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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정수 김진아**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와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책임성 및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결과, 영국은 지출검토제도와 감시기
관으로서 감사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기능의 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달성하고 재정책임
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도개
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문제, 전반적인 책임성의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 확보, 재정기관 간 거시적 연계 협력을 토대로 한 전략적 재정운용,
지출검토제도의 실효화를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 국민적 관점에서의 재정책임성 확보노력 등
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계획)제도의 활용 및
재정보고와 회계감사기능의 연계를 통한 책임성의 제고, 정책 감사의 근본적 방향전환 등을 제
시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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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cal accountability and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
- focused on the case of UK -

․

Jhungsoo Park Jina Kim*

This study investiga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secure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Korea,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audit function of the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UK actively uses the spending review system and the NAO(National Audit Office) as a
monitoring institution to achieve the adjustment of government functions, efficient budget
reduction, and secure fiscal accounta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in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of Korea, the problems of red-tapism in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limitations of overall
accountability. Based on that, this study proposed various methods to improve strategic
fiscal management such as securing constraints of the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he
improvement of allocative efficiency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pending
review system, and the efforts to secure fiscal account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e process of suggesting the use of a strategic spending review system as a mean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linking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audi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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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IMF, World Bank, OECD등 국제기구로부터 모범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된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 프로그램예산
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
다. 그 중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2011/2012 OECD
성과예산조사(Performance Budgeting Survey)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적 요소를 갖춘 국가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제도와 실제 운영간의 간극으로 인하여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재정개혁을
통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및 국민들의 예산개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재
정개혁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들이 형식화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점, 중장기 목
표 설정에 있어 재량의 허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연성예산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
고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재정책임성의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중기적 접근방식과 국회의 단년도 예산안 심사방식의 분절화로 국정감사와 예
산국회의 형식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드물게 존재하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로,
재정운영제도의 벤치마킹이 어려운 것은 물론 행정부와 입법부, 감사원 간의 재정협력체계가
의원내각제 국가에 비하여 긴밀하지 못하다. 내각책임제 국가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기의 재정전략적 재원배분계획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구
속하지 못하여 국회에서 총량중심의 예산심의과정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심
사 과정 또한 단시간에 방대한 규모의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재정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중심
으로 하는 독립적인 감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감사원 또한 행정부 소속으로 감사원장
의 임기가 4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의회의 감사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혼합적 구조를 이루
고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1)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재정환경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중심으로 대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와 거버넌스 및 재정환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많이 연
구되어 온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거버넌스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재정환
경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우
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문제, 전반

1) 최근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은 제5부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원(2003)이 발간한 바람직한 감사원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
되어 있지만 의회가 사실상 감사지시권과 인력지원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절충형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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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책임성의 한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계획)제도의 활용 및 재정보고와 회계감사기능
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정책 감사의 근본적 방향전환방안 등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재정책임성에 대한 논의
1. 재정책임성의 개념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은 책무성으로도 번역되는 설명가능성, 비난 받을만함의 반
대 의미, 부채수준, 보고책임 등을 의미한다. 책임성은 리더십역할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정
책과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성은
적정한 회계관행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확

인하도록 하고, 세금을 개인의 재원으로 생각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기본 기제가 책
임성이라 할 수 있다.
Hirschman은 중요한 책임성 확보기제로 이탈(exit)과 참여(voice)를 강조하였는데, 국가가
시민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개입 사전과 사후 이탈가능성을 통해 책임성을 확
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역량(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은 부담으로 공급, doing more,
with less)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Hirschman, 1970). Clark&Golder모형에서는 허쉬만의 이론
을 동학적으로 발전시켜 탈출과 참여에 더해 행동선택으로써 충성(loyalty)을 조작화하고, 이
들 세 가지 기제를 통해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할 있음을 설명하였다(Clark et al., 2013). 재
정관리에 있어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재정규율과 함께 독립된 감시기구의 기능을 통
해서도 집행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법과 규칙, 그리고 계층제에서의 명
령체계를 통해 행동을 규율하게 되지만 결국은 독립적인 감시기구(watchdog)의 감사가 담보
됨으로써 책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예산연대(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는 시민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가 책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며(Beyerle&O’Regan, 2019), 시민단체는 언론, 감사인, 기부자, 국회, 행정부 내부자,
정당을 포함한 책임성시스템을 통털어 큰 그림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1980년대 이후 계속적인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요
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의 재설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를 Williamson의 거래비용관점에서 설명하거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

를 감사의 문제로 설명하기도 한다(박형준 김춘순, 2013; Diamond, 2002). 책임성 있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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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효율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권한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채택과
감사원의 국회이관, 거시예산 결정과정의 강화를 위한 사전예산심의제도의 강화,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 등 국회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박정수, 2018a). 최근에는 입법과 예산심
의라는 과정을 통해 재정책임성과 관련한 국회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삼
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연 국회 권력의 강화가 재정책임성을 높이는가하는 점이

․

다(박정수 김애진, 2015). 사전에 거시예산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
정준칙이 행정부차원이 아니라 국회의 차원에서 입법화되어 강제수단이 마련되는 경우(박정
수, 2018a) 재정책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재정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재정제도는 이질적이고 다원적이며 또 정치적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재정제도와 재정책임성에 대한 판단지표는 불투명하고 재정분권 및 재정기득권화, 재정분절
화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재정책임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가치
의 극대화,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국민관점의 예산운용이라
는 상위목표보다 자체성과에 연연하는 기술적 목표에 매몰되는 경향도 있다.
배분적 효율성은 보다 나은 성과가 도출 가능한 방안이 있음에도 지출의 성과가 그에 미
치지 못하는 분야, 부문, 사업에 예산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지출을 조정함으로
써 달성가능하다. 배분적 비효율성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포괄하는데, 거시적 측면
은 지출의 구조상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하며, 미시적 측
면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결정되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의미한

․ ․

다(이원희, 2017). 이는 재정사업의 분절화 중첩 중복을 포함하는바 분절화(fragmentation)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다수조직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활동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연
계성이 적어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배분적 효율성과 함께 기술적 효율성도 예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신뢰의 회복 및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기술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은 최소의 투입 (input)으로
최대의 산출 (output)을 창출하는 개념으로,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두는 배
분적 효율성 (allocation efficiency)과 다른 개념이다. 기술적 효율성의 개념을 재정지출에 적
용하면 사업 확정 후 집행과정이나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원희, 2017). 재정지출에 있어 기술
적 비효율성은 조직과 인력의 방만경영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X-efficiency) 혹은 예산집행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 존재하는 사업의 중복,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적 집행, 불법적 집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기술적 비효율성은 담당공무원 혹은
사업시행주체의 불법행위, 예산낭비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은 담당공무원이나 사업시행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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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도덕적 해이(무사안일, 복지부동), 지식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이원희, 2017) 철저한 내부통제 및 외부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Ⅲ. 영국의 예산과정 및 재정책임성
1. 영국의 정치 및 예산구조
영국은 입헌군주제로서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고 하원의 다수당에 따라 정부내각이
구성되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정부 통솔기능은 물론 각 부처 간 업무 또한 조정한다. 수상과 더불어 재무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재정에 대하여 중요한 책임을 지며, 예산안을 통하여 의
회와 국민들에게 국가의 경제상황 및 공공재정 현황, 정부의 경제목표 달성 수준 등을 제시
한다.
영국의 예산안은 재무부에서 편성하며, 하원에서 주요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입예
산법안, 세출예산법안으로 채택한다. 예산권한은 행정부와 의회가 수상에 의해 이끌어지는
내각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행정부 제출 예산안의 수정이 거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재무장관이 제시한 예산결의안이 재정법안으로
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안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예산은 법률로 성립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뿐만 아니라 세율이
정해지는 세입예산법이 매년 별도의 일정에 따라 제정된다. 부처별로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세출예산법(Appropriation Act)과 이와 별도로 매해 12월에 지출총액을 통제하는 통합국고법
(Consolidated Fund Act)을 제정한다. 특히 영국은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하여 예산
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향식 예산편성, 부처별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1963년에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공공지출점검(public expenditure survey)으로 시작된 중기재
정계획은 이후 통화와 재정정책의 연계를 강화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nancial
strategy)을 거쳐 1998년 재정법 제정과 함께 지출검토로 발전하였다. 현행 지출검토제도는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출검토에는 이전의
전체 재정상태와 우선순위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부처별 실천계획이 포함되며,
총관리지출(total management expenditure)은 다년도로 계획되고 관리되는 부처별 지출한도
(department expenditure limits)와 법정지출성격의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을 합한 개념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지출은 성격에 따라 자본과 자원예산으로 구분되
며, 부처지출한도(DEL)는 부처의 사업비로 지출계획서에서 결정되며 천재지변이나 국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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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액되지 않고 유지된다. <표 1>과 같이 연간관리지
출(AME)은 법정지출로 단년도 지출항목들, 예컨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지
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된다. 부처지출한도 총액을 결정할 때 연간관리지출의 전망치를 반영
하여 중장기 재정지표가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표 1> 영국의 공공부문 예산지출분류

자원예산
자본예산
중앙부처서비스 비용과 공 - 부처 및 비부처공공기관(NDPBs)의
부처별 지출한도 - 현금예산:
기업
및
민간보조금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DEL)
- 비현금예산: 감가상각, 지급준비금 - 지방정부에 대한 자본보조
-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채무 이자
연간관리지출 -- 중앙정부
- 지방정부 자체재원 자본지출
EU
분담금
(AME)
- 공기업 자체재원 자본지출
- 지방정부 자체재원 지출
- 복권 등
자료: 박정수(2018b), 18p. 재인용.

이와 같은 예산구조 하에서 영국의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은 중앙정부의 지
출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의회에 연간 약 60개의 감사보고서(value for
money report)를 제출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각 부처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기업의 경영
공시와 유사한 ‘자원회계보고서’를 발간하며 감사원은 부처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감사
원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의회는 재무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한다.
우리나라 또한 2004년의 재정개혁을 토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

․

입하였으나, 제도가 실질적 분야별 예산의 한도를 설정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제 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수단의 부족, 미흡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중기재정계획으로서는 낮은 자기구속력,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의 느슨한 연계, 행정부 내부문서로서 국회의 예산과정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

․

등이 존재한다. 2009년부터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역시 예산 결산과의
연계를 통한 부문 간 배분에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략적 지출계획에 해당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또한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재정절약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영국과 달리 회계감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다(｢감사원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즉, 정부와 정부부처기관
의 예산과 지출, 회계감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영국의 감사원과 달리 우리나라의 감사원

․

은 법령 제도와 정책,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공무원의 비위감찰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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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 및 지원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문
제점의 사후 확인 및 적출 등 소극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문호승, 2002)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2. 영국의 재정제도 및 예산과정
1) 재정법령 및 제도
영국의 재정관련 법령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명문화하고 구
체적인 사항은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s)등 보조입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1998년의
재정법(finance act), 회계감사법(national audit act), 통합국고자금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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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특히 2011년의 예산책임및감사법에서는 경제와 재정
정책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하여 재무부가 예산책
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정정책 및 국가
채무관리정책과 관련한 재무성의 목표와 권한에 기반하여 이행 가능한 재정건전화 방법, 재
정보고서와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도 명시하고, 감사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규정하
고, 감사원장(Comptroller and Audit General)의 임명절차, 보수, 임기결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
였다. 본 법안에 따라 기존의 사전예산서(Pre-budget report)는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와 예산책임청의 경제 및 재정전망으로 대체되었다. 가을보고서는 재정의 확실성 및 예측가
능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 수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다. 즉, 가을예산의 도입과 예산시기의 변경을 통하여,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대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성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재
정제도가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등의 재정관련법령을 토대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Top-down), 디지털 예산회계제도를 골자로 하는 4대 재정개혁의 내용을 토대로 한 ｢국가재
정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국가재정법｣ 제1조), 특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는 감사원의 설립목적 및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을보고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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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산보고서 제도 대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자기구속력이 낮고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김용식, 2018)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2) 예산과정
영국의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집행으로 구분된다. 예산편성은 계획(Planning), 세입예
산(Budget), 세출예산(Estimates), 보고(Reporting)의 과정으로 세분된다. 예산일정은 법률로 정
해져 있지 않으며, 관습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계획단계에서는 부처가 중장기
적 관점에서 지출을 운영하고 정부정책의 목적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출검토
(Spending Review)를 시행한다. 지출검토는 정부의 정책기조 등을 포함하며, 향후 5년동안 부
처별 지출한도(DEL)를 결정하고 각 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된다. 단년도 세출예산안이 지출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출계획은 부처별 사업계획을 통해 성취할 재정목표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예산심의절차를 살펴보면, 정책우선순위에 대하여 부처와 재무부 간에 합의(t-1년도
3-8월)를 도출하고, 지출요구안과 지출목표에 해당하는 부처별 사업계획서를 재무부에 제출(t
년도 1월)한 뒤, 공공지출위원회에서 부처별 지출요구안을 검토하고 내각에서 향후 3년간의
지출총액을 합의하며,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결정에 따라 지출계획서와 부처별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t년도 7월). 세입예산안의 심의는 재정법안과 세출예산안인
자금법안을 대상으로 하원에서 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의사일정이 상원에서
진행된다. 상원의 형식을 거쳐 국왕의 승인을 얻으면 예산안을 재정법(finance act)으로 제정
한다. 감사원은 재무부의 재정전망에 사용된 가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한다.
세출예산의 심의는 의회가 연간 지출할 부처별 자원과 현금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일반회
계에 해당하는 통합국고기금으로부터 지출권한 총액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4-5월
에 세출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면 세출예산안 토론기간 동안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합동위
원회(Liaison Committee)가 지정된 주요사안을 위주로 논의한다. 한 해의 지출권한은 통상 회
계연도내인 7월에 승인되므로 그 이전의 지출권한은 일정부분을 잠정예산(Votes on Account)
을 통해 통합국고자금법에서 총액으로 확정한다. 잠정예산은 11월에 겨울추경예산의 편성과
함께 진행되며 전년도 총세출의 약 1/3 수준이다.
예산집행권한은 재무부에 있으며 부처별로 할당된 재원의 합계를 통제한다. 각 부처는 부
처 내의 예산배분과 집행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지닌다. 영국의 결산제도는 부처별 사업평
가(value for money)에 중점을 두며, 자원회계보고서는 발생주의에 근거 지출실적을 자원지출
기준과 총 현금소요 기준으로 비교하며 운영비용, 자산/부채,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다. 자원
회계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부터 11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감사원에 제출되며, 감사원은
국가재정사용에 대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월15일까지 재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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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다. 재무부는 감사원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1월31일까지 하원에 제출하며, 이를
공공회계위원회(PAC)에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위원회보고서를 의회에서 최종적
으로 심의한다.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또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정부의
예산집행으로 구분되며, 집행 이후 결산과정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원의 결산 검
사 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구분된다.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토대가 되는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기
획재정부는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예비심
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에서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예산안 심
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국회법｣ 제85조의 3),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
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이듬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59조), 감사원이 이를 검사하여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
면(｢국가재정법｣ 제60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1조).

3) 영국의 지출검토제도
영국의 재정시스템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었던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수준 내에서 부처별 재원의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출검토제도의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재무부에서 할당한 개별 부처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들은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별로 조정한 지출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지출검토를 실시한다. 영국정부는 부처별로 할당된 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출검토

․

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지출이 중 장기적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
도록 하며, 그에 따라 재정부문의 위험은 줄고 부처별 지출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강화되었
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부서별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간의 간극이 크지 않으며, 그 결과 영국정부는 부처별 지출계획을 통하여 공공지출을 보
다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기존의 지출검토제도가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ansive Spending
Review, CSR)로 개선되면서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투자의 관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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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98년 재정법안을 통하여 제정된 포괄적 지출검토제도는 지출계획서에 향후 3년간
의 부처별 지출한도 및 각 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지
출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포괄적 지출검토제도는 재무부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공공지
출 및 서비스를 총괄하여 재배치하는데 기여하였다. 2010년에 재정책임법을 제정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이 입법화되면서, 지출검토제도는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지출을 삭
감하는 지출통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을 재조정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
토하는 등의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영국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림 1> 국가별 지출계획과 실제 지출 간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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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출검토제도 또한 지출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기능을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개편 및 인사관리 등 정치적 의사결정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출검토를 통하여 대대적인 예산의 절감 및 투명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달
성하였다. 1998년 도입된 포괄적 지출검토를 통하여 영국은 2008년까지 215억 파운드에 달
하는 예산절감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총 부처 지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0
년 이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과 지출검토제도가 연계됨에 따라, 2010년
부터 2015년도까지 약 8백억 파운드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재정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강화함에 있어 크게 기여한 지출검토제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영국정부는 2019
년부터 ① 지출목표의 명확화, ②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검토, ③ 전략적 계획 수립, ④ 데이
터의 활용, ⑤ 전문적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하여 지출검토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국 감사원(NAO) 또한 재무부에 재정과 관련한 각종 감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식적으로 지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심도있는 지출검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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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출검토제도의 일환으로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시
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별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는 영국과는 달리 재정운용의 방향성
제시 및 국가정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재정개혁분과위원회 회의자료,2015.6.). 결국 재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제도의 구속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로 인하여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3. 영국의 재정 관련 조직
1) 의회 및 행정부
영국의 재정관련 조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회, 행정부, 감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회는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제출하는 주요 예산서류의 승인, 지출계획서와 세입안, 초과
지출에 대한 의결, 잠정예산, 부처별 지출성과평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사
업(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예산요구를 삭감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은 하원에 있지만 정부가 발의한 지출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하는 권한은 없으며,
하원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의 회기는 11월에서
다음해 11월까지로 회계연도(4월부터 다음해 3월)와 다르기 때문에 한 회기동안 2-3 회계연
도의 세출예산과정이 진행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의회 내에 19개의 부처별 상임위원회
가 운용되며, 부처별 상임위원회는 지출 및 연간지출계획, 연간자원회계에 대한 평가, 부처별
사업계획 목표에 대한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861년부터 하원의 상임위원회로서
설립된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는 의회에서 지출권한을 부여한 회계만
을 평가하고, 감사원장이 제출한 각 부처와 기관의 지출성과평가(value for money)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된 지출권한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회계위
원회는 재무부 장관과 회계담당관, 영국 감사원의 직원 등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가 1년으로

․

짧아 매년 교체되며, 예 결산 시기에만 가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는 물론 심의를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행정부는 재무부와 내각재정지출위원회로 구분되며, 재무부는 정부의 예산편성, 재
정관리, 경제정책수행 등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내각재정지출위원회는 내
각을 구성하는 부처의 지출계획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무부는 부처의 재정정책목표에 부응하도록 개별부처예산을 설정하며, 연립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 산하에 설립된 예산책임청은 재정 및 경제전망과 재정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수지, 공적연금,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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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책임청은 재무부 소속이나 재정의 독립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설
립된 비부처공공기관(Non Departmet Public Body: NDPB)으로, 수상이 임명하고 의회가 승인
한 재정경제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예산책임위원회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예산편성과 재정관리, 정책시행을 통한 예산집행, 결
산보고서의 작성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을 집행한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이를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영국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
영국의 감사원(NAO)은 1983년의 ｢국가감사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현재는 2011년에 제정
된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에 근거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회계와 재무보고서의 질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원은 의회에 소속되어 정부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으며, 감
사 시행 및 결정 권한은 감사원장이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의 감사 시행 결정에
따라 정부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PAC(Committee
of Public Accounts, 공공회계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하여 감사원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부
재정 및 지출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회계위원
회의 정부 지출 관련 권고사항에 대응하거나 이를 수용하고, 의회는 다시 정부의 예산을 승
인함으로써 예산과정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영국의 감사원은 재정감사와 성과평가, 정부의
재정운영 및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조사 및 연구, 관련 정보의 의회 제공을 통한 예산심
의과정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감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편성
및 심의, 집행 등 주요 예산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지출계
획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의회의 공공회계위원회에 정부재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으로써 재정책임성 및 투명성의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예산집행
이후 감사 및 평가 과정에 있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완전한 재량권에 따라 주
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재정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국가 권력의 배분 측면
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회계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기
반으로 공적자금 책임성(accountability for public money)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 부처에
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
의 이행 수준이 낮을 경우 부처의 회계 담당 관리를 소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무부
또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부처별 연차보고서에 공공회계위원회의 권고 이행 사항을 포함하
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결국 공공회계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원의 역할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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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감사원은 역할의 특성상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감사 및 감사의 결과보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감사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감사원장에게 부여되며
기관의 독립성이 존재하나, 의회의 공공회계위원회가 감사원의 연간 감사 계획 및 예산을 승
인하며, 외부감사인을 임명하여 감사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 영국의 감사원과 의회의 관계는 예산과정에 있어 의회가 결산 및 감사 단계를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책임성 모델2)에 기반한다. 최근 영국에서는 감사원의 성과감사가 대
부분 정부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뤄져 그에 기반한 공공회계원회의 권고사항 또한 시기
를 놓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정부 사업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Dunleavy et al.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예산심의
를 수행하는 하원의 재무위원회(Treasury Select Committee)와 공공회계위원회, 감사원 간의
연계를 통해 성과감사의 결과가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

있다(김찬수 김민정, 2015).

3) 한국과 영국 감사원의 역할 비교
우리나라 또한 ｢헌법｣ 제97조부터 제100조, ｢국가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 ｢국회법｣ 제
172조의 2, ｢감사원법｣ 등에서 감사원의 설립목적 및 지위, 업무, 감사원장의 임명 및 임기

․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

감사원을 두며(｢헌법｣ 제97조),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헌법｣ 제99조).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국
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
인하며(｢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무감
찰은 직무감찰은 행정사무감찰과 대인감찰을 포괄하며(홍종현, 2016),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중심으로 비위감찰 및 행
정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하여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문제점의
사후 확인 및 교정 등 소극적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되며(문호승, 2001), 지출에 대한 심
도있는 조언 및 개선안의 제시 등 영국의 감사원이 수행하는 적극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미
흡한 실정이다. 단, 2009년부터는 회계 및 성과감사, 직무감찰 등 감사원의 주요 업무와 관
련하여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
2) 웨스트민스터 책임성 모델이란 앞의 재정의 책임성이 강화된 형태로, 의회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보다는
결산 및 감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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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영국과 달리 대통령 소속 기구로 구분되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직위를 가진다. 단, 국회는 의결을 통하여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7조의 2). 이와 같이 역할 및
수행기능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영국과 한국의 감사원은 <표 2>를 통하여 비교할 수 있다.

<표 2> 영국과 한국의 감사원 비교

한국(감사연구원 포함)
헌법 및 국가재정법
감사원법
회계감사
직무감찰
감사제도 연구

재정감사 및 성과평가
정부재정 및 공공서비스 관련 조사․연구

수행기능의 특성

소극적 기능
문제의 사후 확인 및 적출, 교정
감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

적극적 기능
문제의 사후확인 및 교정
지출에 대한 조언 및 대안 제시
감사제도의 연구 및 개발

기관의 독립성

대통령 소속기구,
직무 독립성만 확보

독립된 기구

설립근거
역할

영국
예산책임 및 국가감사법

자료: 저자 작성

Ⅳ.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반성 및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1.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 및 장기적 시각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수요의 급증, 포퓰리즘적 입장에 기초한 정치
적 의사결정 등으로 지금까지 견조하게 지켜온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환경에 놓여 있다.
재정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기존 재정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어
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예산제도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에도

․

불구하고 제도가 실질적 분야별 예산의 한도를 설정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enditure Framework)으로서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제
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수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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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미흡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중기재정계획으로서는 낮은 자기구속력,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단년도 예산편성의 느슨한 연계, 행정부 내부문서로서 국회의 예산과정을 구속하지 못한
다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재정성과관리제도 역시 성과책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최근에는 지출점검 차원
으로 발전하고자 하나, 여전히 형식주의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기존의 성과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위주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아닌 세부사업별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면, 성과정보의 생산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
성을 제고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부적절하다(하연섭, 2010). 또한 성과지표에 다
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성과정보를 예산 등에 환류하기도 어렵다(박형수 외, 2012). 결국,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점수에만 집착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박노
욱 외(2015)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대상사업의 특성과 성과목표의 연계 부
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평가에 대한 집착이 사업의 실질적 성과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하여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이 높은 방식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덧붙여 평가가 컨설팅의 과
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평가는 있으나 성과관리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
다(박노욱, 원종학. 2012)3).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재정개혁으로 평가받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

역시 예 결산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배분과 정책결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과 결산 이외에 발생
주의에 기초한 재무보고서도 별도로 발간되고, 어렵게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자료
를 산출하지만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결정에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어 ‘재무분
석이 없는 재무보고서’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지표의 개발
을 통해 재무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지출검토제도는 통상적인 예산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감축 대안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근본

․

적인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일선 부서나 예산
당국 모두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전략적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전략적 지출계획에 해당하
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① 지출한도의 실효성 상실, ② 중앙예산기관과 부처의 기
능분담체계의 한계, ③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의 무시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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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욱 원종학, 2012: p.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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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고 중기적인 재정절약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장기
적인 재정절감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
한 핵심은 지출한도의 설정인데 이러한 재정 규율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원희, 2017).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전달체계 등의 관리, 모니터링의 향상에
는 도움이 되지만 예산재배분을 통한 배분적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다. 주기별로 제시한 주요 예산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예산제도의 주기별 비교

예산제도
Top-down
예산제도

단기
중기
즉각적인 재정절약에
중기적인 재정절약에
효과
상당한 효과
효율성 검토가 재정절약과
지출 검토 재정절약을제시위한 방향 예산 재배분을 위한 유용한
지침 제공
산출 및 결과 정보가
재정절약을 기관의
성과주의 성과정보가
운영에는 유용한
방향 제시
예산제도 위한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능
자원배분에는 효과 미흡
생산성 향상을
예산 재배분에는 제한된
통한 예산 삭감 제한적인 재정절약 효과
효과

장기
지속적인 재정절약 어려움
전략적 지출검토와 효율성
검토 모두 효과
결과 정보는 장기적인
사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예산 재배분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는 데는 효과적

자료: 박정수(2018b), 47p. 재인용.

결과적으로, 재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 사업위주의 미시적 성과

․ ․

․

관리에서 벗어나 분야 부문 프로그램 중심의 거시적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역량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래적 의미의 중기재정운용(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budgeting)제도의 기능 회복과 지
출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검토 및 계획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을 위하여 수많은 프로그램들
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모두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
적인 시스템 차원의 개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

재정책임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운용되는 정부프로그램의 효
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사업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하
고, 중장기를 포함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재정정책효과성
및 윤리적 거버넌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편하고,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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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정부업무평가 및 재정사업평가 등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구속성을 확보하고, 재정기관 간 거시적 연계 협력을 토대로 재정운용을 전략적으
로 하여야 하며,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출검토제도를 실효화하고, 국민적 관점에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계획을 유지하되 다음 회계연도
계획에 대해서는 기속장치를 마련하고, 그 이후 연도는 예시적(indicative)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년도의 차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기속
장치를 마련하고, 이후 년도 전망치에 대해서는 작성과정의 투명성 및 사후적 오차원인분석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기를 일치시켜 재
정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의 성과가 대통령의 정책성과와 직접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

야 한다. 이같이 개선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Top-down 예산, 성과관리제도 등 예산 재정제

․

도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예산운용을 실현해야 하며, 예산안 결

․

산서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연계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은 강화하되, 철저한 성과
관리로 책임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개편, 디지털예산회계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제도 간 연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재정자료를 활용한 재
무분석과 재정보고, 재정성과관리에 있어 감사원의 협업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즉, 예산집행
이후 정부지출 및 결산에 대하여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
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이 강화됨은 물론 재정책임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기관 간 거시적 연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감사원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를 토대로 실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재정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OECD가 제시한 ‘통
합정부를 통한 재정정책추진(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
위별 분절화가 아니라 부문별로 통합된 책임재정으로 운용하고, 거시재정운용관련 의무지출
을 추가하는데 있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거나 해당하는 다른 의무지출을 삭감하는 지출점
검 제도의 실효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인들이 국가
적 관점에서 재정문제를 접근하기 어려움에 따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감사원의 역할개선과 전임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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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특히 결산과 예산의 연계과정에서 재정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먼저, 사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안과 거리를 두면서 심의에 전념하기 위해
서는 예결위가 상설에서 나아가 상임위원회화 되어야 한다(중앙일보, 2018.12.12.; 한국경제,
2019.10.22.). 현재 예결위의 위원은 1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
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인 현재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전문적인 거시 예산의 심사와 부문별 한도의 실효적 심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세대로 인한 미래세대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세
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차원의 세입세출균형원칙을 도입해야
한다(이인실, 2016).
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강화된 재정통제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국회는 국가재정법의
틀 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넓
게 규정해 예산편성과정은 물론 예산심의과정 전체에 대한 폭 넓은 공개와 참여가 가능하도
록 하고,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직무감찰 기능과 재정책임성확보 기능을 구분하여 행정부, 특히 재정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세금책임보고서(Annual report of value for money)를 부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감사
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처별 재무보고서와 성과보고서가 책임있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
는 기능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을 갖추고 발생
주의 회계를 활용하는 이유 또한 프로그램예산체계 하에서 재정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협업이 필수라 할 수 있다.

3) 배분적 효율성제고를 위한 지출검토제도의 실효화
우리나라도 영국의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 등과 같이 운용되고 있는 내각
전체의 사업집행을 모니터링하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며 국민의 관점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과 수입에 대한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집행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실의 업무초점을 변경하여 정부사업점검단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각 부처를 줄 세우려는 현재의 업
무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지출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 남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감사보고서를 제공

․

하고, 이를 토대로 지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감사원 간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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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역할연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의 침체,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 초고령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정합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에 근거한 전략적 재원배
분 및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
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정보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프로그램예산 체계의 취지를 반영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방식
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예산구분의 단위
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공통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재무
회계를 통해 생산된 행정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대상으로 간접비의 배부를 통해 원가를 도출
하여 성과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국민의 관점에서의 재정책임성 확보
OECD 재정투명성권고안(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에서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예산집행 및 경제전망, 재정전망에 대한 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OECD, 2002;OECD, 2015). 한국의 예산투명성 지수(open budget index, OBI)를 낮추는
항목들은 중간보고서(mid-year review), 사전예산보고서(pre-budget statement), 시민예산(citizens
budget), 시민참여(public participation) 등으로, 국민 관점의 정보공개부분 역시 감사원의 적극
적인 역할이 전제되어야 정확성 및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열린재정 홈페이지(openfiscaldata.go.kr)를 통해 예산관련 통계 및 보
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상 재정수지와 결산 상 재정수지 간 차이만 단순히 제시하
는 등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우며 유용한 정
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참여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예산관련 보고서 중
예산안 첨부서류는 분량이 많은데 비해 실제 사업의 성과정보(value for money)는 찾아보기
어려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재정집행 현황 또한 재정운용중간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만 변화된 재정여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감사원이 부처별 지출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의회에 매년 60여개
의 성과보고서(value for money report)를 제출하고 있으며, 재정책임성확보를 위해 재무부와
의회, 감사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낭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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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원의 감사역할 전환

․

․

감사는 적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계기준의 이탈여부, 재무관리가 합법적 효율적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기에 판정하여 시정조치, 책임추궁, 배상확보 조치를 하거
나 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으로
부터 독립적이고,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될 때 비로소 본연의 임무를 객관적이고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감사원의 소속 및 위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형식적 분류와 감사원 운영방식에 대한 규정과 실제 운영 실태에 따른 실질 분류기준
이 있다. 최근의 동향은 1977년 INTOSAI 리마선언의 권고에 따라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
개편 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형식적 분류에 따르면 독립
기관형, 입법부형, 행정부형이 각각 18:8:2로 나타나나 실질적 분류에 의하면 18:9:1로 나타
난다. 우리나라의 감사원만이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이면서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절
충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에서는 감사원을 재정투명성과 좋은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정책
형성, 집행 및 점검,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에 감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 <표 4>와 같은 감사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OECD, 2016).

<표 4> 예산과 관련한 감사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재정추계의 정확성 평가
2. 예산과 전략적 우선순위의 일관성 점검
3. 중기재정계획의 효과성 점검
4. 자본예산의 효과성 점검
5. 예산의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점검

6. 예산정보와 회계의 포괄성 점검
7. 예산집행 및 전달의 질 점검
8. 장기 지속가능성과 재정위험 요인의 확인 및 관리
9. 청렴과 예산관리의 질제고
10. 성과, 평가, 세금가치의 측정

자료: 박정수(2018b), 69p. 재인용.

의원내각제 혹은 대통령제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사원은 회계 부정과 같은 모
럴해저드만을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회계감사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정책 감사는 현장 공무원들에게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순
기능이 분명하나, 결과의 실패에 대하여 징벌함으로써 국가의 혁신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있
다는 점에서 명암이 모두 존재한다. 공무원들은 혁신부진의 최대 이유로 감사원의 정책에 대
한 감사를 지목하고 있는 반면, 많은 국민들은 감사원의 정책에 대한 감사를 긍정적으로 보
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국가정책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의 정책감사에 있어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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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중심의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는 조직 문화에서 혁신이 싹튼다
는 점에서 과거의 실패를 뒤지는 감사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는 감사를 통하여 엄벌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직한 공무원들을 옥죄는 방식의 감사 하
에서는 공무원의 자부심과 도전정신은 사라지며 그에 기반한 국가의 혁신 성장 또한 불가능
하다. 현재의 정책감사 역량을 활용하여 과거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감사에서 미래지향적 감
사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례로 최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제도를 확대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의 감사는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감
사원이 과거의 문제에서 미래의 혁신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할 때 정부 재정사업 혁신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사원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의 재정제도 및 감사
원의 기능을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및 감사원의 기능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출검토제도와 재
정 및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원의 기능 강화를 특성으로 하는 영국의 재정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과 집행 이후 결산과정으
로 구분되는 모든 재정과정에 대하여 재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먼저,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있어 영국은 지출검토제도를 토대로 하는 하향식 예산편성,
부처별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적 지출계획 및 지출검토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도
입하였으나, 이는 중기재정계획으로 활용되기에는 구속력이 낮고, 행정부의 내부자료로서 예
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에 그쳐 실효성
이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 재정책임성의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

․

업 위주의 재정관리가 아닌 거시적 중기적 시계의 재정운용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기능을 회복
하여 지출구조 전반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행 이후 결산과정의 경우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영국과 달리 회계감사와 더불어 직무감

․

찰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어, 법령 제도와 정책,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공무원에
대한 비위감찰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재정감사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기능함으로써 공공재정에 대한 감시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지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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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사업의 성과정보를 중심으로 한 재정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획재정부와 의회, 감사
원 간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토대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지출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
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에 대한 사후통제를 위하여 예산심의와 결산에 대한
감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역할 개선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는 예산과 결산의 연계를 통한 재정책임성의 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감
사의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나, 국가혁신의 저해 및 업무과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오
류 중심의 정책감사 관행을 개선하고, 회계감사와 재정운용에 대한 대안 제시를 감사원의 핵
심 기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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