 두 가지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의회의 입법을 통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후자
를 의미함
- 독일은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채무제한준칙을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단
일 준칙이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균형수지준칙과 채무준칙 등을 결합한 복합
준칙을 활용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은 재정정책을 설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기구를 두고 있으
며, 이 중 15개국은 재무부와 별도의 독립된 재정기구를 설치하여 경제전망
및 구조적 재정수지 평가를 담당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의 신뢰도가 점차 하락함에 따라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회,
국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재정거버넌스’는 의회와 행정부, 나아가서 시민사회가 함께 재정을 운용하는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
예산실 중심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계속적인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재정의 책
임성 강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거
버넌스의 재설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5)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재정제도,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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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예산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를 Williamson의 거래비용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이유를 감사의 문제로 설명하기도 함6)
◦ 책임성 있는 재정통제 및 효율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권한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채택과 감사원의 국회이관, 거시예산 결정과정의
강화를 위한 사전예산심의제도의 강화,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 등 국회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함(박정수, 2018)
◦ 권위주의 시대의 국회는 통법부(rubber stamp parliament)라 불렸으나 현
재는 정책의 결정, 즉 입법과 예산심의라는 과정을 통해 재정책임성과 관련
한 국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음
◦ 문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연 국회 권력의 강화가 재정책
임성을 높이는가하는 점임.7)
◦ 사전에 거시예산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정준칙이
행정부차원이 아니라 국회의 차원에서 입법화되어 강제수단이 마련되는 경우
재정책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거버넌스 제도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
안점을 둔 연구가 눈에 띔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서 대표성의 향상과 지역 이기주의 극복 등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8)
- 서울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공공질서와 안전,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예산효율성 등 결과적 가치보다는 서울시의
살림살이 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편성의 책임
성을 높이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나아가 문재인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을 확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
- 이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예산
의 정치과정’이라는 헌법적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존의 예산과정이 소수의 권력 잡은 이익집단에 포획되고 있다는 불
6) 박형준·김춘순,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거버넌스 제도고찰: 국회의 기능강화의 관점, 예산정책연구,
2-1, 2013; Diamond, Jack, The role of internal audit in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2002. 5
7) 박정수·김애진, 국회 재정권력 강화와 재정건전성의 관계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 31-1, 2015
8) 손종필·김대진, 예산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6-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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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9), 큰 정부를 선호하는
진보세력과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한 보수 세력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제3
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과의 조화를 위
해서는 참여국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거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입법부의 심사과정에도 보다 열린
참여 기제는 물론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막론하고, 주민자치차원의 지방정부 수준이 아
니라 국가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방식으로 예산제도를 형성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바이므로, 이는 정부와 입법부 간의 예산권한배분의 틀을 뛰어 넘는 구
상이 가능한 프레임이라 할 수 있음
◦ 참여예산과 정부 및 국회의 예산편성 및 심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참여예산이 활성화되면 행정부와 의회관계에 있어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재정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헌법경제학(constitutional economics)에서 뷰캐넌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 경제학은 헌법 문제와 예산 과정을 포함하는 경제 기능 간의 구체
적인 상호 관계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경제 및 헌법의 분야임
◦ 헌법 경제의 표준은 연간 예산 계획에서 사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과 함께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지침임10)
- 결국 국민참여예산제도에는 좋은 예산을 위한 보완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으면서 건전성 제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설계가 필요하므로,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으로 구조화하되 전 예산주기 및 과정에 있어 참여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치권력이론(theory of political power)으로 국회와 정부 간 예산권의 배
분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예산과정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건전재정과 다원화된 수요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 접근(muddling through approach)에 기반한 재정거버넌스의 재설
계가 강조되고 있음
9) Olson, 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2
10) James Buchanan, 헌법적 질서의 경제학과 윤리학, 자유기업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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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정치 및 예산구조
□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4개 지방의 연합으로 구성됨
◦ 1998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각각 법을 통해 독자적인 의회의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예산과정 역시 <그림 3>과 같이 상당 부분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4개의 지역의 공공지출에 대하여 보조금(Block grant)을 제공하
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역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바넷공식(Bartnett
Formula)에 따라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11)로 분배됨

<그림 3> 영국 정부 및 4개 지역의 예산과정

자료: National Assembly for Wales(2009), p.3.

□ 영국은 입헌군주제로서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는 하원의 다수당
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음
◦ 양당 중심체제의 정당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가 최근에는 절대다수를 확
보하지 못하면서 연립내각,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지며, 정부 통

11) 영국정부의 공공지출은 부서별 지출한도에 따른 지출(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과 연례관
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로 구분됨. DEL은 보통 지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
는 연속성 혹은 항상성을 가지는 비용으로,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출되는 AME에 비하여 예산과
정 및 지출과정이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명료함.(House of Commons Libr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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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기능은 물론 각 부처 간 업무 또한 조정함
◦ 재정과 관련해서도 수상과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중요
한 책임을 짐
- 재무장관은 예산안을 통하여 의회와 국민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 및 공공재정
현황, 정부의 경제목표 달성 수준 등을 제시함
- 또한 보통 정부지출 및 차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제시한 후에
예산과 세제 개정 사항을 발표함
- 영국의 경우 매년 법령에 의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갱신하고 있으며, 그에 따
라 매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정 법안이 발표됨
□ 영국의 재정제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반정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
앙정부가 79%, 지방정부가 21%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예산규모는 수입이 8,100억 파운드, 지출이 8,420억 파운드로 적자
규모는 320억 파운드 수준임
◦ 영국의 예산안은 재무부에서 편성하며, 하원에서 주요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입예산법안, 세출예산법안으로 채택함
◦ 예산권한은 행정부와 의회가 수상에 의해 이끌어지는 내각에 집중되어 있으
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정부 제출 예산안의 수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음
- 알콜, 담배 등과 관련한 세율의 결정은 하원이 동의한 협약에 의거하여 예산안이
발표된 당일 혹은 단시간에 세금 징수 소집(Provisional Collection of Taxes)
에 따라 결정되나, 그 외의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은 하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
정됨
- 예산결의안은 하원의 동의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영구적인 법
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법안이 필요함
- 재무장관이 제시한 예산결의안이 재정법안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는 다른 법안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음
□ 예산은 법률로 성립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뿐만 아니
라 세율이 정해지는 세입예산법이 매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제정됨
◦ 부처별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과 별도로 매해
12월에 지출총액을 통제하는 통합국고법(Consolidated Fund Act)을 제정함
◦ 영국 예산제도의 특징은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을 띤 지출계획서(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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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를 수립해, 하향식 예산편성, 부처별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임
◦ 영국의 중기재정계획은 1963년 공공지출점검(public expenditure survey)
으로 시작해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nancial strategy)을 거쳐 지
출계획서로 발전함
- 공공지출점검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이후 통화와 재정정책의 연계를 강화
한 중기재정전략이 시행되었고, 1998년 재정법 제정과 함께 부처별 지출한도
(DEL)와 연간관리지출(AME)의 형태로 운영됨

<표 2> 공공부문 예산지출분류
자원예산
부처별 지출한도
(DEL)

자본예산

- 현금예산: 중앙부처서비스 비용과

- 부처 및 비부처공공기관(NDPBs)

공기업 및 민간보조금

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 비현금예산: 감가상각, 지급준비금

- 지방정부에 대한 자본보조

-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연간관리지출
(AME)

- 중앙정부 채무 이자

- 지방정부 자체재원 자본지출

- EU 분담금
- 지방정부 자체재원 지출

- 공기업 자체재원 자본지출

- 복권 등

◦ 지출계획에는 이전의 전체 재정상태와 우선순위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과 이에 따
른 부처별 실천계획이 포함되며, 총관리지출(total management expenditure)은
다년도로 계획되고 관리되는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 expenditure limits)와
법정지출성격의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을 합한 개념임
◦ 지출은 성격에 따라 자본지출과 자원지출로 구분되며, 부처지출한도(DEL)는
부처의 사업비로 지출계획서에서 결정되며 천재지변이나 국가위기 등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되지 않고 유지됨
◦ 연간관리지출(AME)은 법정지출로 단년도 지출항목들, 예컨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됨
◦ 부처지출한도 총액을 결정할 때 연간관리지출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지표가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정됨
□ 1992년 이후 지출총량수준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하향식 예산편성방
식이 도입되어, 정부차원의 지출총액이 결정된 후 내각공공지출위원회(public
expenditure cabinet committee)가 프로그램별, 부처별 예산을 배정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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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자율적 예산배분 시행하도록 함
◦ 1995년까지는 상세한 예산안이 의회의 심의 대상이었으나, 1996년부터는 경
기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지출을 위주로 3년간의 지출상한을 설정하면서
예산안을 대폭 단순화하였음
◦ 부처별 성과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부처 성과목표제도였던 공공서
비스합의문(public service agreements) 대신 부처별 사업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부처별 비전, 정책우선순위, 감축예산하에서 사업의 효과를 유
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개혁방안과 부처별 지출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의회에
연간 약 60개의 감사보고서(value for money report)를 제출
◦ 각 부처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기업의 경영공시와 유사한 ‘자원회계보고서’를
발간하며, 감사원은 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함
◦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의회는 재무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함
□ 영국의 예산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통합국고자금(consolidated fund)과 재
정투융자회계에 해당하는 국가대부자금(national loan fund), 그리고 국민보
험기금(national insurance fund)으로 구성됨

3. 최근 영국의 재정상황
□ 영국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는 2008년 GDP 대비 52.6%에서 금융위기를 겪
으면서 2014년 86.5%까지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안정화에 성공하여 2017년
현재 85.8% 수준을 유지함
□ 재정수지는 2002~2007년까지 2%대의 적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6.9%,
2009년 10%, 2010년 8.8%로 적자가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안정화되
어 2% 수준을 유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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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정부 총 부채 비중

자료: 영국 통계청

<그림 5> 일반정부 순융자(적자) 비중

자료: 영국 통계청

□ 영국은 2010년 이후 지출계획서에서 긴축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재정구조
개혁에 성공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음
- 2010년 지출계획서에 나타난 긴축계획을 살펴보면, 왕실예산을 14%, 부처별로
평균 19%의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 예산을 매년 4%씩 삭감하는 등 대대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음
- 또한 2014~15년 동안에는 19만여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연금수령 연령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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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6세로 상향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하고 있음

4. 영국의 재정법령
□ 영국의 재정관련 법령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
문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s)등 보조입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 1998년의 재정법(finance act), 회계감사법(national audit act), 통합국고자금
법(consolidated

fund

act)

및

2000년의

정부자원및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10년의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1년의 예산책임및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등의 재정관련 법령들이 존재하였음
- 회계감사법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감사에 대하
여 규정한 법령임
- 통합국고자금법은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통합국고자금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서,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연간 세입변동사항은 예산을 통해 발표하고, 예산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하면 재정
법안(finance bill)으로 채택되어 다른 법안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의회에 의결됨
- 2000년의 정부자원및회계법은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의 근간이 되
는 법률로, 과거 현금주의 방식의 예산회계제도를 대체하도록 한 법령임
- 2010년 재정책임법은 영국에서 입법을 통하여 재정법안화 된 최초의 재정
건전화계획으로,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중기재정계
획의 설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 등을 규정함
□ 2011년의 예산책임및감사법에서는 경제와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는 바, 재무부가 예산책임헌장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책임청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재무부가 국가채무관리 정책의 수행결과를 예산책임헌장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
출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인
예산책임청의 설립과 역할을 명시하고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지침은 헌장에 명시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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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 또한 재정정책 및 국가채무관리정책과 관련한 재무성의 목표와 권한에 기반하
여 이행 가능한 재정건전화 방법, 재정보고서와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도 명시하였음
◦ 감사원장(comptroller and audit general)의 임명절차, 보수, 임기결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감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규정하였음
◦ 본 법안에 따라 기존의 사전예산서(pre-budget report)는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와 예산책임청의 경제 및 재정전망으로 대체
□ 가을보고서는 재정의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 수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봄부터 가을까지의 예산 및 경기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안을 가을
에 발표하고, 겨울과 봄에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및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자문을 구함
◦ 가을예산은 과세연도 전에 세제 변경사항을 발표함으로써 납세자가 변경되는
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봄부터 가을까지의 경제 및 회계 데이
터 전체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의회가 정
부재정 및 조세정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도까지 영국은 동일한 회계연도에 2차례에 걸쳐 사전예산과 가을예산안
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법안을 제정하였으나, 2018년 예산부터는
2016년 가을예산안 발표문에서 재무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라 단일 회계연도
내에서 하나의 가을예산안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018-2019년도 및 2019-2020년도를 기준으로 영국 가을예산과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봄에

발표된

예산성명서(Spring

Statement)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수정 조치를 하고, 여름에 재정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며, 이후 9월에 최종 예산안을 발표하고 재정 법안으
로 결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가을예산의 도입과 예산시기의 변경을 통하여,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
을 확대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성이 중
요시되는 방향으로 재정제도가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2 -

<그림 6> 2018-2019년도 영국의 예산과정

자료: 영국재무부 정책페이퍼(2017.1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ew-budget-timetable-and-the-tax-policy-making-process/t
he-new-budget-timetable-and-the-tax-policy-making-proces)

5. 영국의 재정 관련 조직
1) 의회
□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은 하원에 있지만 정부가 발의한 지출을 확대하거
나 새로운 계획을 하는 권한은 없으며, 하원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
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
◦ 의회는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하는 주요 예산서류의 승인, 지출계획서
와 세입안, 초과지출에 대한 의결, 잠정예산, 부처별 지출성과평가 등을 검토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예산요구를 삭감
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
◦ 의회의 회기는 11월에서 다음해 11월까지로 회계연도(4월부터 다음해 3월)와
다르기 때문에 한 회기동안 2~3 회계연도의 세출예산과정이 진행됨
◦ 의회

내에

19개의

부처별

상임위원회가

운용되며,

이

중

재무위원회

(Treasury Committee)는 예산안과 사전예산안 등 정부의 연간예산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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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을 포함하는 재정과 경제일반에 대한 재무부의
지출정책평가를 담당함
◦ 부처별 상임위원회는 지출 및 연간지출계획, 연간자원회계에 대한 평가, 부
처별 사업계획 목표에 대한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공공계정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는 의회가 지출권한을 부여
한 계정을 평가함에 따라, 감사원장이 제출한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성과평
가(value for money)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된 지출권한이 적절히 사용되었
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2) 행정부
□ 재무부와 내각재정지출위원회로 구분되며, 재무부는 정부의 예산편성, 재정관
리, 경제정책수행 등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내각재정지출
위원회는 내각을 구성하는 부처의 지출계획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재무부는 1866년 국고및감사부처법을 시초로 상당한 예산편성권을 가지며,
통계청, 국세청, 국가저축은행 등 비각료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을 관리하며 자
원지출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함
- 재무부는 부처의 재정정책목표에 부응하도록 개별부처예산을 설정하며, 연
립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 내에 설립된 예산책임청은 재정 및 경제전망과
재정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수지,
공적연금,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
- 예산책임청은 재무부 소속이나 재정의 독립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
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비부처공공기관(Non Departmet Public Body:
NDPB)임
◦ 예산책임청은 수상이 임명하고 의회가 승인한 재정경제전문가 3인으로 구성
된 예산책임위원회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연 2회의 5년치 경제 및 재정전망과 연 1회의 전망평가보고서를 발간함으
로써 정부의 재정목표가 이행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정부부처의 연간관리지
출과 관련된 정책비용추계를 검토하고 보고함
- 반면 부처별 사업비 성격의 예산인 부처별 지출한도(DEL)은 예산책임청에
서 검토하지 않고 지출예산서 승인을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감사원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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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토하며, 검토결과인 정책비용인증은 재무부의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함
- 연 1회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재무부에서 추계한 예
산정책비용을 검토함
◦ 부처별 지출계획의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재정지출
위원회는 지출의 배분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내
각위원들로 구성됨

3)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영국의 감사원(NAO)은 1983년 감사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회계와 재무보고서의 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감사원은 의회에 소속되어 정부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감사 시행 및
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이 보유함
◦ 감사원장은 하원의 공무원으로 부처의 회계감사와 자금사용에 대한 효율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함
◦ 정부부처와 비부처공공기관의 자원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절성 및 지출승인범
위의 초과여부를 감사하고, 재무부가 예산안 등에 사용하는 재정전망의 기초
가정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함
◦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감사 시행 결정에 따라
정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PAC(Committee of Public Accounts, 공공계정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감사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부 재정 및 지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됨
◦ 정부는 공공계정위원회의 정부 지출 관련 권고사항에 대응하거나 이를 수용
하고, 의회는 다시 정부의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예산과정의 순환으로 이어짐
◦ 공공계정위원회에 정부 재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원은 재
정책임성 및 투명성의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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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국 감사원(NAO)의 감사 과정

자료: 영국 감사원(NAO),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Audit Office]

□ 영국의 감사원은 <표 3>과 같이 재정감사와 더불어 각종 조사 및 연구, 의회
지원, 정책공유,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감시관의
역할을 수행함
◦ 재정감사는 감사원의 가장 주요한 역할로, 중앙 정부의 각 부처, 기관, 공공
기관 및 비영리단체와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준의 공적 영역에
대한 재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함
◦ 성과평가 또한 재정감사와 더불어 중요한 감사원의 역할로, 정부지출의 효율
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value for money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함으
로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재정감사와 성과평가 외에 정부의 재정운영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의회에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감
사 과정을 지원하며, 감사원이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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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감사원의 역할

역할

Fianacial

Value for

Audit

Money

(재정감사)

(성과평가)

Investigation
(조사 및 연구)

정부의 각

내용

효율성,

공공기관 및

효과성 등

비영리단체,

경제 전반에

공기업(Netw

걸친 정부

ork Rail

지출의

등) 등 공적

Value for

영역의 재정

Money와

감사를 실시,

관련한

감사 결과를

보고서 작성

(2017

기관의

-2018

감사를

년)

수행함

Paliament

& guidance

(의회 지원)
정부지출 및

(정책 공유)

공공서비스

관련 감사를

감사원의

의 질,

수행하는

평가를

정부실패 및

의회의

기반으로

재정운영과

공공재정위

정책경험을

관련한

원회(PAC)등

공유하고,

연구보고서

주요

관련 정책에

의 정기적

위원회의

대한 자문

발간

개별의원들

수행

International
(국제협력)

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EU의 지출
및 각종
국제기구들
의 활동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에게 관련

의회에 보고

연간 370개

Share insight

공공서비스

부처, 기관,

성과

Support for

시행

정보 제공

영국의 PAC는 NAO의 보고서 및 활동을
65개의 주요 재정 및

근거로 총 51회의 청문회 개최

공공서비스 관련 보고서를

규제 등 주요 정부 재정 이슈들과 관련한

발간

7개의 가이드라인 발표, 부처별로 25개의
짧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자료: 영국 감사원(NAO),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Audit Office｣

□ 영국의 감사원은 국가감사법(The National Audit Act, 1983), 정부자원회계
법(The Government Resources Accounts Act 2000), 예산책임 및 국가감
사법(The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과 관계되
어 있음
◦ 국가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감사와 관련한 재량적 권한을 부여하고, 감사
원을 설립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 정부자원회계법에서는 감사원의 법정감사 권한 및 감사원장의 감사 정보 접
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하였음
◦ 개정된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에서는 감사원의 역할과 예산심의관 혹은 감
사관과의 관계, 감사원의 지출, 감사 요건, 감사 결과의 보존 등 주요 사항들
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가감사법과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에 규정된 감사원 관련 조항 중 변경된
일부 조항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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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 따르면 감사원장의 임기를 종신직에서 10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감사원장과 감사원장이 임명한 직원 외에 외부감사인을 인력 구성 규정에 포
함하는 등 정부재정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 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
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국가감사법과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의 감사원 및 감사원장 관련 일부 조항
구분

국가감사법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

감사원장

하원 소속의 공무원, 1인 법인

하원 소속의 공무원

감사원장의

하원의 공공계정위원회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제청안을 제출하고, 하원이 이에

임명

대하여 승인한 후 여왕이 임명함

감사원
인력의 구성
감사원장의
임기

감사원장 및 감사원장이 임명한 직원
종신직

감사원장 및 감사원장이 임명한 직원,
PAC에서 임명한 외부감사인
10년

연도별 결산을 통하여 감사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감사원의 예산을
운영

편성하여 공공계정위원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운영,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비용은 기금으로 적립

자료: 영국 국가감사법(The National Audit Act, 1983),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The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영국의 감사원은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 등 주요 예산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역
할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의회에 재
정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하고 있음
◦ 예산편성 및 심의 단계의 경우, 감사원은 의회에 정부 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함
◦ 영국의 예산집행 권한은 재무부에 있고 의회의 통제권한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
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 또한 거의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예산 집행 이후 감사 및 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완전한 재량권에 따라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재정 책임성
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권력의 배분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산과정에 있어 감사원의 주요 역할은 대부분 집행 이후 평가 과정에 집중되어
있음
◦ 재무감사와 성과평가라는 주요 기능의 특성상, 감사원의 역할은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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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
◦ 앞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NAO는 2017년-2018년의 기간 동안 연간
370여개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재정감사보고서 및 정부지출과 관련한 60
여개의 성과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감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의회가 결산 및 평가 단계에 활용하며, 이는
차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영국의 감사원은 역할의 특성상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감사 및 감사의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함
◦ 감사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감사원장에게 부여되며 기관의 독
립성이 존재하나, 의회의 공공계정위원회(PAC)가 감사원의 연간 감사 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며, 외부감사인을 임명하여 감사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는 점에서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또한 의원들의 감사 요청을 수용 여부와 관계 없이 수시로 받고 있으며, 공
공계정위원회의 성과감사 요청에 대해서도 예비조사 후 사실 여부에 따라 본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의 감사원과 의회의 관계는 예산과정에 있어 의회가 결산 및 감사 단계
를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책임성 모델12)에 기반함

□ 최근 영국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하여 책임성을 중요시하면서, 감사원 또한
2011년에 발표된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에 근거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0년까지 감사원은 국가재정법(Finance act)에 의거하여 재무부의 재정전
망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2011년의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 제
정 및 사전예산제도의 폐지에 따라 해당 임무는 예산책임처(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로 이관되어 예산편성단계에서의 활동은 거의 제한됨
◦ 정부 재정의 책임성 확보(Accountability Process) 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NAO의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감사위원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하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감사원의 투명성보고서(Treansparency Report)를 발간함으로써, 감사의 전
문성 및 투명성, 품질을 제고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존하며, 감사 인증
12) 웨스트민스터 책임성 모델이란 앞의 <그림 2>에서 제시한 감사원의 감사과정과 같이 재정의 책임성이 강화
된 형태로, 의회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보다는 결산 및 감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재
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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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제 과정에 대하여 공개함
◦ 감사원의 실무규칙 및 윤리강령 제정하고 이를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NAO의 구성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
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감사원장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모든 정보들은 감사원과 공유되며,
국가감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기 이전의 감사원장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를 포
함하여 모든 관련 감사 관련 문서들은 NAO의 정보로 관리함
◦ 또한 2014년부터 감사원은 지역감사 및 책임성 법(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2014)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정책사업
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 앞의 <그림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
서는 의회의 공공계정위원회(PAC)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공공계정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공적자금

책임성

(accountability for public money)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위
원회의 권고사항의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
며, 권고사항의 이행 수준이 낮을 경우 부처의 회계 담당 관리를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재무부 또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부처별 연차보고서에 공공계정위원회의
권고 이행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결국 공공계정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원의 역할이 정부의 재
정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함
◦ 그러나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대부분 정부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지기 때
문에 그에 기반한 공공계정위원회의 권고사항 또한 시기를 놓쳐 제대로 반영되
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부 사업에 있어서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13)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예산심의를 수행하는 하원의 재무위
원회(The United Kingdom’s Treasury Select Committee)와 공공계정위
원회, 감사원 간의 연계를 통해 성과감사의 결과가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14)
13) Patric Dunleavy et al.(2009), The National Audit Office, the Public Accounts Committee and the
risk landscape in UK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LSE Research Online.
14) 김찬수, 김민정(2015), 주요국 최고감사기구의 예산과정에서의 역할 비교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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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최근 ‘2018-19년 및 2020-21년 전략’에서 정부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
합적이고 독립적인 공공감사를 지속하여 수행하면서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감사
의 전문성을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 공공부문 재정의 복잡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제공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측정하고자 함
◦ 공공부문 재정의 부담 및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공공서비
스 및 정부 재정에 대한 감사 책임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품
질의 감사정보를 의회에 제공하고 재정책임성 측면의 조사를 확대하고자 함
◦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공공재정 및 정부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재정 관련 조사 및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 업무 규정을 강화하고, 감사원 및 공공계정위
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들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양질의 재무감사를 지속하는 것은 물론, 감사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함
으로써 민간부문의 성과기반 감사방식을 도입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개선하고
자 노력함

6. 영국의 예산과정

□ 예산편성
◦ 영국의 예산편성은 계획(Planning), 세입예산(Budget), 세출예산(Estimates),
보고(Reporting)의 과정으로 구분됨
- 예산일정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습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됨
- 영국에서는 예산을 재정법, 세출법 또는 국고통합자금법의 형태로 승인함
- 계획단계에서는 부처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운영하고 정부정책의 목적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계획서(Spending Review)를 작성함
◦ 지출계획서는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포함하며, 향후 5년동안 부처별 지출한
도(DEL)를 결정하고 각 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 단년도 세출예산안이 지출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출계획은 부처별 사업계획
을 통해 성취할 재정목표에 초점을 둠
- 지출계획서에서는 총 관리지출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으며, 부처별 지출한도의 총
액을 결정할 때 연간관리지출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지표가 재정준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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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예산절차를 살펴보면, 정책우선순위에 대하여 부처와 재무부 간에 합
의(전년도 3~8월)를 도출하고, 지출요구안과 지출목표에 해당하는 부처별 사
업계획서를 재무부에 제출(금년도 1월)한 뒤, 공공지출위원회에서 부처별 지
출요구안을 검토하고 내각에서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을 합의하며, 재무부장
관이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지출계획서와 부처별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내각
의 승인을 받음(금년도 7월)

□ 세입예산안 심의
◦ 세입예산안인 재정법안과 세출예산안인 자금법안을 대상으로 하원에서 주로 심
의의결이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의사일정이 상원에서 진행
◦ 매년 세율의 변동에 대해 재정법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 회
계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의 세입에 대한 계획을 사전예산보고서에서부터
시작(11월~12월)하고, 하원의 재무위원회는 학계, 민간, 재무부 등의 자문을 거침
◦ 3월 예산일에 재무장관이 예산연설을 하고, 하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4일간에
걸쳐 토론이 진행되며, 통상 예산토론의 종료일에 과세기준 및 유형의 변경, 조
세행정변경사항, 세제개편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채택함
◦ 세입예산 2독회 토의는 일반적으로 하루만 진행하며, 논쟁이 될 수 있는 조항들
을 중심으로 하원의 전체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 세입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
회에서 처리됨
◦ 3독회 및 보고 단계는 일반적으로 이틀이 소요되며 처리된 예산안은 상원에 송
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원이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기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 상원의 형식을 거쳐 국왕의 승인을 얻으면 7월에 예산안을 재정법(finance act)
으로 제정함
◦ 감사원은 재무부의 재정전망에 사용된 가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함
□ 세출예산과정(estimates cycle)
◦ 의회가 연간 지출할 부처별 자원과 현금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통합국고기금으로부터 지출권한 총액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함
◦ 본 세출예산안은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인 4~5월에 의회에
제출되며, 세출예산안의 많은 부분은 중기계획인 지출계획서와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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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면 세출예산안 토론기간 동안 상임위원장들로 구
성된 합동위원회(liaison committee)가 지정된 주요사안을 위주로 논의함
◦ 한 해의 지출권한은 통상 회계연도 중인 7월에 승인이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
의 지출권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잠정예산(votes on account)을 통해 통
합국고자금법에서 총액으로 확정함
◦ 잠정예산은 겨울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11월에 진행되며 전년도 총세출의 약
1/3 수준
□ 예산집행
◦ 예산집행권한은 재무부에 있으며 각 부처에 할당된 재원 합계를 통제하며 각
부처는 부처 내에서의 예산배분과 집행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지님
◦ 영국의 결산제도는 부처별 사업평가(value for money)를 중심으로 이뤄짐
◦ 자원회계보고서는 발생주의에 근거 지출실적을 자원지출 기준과 총 현금소요
기준으로 비교하며 운영비용, 자산/부채, 현금흐름 등을 포함함
◦ 자원회계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부터 11월말 사이에 감사원에 제출되며
감사원은 국가재정사용에 대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1월15일까지 재무부에 전달하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1월31일까
지 하원에 제출, 이는 공공계정위원회(PAC)에서 검토되고 이를 바탕으로 작
성된 위원회보고서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함

7. 영국의 예산·재정 관련 주요 제도
1) 재정안정화 준칙
□ 1998년 재정법을 통해 재정안정화준칙을 도입하고 정부의 재정수행기준과 운
영성과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부기준으로 차입준칙(golden rule)과
지속가능한 투자준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설정하였음
◦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2001년까지 누적된 재정수지는 개선되었으나, 2008년
이후 악화되었다가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임
◦ 2010년의 예산안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책임청을 신
설하여 경제 및 재정전망에 대한 독립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1997~2008까지 사용한 차입준칙은 2011년 예산책임및감사법에서 경상수지
및 경기변동을 고려한 총액개념의 재정권한(fiscal mandate)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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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예산제도
□ 영국정부는 1975년 산업법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경
제전망을 발표함
◦ 2011년에 제정된 예산책임 및 감사법에 따라 재정안정화준칙에 근거하여 시
행되던 사전예산제도는 폐지되고,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와 예산책
임청의 경제 및 재정전망으로 대체됨

3) 자원예산회계제도
□ 2000년 정부자원및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발생주의회계에 기반한 자원예산회
계제도를 시행함
◦ 자원예산회계제도 하에서는 시설의 건축이나 장비의 도입과 같이 중장기 편
익을 창출하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예산과 단기적인 경상예산인 자원예산을
분리하여 관리함
◦ 자원예산회계제도는 자산과 부채가 구분된 부처별 사업원가정보 및 결과에
대한 효율성 평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바, 결과 중심의 예산관리가 가능해
짐

4) 영국의 지출검토 제도
□ 영국의 재정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는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수준 내에서 부처별 재
원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출검토제도의 활용임
◦ 지출검토제도는 연금, 복지정책 등 연간관리지출(AME)에 해당하는 지출이
아닌 부처별 지출 한도(DEL)을 대상으로 실시됨
- 재무부에서 할당한 개별 부처의 지출 한도 내에서 각 부처들은 재무부와
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별로 조정한 지출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지출
검토를 실시함
◦ 영국 정부는 부처별로 할당된 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실시함으
로써 정부의 지출이 중·장기적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재정부문의 위험은 줄고 부처별 지출의 책임성
과 투명성은 강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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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검토제도를 통하여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간의 격차가 거의 없이 제출
된 지출 계획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부서별 지
출계획과 실제 지출간의 간극이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정부는 부처별 지출계
획을 통하여 공공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림 8> 국가별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 간극 수준

자료: Martin Wheatley et al.(2018), p.13.

◦ 특히 1998년 이후 기존의 지출검토제도가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ansive
Spending Review, CSR)로 개선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투자의 관
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1998년 재정법안을 통하여 제정된 포괄적 지출검토제도는 지출계획서에
향후 3년간의 부처별 지출한도 및 각 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지출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 지출검토제도는 재무부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공공지출 및 서비
스를 총괄하여 재배치하는데 기여함
◦ 영국은 대처정부 이후 2010년까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소비자의 선택 및 민
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공성비스 제공의 의무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GDP 대비 공공지출을 감축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측면의 정책을 실시하였음
- 2010년까지 영국 정부재정에 있어서의 주요 목표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출의 축소’였으며, 그에 따라 지출검토를 통하여 정부사업 혹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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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0년 재정책임법의 제정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이 입법화
되면서, 지출검토제도는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지
출통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영국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였음
◦ 지출검토제도는 여전히 총 지출 혹은 주요 개별사업의 지출을 정부가 전략
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 현행 지출검토제도 또한 지출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기
능을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등을 아우르는 정치적 의
사결정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공공지출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지출검토합의, 단일부처계획, 의회의 지출 승인 결과, 부처별
정기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 제공함
- 지출검토제도는 각 부처의 자원 및 자본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부처의 지출이 정부의 정책 목표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어
떻게 기여하였는지 설명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공지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표 5> 영국 정부가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방식
지출검토합의(Spending
Review settlement)의 발간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s, SDPs)
의회의 공식 지출 승인 결과

내용
각 부처의 자원 및 자본지출(DEL)에 대한 세부사항 제공:
지출의 용도, 부처의 지출이 정부의 정책목표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사례 제시
각 부처별로 3개~7개의 주요 목표와 이를 책임지는 담당자의
목록이 존재하며, 부서에 할당된 예산과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부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함
재무부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부서별
수입 및 부채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공표함

부처별 정기보고서 및

부처별로 해당 연도의 성과, 책임성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회계보고

연례보고서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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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출검토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 영국 정부는 지출검토를 통하여 대대적인 예산의 절감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달성하였음
◦ 1998년 도입된 포괄적 지출검토를 통하여 영국은 2008년까지 215억 파운드
에 달하는 예산절감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총 부처 지출의 약 5%에 해
당하는 규모임
◦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출검토제도가 연계
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8백억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전체 예산에서 볼 때 평균 19% 수준에 달하는 규모로15), 지출검토제도
가 지출의 축소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던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비용 상당한 수준으로 절감하였음
- 지출검토를 통하여 부처별 지출의 삭감 및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 및 공공서비스 규모 또한 축소되었으며, 운영의 효율성
이 제고되었음
-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
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고령화로 인한 복지 및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등 국가재정에 있어 중·장기적인 리스크에 대비하여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영국의 지출검토제도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에 있어 크게 기여하
였지만, 여전히 ① 국가의 경제적 전략 보다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시행
된다는 점, ② 비현실적인 기간 및 지출규모에 대한 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처
별 지출계획에 낙관주의적 편향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신뢰도가 낮다는 점, ③
대부분 지출의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과관리 및 가치와 효율성 측면
에서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 ④ 재무부 직원의 경험 및 재정회계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⑤ 정부부처 간 경계를 넘나드는 투명성 및 소통이 부족하다
는 점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지출검토를 통해 사용 가능한 총 재원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는 각 부처가 추정한 지출규모를 비현실적으로 삭감하거나 기간을 조정하고,
15) 김대진(201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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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하여 지출에 대하
여 심도있는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
◦ 이러한 현상은 지출계획의 확실성 및 실질적 성과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됨
- 일례로 2015년 재무부는 감사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예산을 대
대적으로 삭감하였는데, 그 결과 법무부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짐
◦ 또한, 재무부와 각 부처간의 협상에 중점을 두면서 ‘비용의 이전’ 문제가 발
생하여, 하나의 정책사업에서 감축한 비용이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일어나게 됨
◦ 또한 결산을 위한 회계조정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지출을 미래의 지출
로 이전하여 미래의 정부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비용을 납세자에
게로 전가하게 됨
◦ 일부 사업 및 프로젝트의 특성상 장기간의 지출에 대한 계획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공공재정을 위한 장기적 재정 전망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하여 제대
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 정부는 공공지출계획에 있어서의 위험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측면에
서 공공재정에 대하여 전망하기 위하여 OBR로 하여금 재정전망보고서를 작
성하도록 하고, 재무부의 정책비용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2019년부터 ①
지출목표의 명확화, ②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검토, ③ 전략적 계획 수립, ④
데이터의 활용, ⑤ 전문적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하여 지출검토제도를 개선하고
자 노력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영국 감사원(NAO) 또한 재무부에 재정과 관련한 각종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지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심도있는
지출검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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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의 반성
1.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과 장기적 시각
□ 재정환경의 어려움
◦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수요의 급증, 포퓰리즘적 입장에
기초한 정치적 의사결정 등으로 지금까지 견조하게 지켜온 재정건전성이 크
게 흔들릴 환경에 놓여 있음
◦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두 가지 이유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
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첫 번째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임
- 건국 초기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재
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고, 1960-70년대의 경제개발로 인한 만성적 재정
적자는 1980년대에 경제안정화를 위한 과감한 긴축재정으로 해결하였음
- 1990년대에는 1980년대 후반기의 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한 이러한 노
력은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견실
한 기반이 될 수 있었음
-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
-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의 급격한 출산증가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세대가 쌓은 저축과 부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
고 있음
- 2010년대까지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수요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았으며, 통화안정과 재정적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한 정부의 채권을 국
내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연금, 보험 등으로 쌓은 막
대한 여유자금이 뒷받침하고 있었음
◦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재정적 여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
하는 2030년대 이후 급속히 사라질 전망임
◦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당장의 OECD 평균을
비교하며 대중주의적(populism) 공약들이 남발되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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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부사업별 재정운용 중심
◦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운용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임
◦ 기존의 성과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이 단위사업, 세부
사업 위주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둠
- 하연섭(2010)은 성과 위주의 재정운용이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
지만 성과정보 생산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한 측정이 어렵
다고 설명하고, 투입 위주의 재정사업 관리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총지출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성과는 알 수 없기 때문
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부적절하다는 단점이
있음을 설명함
- 박형수 외(2012)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성과정보를 생산하기에 상대적
으로 용이하지만, 성과지표의 변화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성과
정보를 예산 등에 환류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함

□ 거시적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 부족
◦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영화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정부
회계의 복식부기·발생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기재정계획,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주의 예산, 장기재정전망, 사회복지지출 통계, 일반정부와 공공
부문 부채통계, 공적 연금개혁, 공공기관 부채동결, 조세지출 예산제도, 재정
준칙 등 재정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음
◦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또한 활발하여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과 디브레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와 e호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어
느 국가보다도 앞선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재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 사업위주, 특히 세부사
업위주의 미시적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분야·부문·프로그램 중심의 거시적 대
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본래적 의미의 중기재정운용
(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budgeting)제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지출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검토 및 계획이 필요함
◦ 이처럼 재정개혁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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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전히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가올 재정위
기의 절실함을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 차원의 개혁은 달성하
지 못하고 있음

<표 6>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지표들
(단위: 조원, GDP대비 %)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389.3
(24.1)

475.4
(24.5)

741.2
(24.3)

1,047.3
(23.2)

1,358.0
(22.0)

1,649.6
(20.7)

국세수입

223.8
(13.8)

276.0
(14.2)

433.1
(14.2)

632.6
(14.0)

851.3
(13.8)

1,082.4
(13.6)

사회보장기여금1)

59.2
(3.7)

68.8
(3.5)

100.1
(3.3)

135.5
(3.0)

174.9
(2.8)

211.6
(2.7)

세외수입등

106.3
(6.6)

130.6
(6.7)

207.9
(6.8)

279.2
(6.2)

331.8
(5.4)

355.6
(4.5)

386.4
(23.9)

474.6
(24.4)

794.4
(26.1)

1,260.5
(28.0)

1,844.1
(29.9)

2,566.4
(32.2)

182.2
(11.3)

231.5
(11.9)

412.9
(13.5)

696.0
(15.4)

1,071.2
(17.4)

1,568.4
(19.7)

복지분야

83.1

106.4

206.3

372.0

593.8

882.7

비복지분야

99.1

125.1

206.6

324.0

477.4

685.7

재량지출

204.2
(12.6)

243.1
(12.5)

381.5
(12.5)

564.5
(12.5)

772.9
(12.5)

998.0
(12.5)

통합재정수지

2.9
(0.2)

0.8
(0.0)

- 53.2
(-1.7)

-213.2
(-4.7)

-486.2
(-7.9)

-916.8
(-11.5)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

40.1
(2.5)

49.3
(2.3)

53.5
(1.7)

-0.2
(0.0)

-109.3
(-1.8)

-302.9
(-3.8)

관리재정수지

-37.2
(-2.3)

-48.5
(-2.5)

-105.7
(-3.5)

-213.0
(-4.7)

-376.9
(-6.1)

-614.0
(-7.7)

명목 GDP

1,616.3

1,942.0

3,047.1

4,508.6

6,173.7

7,971.4

총수입

총지출
의무지출

주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표 5>에는 2016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NABO 장기재정전망｣의 총
수입, 총지출 그리고 이로부터 계산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나타
나 있음
◦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으로 계산되는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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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2030년부터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기존의 흑자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2030년 이전까지는 통합재
정수지 또한 대체적으로 흑자로 유지됨
◦ 그러나 2040년 이후에는 사회보장성기금 역시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통합재
정수지의 적자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 이는 2050년과 2060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이 7.9%,
11.5%로 각각 증가한다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음

□ 결국 2040년 이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이들 적자는 어
떻게 보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증가 등 다양한 시나
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라면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인데,
기준선의 장기재정전망에서는 보험료가 현행을 유지한다고 상정하고 있음16)
-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재량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국채발행으로 그 재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지만, 기준선
전망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결국 기준선 전망에서의 국가채무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정부가 사회보장성기금의 적자
를 채무로 보전한다고 전제한다면 기준선의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임

□ 국가채무는 상환재원(대응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로 구분됨
◦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외평채), 주택시장 안정용 채무(국민주
택채권) 등을 포함하며, 적자성 채무는 전년도 적자성 채무에 매년의 관리재
정수지를 합하여 계산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는 일반재정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관리재정수
지에 반영되어 있음
- 즉, 공무원과 군인은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정부의 적자
보전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
행은 기준선의 국가채무 전망치에 반영됨
◦ <표 6>의 기준선 전망치는 이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16)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공무원연금부담률, 군인연금부담률, 사학연금부담률, 국민연금부담률, 건강보험
료율, 산재보험부담률, 고용보험부담률을 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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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채무 장기 기준선 전망
(단위: 조원, GDP대비 %)

구 분

2012
전망
1)

2014
전망

2016
전망

당해연도

2020

2030

2040

2050

2060

기준선
전망

448.1
(34.2)

815.1
(38.7)

2,021.8
(58.6)

4,668.7
(91.3)

9,437.1
(136.3)

16,196.6
(192.7)

사학연금
적자반영

448.1
(34.2)

815.3
(38.7)

2,045.3
(59.2)

4,765.7
(93.2)

9,665.8
(139.6)

16,597.6
(197.4)

국민연금
적자반영

448.1
(34.2)

815.1
(38.7)

2,021.8
(58.6)

4,668.7
(91.3)

9,437.1
(136.3)

18,374.6
(218.6)

연금적자
모두 반영

448.1
(34.2)

815.3
(38.7)

2,045.3
(59.9)

4,765.7
(93.2)

9,665.8
(139.6)

18,775.5
(223.3)

기준선
전망

514.3
(37.0)

753.2
(37.4)

1,949.6
(58.0)

4,286.8
(85.3)

8,347.2
(121.3)

14,612.1
(168.9)

사학연금
적자반영

514.3
(37.0)

753.6
(37.5)

1,978.8
(58.9)

4,400.0
(87.4)

8,601.3
(125.0)

15,048.0
(173.9)

국민연금
적자반영

514.3
(37.0)

753.2
(37.4)

1,949.6
(58.0)

4,286.8
(85.1)

8,347.2
(121.3)

17,869.1
(206.5)

연금적자
모두 반영

514.3
(37.0)

753.6
(37.5)

1,978.8
(58.9)

4,400.0
(87.4)

8,601.3
(125.0)

18,305.0
(211.5)

기준선
전망

638.1
(39.5)

846.0
(37.4)

1,783.3
(43.6)

3,611.5
(80.1)

6,851.9
(111.0)

12,099.7(
151.8)

사학연금
적자반영

638.1
(39.5)

846.0
(43.6)

1,790.6
(58.8)

3,659.7
(81.2)

7,001.2
(113.4)

12,459.7
(156.3)

국민연금
적자반영

638.1
(39.5)

846.0
(43.6)

1,783.4
(58.5)

3,611.5
(80.1)

6,851.9
(111.0)

14,509.0
(182.0)

연금적자
모두 반영

638.1
(39.5)

846.0
(43.6)

1,790.6
(58.8)

3,659.7
(81.2)

7,001.2
(113.4)

14,869.0
(186.5)

주1) 2012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기준선을 ‘국민연금 적자반영’으로 간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학
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를 기준선으로 표시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2060 NABO 장기 재정전망」, 2016. 8, p. 53.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 재정전망」, 2014. 8, p. 47.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2. 8, p. 45.

□ 한국개발연구원(2018)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우선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이는 장기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타당
하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신뢰를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치 주기(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 과제 정립을 제시하였음
◦ 일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나 장관의 잦은 교체 등은 통치의 불안정성에 관
한 인식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신뢰는 정치의 수준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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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합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은 시작 단계에서 실패할 위험이 있으
며 이런 일은 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공중의 의구심을 키운다고 경고함
-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거나 공공부문에서 혁
신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지적은 재정운영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내용임

2. 배분적 효율성의 한계와 분절적 재정운용
□ 우리나라는 투입·통제중심의 세부사업별·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착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세부사업별·품목별 예산제도 운영의 문제
- 낮은 투명성과 사업원가 산정의 어려움
- 재정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제약
- 현장·전문성에 기초한 신축성 있는 재원 배분 저해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연계된 예산운용을 통해 정책 및 성과와의 연결
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됨
-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사업의 총원가가 얼마나 투입되
는지, 산출물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용이하게 해줌
-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후적 성과평가는 강화하면서 예산은 품
목 수를 축소함으로써 편성의 자율권(top-down)방식을 확대함
- IFM-GFS 1986 및 2001의 방향성 및 국가재정통계 작성에 부합하면서
재정통계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통한 통합재정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분야별 한도설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함
◦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중장기 기획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 계획을 단순한 전망이 아닌 단년
도 예산의 기준 또는 참고로 활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제7차 경
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 전략적 자원배분이 강력하
게 이루어짐
- 1997년 종료된 범국가적 전략계획인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이후 외환위

- 44 -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재원배분의 필요성을 인식함
- 그 결과 주요 선진국들의 동향이 한국의 재정개혁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를 도입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위주의 재정운용에서 탈피하여 5년 단
위의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국정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임
- 종래의 중기계획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 분류체계 간
의 불일치(국가재정운용계획은 14분야 56부문, 단년도 예산은 20장 66관
으로 구성)로 상호간 예산 연계가 곤란하였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일원화를 통한 단년도 예산과
연계가 가능해짐(국가기능을 16분야 68부문으로 분류하고 국가재정운용계
획과 단년도 예산의 체계를 일치시킴)
-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전성 확보수단의 부
족, 미흡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중기재정계획으로서는 낮은 자기구속력,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의 느슨한 연계, 행정부 내부문서로서
국회의 예산과정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들이 존재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한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
능함
◦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는 재정성과목표관리(performance monitoring),
재정사업

자율평가(program

review),

재정사업

심층평가(program

evaluation)로 구성됨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작성-당해년도 재정운용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예산집행 및 모
니터링 실태,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 개별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
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행됨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자율평가 결과 문제가 제기된 사업 등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함
- 최근에는 지출점검(spending review)차원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형식주의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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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운영의 관행
◦ 현금주의/단식부기 국가회계는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기록·
보고하는 회계제도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8년 이전까지 예산서와 결산
서를 이에 따라 작성하였음
- 그러나 현금 이외의 국가의 자산 및 부채(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 국가
채무 등)의 현황이 세입세출결산과 연계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법체계에
따라 작성됨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비
로소 재산 및 채무로 인식하고, 개별보고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및 국
가 단위의 전체 내역 파악이 어려웠음
◦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정관리를 지원하고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예측
하면서 성과관리 등 혁신 재정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실질적
의사결정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
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산·결산과의 연계를 통한 부문 간 배분에 활용
되지는 못하고 있음

□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의 도입
◦ 지출검토란 기존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을
효율화하고, 우선순위나 효과성이 낮은 지출 프로그램은 삭감하여 이를 새로
운 회계연도 및 중기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임
◦ 지출검토는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 또는
행정서비스관련 기술발전 등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사업
군을 평가하고, 기존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재배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위
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배분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관료제 하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키우는 데에는
유인(incentive)이 존재하나, 통상적인 예산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 대
안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일선 부서나 예산당국 모두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전략적 검
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부처 및 공공기관 기존 사업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지출구조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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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예산제도의 주기별 비교
예산제도

단기

중기

장기

Top-down
예산제도

즉각적인 재정절약에
효과

중기적인 재정절약에
상당한 효과

지속적인 재정절약 어려움

지출 검토

재정절약을 위한 방향
제시

효율성 검토가 재정절약과
예산 재배분을 위한 유용한
지침 제공

전략적 지출검토와 효율성
검토 모두 효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정보가 재정절약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가능

산출 및 결과 정보가
기관의 운영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자원배분에는 효과 미흡

결과 정보는 장기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예산 삭감

제한적인 재정절약
효과

예산 재배분에는 제한된
효과

예산 재배분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는 데는 효과적

□ 전략적 지출계획
◦ 전략적 지출계획이란 주요 분야 또는 부문, 또는 부처를 대상으로 기존 재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세출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
는 일련의 예산과정임
- 기존 지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준거(terms of reference)가 필요
하며, 이러한 준거에는 정치적 우선순위, 수요의 변화, 기술발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 기존의 예산개혁과 비교할 때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단기적이고 중기적
인 재정절약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장
기적인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전달체계 등의 관리, 모니터링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산재배분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지출계획과 지출검토
◦ 효율성 검토는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업이나 조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
율성 제고가 목적
- 반면에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계획은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지출을
함께 재검토하고 정책의 목표와 성과에 기초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효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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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검토하게 됨
- 효율성 검토와 전략적 검토 모두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하지만 전
략적 지출계획은 정부의 변화하는 우선순위에 근거한 사업의 목표달성과
효과성에 초점
◦ 영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
산과정개혁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계획서의 마련
을 고려함
- 이 때 감사원의 역할은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핵심사업평가, 재정사업심층
평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지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환류정보를 제
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특히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전망치의 신뢰성 점검, 세출예산에 있어
서 기준선(base line)에 기초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가능성에 점검의 초
점이 주어져야 함

<그림 9> 전략적 지출검토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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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제도 개혁에 대한 반성
1) 2006년 국가재정법과 ‘4대 재정 개혁’의 의의
□ 1990년대 민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이익집단의 요구에 정치권이 휩쓸리
면서 예산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정 확대가
다시 추진되었음
-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확정적 재정정책에 의존하였고, 단
기적인 경기 부양에는 일부 성공하기도 하였음.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제동을 걸기위해 노무현 정부
에서는 2004년부터 재정 개혁을 정부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선정하고, 4대
재정 개혁을 추진하였음.
- 4대 재정개혁이란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 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 방식,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임
- 이러한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종전의 예
산회계법을 대체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화법’이라는 별칭과 같이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10>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재정 개혁 모형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
(’04년 도입)

국가재정운용 계획

성과관리 제도

(’04~’08년)

(’03~’08년 구축)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구축
(’04년중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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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재정개혁은 예산실의 집중화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였음
◦ 중앙예산기구가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개별 사업 부처에서 결정
하도록 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는 공유지의 비극과 정보비대칭을 극
복하는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즉, 개별 사업 부처가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예산기구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 다만 중앙예산기구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의 통제
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중앙예산기구는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적 재정규율
(aggregate fiscal discipline)을 관리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결정을 책임지도록 함
- 그리고 개별 부처의 사업 결정에 대해 중앙예산기구는 사후적인 성과 평
가 관리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음

2) 4대 재정 개혁에 대한 반성
□ 2004년에 시작된 재정 개혁이 14년을 지나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과
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4대 재정개혁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서로 연계된 재정적 장치가 동
시에 추진되었다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톱니바퀴는 어느 하나가 허물어지면 서로 연동되어 실효성
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음
- 과거의 개혁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개혁을 통해 하드웨어는 갖추었으
나, 운영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다는 점으로,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러한 취지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가. 총액배분 자율편성
□ 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 바, 예산 당국이 총액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의 전략적 기능
이 강조됨
◦ 개별 부처가 현장에서의 사업을 가장 잘 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하고, 예산실은 성과 평가, 전략과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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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예산실이 개별 사업 심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Top-down의 실
효성이 떨어지게 됨
◦ 부처에 대응하는 예산실의 구조로 인해 결국 개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편으로는 부처의 부풀리기 식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개별부처의 입장에서는 예산실에 대
한 사업 설명의 부담이 계속 발생함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예산실의 기능이 부활하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무력
화되기 시작하였음
- 특히 다부처 복합 기능에 해당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 예산 조정
기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조정 기능을 폐지하
면서 예산실은 과거의 사업별 심의권을 회복하였고, 그 결과 재정 개혁에
흠집이 나기 시작하였음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은 ① 지출한도 실효성 상실, ② 중
앙예산기관과 부처의 기능분담체계의 한계, ③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
처별 한도의 무시라 할 수 있음
-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은 지출한도의 설정인데
이러한 재정 규율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

나. 성과 관리가 없는 성과 평가
□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의 성과관리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평가를 하고 예산실에서 상위 평가를 하는 체계를 갖춤
◦ 이는 개별 사업의 선택권을 사업 부처에 주고 예산실은 성과 관리에 집중하
려는 구조로, 계획, 집행, 성과의 지표 체계에 따른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형식과 절차 면에서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나 내실을 보면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성과 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비판, 점수에 집착한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비
판 등이 존재함
◦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박노욱 외 (2015)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문

제점으로 대상사업의 특성과 성과목표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성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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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대표하는 계량지표를 찾는 것
은 전문가도 쉽지 않는 과정임
- 또한 평가 점수에 집착하다 보니 중앙부처가 평가할 때 관대하게 평가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됨
- 결국 평가에는 집착하지만 사업의 성과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평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행정비용과 순응비
용이 높은 방식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평가가 컨설팅의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평가는 있으나
성과관리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박노욱, 원종학. 2012; 102)17)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 1997년에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경제개발종합계획이 폐지
되고 이를 대체하는 중기재정계획(Mid Term Expenditure Framework)으로
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도입되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의 재정 계획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세출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는 의원내각제 방식과
달리 방향성의 제시가 중요시되었음
- 특히 세출과 관련하여 즉흥적인 발상에 의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기능도
강조되었음
-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점차 예측 가능성 저하와 구속력 부족으로 실
효성이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이후의 저성장 기
조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등 한계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은 과
정에서 한번 도상(圖上) 작전을 해보는 형식이 되면서 계획이 갖는 본질적
한계로 구속력이 부족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라. 재무 분석이 없는 재무보고서
□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재정개혁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임
◦ 2007년의 국가회계법, 2016년의 지방회계법을 제정하여 근거를 갖추고 있음

17)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 재원 재배분 수단으로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크게
효율성 절감(Efficiency Saving)과 전략적 절감(Strategic Sav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획일적 삭감과
구분되며 정책 환경 변화, 정책적 우선순위, 정책 수단의 변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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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매년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과 결산 이외에 발생주의에 기초한 재무
보고서도 별도로 발간되고 있음
◦ 그러나 담당 공무원 이외에 아무도 관심 있게 분석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함
- 어렵게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자료를 산출하였지만, 의사결정
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의미 있는 지표의 개발을 통해 재무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함

4.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의 ‘3저 1고’ 현상은 우리 경제를 변화시키는
환경 요인이 되고 있음
◦ 저성장, 저출산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재정지출의
증대를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신 재정전략’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복지
국가형 재정시스템’ 구축을 의미함

1) 경제 환경의 변화
가. 저출산/고령화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고 있음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경제 활동율이 낮아지며 세입은 감소하고 복
지비 지출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불균형으로 적자 재정
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현재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
록하고 있음.18)
- 또한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를 전망한 OECD(2013)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노령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3.1%로 아직까지 OECD 평균인
18) 통계청, 2017년도 출산·사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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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미국의 14.8%보다 낮고, 일본의 1992년 노령화 비율 13.0%와 비
슷한 수준임
- 그러나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앞으로 급속하게 빨라져서 10년 후인 2026
년 노령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50년이
면 노령화 비율이 37%로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인 비중이 높은 국
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복지사업의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복지지출의 경
우 사업의 설계, 전달체계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필
요함
- 만약 공급자 위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경우 유사 중복 사업이 발생할 우려
가 크며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
의 설계가 중요함
<그림 11> 한국, 한국, 일본, 미국, OECD의 노령화 추세

자료 : OECD 보고서 (2013). 2060 세계 경제 전망

나. 저성장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0% 내외로 예측되고 있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성장으로 인해 감소된 세입을 대신할 새로운 재원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또한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위하여 확장적 재정 지출이 요구됨으로 인하여,
적자 재정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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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를 전망한 OECD(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그 이후로는 저출
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즉 한국은 OECD 국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장
점을 지닌 반면, 그만큼 경제 활력을 잃는 속도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단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1995년～20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여 OECD 국가
들 중 가장 활력 있는 경제를 자랑하였지만 ‘1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은 OECD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2.7%로 하락함
- 나아가 2030～2060년의 기간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1%로 하락하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음

<표 9> OECD 국가의 중･장기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유형

국가

GDP

1인당 GDP

‘95~’11 ‘11~’30 ‘30~’60 ‘11~’60 ‘95~’11 ‘11~’30 ‘30~’60 ‘11~’60

미국

2.5

2.3

2.0

2.1

1.5

1.5

1.5

1.5

국민부담률

스위스

1.7

2.2

2.0

2.1

1.0

1.5

1.8

1.7

국가

호주

3.3

3.1

2.2

2.6

1.9

2.0

1.7

1.8

영국

2.3

1.9

2.2

2.1

1.9

1.3

1.8

1.6

캐나다

2.6

2.1

2.3

2.2

1.6

1.3

1.8

1.6

네덜란드

2.2

1.8

1.6

1.7

1.7

1.5

1.7

1.6

스웨덴

2.5

2.4

1.8

2.0

2.1

1.7

1.5

1.6

덴마크

1.5

1.3

2.1

1.8

1.1

1.0

2.0

1.6

독일

1.4

1.3

1.0

1.1

1.4

1.5

1.5

1.5

오스트리아

2.0

1.5

1.4

1.4

1.7

1.2

1.4

1.3

이탈리아

1.0

1.3

1.5

1.4

0.6

0.9

1.5

1.3

스페인

2.9

2

1.4

1.7

1.9

1.6

1.3

1.4

포르투갈

1.7

1.4

1.4

1.4

1.3

1.4

1.6

1.5

그리스

2.4

1.8

1.2

1.4

1.9

1.7

1.3

1.4

한국

4.6

2.7

1.0

1.6

4.0

2.5

1.4

1.8

일본

0.9

1.2

1.4

1.3

0.8

1.4

1.9

1.7

저

중
국민부담률
국가

고
국민부담률
국가

남유럽 국가

자료: OECD, Long-term Growth Scenarios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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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신재정전략의 필요성
□ 당면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재정개혁의 과제로서 재정지출의 효
율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세대 간 형평
을 고려한 재원 구조의 설계가 필요함
◦ 또한 세입 구조의 개편 이전에 세출 구조의 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세출
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설계, 전달 체계의 개편, 횡령/비리에 의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함

2) 재정의 위기 신호
□ 재정은 공공재를 공급하고 재분배를 담당하며 경제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임
◦ 평소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경제가 어려울 때 국채를 발행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경제 위기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
이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나, 그 과정에서 재정의
압박은 심화되었음

<그림 1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예측

자료 :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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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러한 수지 적자는 위기가 지난 다음에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채
의 발행이 극복되지 못하고 누적이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 2018년의 국가채무는 2017년(666.9조원)에 비해 42.0조원 증가한 708.9조원
(GDP 대비 39.6%)이 될 전망이며, 2018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835.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과거의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며, 1997년 60.3조원(GDP 대비 11.4%)에
서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GDP 대비 17%대를 초과하였음
- 이후 2003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요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에 기
인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대를 초과하였음
-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를 초과하였고, 2018-2022 국가재정운용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41.6%까지 늘어날 전망임
-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누적은 향후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의 근거가 되고 있음

<그림 13> 국가채무 동향 및 전망

자료 : NABO. (2017)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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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재정분권의 강화
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화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0:20의
구조를 60:40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2018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총 세금은 약 340조원 정도로 추산되
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할 경우 지방세가 102조원, 6대4로
할 경우에는 136조원이 되어야 함
◦ 현재 지방세 규모가 75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27조원에서
61조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
는 경우 국가 재정의 부족을 유발하게 됨
- 재정 구조의 변화 속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기능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 특히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고 내국세의 20.27%를 지방
교육교부금으로 이전하는 조정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쟁점인 바
재정분권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지난 10월 30일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발표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
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
로 개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촉진과 재정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지역 간 세원불균
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함
◦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의 추진
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의 추진방안으로 구분됨

□ 1단계 재정분권추진 계획(2019년~2020년)
◦ 2010년 지방소비세도입 이후 최대 증가폭인 10%p 수준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세를 확충하고, 2020년 3.5조원 규모 내외의 중앙정부 기
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가시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임
-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인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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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의 국가직화를 지원하고,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하여 상생과 통합
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8일 예산통과시 예산부수법안의 일환으로 지방
소비세율이 현재 11%에서 15%로 4%p 인상되었음

<그림 14> 국가 재정분권 추진 계획

□ 2단계 재정분권추진 계획(2021년~2022년)
◦ 2단계 재정분권추진 계획은 1단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재정제도와 지방교육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함
- 2단계 계획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세 규모의 확충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입분권화는 긍정적일 수 있음
◦ 정부책임성이란 정치인이나 관료의 지대추구행위(뇌물수수와 업무태만 등) 및
이익집단 비호행위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억제되는 수준을 의미함
- 즉,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 조달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
원의 일부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활동에 전용되는 정도가 클수록 정
부책임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음
-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지원받는 지방정부는 연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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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약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따른 공공재 공급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유인이 부족함(Bardhan and Mookherjee,
2000)
-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감시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결
국 지역 정치 엘리트들의 포획(elite capture)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세입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연성예산제약 현상과
그에 따른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공유자원모형(common pool model)은 석유나 광물 등 자연자원의 발견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증가한 세수가 정치과정에서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을 거치
면서 지대추구행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줌
◦ 공유자원을 두고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원으로 인
한 급격한 세수 확대는 정치대리인문제를 악화시키고 선거후보자의 자질을
낮추는 등 정부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Brollo et al., 2013)
-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는 지방세수와 이전재원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책임성(생산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
지는 않음
◦ 세입분권의 강화는 일종의 공유자원으로 활용되는 이전재원을 줄이고 지방세
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현직 공직자의 지대추구행위를
억제하여 정부책임성을 높이는 경로로 볼 수 있음
- 자체수입의 비중이 증가하면 지방정부 세입규모에 대해 유권자가 파악하
는 정보가 보다 정확해짐
- 자체수입비중이 커질수록 유권자들이 세입규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얻으려는 유인이 증가함

<표 10> 재정분권과 정부책임성 간의 관계와 전제조건
연구

추정된 관계

전제조건

연구대상

Treisman (2000)

정(+)

연방제 국가라면

전세계 64개국

Fisman and Gatti (2002a)

부(-)

･

전세계 57개국

Fisman and Gatti (2002b)

부(-)

이전재원의존이 적어야

미국 50개주

Arikan (2004)

부(-)

･

전세계 4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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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방행정조직이 복잡하다면

전세계 80개국

부(-)

자체세입의 비중이 클수록

전세계 80개국

Lessmann and Markwardt
(2010)

부(-)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해야

전세계 64개국

Kyriacou and Roca-Sagales
(2011b)

부(-)

-

OECD 27개국

Albornoz and Cabrales
(2013)

부(-)

상당한 정치경쟁이 존재해야

전세계 110개국

Fan et al. (2009)

주) ‘추정된 관계의 종류’에서 ‘정(+)’이란 재정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소득부패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부(-)’란
재정분권도가 높아질수록 정부부패는 감소함을 가리킴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재정분권개혁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
는 다음과 같음
◦ OECD국가들 중에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나라
의 경우, 세입분권의 확대가 정부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통제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지속 가능하지도, 효과
적이지도 않음
◦ 중앙정부는 지역정치의 민주적 여건이 정착되어 지역 유권자들의 관료에 대
한 권력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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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망라하여 정책/예산과정 전
반에 걸쳐 운용되는 정부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 정부정책과 사업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답변이 있어야 함
- 중장기를 포함,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함
- 재정정책효과성 제고와 윤리적 거버넌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정
책에 대한 감사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 평가 등이 개선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 강화
□ 중기재정계획체계의 논거
◦ 중기재정계획체계의 기본적인 논거는 중기적 시계에 의한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전략적 재원배분에서 찾을 수 있음
◦ 재정건전화는 중기적 시계에서 총지출한도(total expenditure ceiling)를 사
전에 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함
- 중기적인 시계에서 설정되는 지출한도는 재정건전화의 수단인 동시에 지
출한도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문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배
분적 효율성의 제고 수단으로서도 기능함
◦ 중기적 시계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배분적 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을 달성하는 것이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본 방향임
◦ 중기적 시계에 의한 예산운용은 실무부처에 예산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
함으로써 계획의 충실성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형 계획을 유지하되 다음 회계연도 계획에 대해서는
기속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 연도는 예시적(indicative)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시점에서 마련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첫해는 예산년도이므로 다음
회계연도라 함은 t+1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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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년도의 차년도 계획에 대해
서는 기속장치(t+2년)를 마련하고, 이후 년도 전망치에 대해서는 작성과정의
투명성 및 사후적 오차원인분석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기를 일치시켜 재정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의 성과가 대통령의 정책 성과와 직접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야 함
-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에 수립하는 계획은 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건전성의 유지라는 제약과 목표 하에서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그 이듬
해부터 수립하는 계획에는 잔여 임기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만 정책의지를
반영한 재정계획을 담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현
재의 제도와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한 기준선
(base-line) 전망을 담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원배분 방향, 지출한도 목표치, 수지 등의 구속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함
* (예) 기간별 수지‧채무 목표 초과시 차년도 총지출 자동 삭감

□ 재정준칙의 운용 및 성과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재정준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당국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
- 다만 현재의 연성준칙으로부터 경성준칙으로의 급작스런 이행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당분간은 기존 연성준칙의 형태를 유지하
되 향후 관찰되는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사회적 합의
를 통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함
◦ 향후 재정준칙의 목표변수로는 지출 관련 변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의 증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가
장 큰 요인이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지출준칙과 더불어 중기
재정수지준칙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Top-down 예산, 성과관리제도 등 예산·재정제도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예산운용을 실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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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결산서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연계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은
강화하되, 철저한 성과관리로 책임성 또한 확보해야 함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개편,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제
도 간 연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재정보고에 있어 감사원의
협업은 필수임
* 프로그램 예산 기반의 예산심의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조직구조 개편으로 프로그램 예산
단위와 조직의 일치 등

2. 재정기관 간 거시적 연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
□ 입법부(여당과 야당 포함)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재정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OECD가 제시한 ‘통합정부를 통한 재정정책추진
(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가능함
◦ 단위별 분절화가 아니라 부문별로 통합된 책임재정으로 운용해야 함
◦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는 재정책임성을 확보해야 함
- 거시재정운용관련 의무지출을 추가하는데 있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거나
해당하는 다른 의무지출을 삭감하는 지출점검 제도의 실효화가 필요함

□ 소선거구제로 대변되고 적대적 여야관계로 대표되는 후진적 정치제도로 인해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인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재정문
제를 접근하기 어려움에 따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감사원의 역할개선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겸임이 아닌 전임)
가 필요함
◦ 거시재정과 미시재정에 대한 심의를 구분하고 예결위는 거시재정 및 부문별
한도설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심의 및 평가과정에서 감사원의 점검
및 환류 역할 또한 제고되어야 함
- 특히 결산과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감사원의 재정책임성 차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함
◦ 총량한도로 대변되는 거시예산을 결정하는 재정총량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
원회에서 재정총량을 분야별로 먼저 결정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미시예산
을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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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총량위원회로 전환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문별 한도초과 사업을 조정
하는 순차적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면서 심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예결위가 상설에서 나아가 상임위원회화 되어야 하며, 예결위를 상
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전문적인 거시 예산의 심사와
부문별 한도의 실효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세대에 의한 미래세대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차원의 세입세출균형원칙을 도입해야 함
-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종전에
비해 국회의 예산․결산 관련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는바, 국회는
강화된 재정통제권한에 상응하여 국가재정법의 틀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함
-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넓게 규정해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예산심의과정
전체에 대한 폭 넓은 공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심의기간 동안 사업
성과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도 높아지고 종국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과 재정책임성확보 기능을 구분하여 행정부, 특히 재
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세금책임보고서(annual report of value
for money)를 부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이 공유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처별 재무보고서와 성과
보고서가 책임있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기능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을 갖추고 발생주의 회계를 활용하는 이유
또한 프로그램예산체계 하에서 재정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협업이 필수적임

3. 배분적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출검토제도의 실효화
□ 우리나라도 영국의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등과 같이 운용되
고 있는 내각 전체의 사업집행을 모니터링하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
며 국민의 관점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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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수입에 대한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실제 사
업이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 담보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실의 업무초점을 변경하여 정부사
업점검단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각 부처를 줄 세우려는 현재의 업무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출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 남용을 내부적으
로 통제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사원과의 적극적·협력적 역할
연계를 고민해야 함
□ 잠재성장률의 침체,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 초고령화 등 재정여건이 어려
워짐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정합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에 근거한 전략적 재원배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추
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의 실
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정보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에 대
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프로그램예산 체계의 취지를 반영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직과 예산구분의 단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공통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재무회계를 통해 생산된 행정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대상으로 간접비의 배부
를 통해 원가를 도출하여 성과관리에 활용
◦ 사전예비타당성의 면제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
해 간이 예타를 실시하는 등 계속사업의 증액 타당성 검증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국민의 관점에서의 재정책임성 확보
□ 기획재정부가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a.go.kr)를 통해 예산관련 통
계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
며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참여의 목소리(voice)를 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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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관련 보고서 중 예산안 첨부서류는 분량이 많은데 비해 활용도가 높지
않음
- 실제로 예산안에는 1개의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계속비 명
세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현황,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와 명세서, 국고
채무부담행위총규모명시대상사업,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
재산명세서,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명세서,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사업 내역 및 사유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이러한 방대한 첨부서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정보(value for
money)는 찾아보기 어려움
□ 재정운용결과에 대한 분석적 논의 부족
◦ 미국의

결산서(financial

report)

앞부분에

보면

논의

및

분석보고서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감사
원(GAO)의 회계점검을 득하는 등 재정책임성확보를 위해 재무부와 감사원
간 공동작업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예산상 재정수지와 결산 상 재정수지 간 차이만 단순히 제시
하는 등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군인 및 공
무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허리케인 피해복구 등 차이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고 있음
- 미국은 결산서 앞부분에 다양한 차트와 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한 요약보고
서를 제공함
- 또한 요약성과보고서(results in brief)에 재정현황(where we are now)정
보와 75년간 장기재정추계(where we are headed)를 나타냄
- 재정현황에서는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에 대한 요약이 장기재정추계에
서는 국가채무와 수입, 비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재정개혁을 지금하지 않
으면 기준선(baseline)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집행 현황을 회계연도 중 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통해 공개하
고 있지만 변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
◦ OECD 재정투명성권고안(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에서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및 경제전망, 재정전망에 대한 재정운용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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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국의 공적 채무 추계

자료: https://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02142018-FR(Final).pdf

□ 한국의 예산투명성 지수(open budget index, OBI)를 낮추는 항목들은 중간
보고서(mid-year review), 사전예산보고서(pre-budget statement), 시민예
산(citizens budget),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등임
◦ 중간보고서는 예산집행연도 중간에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함
◦ 사전예산보고서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예산안과 관련한 각종
경제지표 및 재정정보가 얼마나 일찍 일반에게 공개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결산보고의 정확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국민 관점의 정보공개부분
역시 감사원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5. 감사원의 감사역할 전환
□ 감사는 적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계기준의 이탈여부, 재무관리가 합법적·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기에 판정하여 시정조치, 책임추궁,
배상확보 조치를 하거나 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
◦ 이를 위해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
터 보호될 때 비로소 본연의 임무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감사원의 소속 및 위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바,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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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따른 형식적 분류와 감사원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과 실제 운
영 실태에 따른 실질 분류기준이 있음
◦ 최근의 동향은 1977년 INTOSAI 리마선언의 권고에 따라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 개편 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음
- 형식적 분류에 따르면 독립기관형, 입법부형, 행정부형이 각각 18:8:2로 나
타나나 실질적 분류에 의하면 18:9:1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감사원만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이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인
정하는 절충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 OECD에서는 감사원을 재정투명성과 좋은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의 정부(whole of government)접근을 통한 청렴, 책
임, 좋은 거버넌스를 도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책형성, 집행 및 점검,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에 감사
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노력함
-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사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
음(OECD, 2016)

<표 11> 예산과 관련한 감사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재정추계의 정확성 평가

6. 예산정보와 회계의 포괄성 점검

2. 예산과 전략적 우선순위의 일관성 점검

7. 예산집행 및 전달의 질 점검

3. 중기재정계획의 효과성 점검

8.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위험 요인의 확인 및 관리

4. 자본예산의 효과성 점검

9. 청렴과 예산관리의 질제고

5. 예산의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점검

10. 성과, 평가, 세금가치의 측정

□ 현재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확대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의 감사는 제한
하고 있는바, 이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임
◦ 혁신은 실패와 동전의 앞뒤 관계이기에 실패를 징벌하면 혁신도 사라지게 되
는바 실패에 대한 과도한 징벌은 혁신의 저해라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됨
◦ 감사원이 1을 지적하면 부처는 10만큼 반응하고 현장에서는 100만큼의 보신
주의가 팽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지만 WEF 등이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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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제도경쟁력은 70위권을 맴돌고 있음
◦ 20위권을 유지하는 이공계 기술 경쟁력보다 훨씬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국가의 제도경쟁력은 공무원 개인의 역량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임
- 이제까지의 추격경제에서는 새로운 혁신보다 열심히 따라가는 효율이 중요했
으며, 실패는 나태와 무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로 치부되어 징벌의 대상이 되
었음
- 탈 추격의 혁신 경제에서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학습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에도, 재정사업은 아직도 실패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거 추격 시대의 패러
다임에 갇혀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성공하는 공무원은 새로운 혁신
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됨
- 혁신에 성공한 공무원이 계속 혁신에 성공하지는 않는 바, 한 번의 실패로
인사상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혁신보다는 혁신하는 척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점에
서 큰 문제임
-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에서 혁신이 싹튼다는 점에서 과거의 실
패를 뒤지는 감사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함
- 물론 도덕적 해이는 감사를 통하여 엄벌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직한 공무
원들을 옥죄는 방식의 감사 하에서는 공무원의 자부심과 도전정신은 사라지
며 그에 기반한 국가의 혁신 성장 또한 불가능함
◦ 그에 따라 현재의 감사 역량을 활용하여 과거 지향적 감사에서 성과감사 등
미래지향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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