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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5.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 약화와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 ․ 세입기반 확충 ․ 재정

관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

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사업평가를 통해 지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사업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가재정법｣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

으로 구축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

시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 ․ 결산 심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0 년   6 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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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

요  약

Ⅰ. 개 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정혁신을 

위한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업심층평가와 핵심사업평가를 중심

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에 활용

❑ 예산당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의 지출혁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고자 함 

◦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의미를 가짐

2. 평가 대상 및 범위

❑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

◦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조1)에 따라 중 ․ 장기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구축해야 함

1)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 요 약

❑ 본 평가의 대상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이며, 평가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축 ‧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체계로 한정

◦ 구체적으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성과관리 수행 현황’ 및 

‘성과지표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성과관리 단위, 

비용 정보 범위, 성과관리주체, 성과지표 및 환류체계에 대해 검토

구 분 내    용

평 가

대 상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평 가

범 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축 ‧ 운영중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 가

기 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

구  분 검토사항 주요 평가 기준

성과관리

체계 

구축방식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는 각 부처의 재정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성과관리 

단위

◦성과관리 단위는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성과관리 

수행 현황

비용 정보 

범위

◦성과관리를 위한 비용 정보는 재정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과관리 

주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운영 주체는 

법률에 부합하는가?

성과지표 

및 활용

성과지표 
◦성과관리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류 체계
◦성과관리 계획과 결과의 국회보고 등 환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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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관리체계 및 예 ․ 결산 현황

1.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가. 재정활동 개요

❑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2)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구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 ‘재정활동’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 ․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및 자산까지 포괄 

◦ ‘재정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단위사업으로 집행되는 주요사업비로 한정

되며,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의 활용을 포함하지 않음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의 범위]

주: (  )는 관리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
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
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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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구분

하여 성과관리를 시행 

◦ 정책사업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분양가 심사 강화’, ‘공공

주택지구 확보’ 등이 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성과관리 

◦ 재정사업은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책(융자, 출자)’ 등이 있으며, ｢국가

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성과관리 

◦ 자산은 공적임대주택 재고가 있으나, 자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정활동의 성과는 정책사업, 재정사업 및 자산활용에 따른 개별성과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현되므로, 각각을 구분하여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인 

‘공공주택지구 확보’가 선행되어야 ‘공공임대주택(융자, 출자)’ 건설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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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정성과관리체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재정성과관리체계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성과목표관리, 재정

사업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성 

❑ 감사원(2020)3)에 따르면,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성과측정 단위인 단위사업(주요

사업비)은 전체 단위사업 중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만을 대상으로 설정

되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은 성과보고서 상 성과측정 대상

으로 설정되지 않음 

2. 예 ․ 결산 현황

가.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예 ․ 결산 현황

❑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자통합평가정보화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관련 예산은 29억원임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금평가지원, 부담금평가 및 

보조금 평가 등을 수행하며, 2020년 평가 관련 예산은 118억원임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

❑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작성되며, 중앙관서별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은 다양한 세부사업 예산에서 집행

◦ 국토교통부의 경우 세부사업 ‘국유재산실태조사’ 예산에서 재무제표 작성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10~1,134 백만원

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

3) 감사원,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2020, p.246.



6 ∙ 요 약

3.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특징과 시사점

가. 미국

❑ 미국은 정책 목표를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CAP Goals)와 

부처 우선순위 목표(Agency Priority Goals, APGs)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를 관리

❑ 미국은 사업평가, 전략적 리뷰, 모니터링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부처 역할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을 강조

◦ 중앙예산당국이 주도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체제는 PART4) 폐지 이후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의 자율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짐

나. 영국

❑ 2010년 출범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사업계획

(Departmental Business Plans)과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s, SDPs)을 도입

❑ 재무부가 모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기획·집행·사후관리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기술과 쟁점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각 부처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업무평가를 수행

다. 프랑스

❑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제도는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No 2001-692, 2001.8.1.)｣로 대표

❑ LOLF에 따라 의원들에게 성과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평가보고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됨

4) ‘프로그램 평가 도구(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는 미국 연방 정부의 사업에 대해 효과
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관리예산실(OMB)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기법이다. 미국은 
PART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0년 폐기하고,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관리방식
을 개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는 PART를 참고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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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행정평가의 확산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를 도입

❑ 일본의 평가제도는 부처의 자율성이 높은 구조이며,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은 거시

적인 지침을 제안하고, 국회 ․ 수상에게 보고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을 권고

하는 역할을 수행

마. 시사점

❑ 우리나라는 프로그램과 관리과제 ․ 단위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주요국은 프로그램 혹은 전략목표 단위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짐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 부처별로 자율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다부처 관련 

국정아젠다(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성과관리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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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쟁점 분석

1.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분석

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식 명확화 필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이 아닌 재정활동을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이므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주체

로서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각 부처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구성된 재정성과관리체계로 이해

◦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성과

계획서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라고 제시

◦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로 이해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구축한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로 간주하고 있으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 외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활동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임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기금을 대상으로 함

◦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및 재정

사업자율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

     

구    분
｢국가재정법｣ 상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대상 재정활동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 보고서 작성 대상 예산, 기금

[｢국가재정법｣상의 성과관리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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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재정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가 산정 단위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은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되며, 

정책의 투입 ․ 산출, 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

◦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규정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

❑ 프로그램의 재정활동은 예산 및 기금 외에 국유재산 등을 포함하므로, 재정

활동의 투입 규모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원가로 측정되어야 함

◦ 자본지출 및 융자 등의 지출은 원가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으로 10.4조원을 지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용비용 등으로 3,404억원의 원가가 발생하였고, 1조 4,209억원의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의 순원가는 △1조 805억원임 

◦ 발생주의 정부회계는 재정운영표에 의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의 원가정보나 관리운영 경비 등 ‘프로그램 등 원가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

❑ 현행 국가회계기준은 재무회계에 따라 프로그램을 원가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야 함

◦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은 성과(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단위

사업 혹은 세부사업의 성과는 예산심사를 위해 투입 및 산출 지표로 관리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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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행 현황 분석

가.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 ․ 기본경비 포함 필요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성과측정 단위를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을 예산 전체로 관리할 필요

❑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그룹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

◦ 정책 ․ 제도 ․ 규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도 해당 

성과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 

기존 예산체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인건비
기본

경비

주요

사업1

주요

사업2

주요

사업3

주요

사업4

주요

사업5

주요

사업6..

프로그램 예산체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1 프로그램2 프로그램3...

[인건비, 기본경비를 프로그램별로 배분]

자료: 기획재정부,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 p.6.

❑ 현행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는 주요사업비(재정사업)만 프로그램으로 설정

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성과를 제외

◦ 중앙관서별 성과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부처별 예산 총액은 

1,047조 4,358억원이고, 이 중 256조 5,747억원(24.5%)이 성과보고서 상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으로 설정됨5)

5) 감사원,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 I｣, 2020,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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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04년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시킨다고 밝혔으나, 현행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상의 성과관리 대상에

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

구 분 dBrain 코드 구 분 dBrain 코드

일반

재정

‧
정보화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일반

재정

‧
정보화

부처공통 행정지원프로그램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정부내부거래 기관 운영 출연금사업(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보전지출 10억원(정보화 5억원) 미만 소액사업

교부금 기타 ‑ 성과관리 실익이 적은 사업

경상경비

R&D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예비비 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10억원 미만 소액사업

청사 관리(단순시설물유지보수비) 출연금 사업

정보화(간접비성격) 사업 R&D 사업기획 등 정책연구

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기타 ‑ 성과관리 실익이 적은 사업

타부처 계상사업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관리 대상 비용 및 사업 제외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9, pp.10~11.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예산 즉,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성과관리를 시행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6개의 재정

사업(단위사업)과 5개의 정책사업(관리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5개 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의 예산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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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통합 필요

재정활동은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 ․ 경비 등을 포함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2007.3.16)을 거쳐 성과

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5년에 정부가 제안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수정법이며, ｢국정평가기본법안｣은 당시 제출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안｣의 

연계법안

◦ 당초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통합 운영한 취지는 계획의 중복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음 

❑ 2009년 5월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가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

계획을 분리해 작성하도록 결정하여, 2010년부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예산으로 

하는 주요정책과제가 성과계획서에서 제외

◦ 당초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통합 운영한 취지는 계획의 중복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구)국무총리실은 목적과 내용, 

대상과 시기 등이 상이한 양 제도를 단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

하였다고 밝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국가재정법｣과 밀접히 연계된 법률이므로, ｢국가

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

관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2항은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

과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 예산은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예산과 정책을 분리하여 성과를 관리

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정책수단을 목적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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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부처 중심의 핵심사업평가제도 운용 필요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핵심사업 평가를 통해 78개 사업에 대해 총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 추진하였으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특정평가 및 중앙부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 부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 소관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및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통보

－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로 제시된 지출성과 제고방안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음

❑ 2018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국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5개 분야 80개 재정사업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는 78개 사업에 대해 238번의 전문가 부처 등과의 합동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309건의 개선사항 발굴 ․ 추진

❑ 주요 개선실적을 살펴보면,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급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융자금 

중 기술도입비 확대로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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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효율성 제고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급기준 합리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기가입자 지원을 축소하고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원배분

 (노인일자리) 기존 일률지원 방식에서 수행기관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여 이월방지

사업 운영방식 개선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금 중 기술도입비 확대로 우수기술 도입 지원

 (대상별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성과관리 강화,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 축소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창업기업융자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자율상환제 대상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면적 확대 ‧ 다양화, 청년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확대

 (창업활성화지원) 시제품 제작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검색‧활용 편의 제고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역경매제도 도입

기타 제도개선

 (사회적기업육성)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달 입찰시 가점 확대 등 판로지원 강화

[핵심사업평가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개선실적]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19. 4, p.2.

❑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 ․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성과관리는 특정평가 및 중앙

부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환류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무조정실 

중심의 특정평가를 강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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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및 활용 현황 분석

가.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의 비중 확대 필요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outcome)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output)

지표는 증가하고 있는데, 산출지표는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지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과지표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정부는 성과지표가 가급적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함

❑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지표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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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상의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비중 추이]

       자료: 각년도 성과계획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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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공식화 필요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성과관리 관련 내용의 국회 보고를 자료제출로 대체

하고 있는데,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성과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

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성과계획과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국회는 성과관리의 추진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는 제출 

방식으로 국회에 접수되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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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재정법｣이 2006년에 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틀을 마련

◦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관행 ․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틀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4대 재정개혁의 시스템이라는 외형은 구축

되었지만, 각 부처의 자율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라는 재정개혁의 본질은 퇴색

◦ 재정개혁은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

에서 관리하여 달성되어야 하는데, 성과관리제도는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구분되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재정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핵심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추진

❑ 기획재정부 주도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정혁신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관리의 원칙인 주무관청의 자율적 성과관리와 

배치

◦ 자율적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과관리에서 환류(feedback)의 중요성 

때문임

◦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당국이 

아닌 사업부처가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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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이 분리된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 예산편성 ․ 심사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의 결과가 참고될 수 있으나, 정부업무

평가의 주목적이 환류를 통한 성과개선이라는 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
◦ 성과관리 및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부처 중심으로 수

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방식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식 명확화 필요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이 아닌 재정활동을 경제성 ․ 능률성 ․ 효과
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이므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주체로서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가 산정 
단위인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성과

관리 

수행 

현황

❑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 ․ 기본경비 포함 필요

◦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을 예산 전체로 관리할 필요

❑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통합 필요

◦ 재정활동은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 ․ 경비 등을 포함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
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의 핵심사업평가제도 운용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핵심사업 평가를 통해 78개 사업에 대해 총 309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하였으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특정평가 및 중앙부처의 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환류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무조정실 중심
의 특정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성과

지표 

및 

활용 

❑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의 비중 확대 필요

◦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지표는 증가
◦ 산출지표는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지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공식화 필요

◦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
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는 제출 
방식으로 국회에 접수되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성과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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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Ⅰ

1 분석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04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5년 단위의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1)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

관리제도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3) 등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적 측

면에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이 구비되었다.4)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4대 재정개혁의 시스템화]

자료: (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18.

당시 재정은 외환위기 조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이 과거

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은 낙관적이지 못

하며, 사회복지 및 남북관계개선 관련 지출 등 재정 지출 소요는 급격히 확대될 것

1)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도 예산안과 같이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구)기획예산처, 2007, p.18.)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성과와 예산이 연계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2007년부터 가동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최첨단 디지털 체제로 
바꾸는 것이며, 품목별 예산구조를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정
보시스템은 예산시스템, 회계시스템 및 사업관리시스템을 연계한다.((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19.)

4) 국회운영위원장, ｢국가재정법안 (대안)｣, 의안번호 4866, 2006.9.7.
대한민국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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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인 재정개혁 노력이 요구되었다.5)

재정개혁은 각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은 예산편성에 있어

서 각 부처의 자율권을 확대하게 되므로,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목적

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6) 성과관리제도는 성과중심7)으로 재정8)을 운

용하기 위한 ｢국가재정법｣9)이 2006년 10월에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10) 정부는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재정사업심층평가로 구성

된 재정성과관리체계11)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였으나, 4대 재정개혁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혁신적 포

용국가를 위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재정혁신은 지출혁신 ․ 세입기반 확충 ․
재정관리의 혁신성 제고 등으로 추진되는데, 지출혁신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사

업심층평가12)와 핵심사업평가13)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재원으

로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성과를 평

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

5) 박용주, “재정개혁 방향과 국회의 역할”, 재정학회 추계세미나, 2007, pp.1~3.

6) 정부, ｢국가재정법안｣, 의안번호 592, 2004. 10.

7)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8)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 가업 및 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부문의 경제활동
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p.24.)  

9) ｢국가재정법｣은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이다.

10) (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p.18~19.

11)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1.

12) 재정사업자율평가가 리뷰방식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에 기초하고 있어 개별사업이나 사업군의 
심층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 ․ 평가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2005년 시험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도입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5.do>

13) 재정당국 ‐ 사업부처 간 협업 통해 일자리 · 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재정혁신 
3대 기조에 맞추어(포용성, 생산성, 민주성)핵심사업 평가제도 2018년도 도입
<https://www.kipf.re.kr/cpem/cpem_info04.do>



∙ 3

다.14) 2004년부터 추진된 재정개혁이 각 부처의 자율권 확대를 기반으로 한 반면, 

2017년부터 추진되는 재정혁신은 재원 확보를 뛰어넘는 ｢정책 혁신｣15)으로 기획재

정부 주도의 사업평가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평가의 시행만으로는 지출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가 

계획-집행-평가-환류로 순환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될 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

므로 ｢국가재정법｣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관리를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하는데, 예산당국이 재정사업평가제도를 통해 사업평가를 주

관한다면 각 부처가 구축해야 하는 성과관리체계는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 둔화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평가하여 예산당

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출혁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14) 대한민국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9, pp.208~209.

15) 대한민국정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9,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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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대상 및 범위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축된 제도로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도입된 이후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로 재정성과관리체계의 효용성

이 낮아져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실질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조16)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17)에 따라 중 ․ 장기 목표 및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구축해야 한다. 따라

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8)

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개요

와 관련 예 ․ 결산 현황을 살펴본다. 주요국의 성과관리 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에 대해 제시하였다. 

16)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

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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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정리된 개념에 근거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성과관리 수행 

현황’ 및 ‘성과지표 및 활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에 대한 평가는 54개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재정활동의 성

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성과관리 단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성과관리 수행 현

황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 포함 여부를 살펴보고, 정

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분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과지표 및 

활용에 대한 평가는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에서 결과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고, 국회보고 등 환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구 분 내    용

평 가

대 상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평 가

범 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축 ‧ 운영중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 가

기 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

구  분 검토사항 주요 평가 기준

성과관리

체계 

구축방식

성과관리체계 

구축 현황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는 각 부처의 재정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가?

성과관리 

단위

◦성과관리 단위는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성과관리 

수행 현황

비용 정보 

범위

◦성과관리를 위한 비용 정보는 재정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가?

성과관리 

주체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운영 주체는 

법률에 부합하는가?

성과지표 

및 활용

성과지표 
◦성과관리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류 체계
◦성과관리 계획과 결과의 국회보고 등 환류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의 대상,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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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체계 및 예 ․ 결산 현황Ⅱ

1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가. 재정활동 개요

｢국가재정법｣ 제8조19)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가 2004

년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에 따르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예산 편성에 있어

서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다. ｢국가재정법안｣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하므

로서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하였다.20)

현행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

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
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
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
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
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0) 정부, ｢국가재정법안｣, 의안번호 592,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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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안｣(정부안)

(2004.10.19,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시행 2019.11.26.] 

제7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 운용

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

탁받은 자를 제외한다. 이하 “기금관리주

체”라 한다)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

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재정운용 주체 관련 규정 비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21)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22)을 위해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23)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활동’에 대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활동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 ․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은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및 

자산까지 포괄한다. 반면, 재정사업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단위사업으로 집행되는 

주요사업비를 의미하며, 인건비, 기본경비 및 자산의 활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

    (1) 예산 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
됨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을 요구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1)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

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2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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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의 범위]

주: (  )는 관리항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활동을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사례로 살펴보면, 국토

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재정사업과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은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책(융자, 출자) 등이 있으며, ｢국가재정법｣
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 정책사업은 재

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분양가 심사 강화, 공공주택지구 확보 등이 있

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자체성과관리체계’ 내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진다. 자산은 공적임대주택 재고가 있으나, 자산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체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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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사례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인 

‘공공주택지구 확보’가 선행되어야 ‘공공임대주택(융자, 출자)’ 건설을 통해 ‘공적임

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므로, 개별 사업들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

여한 성과들을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활동의 성과는 재정사

업, 정책사업 및 자산활용에 따른 개별성과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현되므로, 각

각을 구분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정성과관리체계’로 간주하고 있

다. 재정성과관리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평가와 사업별 심층평가로 구성된다.24) 

 * 성과목표관리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
―

 Monitoring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평가

(성과관리 대상)
―

 Review & Feedback

 (재정사업자율평가)

⇓

 * 재정사업 심층평가

(특정사업군 중심의 개별 심층분석)
―

 Evaluation & Feedback

 (사업별 심층평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1.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체계]

2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

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 ․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 ․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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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체계는 성과관리 대상을 재정활동이 아닌 재정사업(주요사업비)으

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원(2020)25)에 따르면, ‘재정성과관리체계’의 성과측정 단위인 

단위사업은 전체 단위사업 중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단위사업만을 대상으로 설정되

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은 성과보고서 상 성과측정 대상으로 

설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정사업과 정

책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재

정사업에 한정한 ‘재정성과관리체계’로 구축하면서,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

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사업별 심층평가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25) 감사원,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I｣, 2020,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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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 결산 현황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평가를 포함한 성과관리’ 

및 ‘재정운영표 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평가 비용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24조제1항26)에 따라 예산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의 예산항목이 아닌 기본경비 

예산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

산규모 혹은 원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관련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부처별로 연간 평균 약 1억원 수준이며, 성과관

리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은 각각 29억원 및 118억원으

로 파악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연간 약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가.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예 ․ 결산 현황

(1)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자통합평가정보

화(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관련 예산은 29억원이다. 세부사업 ‘전

자통합평가정보화(정보화)’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의 온라인 실시간 지원시스템인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

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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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A)

2020

예산(B)

증감

(B-A) (B-A)/A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2,143 2,237 2,153 △84 △3.8 

전자통합평가정보화(정보화) 609 662 710 48 7.3 

합   계 2,752 2,899 2,863 △36 △1.2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관련 예 ․ 결산]

(단위: 백만원, %)

주: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세부사업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27)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의 예산의 2/3은 포상금이다. ｢정부업

무평가 기본법｣ 제30조제2항28)은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분

2019
2020

예산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2,237 2,237 2,163 - 74 2,153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737 737 663 - 74 653

 -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1,500 1,500 1,500 - - 1,500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기능별 예 ․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주: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2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

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2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

되는 소속 부서 ․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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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지원, 예비타당성조사, 기금평가지원, 부담금평가 및 

보조금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성과관리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해당하는 사전평가이며, 나머지 평가들은 사후평가이다.

구  분 수행기관 해당 규정

재정

사업 

평가

재정사업

평가 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

한 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기금평가 

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부담금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보조사업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재정

사업 

타당성

조사

(R&D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

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

적인 조사 ․ 연구

타재, 사재,

사적 수행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타

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

적인 조사 ․ 연구

[재정사업 관련 평가 현황]

주: ｢국가재정법｣ 제8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평가 관련 예산은 118.2억원이며, 대부분 예산은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이다. 

세부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A)

2020 

예산(B)

증감

(B-A) (B-A)/A

 재정사업 평가 1,459 1,402 1,512 110 7.8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6,926 6,891 10,066 3,175 46.1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800 242 242 0 0.0

합  계 9,185 8,535 11,820 3,285 27.8

[기획재정부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관련 예 ․ 결산]
(단위: 백만원, %)

주: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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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A)

2020 

예산(B)

증감

(B-A) (B-A)/A

중기부 기본경비(정책기획관) 538 660  670   10 1.5

과기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133.4 173.7 173.7 0 0.0

외교부 행정효율성증진및외교역량강화 141 202 202 0 0.0

환경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19 19 20 1 5.3

환경행정변화관리 41 41 41 0 0

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0 48 0 △48 순감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24 27 29 2 7.6

여성

가족부

행정능률향상및민원서비스개선 68 61 63 2 3.3

기획조정기본경비 14 18 19 1 5.6

인사

혁신처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60 60 60 0 0.0

본부기본경비(기획조정관) 9 9 10 1 11.1 

원안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 7 7 0 0.0

식약처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114 89 90 1 1.1

조달청 조달행정 역량강화 2,203 2,571 5,299 2,728 106.1

문화재청 행정효율성증진 및 성과관리 383 427 385 △42 △9.8

경찰청 기획조정관기본경비 1,546 2,884 3,919 1,035 35.9 

[각 중앙부처 성과관리 관련 예 ․ 결산(추경 기준)]

(3)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다양한 세부사업 예산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경비(정책기획관)’, 외교부는 ‘행정효율성증진 및 외교역량강

화’, 인사혁신처는 ‘성과관리및이미지제고’ 등에서 성과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성과관리비용은 부처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부처별 성과관리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660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4백만원, 

외교부 202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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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부  처 세부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A)

2020 

예산(B)

증감

(B-A) (B-A)/A

국방부 주요기관 기본경비 62 62 62 0 0.0

기상청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101 98 98 0 0.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40 39 37 △2 △5.1

소방청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105 137 137 0 0.0

금융위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7.95 7.95 7.95 0 0.0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136 133 119 △14 △10.5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90 90 90 0 0.0 

해경청
총무활동 2,262 2,217 2,779 562 25.3

재정관리활동 4,642 4,508 5,641 1,133 25.1

보훈처 처본부운영 34 34 34 0.0 0.0

문체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2,928 2,611 2,681 70 2.7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470 345 345 0 0.0

보훈처 처본부운영 34 34 34 0.0 0.0

민주평통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 3 3 0 0.0

주: 부처별로 세부사업 전체 예산 혹은 성과관리 예산을 제시

자료: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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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

프로그램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국가회계기준 등 

제도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심의위원회 운영비용, 위탁기관 출연비 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및 재정정보원 담당자 인건비’ 및 dBrain 시스템 구축비(감

가상각비) 및 서버 등 운영비’ 등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비용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중앙관서 및 중앙관서 하위 회계실체 결

산담당자 인건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재정정보원 담당자 인건비’ 및 ‘중앙

관서 및 하위 회계실체 작성 용역비’, ‘결산지원단 등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용역비’ 

및 ‘감사원 결산검사 용역비’, ‘dBrain 시스템 사용에 따른 운영비’, ‘결산보고서 발

행 인쇄비’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결산지원

단 등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용역 7억원(’19년 기준) 외의 비용을 파악하기 곤란하

고,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산출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구  분 내    용 비  용

인건비
중앙관서 및 중앙관서 하위 회계실체 결산담당자 파악불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재정정보원 담당자 파악불가

용역비

중앙관서 및 하위 회계실체 작성 용역 파악불가

결산지원단 등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용역  7.15

감사원 결산검사 용역 13.00

운영비 dBrain 시스템 사용에 따른 운영비 파악불가

인쇄비 결산보고서 발행 파악불가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2019년 기준)]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중앙관서별로 작성되므로, 각 중앙관서

별로 재무제표 작성 비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중앙관서별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은 다양한 세부사업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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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국유재산실태조사’ 예산에서 재무제표 작성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비용은 10~1,134백만원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 처 세부사업명
2018

결산

2019

예산(A)

2020 

예산(B)

증감

(B-A) (B-A)/A

기재부 국가회계제도운영 1,078 1,134 1,134 0 0.0

과기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39.6 40 40 0 0.0

중기부 기관운영기본경비 16 16 19 3 16.4

해경청 재정관리활동 46 45 56 11 25.1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48 48 48 0 0.0 

여가부 기관운영기본경비 13 13 13 0 0.0

인사처 기관운영 15 15 15 0 0.0

기상청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26 26 26 0 0.0

보훈처 처본부운영 38 38 38 0 0.0

국토부 국유재산실태조사 387 458 466 8 1.7

헌  재 본부기본경비 9 10 10 0 0.0

특허청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33  35  34.5 △0.5 △1.4

환경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92 92 92 0 0.0

[부처별 재무제표 작성 관련 예 ․ 결산]
(단위: 백만원, %)

주: 부처별로 세부사업 전체 예산 혹은 재무제표 작성 예산을 제시

자료: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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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특징과 시사점

해외국가들은 다양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구조는 성과관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정치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미국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헌법에 따라 권력분립형 또는 ‘견제와 균형’ 하의 대

통령제라 할 수 있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양자가 융합하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치 또는 교착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미국 헌법은 단순한 삼권 분리가 

아닌 상호간의 견제로서의 균형을 상정하고 있다.29) 

(1) 성과관리체계

미국의 성과관리 특징은 범부처 국정과제와 기관단위 목표 간 상호 긴밀히 연

계된 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정책 목표를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CAP Goals)와 부처 우선순위 목표(Agency Priority 

Goals, APGs)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를 관리하는데,30) 범부처 성과계획과 전략계획

은 4년 주기로 수립된다. 각 목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에 관한 검토 ․ 조정이 

수행되며, 연도별로 성과계획, 전략검토 및 성과보고가 이루어진다.

29)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p.35~36.

30)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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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자료: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38.

미국은 2010년 GPRAMA31) 개정 이후 분기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범정

부 및 개별 부처의 CAP Goals와 APGs에 대한 분기별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분기별 성과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성과개선담당관(PIO)과 외부전문

가로 구성된 성과개선위원회(PIC)의 역할이 중요한데, 성과관리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는 각 해당 부처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중점문제사업(High Priority Problem)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성과

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개선안을 2주 안에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성과포털을 통해 그 결

과가 공개된다. 또 위원회에서는 부처 간 성과정보를 활용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목표치 설정, 성과측정 방법 논의 등을 통해 실무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32)

31) 최근 미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GPRA와 PART를 통합한 ｢GPRA 현대화 법｣(GPRA 
Modernization Act of 2010, GPRAMA)으로 나타났다. 

32) 박노욱 외, ｢주요 OECD 국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비교분석과 정채적 시사점｣, 기획재정부 ․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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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성과관리

미국은 사업평가, 전략적 리뷰, 모니터링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전 과

정에 걸쳐 부처 역할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이 강조되는 구조이다.33) 사업평가의 경

우, 중앙예산당국이 주도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평가체제는 PART 폐지 이후 존

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의 자율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략적 리뷰의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실의 소속기관인 OMB34)는 큰 틀에서의 

리뷰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안할 뿐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의 제공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35) 전략적 리뷰에 관한한 OMB는 부처에 전적인 재량과 자율성을 부

여하고, 정기적으로 시니어 레벨의 의사결정자들의 모임을 주도하여 우선순위 등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하고 부처 문제를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분기

별 성과점검의 경우에도 OMB는 제도 설계 후 부처의 자율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에 

의지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성과개선위원회의 개최와 참여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

물러 있다.

(3)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의회와의 협의 강화

행정부의 성과정보가 의회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

정하고 어떻게 정보를 제시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의회는 1993년의 GPRA를 2010년의 

GPRAMA로 대체하여, 정부 전체 차원 및 각 부처의 목표를 세우거나 수정하는 경

우 의회와의 협의를 강화하였다.36)

GPRAMA는 OMB와 각 부처(agencies)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제안된 목적

에 관해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고 여 ․ 야 의견을 모두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OMB

는 다부처 중점성과목표에 대해 해당 위원회와 협의하고, 각 부처는 해당 세출위원

33)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44.

34)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35)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45.

36) U.S. GAO. (2012). “A Guide for Using the GPRA Modernization Act to Help Inform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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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권위원회, 감독위원회와 전략계획 및 중점성과목표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OMB는 정부 전체 웹사이트에 그리고 각 부처는 전략계획에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협의과정을 통해 의회는 각 부처가 어떤 결과를 추구해야 하는지(목표),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달성될지, 각 부처의 노력이 다른 관련된 노력과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전략), 사업의 진척도를 어떻게 측정할지(성과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지

(보고)에 대해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갖게 된다.37)

정부책임처(GAO)의 평가 역할이 부각되어 매년 80여개의 주요 사업에 대해 

GAO 주도의 사업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4) 성과보고

미국은 기존 체제에서 재무상태 및 사업성과 관련 보고의무가 너무 과중하고 

자료 제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업무중복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00년에 ｢통
합성과보고법｣(Reports Consolidation Act of 2000)이 제정되어 의미 있는 사업성과

를 중심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과정보의 유용성이 한층 제

고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OMB와 협의하여 성과관련정보 

보고서의 제출 빈도 및 시한을 설정하고 재무상태정보와 성과정보를 통합한 단일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성과보고 단위를 살펴보면, 전략적 성과관리를 강조해 온 미국은 프로그램을 

예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의회에 제출되는 GPRAMA에 의해 이루어

지는 성과보고는 전략목표별로 이루어진다.38)

37) 하연섭, ｢사업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2013년도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3, p.54.

38)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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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되고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이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의회 주권(Parliamentary Sovereignty)

은 영국 헌법의 원칙으로서 의회는 최고 권위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폐지한다. 영국 

의회는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출직인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영국의 총리는 5년 주기 총선 결과 영국 의회 하원 제1당의 

당수이며, 총리가 행정부의 최고 권력이자 정책의 최종의사결정자로서 정부정책의 

최종책임자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내각의 장관과 차관은 의회의원 중에서 총리에 

의해 임명된다. 내각의 장 ․ 차관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데, 각 부처를 책임

진다.39)

(1) 성과관리체계

2010년 출범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부처사업계획(Departmental 

Business Plans)과 단일부처계획(Single Departmental Plans, SDPs)을 도입하였다. 

부처사업계획은 투입(Input) 및 영향(Impact)에 대한 지표를 적시한다. 단일부처계

획은 지출검토, 예산배분과 부처별 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하위 수

준으로 갈수록 계획이 상세하게 설정되며, 각 목적별로 담당 공직자가 공개되어 있

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단일부처계획은 다음의 4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개별부처

는 효율성 ․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반드시 수행되어

야 할 핵심사업(Core Business)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와 필수 수행 사업

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출검토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확한 지표 설정을 통해 예산결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관리정보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통해 개별

부처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39)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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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리 직속 성과관리조직

영국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 시기 이후 총리 직속으로 성과관리조직인 

PMDU(Prime Minister’s Delivery Unit)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발전된 형태로서 

IU(Implementation Unit)가 2012년에 설치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U

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조정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용이하

게 수행할 수 있으며, 지출검토와 개별부처의 성과계획을 연계하는데 적절한 지위

를 확보하고 있다. 

IU는 거시적인 우선순위가 반영된 지출검토와 개별부처의 단일부처계획 간 조

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각 부처의 공통적인 목표를 확인하여 이것이 

부처별 계획에 교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사업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

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 정부업무평가

영국에서는 종합적인 정책평가의 틀이 마련되지 못한 채 각 부처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산형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재무부 등이 각 부처들로 하

여금 평가를 통한 효율적 정책관리를 하게끔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정부업무의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시도하여, 재무부가 정책개발 및 관리를 

위한 평가매뉴얼 성격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영국 재무부의 정책 및 사업평가 지침

서인 ‘The Green Book’은 모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을 기획·집행·사

후관리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기술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적 우선순위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고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정책 및 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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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프랑스의 정부형태는 준대통령제40)로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은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 ․ 개정할 수 있으며, 권력구조상 대통령은 의회보다 

우위에 있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외교 ․ 국방 등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

며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 총리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

지고 있다. 

(1) 성과관리체계

프랑스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

며,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No 2001-692, 2001.8.1.)｣41)로 대표된다.42) 프랑스 사회보장기관

의 재정은 2006년에 국가의 일반예산을 넘어섰고, 프랑스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LOLF가 2001년에 제정되고, 2006년에는 

완전히 시행되었다. LOLF를 통해 국가 재정관리에 성과주의가 도입되었으며, 재정

영역에 의회의 권한을 제고하는 재정개혁이 시작되었다.43) LOLF는 의회의 공공재

정에 대한 권한증대와 공공지출과 수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업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로 의회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4)

성과관리예산은 달성할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

라 전략, 목표, 지표, 성과목표들이 결정된다. 성과관리예산 구축의 핵심은 예산체계

가 투입 중심의 관리에서 성과(결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산은 임무, 프로

그램, 활동 세가지 차원에서 지출 목적을 위주로 편성한다.45) LOLF는 제1조에 매 

회계연도 예산법은 설정된 경제의 균형목표 설정시 이 법으로 규정하는 세부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46) 또한 제7

40) 준대통령제는 다수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
되며 의회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41)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2012, p.116.

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2011, p.139.

43) 이순우 ․ 김지영, ｢프랑스 재정법｣, 한국법제연구원, 2009, p.11.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2011, pp.139~140.

4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2011,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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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세출예산은 하나 이상의 부처의 실국 관련 임무(mission)로 구성되며, 임무는 

공공정책을 관장하는 주요사업(programme)으로 구성되고, 주요사업은 다시 소관부

처의 하나 이상의 세부사업(actions)을 집행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이들 

세부사업은 공공의 목적, 기대효과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고 규정한다.47) 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과 개별 프로그램 간의 관계가 구체화된다.

(2) 주요 정부업무평가제도

프랑스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행정부의 범정부

적 정책평가, ② 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 ③ LOLF에 의거하여 재정

경제부가 주관하는 평가, ④ 감사원이 수행하는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48)

재정경제부는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따라 예산 사업에 대한 목적과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목표달성이 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전

에 비해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하게 쓰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49)  

LOLF가 유용한 이유는 의원들에게 성과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적용대상 프로

그램은 100개 정도로 매년 평가보고서가 프로그램 단위로 제공된다. 부처 단위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다부처 프로그

램의 경우 관련 부처 담당자가 모여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문제의 경우 

환경부, 총리실, 외교부가 같이 사업을 수행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50)

46) 국회예산정책처,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2005, p.31.

47) 국회예산정책처, ｢프랑스 국가재정조직법｣, 2005, p.34.

48) 이광희, ｢국외출장보고서: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17, p.23.

49)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2017, p.62.

50) 이광희, ｢국외출장보고서: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 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17,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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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일본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국회가 총리 지명권, 중의원(하원)의 내

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지니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심의 ․ 의결, 조약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

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51)

(1) 성과관리체계52)

2009년 9월 출범한 일본의 하토야마(鳩山)정권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개혁조치

로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세금의 낭비를 제거하고 정권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목적으로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세출조정에 대한 기본지침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기존사

업의 경우라도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예산집행 실태를 감안하여 예

산편성 여부를 판단하며, 셋째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넷째 기존의 관료주

도 예산편성에서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으로 재편하며, 다섯째 이해관계에 얽매인 예

산편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지침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단 계상된 기존사업은 부처의 예산요구 및 

검증단계에서 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었지만, 기존사업이

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침의 경우, 예산의 집행 실태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PDCA(Plan

→ Do → Check → Action)사이클(아래 [그림] 참조)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침의 경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관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이해관계 국회의원(族

의원) ‧ 관료주도 예산편성에서 국민주도 예산편성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 지침의 경우 기존의 관료주도 예산편성에서 정치주도 예산편성으로 

재편하기 위해 장관 ‧ 부(副)장관 ‧ 정무관의 정무삼역은 부처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

민의 입장에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1)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의 예산제도｣, 2012, p.202.

52) 서세욱,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국회예산정책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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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지침의 경우 이해관계에 얽매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

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PDCA 사이클]

자료: 서세욱, ｢일본의 예산편성과정 개혁사례｣, 국회예산정책처, 2010, p.8. 

(2) 정부업무평가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행정평가의 확산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정책평가를 도입하였다.53) 관련 법률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정책평가법)｣이며, 2001년 6월에 제정되고 2002년 4월부터 시행

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범국으로서 약화된 행정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처의 자

율성과 관료의 전문성을 행정의 중심축에 두었으며, 이러한 이념은 정책평가체제에

도 반영되어 있다. 일본의 평가제도는 부처의 자율성이 높은 구조이며, 총무성의 행

5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일본의 정부업무평가제도｣, 2018. 



28 ∙

정평가국은 거시적인 지침을 제안하고, 국회 ․ 수상에게 보고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본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국민

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책무성(accountability)의 원리를 무겁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책무성의 원리는 일본의 정책평가 제도의 이면에 이념으로 

놓여 있으며, 이는 전술한 ‘행정 정당성’의 강화를 위한 목적에 핵심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54)

[일본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체계와 핵심논리]

자료: 한국행정학회,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2017, p.52.

54) 한국행정학회,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2017,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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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사점

우리나라는 평가이념 측면에서 미국의 제도, 운영체계 측면에서 일본의 제도를 

닮아 있는 혼종(hybrid)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혼종의 특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정

부업무평가제도는 선진 외국과 달리 ‘평가 부문별 주관’이 다양하고, ‘국정 아젠다

(정치적 책무)’와 ‘부처 미션(전문관료 책무)’ 중 어느 것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공공철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55)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 부처별로 자율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다부처 

관련 국정아젠다(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성과관리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다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기관은 각국의 정치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데, 대부분 대통령 혹은 수상 직속 기관이다. 미국 OMB는 미국 대통령실의 소속기

관이며, OMB의 임무는 예산외에도 정책, 관리 및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56) 영국 

IU는 수상실 직속기관이며, 일본도 총무성이 총괄하고 있다. 프랑스는 LOLF에 의

거하여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평가는 개별 부처차

원이 아닌 다부처 차원에서 수행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프로그램과 관리과제 ․ 단위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

는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혹은 전략목표 단위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

진다. 미국은 프로그램을 예산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의회에 대한 성과보

고는 전략목표별로 이루어진다. 또한 프랑스는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수행하며, 

일본은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단위사업 단위로 성

과관리를 시행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기준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55) 한국행정학회, ｢중앙행정기관 대상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2017, p.24.

56) https://www.whitehouse.gov/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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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분석Ⅲ

1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분석

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식 명확화 필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이 아닌 재정활동을 경제성 ․ 능률성 ․ 효
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이므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주체로서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57)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58)

는 성과관리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과관리는 기관의 임

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

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또한 동법은 성과

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59)

57)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

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 ․ 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중 ․ 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 ․ 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

야 한다.



∙ 31

구     분 성과관리체계 구성

감사원,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성과계획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조정실, 헌법재판소, 통일부, 외교부, 

국세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조달청 성과목표관리제(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과계획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예산 집행점검

여성가족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공정거래

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예산집행 점검

[부처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성 현황(2019.11 기준)]

그런데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부업

무평가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관리와 평가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

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라고 제시하였고, 경찰

청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로 제시하였다.

각 부처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성과계

획서, 성과보고서 및 재정사업자율평가로 구성된 재정성과관리체계로 이해하고 있

다. 그러나 재정성과관리체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제외되어 재정사업에 한정

된 성과관리체계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정책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 재정사업에 국한된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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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관리체계 구성

행정안전부
성과목표관리제(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관세청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

계획, 재정사업자율평가, 환류계획 추진실적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성과목표관리제(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고용노동부

성과목표관리제(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금운용 ․ 존치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고용

보험사업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핵심사업평가, 예산집행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환류계획 추진실적 점검,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환경부, 교육부, 병무청, 산림청, 식품

의약안전처,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대통령 경호처, 법제처, 소방청

미구축 

자료: 각 부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와 ‘재정성과관리체계’는 관리주체, 

사업 기준, 재정 측정 항목 및 산출물에서 차이를 보인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의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이며, ‘재

정성과관리’의 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5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

조60)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성

60)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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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작성 및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하는데,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인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을 의미한다.61) 

구   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재정성과관리체계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

｢국가재정법｣ 제8조제5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관리 주체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 기획재정부 

사업 단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정 측정 항목 비용(원가) 지출(예산, 기금)

산출물 계획, 모니터링, 평가, 환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 비교]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로 간주

하고 있으며, ‘재정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구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는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예산･기금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성과계획서･성과

보고서62)의 대상을 재정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 ․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 ․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1) 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 2018.12.31, p.2.

6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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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6항63)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64)에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사업자율평가로 확대하고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다.65)

구    분
｢국가재정법｣ 상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대상 재정활동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 보고서 작성 대상 예산, 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법｣상의 성과관리체계와 재정성과관리체계 비교]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에 한정된 성과관리가 아니라 재정사업

과 정책사업을 포괄하는 재정활동 전반을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

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이다. 또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

라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부처는 ‘재정성과관리체계’를 ‘재정활동의 성

과관리체계’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재정운용의 주체로서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3)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6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

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 ․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 ․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5) 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 2018.12.3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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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재정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가 

산정 단위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규정하여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66)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사업 내 정보화 및 R&D 

세부사업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화 및 R&D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시행해야 한다.67)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에서 평가

사업의 단위를 ‘단위사업’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으나,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세

부사업 등에 대한 평가지침은 소관 평가기관68)에서 평가지침을 시달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을 평가 단위로 설정하였다.69) 

단위사업 1 세부사업 1,2만 해당

 세부사업 1 (일반재정)

⇨
세부사업 1,2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단위사업 1)에 포함
 세부사업 2 (일반재정)

 세부사업 3 (재난안전) ⇨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상 - 제외

 세부사업 4 (R&D) ⇨ R&D 평가대상 - 제외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범위 예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 2018. 12, p.2.

66) 단위사업은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단위이며,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다. 며, 모든 예산 및 기금의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 제도 · 규제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기획재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9. 4, p.8.)

67) 기획재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9. 4, p.12.

68) 소관 평가기관은 일반재정(기재부),  R&D(과기정통부), 재난안전(행안부), 균형발전(지역위)이다.

69) 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 2018. 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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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동일한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

되며 정책의 투입 ․ 산출, 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이다. 

2007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성

과주의 예산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즉, 프로그램을 단위로 해서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도구이다.70)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이 각각 1대 1로 대응되도

록 하여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예산체계 일치화]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3.

성과목표체계에서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정책 또

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며, 예산 ․ 비예산71) 정책(사업)을 포함한다.72) 또한 단위사업

은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단위이다.73) 따라서 관리과제 

혹은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수단에 대해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관리과제 혹은 단위사업의 

조합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과관리 총괄기관에서 개별 관리과제 혹은 단위사

업의 성과에 대해 관리한다면, 개별 관리과제 혹은 단위사업 책임자는 성과목표 달

성을 위한 최적의 조합보다 개별 관리과제 혹은 단위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

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단위로 재정활동의 성과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출이 아

70) 최순영,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2016, pp.135~169.

71) 사업예산 없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 제도 ․ 규제 등을 의미한다.

72)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19. 1, p.19.

73) 기획재정부,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18 회계연도 평가)｣, 2018. 1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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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원가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재정활동은 예산 및 기금 외에 국유

재산 등을 포함하므로, 발생주의 정부회계는 재정운영표에 의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프로그램)의 원가정보나 관리운영 경비 등 ‘프로그램 등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한다.74) 재정활동의 원가

와 지출에 대한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공되며, 2018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원

가와 지출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18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원가와 지출]

(단위: 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원가는 총수익에서 순이익을 제외한 총비용이다. 지출은 회계와 기금으로 구분

되는데, 회계 지출은 총세입에 대하여 총세출, 세입세출외 지출, 이월 및 세계잉여

금으로 구성되며, 기금 지출은 사업비, 차입금원금상환, 정부내부지출 등이다. 

투입된 재정 규모는 원가와 지출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의 원가와 

지출 규모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설 소관 프로그램은 

2개인데, 프로그램별 순원가75) 및 지출액은 큰 차이가 없다. 

74) 정부회계학회,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 2010, p.2.

7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

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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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순원가(A) 지출액(B) B/A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R&D) 4,666 4,666 1.00

KDI 국제정책대학원연금기금국가부담금지원 1 2 1.46

[2018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시설 소관 프로그램별 순원가 및 지출액]

(단위: 억원)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그러나 자본지출76) 프로그램의 지출은 원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도건설 프로그램 지출액은 2.2조원이지만, 원가는 0.5조원 수준이다. 일반철

도건설 프로그램 지출액은 2.3조원이며, 원가는 3.9조원이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
기업예산법｣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 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3. 비배분수익: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76) 자본지출은 기업 및 그 밖의 경제주체가 행하는 자본지출이나 투자에 관한 예산으로, 복식예산
제도하에서의 예산의 투자계정(投資計定)이 이에 속한다. 자본지출의 내용에는 시험연구나 연구
개발 등의 지출도 포함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설비에 대한 지출이다. 이 때문에 자본예
산을 흔히 설비예산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지출의 원가는 감가상각비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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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원   가

지출액
총원가(A) 수익(B) 순원가(A-B)

고속도로건설 2,937 1 2,936 12,051

국도건설 4,929 25 4,904 21,738

도로관리 17,643 13 17,630 16,252

고속철도건설 7,195 0 7,195 702

일반철도건설 39,118 611 38,507 23,277

일반공항건설및관리 802 63 739 130

용수공급및개발 84 0 84 650

댐건설및댐치수능력증대 13 0 13 555

산업단지개발및지원 1,606 24 1,582 3,244

[2018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자본지출 프로그램의 원가와 지출액 비교]

(단위: 억원)

자료: 각 부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또한 일부 프로그램의 순원가는 마이너스(-) 즉, 수익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

부 소관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의 지출액은 10.4조원이지만, 총원가는 0.3조

원이며, 순원가는 △1.1조원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금으로 10.4조원을 지출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용비용 등으로 3,404억원의 원가가 발생하였고, 1조 4,209억

원의 이자 등의 수익이 발생하여,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의 순원가는 △1조 

805억원이다.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출은 자본지출 및 융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출 측정단위인 단위사업 및 세부

사업은 성과관리의 단위로 부적합하다.77) 현행 국가회계기준은 재무회계에 따라 프

로그램을 원가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프로그램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은 성과(프로그램)목표 달성

을 위한 수단이므로,78) 단위사업 혹은 세부사업의 성과는 예산심사를 위해 투입 및 

산출 지표로 관리되어야 한다.

77)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프로그램 단위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원가는 재무회계에 따라 산출되는데,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예산회계 기반이다. 국가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동시에 기록하는 이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2010) 참조

78)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9. 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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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프로그램 

원 가

지  출총원가

(A)

수익

(B)

순원가

(A-B)

국토부

분양주택등지원 156 638 △482 6,262

구입 ․ 전세자금 3,071 13,376 △10,305 88,095

임대주택지원(융자) 3,404 14,209 △10,805 103,569

과기부
국민과함께하는우편서비스 22,936 28,966 △6,030 9,912

우체국예금지속가능경영 21,024 25,955 △4,931 10,130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382 1,062 △680 10,584

보훈처 기금증식 193 303 △110 182

금융위 주택금융지원 553 2,658 △2,105 900

기재부

국제금융 8,247 21,764 △13,517 1,457

복권기금운영(일반) 25,895 43,847 △17,952 2,040

여유자금운용 4,255 87,009 △82,754 3,294,461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 10 △8 16

민간보육시설지원 2 5 △3 36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130 173 △43 4

농림부 농지은행(농지,융자) 264 2,672 △2,408 7,289

산업부
무역보험지원 9,230 10,260 △1,030 6,371

국내외자원개발 202 1,375 △1,173 942

외교부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773 1,509 △736 769

여권업무 선진화 1,107 1,313 △206 1,136

인사처 대부사업운영 746 1,621 △875 13,794

조달청 조달사업 운영 620 2,012 △1,392 83

특허청 심사 ․ 심판서비스제공 2,189 4,881 △2,692 816

해수부 수산행정 0 1 △1 842

[2018회계연도 순원가가 마이너스(-)인 프로그램]
(단위: 억원)

자료: 각 부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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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수행 현황 분석

가.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 ․ 기본경비 포함 필요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성과측정 단위를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프로그

램으로 설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을 예산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그룹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79) 따라서 2004년에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할 당시,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을 아래 [그림]과 같이 재정사업인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

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정책 ․ 제도 ․ 규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도 해당 성과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예산체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인건비
기본

경비

주요

사업1

주요

사업2

주요

사업3

주요

사업4

주요

사업5

주요

사업6..

프로그램 예산체계

(인건비+기본경비+

주요사업비)

프로그램1 프로그램2 프로그램3...

[인건비, 기본경비를 프로그램별로 배분]

자료: 기획재정부, “정책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 p.6.

그런데 현행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는 주요사업비(재정사업)만 성과측정 대상

으로 설정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성과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관서별 

79) 기획재정부, “정책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11.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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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부 처 명 예산총액(A)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의 예산액(B)
비율(B/A)

합  계 10,474,358 2,565,747 24.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36 64 6.8

대통령경호처 924 322 34.8

국회 6,882 1,878 27.3

대법원 21,607 1,971 9.1

헌법재판소 626 48 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678 1,229 3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15 234 74.3

감사원 1,338 323 24.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877 206 3.5

기획재정부 3,008,848 14,777 0.5

교육부 877,290 105,835 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5,373 71,366 36.5

외교부 27,400 12,441 45.4

통일부 18,324 12,699 69.3

법무부 42,737 13,653 31.9

국방부 376,023 137,286 36.5

행정안전부 566,949 37,097 6.5

문화체육관광부 79,448 57,977 73.0

농림축산식품부 293,055 152,590 52.1

산업통상자원부 223,107 80,789 36.2

보건복지부 1,702,827 705,268 41.4

[2019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의 설정 예산현황]

성과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부처별 예산 총액은 1,047조 4,358억원이

고, 이 중 256조 5,747억원(24.5%)이 성과보고서 상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으로 

설정되었다.80) 부처별로 예산 총액 대비 성과보고서 상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 예

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청이 95.0%, 문화재청이 89.7%, 여성가족부가 

88.8%, 방송통신위원회가 8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0.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3.5%, 국가보훈처가 4.8%로 낮게 나타났다.

80) 감사원,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 I｣, 2020,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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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

부 처 명 예산총액(A)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의 예산액(B)
비율(B/A)

환경부 138,990 78,650 56.6

고용노동부 418,064 276,905 66.2

여성가족부 12,426 11,030 88.8

국토교통부 1,158,462 442,971 38.2

해양수산부 72,042 49,753 69.1

중소벤처기업부 196,516 121,065 61.6

국가보훈처 63,339 3,041 4.8

인사혁신처 242,252 19,476 8.0

법제처 364 131 36.0

식품의약품안전처 5,160 3,184 61.7

국가인권위원회 389 125 32.1

방송통신위원회 2,596 2,251 86.7

공정거래위원회 1,327 747 56.3

금융위원회 311,171 38,400 12.3

국민권익위원회 876 351 40.1

원자력안전위원회 2,940 1,867 63.5

국세청 18,332 2,796 15.3

관세청 5,749 1,590 27.7

조달청 3,970 430 10.8

통계청 3,893 3,207 82.4

병무청 2,351 606 25.8

방위사업청 159,665 28,117 17.6

경찰청 114,475 13,537 11.8

소방청 2,742 2,055 74.9

문화재청 9,291 8,335 89.7

농촌진흥청 9,938 8,331 83.8

산림청 29,300 20,890 71.3

특허청 6,615 2,817 42.6

기상청 4,126 2,849 6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274 3,491 55.6

새만금개발청 2,908 2,763 95.0

해양경찰청 14,251 5,933 41.6

주: 2019회계연도 총지출은 485.1조원임

자료: 감사원,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 I｣, 2020,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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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는 이유는 예산총액에 내부거래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

과보고서 상의 기획재정부 소관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인건비 886억원 및 기본경비 521억원 등이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

된다.

구   분
2018 2019

예  산 결  산 예  산 결  산

총 액(A+B) 2,749,460 7,840,019 3,008,848 8,874,419

단위사업 

설정

일반재정 12,502 10,101 14,722 13,350

정보화 543 532 55 55

R&D 0 0 0 0

소계(A) 13,045 10,633 14,777 13,405

단위사업 

미설정

인건비 896 858 944 886

기본경비 563 544 555 521

교부금 0 0 0 0

예비비 15,168 5,670 8,770 5,800

차입이자 상환 9,923 3,360 182,692 173,631

내부거래 1,255,983 1,135,859 1,470,426 1,413,021

보전지출 1,408,666 6,642,131 1,281,145 7,220,259

기타 45,216 40,964 49,539 46,896

소계(B) 2,736,415 7,829,386 2,994,071 8,861,014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상의 기획재정부 소관 단위사업 재정운용 현황]
(단위: 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기획재정부)｣, 2020, p.253.

따라서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을 예산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

정의 투입과 산출로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정부의 모

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행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은 사업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

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지원경비는 제외되어 있어 성과측정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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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Brain 코드 내       용

일반

재정

‧
정보화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내의 인건비는 성과 관리대상에 포함

기본경비, 기본경비성 비용
◦기본행정경비 ․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본 경비성 비용

정부내부거래 ◦정부내부거래

보전지출 ◦보전지출

교부금 ◦법정 교부금,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상경비
◦고시비용,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요금 및 수수료, 활동비 등 행

정절차 및 행정이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예비비 ◦예비비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차입이자상환, 원리금 상환,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자지원

※ 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은 평가대상에 포함
청사 관리

(단순시설물유지보수비)

◦청사시설 확충 ‧ 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
※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정보화(간접비성격) 사업

◦단순 PC 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으로만 구성된 사업
(정보화)

‐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통신회선료,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관련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업무
타부처 계상사업 ◦타부처 계상사업

부처공통 행정지원프로그램

◦조직 내부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 직원 복지 등 부처공통 행정지원
프로그램
※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위원회, 자문회의 운영

◦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회의나 
심의 ․ 의결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의 운영사업

◦  ※ 부처 고유 사업인 경우 성과 관리 대상에 포함

기관 운영 출연금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
   ※ 기관운영 출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운영 성격이 아닌 사

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
10억원(정보화 5억원) 

미만 소액사업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정보화 5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기타 

성과관리 실익이  적은 사업

◦기타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등

‐ 장려금, 체당금, 보상금, BTL 정부지급금, 최소운영수입 보전금
(MRG), 반환금, 국제기구분담금

‐ 혁신 도시 이전 사업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및 기타 세출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
‐ 공무원, 교직원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국가시험, 정부 내 평가 관련 사업, 평가 관리 사업
‐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비

R&D

인건비(공무원), 인건비성 비용 ◦정부연구소 인건비

부처특성(대외공개곤란) ◦관련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 대외공개가 곤란한 업무

10억원 미만 소액사업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10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출연금 사업 ◦과학기술계 출연연지원금(연구회 포함), 경제사회계 출연연지원금

R&D 사업기획 등 정책연구 ◦인문사회정책, R&D사업기획 등 정책연구

기타 -

성과관리 실익이  적은 사업

◦연구개발내용이 없는 학술단체 등 기관지원, 평가관리사업(과제평가, 
과제관리, 조사분석), 기타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상의 성과관리 대상 비용 및 사업 제외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9,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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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6개의 단위사

업과 5개의 관리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5개 관리과제 시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

본경비 등의 예산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재정사업

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성과관리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의 투입과 산출로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주

의 예산제도에서는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행계획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관리과제

프로그램목표 Ⅱ-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을 도모한다.

성과목표 II-1.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지원(융자) 

(1)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2)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3) 행복주택(융자) 

(4) 다가구매입임대(융자) 

(5) 전세임대주택지원(융자) 

(1) 공적주택 지속 공급 기반 마련
(주요내용-공공주택지구 확보, 신규
택지 공급 등) 

(2)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의 체감 확산
(주요내용-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임차인보호 강화 등)

프로그램목표 Ⅱ-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
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성과목표 II-2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임대주택

지원(출자)
 (1) 임대주택지원

(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주거 금융 지원(분양가 심
사 강화, 취약계층 대상 초저리 대
출상품 출시 등)

(2) 정비사업 투명성 ‧ 공공성 제고 및 
주택품질 향상(정비업자의 영향력 
제한, 수주비리 처벌강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등)

(3)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및 거래단
계별 질서 확립(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실거래 가격 검증체
계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자료: 1. 국토교통부,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9. 5, p.22.
2.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국토교통부)｣, 2019. 9, pp.2~3.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성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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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통합 필요

재정활동은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 ․ 경비 등을 포함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여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5년에 정부가 제안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의 수정

법이며, ｢국정평가기본법안｣은 당시 제출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안｣의 연계법안이다.  

｢국정평가기본법안｣은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안｣ 및 ｢감사원법중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1) 이와 같은 배

경 하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2007.3.16)을 거쳐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2009년 5월 29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의

한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해 작성하

도록 결정하여,82) 2010년부터 성과계획서에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예산으로 하는 

주요정책과제가 제외되었다. 즉,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만 

포함하고,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기본법이지만, 정책사업에 한정된 기

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2019년 성과계획서에서 54개 기관은 전략목표 180개, 프로그램목표 466개, 단위사

업 1,771개를 제시하고 있다.83) 반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2019년 성과관

리시행계획에서 44개 부처84)는 총 195개 전략목표, 579개 성과목표, 1,860개 관리

과제(관리과제 성과지표 4,013개)를 제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

과관리 대상 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작성 44개 기관은 2019년에 

전략목표 167개, 프로그램목표 451개, 단위사업 1,725개를 제시하고 있다.

81) 정부, ｢국정평가기본법안｣, 의안번호 1784, 2005. 5.

82)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2009, p.339.

83)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p.12~13.

84)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계획서 대비 제외된 10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인권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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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과관리시행계획(2019) 성과계획서(2019)

해당 기관 44개 부처 54개 부처

근거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재정법｣
전략목표   195  180 (167)

프로그램목표   579  466 (451)

관리과제 ․ 단위사업 1,860 1,771 (1,725)

성과지표 4,013 4,648 (4,324)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비교]
(단위: 개)

주: ( )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44개 부처 기준

자료: 1. 국무조정실,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2019. 7.
2.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9.

구  분 기  관  명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국조실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44개 중앙행정기관]

자료: 국무조정실,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안),｣ 2019. 7.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는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프로그램목표)

로 구성된 성과목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동일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

획서성과목표체계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아래 

[표]와 같이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임무를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로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으로 설정하고 있으

며, 성과계획서 상의 임무를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보편

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으

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전

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2개의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에서 제

시하고 있는 전략목표는 4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목표는 17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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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체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계획 목표체계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국가재정법｣ 제8조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균형있는 국토 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비전
더불어 잘사는 국토,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

리한 교통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프로그램목표

Ⅰ.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 Ⅰ.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1.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쇠퇴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2.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

1.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2.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3.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한다.

Ⅱ.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Ⅱ.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1.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2.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1.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3. 분양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6.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7. 도시재생을 통한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8.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한다.

9.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한다.

Ⅲ.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2. 국가기간 교통망을 지속 확충한다.

 3.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Ⅳ.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

산업을 육성한다. 

 1.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2.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비교(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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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프로그램목표

Ⅴ.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Ⅲ.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촉진한다.

 1.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2.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
 3. 공공성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한다.

1. 해외건설 인프라확대 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품질을 확보한다.

2. 재해에 강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비·관리한다.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1.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를 달성한다.

2. 대중교통을 육성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 기반을 구축한다.

1. 국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2. 빠르고, 안전한 일반국도망을 구축한다.
3. 내실있고 재정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체계를 구축한다.
4. 빠르고 편리한 국가지원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한다.
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6. 대도시권 도로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쾌적한 통행환경을 구축한다.
7. 속도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민서비스를 제고한다.
8.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국가 철도망을 구축한다.
9.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11.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12.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13.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한다.
14. 국토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15. 기후변화에 선도적·능동적으로 대응한다.

Ⅵ.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한다.

1.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
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 

Ⅶ.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행정을 실현한다.

1.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

자료: 1. 국토교통부, ｢20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9. 5, p.22.
2.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국토교통부)｣, 2019. 9,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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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통합 운영한 취지는 계획의 중복 작성

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구)국무총리실은 목적과 내용, 대상

과 시기 등이 상이한 양 제도를 단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85) (구)국무총리실이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간 명확한 역할이 미정립 되었다는 것이다. 성

과계획 수립·검토는 (구)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운영하나, 성과계획서는 기획재정부에

서 전담하는 등 제도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예산과정과 통합 ․ 운영함에 따라 내용 · 절차가 복잡해졌다. 목적과 시기

가 다른 제도(예산과정과 행정내부 관리)를 통합함으로써 검토절차가 복잡하고, 잦

은 변경이 초래되었다.

셋째, 성과계획서에 대응한 성과보고서의 작성범위가 재정사업 외 주요정책까

지 포괄되었다. 이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와의 중복 문제, 감사원 성과보고서 검사

범위 확대 등에 따라 부처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국가재정법｣ 제8조제1 ․ 2항86)에 대한 해석상

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 제8조제1항은 ‘재정활동의 성과관

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동법 제8조제5항87)에 근거하여 

성과계획서 작성범위를 재정사업으로 한정하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인

건비 및 기본경비를 임의로 배제한 것이다. 이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재정

사업으로 한정한 것이 아닌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의 

85) (구)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성과관리 제도 운영 방안｣, ’09년도 제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안건 ①, 2009. 5, p.2.

86)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
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7)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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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합 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들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련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가 아닌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첨부자료로 작성되지만, 예산 확정 이후에 개정되

므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작성 시기를 맞출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

여, 예산과정과 행정내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성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성과보고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

서이므로, 감사원 성과보고서 검사범위 확대 등에 따라 부처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는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와의 중복 문제

는 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성과관리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이루

어지고 있으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제3항88)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

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2항89)은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은 ｢국가재정법｣과 밀접히 연계된 법률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

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예산은 정책수단90)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예산과 정책을 분리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정책수단을 목적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

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8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 ․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

목표 ․ 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 ․ 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 ․ 정량
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90)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은 정부가 사회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사용하는 수단(means), 또는 기법의 총체(set of techniques)이며(Doem & Wilson, 1974; Salamon, 
1989; Schneider & Ingram, 1990; Vedung, 1998; 전영한, 2007; 문명재, 2008), 규제, 조세 지출 또는 
감면, 보조금, 직접 지출, 바우처, 정책홍보, 설명회, 도덕적 설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조
정래 ․ 박지윤,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
2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pp.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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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부처 중심의 핵심사업평가제도 운용 필요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핵심사업 평가를 통해 78개 사업에 대해 총 309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 추진하였으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특정평가 및 중앙부처의 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주요 재

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91)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소관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미흡사업

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개별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심층평가’ 및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

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로 제시된 지

출성과 제고방안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핵심사업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관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9

월에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

을 별도로 선정하여 직접 평가 ․ 분석하는 핵심사업평가제도를 도입92)하겠다고 밝혔

다.93) 이후 2018년에 재정사업 성과관리94)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평가를 시행하였

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재정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도입 목적은 사

91)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였으나, 2017년부터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92) 핵심사업평가가 제도화된 시기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이 개정된 2019년 1월이다.

93)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 ”, 
보도자료, 2017.9.28.

9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 ․ 재정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국유재산 ․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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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적 결과평가에 따른 예산삭감 방식에서 주기적인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구조재설계 및 재정투입방향 제시에 있다.95)

그런데 핵심사업평가는 전략지향, 현장중심, 국민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평가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핵심사업평가는 사업의 성과제고와 재

정지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평가결과의 환류 역시 예산편성시 기초자료, 재

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우수 부처 및 우수 재정사업에 대한 대외 홍보 활용으로 모

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면, 동일

한 성과정보가 사업개선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삭감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핵심사업 평가 결과를 재정절약 관점에서 예산감액 요소의 발굴

에만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면 핵심사업 평가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은 핵심사업평가가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평가결

과의 예산환류보다는 사업성과 향상, 사업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등을 그 

평가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심사업 평가의 평

가주기(매 분기, 3년 동안)나 평가 방법(현장점검, 자료분석 등) 등을 고려했을 때 

핵심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이나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보

를 적절한 시기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97)

위와 같은 우려 속에서 시행된 2018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사업은 국민참여 확

대를 위해 일반국민 등 의견수렴을 거쳐 5개 분야 80개 재정사업으로 선정되었다. 

5개 분야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인적자원 개발, 안심국가이다. 

80개 사업은 새정부 국정운영계획이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재정사업과 각 부처 

중점 추진사업으로 예산규모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수혜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95) 기획재정부,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19. 4, p.1.

96) 강희우 ․ 박한준 ․ 권남호 ․ 오영민,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8-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149.

97) 강희우 ․ 박한준 ․ 권남호 ․ 오영민,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8-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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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합 계 일자리 성장동력 소득기반 안심국가 인적자원

평가 대상 78개 15개 18개 10개 23개 12개

예산규모

(’18 추경)
23.1조원 8.0조원 4.3조원 3.5조원 5.6조원 1.6조원

관련 부처 27개
고용부 등

6개

중기부 등

6개

복지부 등

6개

국방부 등

14개
교육부 등

7개

[핵심사업 평가대상 개괄]

주: 당초 8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교육부 2개 사업 종료 등으로 실제 78개 사업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19. 4, p.2.

기획재정부는 78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부처 등과 238번의 합동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309건의 개선사항 발굴 ․ 추진하였다. 주요 개선실적을 살펴보면, 재정효율

성 제고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급기준을 합리화

하였고, 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융자금 중 기술도입비 확대로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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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효율성 제고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지급기준 합리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기가입자 지원을 축소하고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원배분

 (노인일자리) 기존 일률지원 방식에서 수행기관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변경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여 이월방지

사업 운영방식 개선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금 중 기술도입비 확대로 우수기술 도입 지원

 (대상별취업지원) 민간위탁기관 성과관리 강화,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 축소

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창업기업융자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자율상환제 대상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면적 확대 ‧ 다양화, 청년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확대

 (창업활성화지원) 시제품 제작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검색‧활용 편의 제고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이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하는 역경매제도 도입

기타 제도개선

 (사회적기업육성)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달 입찰시 가점 확대 등 판로지원 강화

[핵심사업평가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주요 개선실적]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2019. 4, p.2.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

조는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

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98)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타 부처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여하는 행위는 성과관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핵심사업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호99)에 근거한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9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

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 ․ 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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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데, 동 조

항은 기획재정부가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 부처의 정

책등에 관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방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100)에 반영하거나 예산편성에 반영하

는 것으로 한정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 ․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성과관리는 특정평가 및 중앙부

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환류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무조정실 중심의 특정평가를 

강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99)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00) 대한민국정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p.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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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및 활용 현황 분석

가.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의 비중 확대 필요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outcome)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output)지표

는 증가하고 있는데, 산출지표는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를 통

제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지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성과지표는 지표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지표)으로 

분류되며,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 ․ 정성지표로 구분된다.101) 

구  분 개  념 특  성

투입지표

(input)

예산 ․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process)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

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output)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

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outcome)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

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

하는데 도움

[지표성격에 따른 지표 분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9.

101)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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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반영

사 례

– 우량농지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10만명당 5대범죄 발생률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측정여부에 따른 지표 분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9.

성과지표는 목적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정부는 성과지표가 가급적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며,102) 결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특성상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단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qua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03)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04)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지표는 증가하고 있다. 산

출지표는 효율성이 낮은 예산투입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는 성과

계획서상의 결과지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2)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8.

103)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9. 9, p.8.

104) 기획재정부, ｢2019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1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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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상의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비중 추이]

       자료: 각년도 성과계획서(총괄)

나.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공식화 필요

정부는 법률에서 규정한 성과관리 관련 내용의 국회 보고를 자료제출로 대체

하고 있는데,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성과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105)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06)은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

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
서 심의 ․ 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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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정부안인 ｢국정평가기본법안｣은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

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회는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에서 미국

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국회와 협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국회

는 성과계획과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회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추진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0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성과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료제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예 ․ 결산 첨부자료로 제출되어 국회에서 활용되지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

과는 제출 방식으로 국회에 접수되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등에서 성과관리 관련 사

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7) 정무위원회,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5, p.9.
검토보고서는 ｢국정평가기본법안｣과 미국의 ｢정부업무성과평가법(GPRA)｣과 비교하였다. 공통점
은 “성과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정부업무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 체계를 
전략계획 ․ 성과계획 ․ 성과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전략계획서 개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
며, 성과계획은 전략계획과 합치되어야 함. 회계감사원은 의회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사업에 대
해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회와 협의 절차가 없고, 상위평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정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음. 즉, 전략계획 ․ 성과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 과정에서 국회의 배제로 정책의 국회로의 투
입과 의견수렴을 어렵게 함. 결론적으로 성과계획과 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회
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추진단계에서부터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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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Ⅳ

｢국가재정법｣이 2006년에 제정됨에 따라,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 ․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관행 ․ 사람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틀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108)

그러나 재정개혁은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여 달성되어야 하는데, 성과관리제도는 정책과 재정으로 구분되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4대 재정개혁의 시스

템이라는 외형은 구축되었지만, 각 부처의 자율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라는 재정개

혁의 본질은 퇴색된 것이다.

재정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

정혁신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관리의 원칙인 주무관청의 

자율적 성과관리와 배치된다. 자율적 성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과관리에서 환류

(feedback)의 중요성 때문이다. 환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산당국이 아닌 사업부처가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

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중앙부처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8) (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18.



∙ 63

첫째,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을 분리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2007.3.16)을 거쳐 성

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성과관

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통합 운영한 취지는 계획의 중복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목적과 내용, 대상과 시기 등이 상이한 양 제도를 

단순 통합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년 5월 29일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가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과계획서와 ｢정부업무평가 기

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리해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양 제도의 통합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비효율은 제도 운용방식을 개선함에 따

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오히려 양 제도를 분리 운영함에 따른 중복적 성과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국가재정법｣과 밀접히 연계된 법

률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

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포함하고,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자체평가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편성 ․ 심사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의 결과가 참고될 수 있으나, 정부

업무평가의 주목적은 환류를 통한 성과개선이라는 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의 핵심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며, 정부업무

의 성과 개선이 성과관리의 주목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

침｣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부수적으로 예

산편성 ․ 심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데, 예산은 자체적으로 정치체제에 기반한 생명

력109)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화된 성과만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며, 이는 예산이란 합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110) 따라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재정집행의 성과를 

109)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정의는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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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성과관리 및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부처 중심으

로 수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개별 부처별로 자율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다부처 

관련 국정아젠다(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성과관리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부처의 자율성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핵심사업평가 등으로 개별

부처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여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국가 자원은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

가는 사전평가, 집행평가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별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

고 성과를 측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다양한 재정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대해 미시적 관리뿐만 아니라 중 ․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으로 거시적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 및 활

동에 대한 시계열적 성과관리에 추가하여, 횡단면적으로 연도별 정부업무성과관리

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중 ․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

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기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회가 이를 감독

하는 체계의 정립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재정개혁 제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성과중

심의 재정운용 체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실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성과관리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0) 안병주, ｢한국의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귀국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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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총괄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이 분리된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 예산편성 ․ 심사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의 결과가 참고될 수 있으나, 정부업무

평가의 주목적이 환류를 통한 성과개선이라는 점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필요
◦ 성과관리 및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부처 중심으로 수

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방식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식 명확화 필요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사업이 아닌 재정활동을 경제성 ․ 능률성 ․ 효과
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이므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주체로서 
성과관리의 법적 정의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는 투입 대비 성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가 산정 
단위인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성과

관리 

수행 

현황

❑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 ․ 기본경비 포함 필요

◦ 정부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측정 대상 단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성과관리 대상을 예산 전체로 관리할 필요

❑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통합 필요

◦ 재정활동은 주요사업비 외에 인건비･경비 등을 포함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성과관리와 통합하여 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의 핵심사업평가제도 운용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8년에 핵심사업 평가를 통해 78개 사업에 대해 총 309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하였으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특정평가 및 중앙부처의 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환류에 의한 성과관리가 부실할 경우, 국무조정실 중심
의 특정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성과

지표 

및 

활용 

❑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의 비중 확대 필요

◦ 성과계획서 상의 결과지표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출지표는 증가
◦ 산출지표는 성과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우므

로 결과지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공식화 필요

◦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
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는 제출 
방식으로 국회에 접수되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성과관리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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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식

우리나라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004년부터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1), 디지

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2)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

을 구비하였다.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구)예산회계법｣ 및 ｢(구)기금관

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의 법적 근

거가 마련된 것이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 내에서 ‘프로그램’은 성과에 대한 측정 단위이며, 

‘발생주의 회계’는 프로그램의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총액배분 ․ 자율편성’은 책임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즉, 성

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부처

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성과평가를 강화3)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볼 수 있다.

1)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구)기획예산처, 2007, p.18.)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성과와 예산이 연계되는 성과관리체계를 운용하므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평가방식 도입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
하는 성과관리체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성과와 예산의 연계’는 성과에 근거한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이해
되고 있다. 예산집행의 책임성은 총액배분자율편성을 통하여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처의 자
율성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프로그램단위가 아닌 세부사업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처의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최첨단 디지털 체제로 바꾸는 것이며, 품
목별 예산구조를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
시스템, 회계시스템 및 사업관리시스템을 연계한다.((구)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4년｣, 
2007, p.19.)

3) 정부, ｢국가재정법안｣, 의안번호 592,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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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원가 측정 재정관리 단위 성과 측정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프로그램의 원가정보 

제공

재정과 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재정구조

프로그램의 성과정보 

제공

책임에 따른 권한 권한에 따른 책임

총액배분 ․ 자율편성 정부업무평가

자원, 인력, 예산 등의 

자율편성

주무부처에 자원편성 

권한 위임

자원 사용에 따른 

성과평가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시행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자료: 정유훈 외, “성과중심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고찰”, ｢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2호, 2013, pp.165~184.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부합

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표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하향식(top-down) 접

근에 의한 예산제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제도의 일

환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4)

4)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2015,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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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과 성과 및 예산 관리구조]

자료: (구)기획예산처, “정책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보도자료, 2004.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성과단위(정

책목적 ․ 목표 또는 예상 산출물 ․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줌으로써 예산집행(정부 정

책수행)의 결과 즉, 산출물 내지 성과를 정책목표와 비교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조직 및 사업별 성과측정과 그 결과의 예산 반영

이 가능해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성과정보를 재정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5) 즉,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인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제도이다.

5) 이용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일반적 고찰 및 도입 현황”, 우정정보 66, 2006,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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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  념 특  성 비 고

계획 

예산제도

◦장기적 기획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운영

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운영

◦예산사업의 기능별 분류 구

조인 사업(프로그램)이 강조
하향식 

예산제도 

관련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 목표 및 대상을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자에

게 자율성을 부여

◦결과에 대한 평가정보를 

근거로 사업별 예산배정

◦사업의 설계 및 운영 관련

하여 의사결정에 반영

◦성과주의 예산을 작성하는

데 있어 자원과 결과를 직

간접적으로 연계 하향식

예산제도 

관련

프로그램 

예산제도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전

략적인 재원배분과 재정효

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

며 궁극적으로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의 성과를 측정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
하향식

예산제도 

관련

[예산제도의 형태 비교]

자료: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2015,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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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성과주의 예산’의 관계

일반적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성과주의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둘은 용어 차이 외에 내용적으로도 엄연히 다르다. 

첫째, 재정(public finance)은 예산(public budget)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예산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예산을 재정과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양자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

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던 경향이 있다. ｢(구)예산회계법｣과 ｢(구)기금관리법｣을 통합

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지 전까지는 ‘예산’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

고, 재정과 예산을 굳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

환위기를 겪고 나서부터 예산 ․ 기금 ․ 결산 ․ 성과관리 ․ 재정수지 ․ 재정계획 및 재정건

전성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분의 경제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재정’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6) 

둘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성과관리와 관련되며,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편

성과 관련된다.

성과관리는 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며,7) 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 결

과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될 수 있으나,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류를 통한 

성과개선에 있다.

셋째, ‘성과주의 예산’ 관련 기관은 예산당국이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관련 

기관은 사업부처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성과주의 예산의 주체는 예산당

국이다. 반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은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하여 도입된 것으로, 주체는 사업부처이다. 

6)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학연문화사, 2015, pp.18~25.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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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주의 예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다.8) 이와 같이 성과중

심의 재정운용은 일반적으로 성과주의 예산과 연계되지만, 성과주의 예산은 각 국

가마다 적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개념정의가 용이하지 않다. 

OECD에서 정의하는 성과주의 예산은 ‘재원을 측정 가능한 결과에 연결하는 

예산방식’을 의미한다.9) OECD의 성과주의 예산 정의에 의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소개적(presentational) 성과주의 예산’, ‘성과정보적(performance-informed) 성과주의 

예산’, ‘직접적(direct) 성과주의 예산’ 등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소개적 성과주의 

예산은 단순히 성과정보를 예산서류나 다른 정부서류에 소개하는 유형이고, 성과정

보적 성과주의 예산은 간접적으로 향후 성과나 과거 성과를 재원과 연결하는 유형

이다. 성과정보가 예산결정과정에서 중요하지만 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

고 결정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과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함께 결정과정에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직접적 성과주의 예산은 성취된 결과에 따

라 재원을 할당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성과주의 예산은 OECD 국가 중 일부 나

라에서 특정영역에만 사용된다.10)

성과주의 예산에서 성과가 저조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개인의 재정적 보

상과 처벌 또는 예산 삭감보다는 학습과 문제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다.11) 또한 최

고 감사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의회는 성과기반 예산 및 재무 보고서를 면밀히 조사

하여 성과가 좋지 않거나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장관과 고위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12) 

8)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보도자료, 2011.1.18.

9) The OECD has defined performance budgeting as budgeting that links the funds allocated to measurable 
results.(OECD, Performance Budgeting: A Users’ Guide, Poilcy Brief, 2008.) 

10) 김진,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현안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

11)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2018, p.5.
“Responses to programme under-performance emphasise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rather than 
individual financial rewards and penalties, or budget cuts.” 

12) OECD, OECD Best Practices for Performance Budgeting, 2018, p.4.
“Parliament, supported by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scrutinises performance-based budgets and 
financial reports, holding ministers and senior public managers accountable in the event of poor 
performance or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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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국의 성과관리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와는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각 

부처 장관의 성과계약(contract)의 성격이며, 영국의 경우 성과관리를 통한 예산삭감

(cut)보다는, 증액된 예산(extra money)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오스

트리아의 경우 모든 예산서에 성과목표를 표시(’13년~)하도록 하여, 예산내용 중의 

일부로 성과목표를 관리한다.13)

우리나라에서 운용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자

율평가제도에 기반하였다. 2005년에 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성과지표를 바탕으

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편성 과정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운용 방식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소관사업을 평가(자체평가)하고 기획재정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

준의 준수여부를 확인 ․ 점검(메타평가)한다. 평가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사업부처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14) 

< 자체평가 > < 메타(상위)평가 >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

 사업별 평가

 –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지출구조조정(안) 등 제출

 메타평가협의회

(기재부, 과기부, 지역위)

 분야별, 부처별 평가

– 우수 및 미흡 부처 선정

 부처별 인센티브 · 페널티 부여

[(구)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 ”, 보도자료, 2017.9.28.

그러나 2011년에 기획재정부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성격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하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10% 예산 삭감이라는 단선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사업부진 

원인별 맞춤형 처방을 도입하여 환류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5) 

13) 김정훈, ｢OECD 재정전문가회의 출장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2.

14)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보도자료,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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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획재정부는 2017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개편 

사유는 자율평가제도가 환류구조의 문제, 평가중복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자율평가

가 지침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

되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메타평가는 각 부처 지출구

조조정계획에 대한 확인 ․ 점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개별사업의 실질적인 성

과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6) 미국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원

형인 ‘프로그램 평가 도구(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17))’의 한계를 

인식하여 2010년에 폐기하고,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관리방식

을 개편한 바 있다.

PART가 폐지된 이유는 예산과 사업집행과의 낮은 연관성, 성과정보의 활용도 

미흡, 범부처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과 관련된 문제를 노출

하였기 때문이다.18) PART는 사업 추진방법과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질

문으로 구성되는데 새로운 성과자료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기존 성과자료를 바탕으

로 예산배정이 엄밀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예산 관련 결정이 PART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정여건이

나 정책의 우선순위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되므로 PART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반드시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19)

15) 기획재정부, “미국평가학회(AEA) 최근 동향”, 보도참고자료, 2011.11.16.

16)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로 전환‐”, 
보도자료, 2017.9.28.

17)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2018.
‘프로그램 평가 도구(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는 미국 연방 정부의 사업에 대해 효
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관리예산실(OMB)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한 기법이다. 미국은 
PART의 한계를 인식하고 2010년 폐기하고, 특정 중요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로 관리방
식을 개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PART를 참고하여 2005년에 도입되었다. 

18)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7, p.36.

19) 기획재정부 ․ 한국채권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2013,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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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국가재정법｣ 제8조20)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

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과관리 개요

｢국가재정법｣ 제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

리(performance management)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요구

하고 있다.21)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과관리는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

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22)

20)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

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
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

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 ․ 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중 ․ 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 ․ 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

야 한다.

2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9.>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

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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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에 부여된 임무

(mission)와 목적(objectives)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순환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데, 크게 전통적 성과관리(tradi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결과지향적 성과관리(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통합적 성과관리(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전통적 성과관리는 별다른 근거 없이 투입이나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산출과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전제하고 정책

순환 단계에서 산출이나 결과보다는 투입이나 과정을 중심으로 관리 및 통제 체제

를 구축한다.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는 공공부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차와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결과의 달성인데, 이를 위하여 인사 ․ 조직 ․ 예산 등 여러 측

면에서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성과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자원 활용에

서 자율권을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는 민간부문의 조직

경영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성과관리에서 성과는 이상의 두 가지 접근법과 상이한 의

미를 가진다. 전통적 성과관리나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 모두 투입이나 결과 등 정

책순환의 한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달리 통합적 성과관리체제에서 

성과는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 등 정책순환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 또는 목표에 

대비하여 이행 및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24)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성과관리는 조

직의 임무(mission)와 목적(goals)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원을 개인적 

또는 집단 구성원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간여시키기 위하여 구체화된 체계적 과정

(systematic proces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관리는 공공기관이 임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략

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환류시킴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는 ① 성과

23) 기획재정부 ․ 한국채권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2013, p.16.

24) 기획재정부 ․ 한국채권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2013,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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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performance planning), ② 사업 설계 및 실행(program design and execution), 

③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④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feedback) 등 네 가

지 단계로 구성되는 일관적이며 순환적인 관리체제이다.25)

[성과관리의 일반적인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채권연구원,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2013, p.18.

나.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 분류

재정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26)

이므로, 재정활동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재정지출은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및 지출의무 등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18개의 부, 

5개의 처, 17개의 청 등 55개의 소관으로 구분 되며, 이는 각각 총계 기준과 회계 ․
기금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7)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7개의 성질로 구분되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세출과목을 

100목(인건비), 200목(물건비), 300목(이전지출), 400목(자산취득 및 운용), 500목(상

환지출), 600목(전출금등) 및 700목(예비비 및 기타)으로 나누고 있다.28) 지출의무에 

따라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될 수 있다.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

이란 법령 등에 의해 국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지출이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

25)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5, p.1.

26)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4_01_03_Contents.jsp>

27)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p.86.

28)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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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4호의229)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지출과 상

대되는 개념인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

로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규정된다.30)

구   분 내    용

정부기능분류 COFOG31), 12대 분야, 16대 분야 등

소관별 분류
18개의 부, 5개의 처, 17개의 청 등 55개의 소관별 분류

소관별 프로그램 분류 등

성질별 분류 세출과목별 분류 등

지출의무별 분류 의무지출, 재량지출

정책목적별 분류 국정과제,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등

[재정활동 분류 기준]

이와 같이 재정활동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

은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분류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동일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그룹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

하는 예산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32)

29)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6. 12. 20.>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
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
과 근거 및 관리계획

30)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p.97.

31) COFOG(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이며, IMF의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정부단
위가 다양한 종류의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사회 ․ 경제적 목표에 대한 상세 분
류기준이다”(IMF, GFSM 2014.(6장 부록 6.125문단))라고 규정되어 있다. COFOG는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별 분류이므로, 특정 기능에 대한 분석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정부 지출의 시계열 
추세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상이한 정부조직 구조를 가졌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관성 
있는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정성호 ․ 김완희, ｢정부기능
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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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액티비티(activity,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기획재정부는 프로그램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집행 및 성과

관리 범위를 실 · 국별 프로그램 단위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단위

사업은 부처의 자율성 하에서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33) 

분야 부문 1 프로그램1  activity1(세세항 단위)

 activity2

 activity3, 4...

프로그램2

프로그램3, 4...

부문 2

부문 3, 4..

[국가정책과 연계한 재정 프로그램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정책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 11. 3, p.6.

32) 기획재정부, “정책 ․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 p.3.

33) 기획재정부, “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 ”, 
｢보도자료｣, 200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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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 측정 기준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인데,34) 국가회계35)에서는 재정

활동의 내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다.36) 국가회계에서 비용(expenses)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 ․ 소모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이며, 자금의 유출

(outflow, outlay)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출과 차이가 있다.37)

비용 중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우 원가(cost)라고 한다.3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39)는 원가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

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 ․ 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은 원가로 파악되어야 한다.

34)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 2019, p.26.

35)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
고, 간단 ․ 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③ 재무제표는 국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
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
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
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
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37) 이경섭 ․ 이종운 ․ 김헌,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 정부회계학회, 2010, p.13.

38) 이경섭 ․ 이종운 ․ 김헌,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 정부회계학회, 2010, p.13.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 ․ 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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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시되는데,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0)

구   분 내     용

① 결산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

②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결산결과를 종합

③ 재무제표 회계 ․ 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변동을 종합

④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분석

[국가결산보고서 구성]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4.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매년 작성되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

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41) 재정운영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프로그램별 

원가를 제시한다. 2018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원가와 지출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18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원가와 지출]

(단위: 조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40)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4.

41)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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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와 지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가를 나타내는 재

정운영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된다.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정

운영 총비용 343.3조원은 회계와 기금의 사업비 외에도 재정상태표에서 제시된 자

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재정운영순원가)와 총수익

(비교환수익 등) 351.1조원의 차액인 △7.8조원이다.42)

[2018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xiv.

42)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p.103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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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s)는 예산회계의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와 대

응하는 것으로 정부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

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

원가,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나 영업외손익 등을 가감하여 당기순이익(손실)을 산출하

며 이 지표는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표시하지만 정부회계에서 재정운영표의 마지

막 줄을 정부활동의 성과로 볼 수 없다. 정부회계의 재정운영표는 그 목적이 일반

회계나 기타특별회계와 같은 정부형 회계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정보를 제공

하며 기업특별회계나 기금과 같은 사업형 회계의 경우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원가회수 정도와 자본(기금)유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43)

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2018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결산은 총세입 385.0조원, 

총세출 364.5조원, 세계잉여금 13.2조원이다. 총세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되

며, 경상지출의 경상이전지출 및 자본지출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원가에서 제외된다.

[2018회계연도 총세입 ․ 총세출 결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v.

43) 정부회계학회,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이해 및 활용｣, 2010,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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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기금은 2018년도 기준 총 67개이며,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된다. 67개 기금 

전체의 수입 및 지출액은 569.9조원이며, 프로그램 원가에 반영되는 사업비는 122.9

조원이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9, p.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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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관리 체계

｢국가재정법｣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성과관리의 정의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4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

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

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019년

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는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로 구성되는 일련의 활동이다.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19. 1, p.1.

구체적으로 성과관리는 공공기관이 임무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략적 관점에

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4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
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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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

보상에 환류시킴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따라서 성과관리체계(performance management system)는 ①성과계획(performance 

planning), ②사업 설계 및 실행(program design and execution), ③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④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feedback) 등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 일관

적이며 순환적인 관리체제이다.45) 

국무조정실은 ｢2019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는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 관리에 활용하

고, 개인차원에서는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고,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46) 

그런데 환류의 사전적 의미는 ‘되먹임’으로 결과를 목표치와 비교하여 앞 단계

로 되돌려 수정하는 제어를 의미한다. 즉, 환류의 주요 내용은 인사 ․ 조직 ․ 예산 ․ 성
과보수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2019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 환류

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

업계획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47)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와 제6조48)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평

가49)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5) 정무위원회, ｢국정평가기본법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5, p.1.

46)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19. 1, p.4.

4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 ․ 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 ․ 장기계획
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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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성과관리는 자체평가를 포함한 자

체성과관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 외에 특정평

가 및 재평가50)로 구성되는데, 특정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환류를 통해 통

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적 성과

관리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체성과관리와 정부업무평가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성]

4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5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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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구축 현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51)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52)는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53)

5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 ․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
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

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 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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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54)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고, 평가부문과 평가주관기관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기관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43개 기관)

일자리 ․ 국정과제(65점)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등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지시이행(±3점)

자체평가

주요정책(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법 국조실

재정

사업

일반재정사업 국가재정법 기재부

R&D평가 연구성과평가법 과기부

재난안전 재난안전법 행안부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지역위

행정

관리

역량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안부

인사 인사처

정보화 행안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주: 세부평가별로 대상 기관수에 차이가 있음

자료: 국무조정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8. 12, p.29.

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
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
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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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2항55)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해야 하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56)는 통합실시되는 10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10

개 평가 중 7개 평가는 특정평가와 통합되어 실시되며, 3개 평가는 자체평가로 시

행된다. 또한 3개 자체평가는 재정사업부문으로 평가되는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57)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주요정책

부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58)

5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2010. 5. 4.>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

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 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 ․

평가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57)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

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결과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
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범위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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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 법령 평가주체

특

정

평

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

인사혁신처장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 평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인사혁신처장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 ․ 평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
행정안전부장관

자

체

평

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

[통합 실시되는 평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무조정실은 통합실시되는 10개 평가 외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제3

항59)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를 11개로 제시하고 있다. 

58)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을 근거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 ․ 사업 ․ 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
발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 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국민의 지식 ․ 기술 ․ 능력 ․ 태도 등을 양성 ․ 배분 ․ 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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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주관부처 평가명

1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2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3 여가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4 여가부   성폭력 예방교육 점검

5 여가부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

6 여가부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

7 조달청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

8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9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0 환경부   공공부문 온실가스 · 에너지 · 목표관리제 이행결과 평가

11 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개별평가 현황]

주: ’17.3월 개별평가 정비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별평가 시행을 인정한 평가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11개 평가 외에 18개 이상의 평가가 별도로 시

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이에 포함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당국이 주무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이며, 사업 주무부처

가 실시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예산당국에서 시행하는 평가이다. 1999년 3월에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적정절차를 ‘기본구상 → 기획

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 주무부처의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단계로 하여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였다. 

5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 ․ 평가시기 등

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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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근거 법령 주관기관

1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

2 타당성재조사 국가재정법 제50조 

3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3조

4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조

5 보조사업운용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6 부담금운용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7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점검 ․평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

8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9 기금운용평가(매년)
국가재정법 제82조

기획재정부장관

(기금운용평가단)10 기금존치평가(3년)

11 환경영향재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 환경부장관

1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시행계획 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지역발전윈원회

(대통령소속)

13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14 고용 영향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고용노동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1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고용노동부장관

16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성가족부장관

17 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 동법 

시행령

중앙행정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18 저출산 ․ 고령사회 성과평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중앙행정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재정 관련 주요 외부평가제도]
(2019. 11. 기준)

자료: 국가법률정보센터





집 필

총 괄Ｉ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Ｉ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공 춘 택 예산분석총괄과장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 석 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Ｉ 안 태 훈 예산분석관

지 원Ｉ 김 현 실 행정실무원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

발간일 2020년  6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tel 02 ․ 2672 ․ 1535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75-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



31-9700486-001803-01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콘텐츠서비스)

www.nabostats.go.kr


	발간사
	차례
	요약
	Ⅰ. 개  요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평가 대상 및 범위

	Ⅱ. 성과관리체계 및 예․결산 현황
	1.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가. 재정활동 개요
	나.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현황

	2. 예․결산 현황
	가.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예․결산 현황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비용

	3.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특징과 시사점
	가. 미국
	나. 영국
	다. 프랑스
	라. 일본
	마. 시사점


	Ⅲ. 주요 쟁점 분석
	1.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식 분석
	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식 명확화 필요
	나. 프로그램 단위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2. 성과관리 수행 현황 분석
	가. 프로그램 예산에 인건비․기본경비 포함 필요
	나. 정책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통합 필요
	다. 중앙부처 중심의 핵심사업평가제도 운용 필요

	3. 성과지표 및 활용 현황 분석
	가.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의 비중 확대 필요
	나.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공식화 필요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  록
	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방식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성과주의 예산’의 관계
	다. 성과주의 예산

	2.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가. 성과관리 개요
	나.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 분류
	다. 성과관리를 위한 재정활동 측정 기준
	라. 성과관리 체계

	3.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구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