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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은 모든 국가 업무의 시작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재정의 체계를 이해하고

실무에 필요한 재정 관련 지식을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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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든 국가 업무는  

예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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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국가운용의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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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국가예산의 개념

‘국가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에 대한 계획

을 의미한다. 예산은 세출 예산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도 포함되며, 예산 편

성(y-1), 집행(y), 결산(y+1) 과정을 감안하면 예산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은 

총 3년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연도: 우리나라 - 1.1∼12.31, 미국 - 10.1∼9.30, 일본·영국 - 4.1∼3.31

  •  재정(public finance)은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된 조세, 결산, 

    국유재산 관리 등 국고업무를 망라하지만, 이런 과정은 주로 예산을 

    축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예산을 보면 그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 (Joseph A. Schumpeter)

 •“예산은 재정정책이 수립·채택·집행되는 과정이다” (Arthur E. Buck)

 •“예산과정은 정부, 국회, 국민들 간의 대토론의 장이다” (Donald Axelrod)

국가예산의 

범위 

재정과의 

관계

예산의 중요성

 •일반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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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국가운용

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이므로 행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하며, 효율성·합리성·투명성·민주성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

예산의 종류

예산의 종류는 크게 본 예산, 수정 예산, 준 예산,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분되

며 각 예산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예산은 정부가 편

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이다(헌법 

제54조, 국가재정법 제32조). 수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결 전에 수정해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

제정세나 국내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출 가

능하다(국가재정법 제35조). 

준 예산은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

비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54조, 국가재정법 제55조).

준 예산 편성 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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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어 운영 중 여건변경에 의해 연도 중에 수정

하여 국회에서 다시 확정된 예산이며, 그 편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56

조,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경예산 

편성요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
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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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전통적 기능(Richard Musgrave, ’59년)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전통적으로 예산의 핵심 기능은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국가는 예산을 통해 시장에 의해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를 생산하고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 및 치안유지,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유치산업 보호 등

이 이러한 기능에 해당한다.

(2) 소득의 재분배 기능

예산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 간에 공평하

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은 최저생활 보장(빈곤층 생

계지원, 실업급여 등),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교육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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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 배분

X재0

사회후생함수

최적 자원 배분

생산가능곡선

Y재

소득의 재분배 기능

0
                                                                     국민 비율(%) 100(%)

100(%)

전체 소득 
중 비율(%)

로렌츠 곡선

완전평등

분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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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의 안정화 기능

예산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경기안정·경제성장을 위

한 예산규모 또는 재정수지 조정을 의미하며, 1930년대 뉴딜정책으로 그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은 재정의 건전성을 중기적

으로 관리하며, 건전성과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재정원칙을 사전에 설정

해 두고 있다. EU는 Maastricht 조약을 통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지키고 있으며, 영국은 Golden Rules

를 통해 “국가채무 GDP 대비 40%이내, 경상지출 균형유지”를 추구하고 있

다. 단년도 세입 내 세출 기조를 견지할 경우 균형재정 달성에는 이점이 있

으나, ‘호황에 많이 쓰고 불황에 적게 쓰는 결과’가 되어 경기진폭은 확대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산의 ‘경제 안정화 기능’은 소극적으로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의미하며, 적극적으로는 경기침체 시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으로의 재정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 ⇢ (GDP성장률),   (세입증가율),   (세출증가율) 

[ 경기진폭 확대 ]

호황  →  지출확대  →  경기과열
불황  →  지출축소  →  경기위축

[ 경기진폭 완화 ]

호황  →  지출축소  →  경기안정
불황  →  지출확대  →  경기진작

단년도 세입內세출 경기순환주기 세입內세출

0 연도

증
가
율

0 연도

증
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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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각되는 재정당국의 기능(Allen Schick, ’97년)

(1)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재정당국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재정당국은 안정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규모, 국가채

무 등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경제·사회변수에 대한 점검·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당국은 사회경제적 위험 흡수, 사회갈등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고

려하여 한정된 재원에 대해 최적의 배분을 실행한다. 최근 재정당국은 국정

목표에 따라 중장기 관점에서 총액을 배분하고 사업은 각 부처 자율편성 방

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3) 재정지출의 성과와 책임성 관리

오늘날에는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편성한 사업의 성과

와 책임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

관리와 함께 투명한 예산회계정보 시스템 마련, 유인체계 구축, 전달체계 개

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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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은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합리성·투명성·민주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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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의 재정  

체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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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4대 재정개혁을 실천하고 있으며,

4대 재정개혁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도입, 성과관리제도 강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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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관련 법도 체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관련 내용들은 헌법, 국가재정법,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심의, 예산시한, 준예산, 추경예산 등을 규정하며, 국

가재정법에서는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등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

하고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법에서는 

예결위 구성·운영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절차를 규정하며, 그밖에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등 다양한 재정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한편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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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재정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기획재정부에서 맡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국

가재정 관련 부처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초기에는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업무를 맡고, 재무부에서 세제, 국고 업무를 맡았으나 1994년 재정경제

원으로 합쳐지면서 예산, 세제, 국고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후 1998

년에 기획예산처(예산)와 재정경제부(세제, 국고)로 다시 분리되었으며, 2008

년 현재의 기획재정부로 모든 업무가 다시 통합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 국고, 세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한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017년 10월 현재 1실장, 5심의

관, 20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예산실장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

경제예산심의관

•국토교통예산과

•산업정보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복지예산심의관

•복지예산과

•연금보건예산과

•지역예산과

행정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

•법사예산과

•행정예산과

•안전예산과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예산기준과

•예산관리과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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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재정개혁이란 무엇인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중장기 재정운용방향

을 제시하여 1년 단위의 예산과 연계해 운영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의해 설정된 재원배분 방향과 목표, 부처별 지출한도를 기준으로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미시적·통제 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

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국가비전에 입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선진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4대 재정개혁(’05년 이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

성장동력

확충필요

경제성장

둔화현상

재정지출

소요

대폭증가

재정수입

증가추세

둔화

4대 재정혁신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략] 5년 중장기 계획

TOP DOWN 제도 [전략] 1년 단년도 계획

성과관리제도 [Feedback] 구조조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효율성] 전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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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민부담 등 재정운용 방향을 사전에 제시함으로

써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최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04~’08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

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기획재정부 → 각 부처, ’16년말)

   *각 부처는 중기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17. 1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구성·운영(’17. 2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17. 7.20~21)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의견수렴(’17. 8. 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17. 9. 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과 투자방향 

•재정규모 증가율 및 그 근거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과 그 근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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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 예산제도 도입

전통적인 예산편성 방식과는 달리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탑다운

(Top down) 방식으로서, 지출총액이 결정되면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분야

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동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

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책임 행정을 뒷받침하

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재원관리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부처의 과다요구 관행 개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사업구조조정

의 촉진, 전략적 재원배분 가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통적 예산편성 방식과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전통적 방식
(Bottom-up)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
(Top-down)

재원배분

순서

지출총액

↑

분야별ㆍ부처별 예산규모

↑

사업별 예산규모

지출총액

↓

분야별ㆍ부처별 예산규모

↓

사업별 예산규모

편성기간 4개월(6~9월) 9개월(1~9월)

주요특징

재정당국 중심의 편성

개별사업 위주의 분석

단년도 재정운영

예산편성을 통하여  

재정지출 통제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편성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재원배분 분석

중기적 재정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후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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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제도 강화

성과 관리제도란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

가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입 위주의 재정운용에

서 탈피하여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으며, Top-down 

제도 도입에 따른 각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

이 되기도 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성과목표 관리제도
(2003~)

1단계, Monitoring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2005~)

2단계, Review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2006~)

3단계, Evaluation

모든 부처 재정사업

성과목표ㆍ지표 관리

전체 재정사업의 50%(’16),

70%(’17) 및 100%(’18년~)

매년 10개 내외 사업

정밀평가, 제도개선

 

(1) 성과목표 관리제도

부처별로 성과목표와 그 측정수단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사전에 설정(성과

계획서)하고, 재정사업 집행 이후 실적치와 목표치를 비교평가(성과보고서)하

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3년의 주기로 운영되며 Y-1년도

(전년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Y년도(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며, Y+1

년도(다음 연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이고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 항목에 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5회계연도부터 예산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성과계획서 예시 (’16년 국토교통부)

•부처별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으로 작성,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하여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에 대해 

계량적 척도인 성과지표 설정

•임무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비전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전략목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중장기 중점 정책방향

 •프로그램목표* 

임대주택 융자지원(임대주택 누적공급실적 297,696호)

    *재정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

•단위사업 

국민임대주택 지원(융자) (성과지표 3개)

    - 국민임대주택 누적(’13-’16년) 착공실적(8.7만호, 가중치 0.6)

    - 고객만족도(92점, 가중치 0.2)

    - 미임대율(0.83%, 가중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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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일치시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2014회계연도까지는 유사사업의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함에 따라 예산프로그램 체계상의 프로

그램, 단위사업과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가 존재했다. 2015회계연도에는 이러한 종전 성과관리 작성체계를 개선

하여, 직접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각 부서에서는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확정된 정부예산

안 결과를 성과계획서에 반영하여 수정·제출한다. 이때 정부 예산안 확정과

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연계·

수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산 증감 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연계·수정하며,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 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를 수정하게 된다.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구분 2014년 2015년

성과관리

체계

예산

프로그램

체계

※성과관리체계와

   예산프로그램체계의 일치화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프로그램

(관리과제)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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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각 부처가 모든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자

체평가)하고, 기재부 등이 평가절차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메타평

가)하는 제도다. 관리(사업관리의 적절성)·결과(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단계의 

4개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

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등급은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으로 구분하며, 자

체평가 결과 자율적인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컨대 총 구조조

정 규모는 2017년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총 예산의 1% 수준이다. 기재부(일

반재정사업), 미래부(R&D사업), 지역위(지역사업) 등 메타평가 부처는 부처 자

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 및 지출구조 조정의 적정성 등

을 평가하여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한다. 

한편 오는 2018년부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명실상부한 자율평가가 되도록 메타평가는 폐지하되, 부처는 자율평가의 과

정 및 결과를 상세히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며, 부처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15) 성과관리대상의 1/3(466개) → (’16) 성과관리대상의 1/2(828개), (’17) 모든 성과관리대상(1,415개)

(3) 재정사업 심층평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심층 분석·

평가하는 제도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중심으로 수행된다. 매년 자율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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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외부전문가 포함)에

서 10개 내외 사업을 확정한다. 평가대상은 유사·중복사업, 지속적 지출 급

증 및 비효율성 사업(군) 등이다. KDI 등 연구기관이 심층 분석, 평가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면 재정관리협의회(기재부장관 주재, 관계부처장관 참

여)에서 이를 상정해 논의하게 된다. 심층평가 결과는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되며, 차년도 예산편성 시 관련 사업의 폐지·축소·통합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편성·집행과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정부는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정정보

를 통합·활용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평가·분석·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재

정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구축작업을 추

진해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2007년 2월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

세청, 조달청 등 47개 기관 68개 외부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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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계별, 주체별 재정운용 체계가 있다

 

시계(視界)별 재정운용체계는 장기, 중기, 단기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장기 운용체계로서 중장기 전략, 장기재정전망 등을 설정하며, 중기 

운용체계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시계)을, 단기 운용체계로서 예산 및 기

금운용계획(1년 시계)을 설정하고 있다.아울러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도 각각

의 역할 및 재정운용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부처

•    예비타당성조사·총

사업비관리

•    민간자본활용성 평가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

침 수립

•예산편성지침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분야·부문·부처별 

   지출한도 배분

• 당해연도 예산편성 

•재정집행점검·관리

• 재정사업 성과 평가

관리

•예산낭비 대응

•결산

•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

획 수립

•지출한도 내 예산요구

•분야별 우선순위

•예산집행

•재정사업자율평가

사후관리재원배분사전관리

재정당국



2. 한국의 재정 체계를 이해한다 

033

사전관리 단계에서 재정당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

증하며, 사업부처는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비롯한 재정사업을 설계한다. 

이후 재원배분 단계에서는 이를 계획한 예산을 여러 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재정당국은 재정운영의 중점사항 및 재정총량을 결정하고, 국가적 우

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국가재정운용계획, 당해연도 예산편성). 이때 국

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총량 및 국가적 우선순위를 최종 확정한다. 

한편 사업부처는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끝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재정당국이 성과관리, 재정집행관리 등 성과평

가 및 집행점검을 수행하며, 사업부처가 재정사업 집행 및 자율평가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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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우리나라 헌법상 예산 관련 조항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

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 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

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에 제출할 수 있다.

제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 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

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

한 중요사항

제 99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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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 기본방향

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

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공정경제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구현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

다 높게 관리

② Zero-base에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도 병행

•�성과 미흡,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

여 ’19년 예산부터 반영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③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제안·심사·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

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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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재정수입) ’17~’21년 중 연평균 5.5% 증가 (’16~’20 : 5.0%)

•(재정지출) ’17~’21년 중 연평균 5.8% 증가 (’16~’20 : 3.5%)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본예산* 추경안

재정수입

국세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재정지출

(증가율)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3.7) (6.1) (7.1) (5.7) (5.2) (5.1)

* 국회 확정예산 기준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28.3

(△1.7)

△28.6

(△1.6)

△33.0

(△1.8)

△38.4

(△2.0)

△44.3

(△2.1)

국가채무

(GDP대비, %)

669.9*

(39.7)*

708.9

(39.6)

749.1

(39.9)

793.0

(40.3)

835.2

(40.4)

* 추경안 기준, 추경 확정기준으로 국가채무 GDP대비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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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분 ’17 ’18 ’19 ’20 ’21
’17~’21
연평균

총지출
400.5

(3.7)

429.0

(7.1)

453.3

(5.7)

476.7

(5.2)

500.9

(5.1)

5.8

1. 보건·복지·고용
129.5

(4.9)

146.2

(12.9)

159.4

(9.0)

172.7

(8.3)

188.4

(9.1)
9.8

2. 교육
57.4

(7.9)

64.1

(11.7)

68.1

(6.2)

72.7

(6.8)

75.3

(3.6)
7.0

3. 문화·체육·관광
6.9

(4.0)

6.3

(△8.2)

6.4

(1.6)

6.5

(1.6)

6.6

(1.5)
△1.0

4. R&D
19.5

(1.9)

19.6

(0.9)

19.7

(0.5)

19.8

(0.5)

20.0

(1.0)
0.7

5.      산업·중소기업 ·

    에너지

16.0

(△1.5)

15.9

(△0.7)

15.7

(△1.3)

15.4

(△1.9)

15.1

(△1.9)
△1.5

6. SOC
22.1

(△6.6)

17.7

(△20.0)

17.0

(△4.0)

16.5

(△2.9)

16.2

(△1.8)
△7.5

7. 농림·수산·식품
19.6

(1.2)

19.6

(0.1)

19.5

(△0.5)

19.4

(△0.5)

19.2

(△1.0)
△0.5

8. 환경
6.9

(0.8)

6.8

(△2.0)

6.7

(△1.5)

6.6

(△1.5)

6.5

(△1.5)
△1.6

9. 국방
40.3

(4.0)

43.1

(6.9)

45.3

(5.1)

47.7

(5.3)

50.4

(5.7)
5.8

10. 외교·통일
4.6

(△2.4)

4.8

(5.2)

4.9

(2.1)

5.0

(2.0)

5.0

(0.0)
2.3

11. 공공질서·안전
18.1

(3.7)

18.9

(4.2)

19.0

(0.6)

19.2

(1.1)

19.5

(1.6)
1.9

12. 일반·지방행정
63.3

(6.4)

69.6

(10.0)

74.2

(6.6)

77.9

(5.0)

81.3

(4.4)
6.5



국가재정의 이해

038

참고3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016년 국토교통부)

임  무 비  전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Ⅰ

지역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1.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2.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3.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에 앞장선다. 

4.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견인한다.

Ⅱ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1.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2.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3.       분양 및 개량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

지향상을 도모한다. 

4.       임대주택융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한다.

5.         임대주택 출자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6.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7. 도시재생을 통한 쇠퇴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8.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보한다.

9. 국가공간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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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Ⅲ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체계적  

수자원관리를 촉진한다.

1.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2. 건설,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한다.

3.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한다.

4. 합리적 수자원관리를 위해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행한다.

5.      댐시설 등 수자원 인프라 확충으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강화

한다. 

6.      재해에 강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하천을 정

비·관리한다.

Ⅳ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성 및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1.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저탄소·녹색성장 기반
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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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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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Ⅴ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SOC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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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경영개선 지원으로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13.    항공안전체계 확립으로 세계최고수준의 항공안전을 구현한

다.

14.    맞춤형 공항인프라확충 및 유지관리로 안전한 공항서비스

를 제고한다.

15. 직원근무여건 개선과 원활한 공항운영을 도모한다.

16. 국토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Ⅵ

국토교통 R&D를 통한 

국토환경 및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한다.

1.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

고한다.

Ⅶ

국토교통정보화를 통한 

고객편리성 증대로 국민중심

행정을 실현한다.

1. 국토교통 SOC정보서비스 확대로 고객편리성을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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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목표 II-4 : 임대주택 융자지원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 임대주택 누적 공급(준공) 실적 (297,696호)                                          

                                          * 공공임대주택 ’13～’16년 누적공급(준공) 실적

•단위사업 II-4-(1)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 단위사업 성과지표

        - 국민임대주택 누적 착공실적 (8.7만호, 가중치 0.6) * 누적 착공실적

        - 고객만족도 (92점, 0.2) * 주거환경, 편의시설, 품질, 사후관리 등 조사

        - 미임대율 (0.83%, 0.2) * 준공 후 미임대율(LH)

    ⇒ 장기임대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행자에게 재정지원(사업비 40% 융자)

•단위사업 II-4-(2)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 단위사업 성과지표

        - 공공임대주택 누적 착공실적 (12.6만호, 가중치 0.6) * 누적 착공실적

        - 고객만족도 (92점, 0.2) * 주거환경, 편의시설, 품질, 사후관리 등 조사

        - 미임대율 (1.63%, 0.2) * 준공 후 미임대율(LH)

    ⇒ 세부사업

        - 공공임대 : 5·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기금지원

        - 임대주택리츠 :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임대주택 리츠에 기금 지원

•단위사업 II-4-(3) 행복주택 (융자)

    ⇒ 단위사업 성과지표

        - 행복주택 누적 착공실적 (5.6만호, 가중치 0.7) * 누적 착공실적

        - 미임대율 (0.9%, 0.3) * 준공 후 미임대율(LH)

      ⇒ 행복주택 공급 시행자에게 재정지원(사업비 4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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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II-4-(4)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 단위사업 성과지표

        - 매입임대 입주자 만족도 (82점, 0.7) * 1년이상 거주자 개별 면접조사

        -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10,000호, 0.3) * ’16년 공급호수

      ⇒ 다가구 주택 매입하여 최저소득층에 저렴 임대(사업비 50% 융자)

참고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시스템 개요

  •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재정업무 全 과

정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07.1. 개통)

  •  국세청, 조달청 등 47개 기관 68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재정업무의 효율

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경과

  •  ’04. 3월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침 결정(국정과제회의)

  •  ’04. 7월 : 주요 추진과제 선정(프로그램 예산, 발생주의 회계 등)

  •  ’04. 8~12월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BSP) 확정

  •  ’05. 2~9월 : 재정업무재설계(BPR), 정보호화전략계획(ISP) 수립

  •  ’05. 10~’07. 2월 : 시스템 개발 및 개통

3. 주요 기능

  • (예산 관리)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단년도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예산 배정 

등의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지원

  •  (국고금 관리) 세입예산 고지 및 수납, 세출예산 집행 등 국고금 관리 업무를 한국은

행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집행되도록 지원

  •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자산의 취득, 처분, 전환 및 운용 등 

국가자산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

  •  (정부 결산) 현금주의 기반의 세입·세출 결산, 발생주의 기반의 재무결산 및 사업별 

성과보고서 등 정부 결산의 전 과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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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구성 현황

   • 중앙재정정보·업무지원·통계분석·열린재정·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성 현황

 응용시스템 구성현황

인프라 구성현황

예산편성

물 품

수입/채권

사업관리

자금/채무

지 출

예산배정

조달(계약)

EBPP/EfT

성과관리

회계/결산

국유재산

중앙 재정정보 시스템

사용자 지원 시스템 통계분석 열린재정

기준정보 EIS

재정포탈 OLAP

전자결재 재정통계

사이버교육 알기쉬운재정

연계 시스템

47개 기관
68개 시스템과 연계

금융기관 시스템 지방재정

대량징수기관

조달청

국유재산

감사원

감사원

•한국은행(국고금, 이체 시스템)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보)

•교육부(지방교육재정통합)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국가전자조달 G2B

•자산관리공사, 산림청

•e-감사 시스템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우정사업본부 통합경영관리

대전 : 350석

광주 : 77석

서울 : 41식

총 468석
•통합재정 DB
•통합재정 WAS
•통합재정 WEB 등

•WAS S/W (Jeus)
•WEB S/W (Webto B)
•DBMS(Oracle) 등

•방화벽
•vPN(암호화장비)
•DDos 등

•백본/DMZ L4스위치
•금융라이터 L4스위치
•SAN 스위치 등

서버 시스템 S/W 보안장비 백업, 통신

5. dBrain 연간 운용현황(’16년말 기준)

   • 사용자 : 연간 등록 사용자* 64,254명(일평균 사용자 1.5만명)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 업무처리 건수 : 연간 1억 19만건(일평균 약 49.8만건)

   • 자금처리 규모 : 총 거래액 1,982조원(일평균 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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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구조는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뉜다.

한국의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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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분류 및 중앙정부의 재정(’17년 총지출 기준)

* 일반회계 총계 

  : 268.4→ 275.0조원

국민경제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반정부 공기업

중앙정부
400.5조원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일반회계
(214.6 → 224.4조원)

특별회계 : 19개
(49.3 → 50.2조원)

기금 : 67개
(122.5 → 125.9조원)

세    출
기업특별회계 : 5개
(8.4 → 7.6조원)

통합재정대상 : 58개
(122.5 → 127.3조원)

구   분 ’16 ’17 구   분 ’16 ’17 구   분 ’16 ’17

•

•

•

인 건 비

기 본 경 비

사 업 비

( 교 부 세 ( 금 ) )

( 예 비 비 )

29.9

2.3

182.4

(77.4)

(3.2)

31.2

2.3

190.9

(83.7)

(3.0)

•

•

•

•

•

양 곡 관 리

책 임 운 영 기 관

조 달

우 편 사 업

우 체 국 예 금

1.6

0.8

0.13

3.5

2.4

1.4

0.8

0.12

3.5

1.8

•

•

•

•

•

•

•

•

•

•

•

•

•

주 택 도 시

공 공 자 금 관 리

공 무 원 연 금

국 민 연 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중소기업창업및진흥

소상공인시장진흥

군 인 연 금

농산물가격안정

복 권

전 력 산 업 기 반

국 유 재 산 관 리

기  타

19.3

14.6

16.3

19.3

5.2

4.2

2.1

3.0

 2.3

2.8

1.6

1.0

30.8

21.1

12.0

17.4

20.2

5.3

4.2

2.1

3.1

 2.2

2.9

1.6

1.0

32.8

기타 특별회계 : 14개
( 40.9 → 42.6조원)

•

•

•

•

•

•

•

•

•

•

•

•

•

•

농어촌구조개선

교 통 시 설

등 기

교 도 작 업

에너지및자원사업

환 경 개 선

우 체 국 보 험

지 역 발 전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국 방 군 사 시 설 이 전

혁 신 도 시 건 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유 아 교 육 지 원

6.7

15.2

0.21

0.05

2.6

4.6

0.26

10.0

0.6

0.27

0.17

0.22

0.08

-

6.4

14.0

0.21

0.06

2.5

4.5

0.25

9.8

0.3

0.31

0.28

0.01

0.07

3.9

* ’17년 2개기금 신설(56→58개)

  자동차사고피해지원, 국제질병퇴치기금

금융성·외평 : 9개
(8.0 → 8.3조원)*

•

•

•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신 용 보 증
외 국 환 평 형
무 역 보 험
기 술 보 증
기  타

0.5
2.8
1.6
0.9
1.3
0.9

0.5
3.2
1.6
0.9
1.3
0.9

* 금융성·외평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구조조정기금은 ’15년 폐지(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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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재정 구조

중앙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조와 규

모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재정구조

구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수 1개(224.4조원) 19개(50.2조원) 67개(125.9조원)

규모 총지출 400.5조원(’17년 예산 기준)

내용

세입 세출

•내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세외수입

•사회복지

•교육

•교통및물류

•국방

•일반공공행정

•농림수산식품등

기업

특별

회계

(5개)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기타

특별

회계

(14개)

•교통시설

•농어촌구조개선

•광역지역발전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사회
보험성
(6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금융성 
(8개)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계정성 
(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사업성 
(48개)

•주택도시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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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9개)과 기금(67개)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조세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일반적 세

출에 충당하는 것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원은 국세수입(주 수입원), 세외수입, 

적자국채 등이며 사회복지, 교육, SOC, 국방, 산업중소기업 등 16개 분야에 

지출된다. 일반회계는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이 되는 돈주머니로서 정부고유

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며, 대부분 정부기관(부·처·청)의 재정활동이 이

루어지는 회계 영역이다. 단 예외적으로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일반회계는 ‘가장 좁은 

의미의 예산’으로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보유·운영, 특정 세입 등으로 특정세

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

는 예산이다. 특별회계 신설요건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동 법률에서는 특정사업 운용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함으

로써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거나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로 사업수행이 효과적일 때 특별회계를 두도록 명

시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장은 특별회계 근거법령의 입법예고 전에 기재부

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을 흔히 

‘좁은 의미의 예산’으로 정의한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조세(목적세), 부담

금, 수수료, 국유재산매각대금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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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주요 세입원

 구 분 해당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

특정사업의 운영(5개)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

관,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사업수입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13개)

조세
교통시설, 지역발전, 

유아교육지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교육세

부담금 에너지 및 자원개발, 환경개선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수료 등기, 우체국 보험 등기수수료 등

기타

교도작업, 농어촌구조개선, 

주한미군이전, 국방군사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혁신도시건설

국유재산매각대, 일반회계전입금, 

기여금, 보험료 등

계 19개

(3) 기금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

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기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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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조세수입보다는 부담금, 출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한다. 기금

신설요건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기금신설요건(국가재정법 제14조)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간 긴밀히 연계 

(2) 사업특성상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가능 

(4) 기존 회계 및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의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에 신설 타당성을 심사요청해야 하며, 이후 재정정책자문회의 자

문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첫 번째 평가를 실시한 이후, 매 3년

마다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넓은 의미의 예산’이라고 정의한다.

기금은 설립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사업성 기금, 사회보장성기금, 계정성 

기금 및 금융성 기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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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현황

구 분 기금

사업성
(48개)

경제산업

과학(18)

대외경제협력,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농수산물가격안

정, 농지관리, 축산발전, 쌀소득보전, fTA, 전력산업기반, 특정

물질사용합리화, 정보통신진흥, 국민주택, 수산발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소상공인시장진흥 방사성폐기물관리, 농어업재

해재보험, 국유재산관리

복지노동(9)

군인복지,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근로자복지진흥, 보훈, 국

제질병퇴치 임금채권보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순국

선열애국지사

사회문화(21)

사학진흥, 남북협력, 국제교류,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청소년육성, 한강수계관리, 금강수계관리, 범죄

피해자보호, 사법서비스진흥 낙동강수계관리, 영산강섬진강수

계관리, 여성발전, 방송발전, 언론진흥지역신문발전, 영화발전, 

문화재보호, 석면피해구제,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사회 보험성(6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계정성(5개) 공공자금관리, 공적자금상환, 양곡증권정리, 복권, 외국환평형

금융성등(8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무역보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계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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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의 차이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03년부터 예산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

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부처에서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국회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이처럼 예산과 편성절차는 동일하나 집행상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기금은 회계연도 중 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운용계획 변경을 통

해 사업비 확대가 가능하다. 단 금융성 기금의 경우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심의가 필요하며, 금융성 기금 이외의 기금은 주

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 시 국회심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예산

은 회계연도 중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도 예산은 이용, 전용 범위가 엄격한 반면, 

기금은 입법과목 신설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회계·기금간 탄력적 재원운용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전출입 허용된다. 다만 우체국보

험특별회계, 4대 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

금채권보장기금 등은 제외된다. 회계·기금 간 탄력적 재원운용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제출 및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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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제도 

지방재정은 일반지자체(243개), 교육지자체(17개)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

재정은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지자체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며, 지방교부세(내

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 20%), 국

고보조금, 지특회계를 통해 지원된다. 교육지자체는 17개 시·도 교육위원회

가 포함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전액), 국고보조

금을 통해 지원된다. 2017년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정부 가용재원은 210.9

조원(지방세 76.9조원 + 지방이전재원 134.0조원) 수준이며, 중앙·지방 가용재원 

비율은 중앙 33.9%(108.3조원), 지방 66.1%(210.9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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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와 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재정규모

총지출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전체 순규모를 말한다. 즉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금융성 기금과 외평기금 제외)의 지출총액에서 회계(일반·

특별)·기금 상호 간의 내부거래지출 및 각 회계·기금의 보전지출(국채상환, 여

유자금 운용 등)을 차감한 당해 연도의 순수한 지출규모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활동상 지출규모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예산규

모 개념으로 총지출을 사용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정부의 예산발표

도 총지출 규모로 발표한다. 2017년 예산의 총지출은 400.5조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 총계 + 특별회계 총계 + 기금 총계(금융성 기금과 외평기금 제

외) -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국채발행, 여유자금 회수 등)

한편 통합재정규모는 총지출 중 융자지출을 순융자로 변환한 지표이며, IMF 

등 국제적으로 통용된 개념으로 국제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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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수입)

 

일반정부 지출규모

일반정부 지출규모는 UN의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일반정부로 분류되는 

부문의 지출규모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회계, 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에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기금 등)를 더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30%

를 상회하여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비중의 OECD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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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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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

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

장성기금의 성숙도가 낮아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어 사회보장성기금 포함 

시 통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대상

수지로서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한다. 정부의 예산안 발표 시 재정수지는 관

리재정수지를 의미한다.

국가채무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국가재정법 제91조)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

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중장기(5개년)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

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국가채무

는 정부(중앙+지방)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이다. 공기업

과 중앙은행 채무(통화안정증권)는 국가채무가 아니며, 정부의 보증채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우발채무 역시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지침(IMF 2001 재정통계편람),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

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

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국제지침*,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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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나

라에서는 2014년 2월 처음으로 이를 산출해 발표하였다. 
  * 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12.6월)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PSDS)

유형
규모(’15년 결산)

(對GDP)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591.5조원

(37.8%)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676.2조원

(43.2%)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003.5조원

(64.2%)

D2 +

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현금주의 발생주의

중앙재정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중앙재정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제외)

+ 연금충당
부채 등

→ 재무제표상 
부채

+ +

지방재정 채무 지방재정 부채


 +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공부문 부채(D3)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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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관리방안

① 재정준칙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회제출 

    - 재정총량관리 (중기 재정수입 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

    - 국세감면비율 제한 (직전 3년 평균 국세 감면율 + 0.5p% 이내)

    - 신규 국세감면 요청 시 기존감면 축소·폐지방안, 재정지출 축소방안 제출

    - 재정지출·조세감면 수반 법률 제·개정 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첨부

②    재정지출 효율화 :    법령 등 제도개선, 관행·전시성사업 정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세출예산과 조세지출 중복지원 조정

③ 세입기반 확충 :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④ 공공부문 부채 등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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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다양한 성격·기능을 가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은 수많은 사업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성격, 소관, 기능 등

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업성격별 분류

예산은 사업성격별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건비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의미하며 공통기준을 적용한다. 

기본경비는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이

며,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는 예산의 인건비(비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로 구성된다. 주요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실업급여, 중소기업 융자 

주요 국가 과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그밖에 보전지출, 내부거래(국민

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는 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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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상 구성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19조에 의하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안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구성된 예산인 것이다. 세입·세출예산은 우선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고 각 소관별·회계별·기능별(장, 관, 항) 순으로 사업과 예산액을 나

타낸다.

소관별 구성

예산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사용하는 소관별로 우선적

으로 구분된다. 소관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중앙관서’로 표현된

다. 소관에는 부·처·청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도 하나의 소관으로 분류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54

개 소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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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분류

우리나라의 예산 또한 기능별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체계

를 통해 방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지원할

지를 계획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입법과목

예산은 기능별 분류표에 따라 장(분야), 관(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예: 기상

청 070장 076관). 장(분야)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및관광 등 16개 분야이며, 

관(부문)은 69부문이다. 한 장(분야)에는 몇 개의 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부처의 대규모 조직단위(실, 국)와 대규모 사업군

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경우 1100항은 기상예보이

고 1200항은 기상관측이며, 2100항은 지역기상업무이다. 

(2) 행정과목

세항(단위사업)은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상청의 경우 1131세항은 태풍센터 설립이며, 1231세항은 지상기상관

측망 확충이다. 또한 세세항(세부사업)은 세부 단위사업에 따른 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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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69부문

 010. 일반·지방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012  국정운영

 013   지방행정·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015  정부자원관리

 016  일반행정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

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54 교육일반

083 공적연금

084  보육·가족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교통및물류

121 도로

122 철도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물류등기타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및관광일반

020. 공공질서및안전

021 법원및헌재

022 법무및검찰

023 경찰

024 해경

025 재난관리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2 건강보험

093 식품의약안전
130. 통신 

131 방송통신

132 우정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환경

 076 환경일반

100. 농림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수산·어촌

104 식품업

140. 국토및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및도시

143 산업단지

030. 통일·외교

031 통일 

032 외교·통상

040. 국방

041 병력운영

042 전력유지

043 방위력개선

044 병무행정

110.  산업·중소기

업및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및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

도화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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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국가발전을 뒷받침

예산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의 재원배분은 그동안 국

방 ⇢ 경제 ⇢ 복지 순으로 변화해 왔다. 1970∼80년대 자주국방·경제개발에 

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경제발전·사회복지 분야에 주로 

배분했다. 신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의 대규모 SOC 투자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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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5.2 28.7

26.7

28.0

29.1

19.1

15.0

10.7
10.710.311.411.412.1

14.9
16.115.3 15.0

14.1

18.3
21.0

20.222.2
18.7

 

분야별 재원배분      국방 ⇢ 경제 ⇢ 복지 순으로 변화

- [국방] 80년대 초까지 가장 높은 비중, 민주화 냉전 종식으로 하락
- [경제] 정 부주도 고도 성장기에 비중 확대, 최근 비중 하락
- [복지] 80년대 중반부터 비중 상승, 현재 가장 높은 비중
- [교육] 큰 변동없이 15% 수준 유지

’98~’08 분야별 지출(%)

복지

경제

교육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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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경제발전 쪽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

분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와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

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복지의 경우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화 정도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격차는 대폭 축소되고 있다.

국제비교

       한국

       OECD

40

35

30

25

20

15

10

5

0

7.8

16.8

3.3

국 방 경 제 건 강 사회보장 및 복지

10.2
12.1

15.1
18.4

35.8

             

 

자료 : OECD국가 평균 대비 재원배분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지

속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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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국가채무

•’70∼’80년대 초 : 차관도입, 경제개발 → 적자

•’80년대 중∼외환위기: 물가안정 → 균형 

•외환위기 이후 : 위기극복, 복지지출 → 적자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채무비율 급속 하락

•’97년 외환위기 기점으로 빠른 증가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재정수지 추이 국가채무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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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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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국제비교 국가채무비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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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일본 OECD

(2016년 기준, GDP 대비 %)

38.3

74.7

159.3

112.5
115.6

116.3

233.70

-2

-4

-6

-8

-10

-12

-0.01 0.7
-2.6

-4.4 -4.4

-3.1

한국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일본 OECD

(2015년 기준, GDP 대비 %)

-5.4

  

                                             * 통합재정수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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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추이 및 국민부담률

우리나라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

를 측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5년 기준 18.5% 수준이며, 이

는 OECD 평균 25.1%(’1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것으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

하는 지표가 된다. 

총지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추이

’10 ’11 ’12 ’13 ’14 ’15 ’16 ’17

총지출(조원) 292.8 309.1 325.4 349.0 355.8 375.4 386.4 400.5

총조세(조원) 226.9 244.7 256.9 255.7 267.2 288.9 289.9 313.5

조세부담률(%) 
17.9

(19.3)

18.4

(19.8)

18.7

(20.2)

17.9 18.0 18.5 18.0 18.6

국민부담률(%)
23.2

(25.1)

24.0

(25.9)

24.8

(26.8)

24.3 24.6 25.3 24.9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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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2015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5 20.1 19.3 26.5 28.6 25.1*

국민부담률 25.3 26.4 32.01) 32.5 45.5 34.3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16년), * 2014년 기준

이때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

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15년 기준 25.3%이며, 역시 OECD평균 

34.3%(’15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추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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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민부담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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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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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6

18.6 19.6 19.3 18.2 17.9 18.4 18.7 17.9 18 18.5 19.4

24.8 24.6 23.8 23.4 24.2 24.8 24.3 24.6 25.3
26.3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OECD 주요국 조세·국민부담률(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한국 
18.5%

한국
25.3%

미국
 26.4%

미국
20.3%

독일
36.9%

독일
22.9%

프랑스
45.5%

프랑스
28.6%

OECD·평균 
34.3%

영국
26.5%

영국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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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7년 우리나라의 예산의 모습(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017년 재정총량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조성

(1) 총수입은 414.3조원 (+5.9% 증가)

•  국세수입은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법인영업실적 개

선 등 경제활동 실적 개선 등으로 8.7% 증가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2.6%) 등으로 2.2% 증가

(2) 총지출은 400.5조원 (+3.7% 증가)

•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장

적 편성(총지출 증가율은 3.7%로 ’16년 2.9% 대비 + 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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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정운용 모습

(조원, %)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총수입 391.2 414.3 23.0 5.9

예 산 250.1 268.7 18.5 7.4

(국세수입) 222.9 242.3 19.3 8.7

기 금 141.1 145.6 4.5 3.2

총지출 386.4 400.5 14.1 3.7

예 산 263.9 274.7 10.7 4.1

기 금 122.5 125.9 3.4 2.8

(3)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보다 개선

•�(재정수지) ’17년 △1.7%로, ’15~’19계획(△2.0%)보다 0.3%p 개선

•  (국가채무비율) ’17년 40.4% 수준으로 전망되며 ’15~’19계획(41.0%)보다 

0.6%p 개선

   -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

(조원, %)

’16예산

(A)

’17예산 증감

’15~’19계획 국회 확정(B) (B-A)

재정수지

   (GDP 대비 %)

△36.9

(△2.3)*

△33.1

(△2.0)

△28.3

(△1.7)

8.6

(0.6%p)

국가채무

   (GDP 대비 %)

644.9

(40.1)*

692.9

(41.0)

682.4

(40.4)

37.4

(0.3%p)

    * 추경기준으로는 재정수지 GDP대비 △2.4%, 국가채무 GDP대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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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유지 전망

•��재정준칙 도입,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중장

기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중장기 재정건전

성 회복에 중점

재정수지 : 단계적 회복 국가채무 : 40% 수준에서 유지

’16
(추경)

’17 ’18 ’19 ’20’16
(추경)

(GDP대비, %) (GDP대비, %)(’15~’19 계획)

(’15~’19 계획)

(’16~’20 계획) (’16~’20 계획)

’17

▵2.0▵2.3

▵1.4

▵0.9

▵2.4

▵1.4
▵1.2

39.4

40.4

40.8

40.5

41.1
41.0

40.1

40.7
40.6▵1.0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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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지원

  (조원)

구    분 ’16년(A) ’17년(B)
증감

(B-A) %

총지출 386.4 400.5 14.1 3.7

1. 보건·복지·고용 123.4 129.5 6.1 4.9

 ※ 일자리 15.8 17.1 1.2 7.9

2. 교 육 53.2 57.4 4.2 7.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6.9 5.6 13.7

3. 문화·체육·관광 6.6 6.9 0.3 4.0

4. 환 경 6.9 6.9 0.1 0.8

5. R&D 19.1 19.5 0.4 1.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6.0 △0.2 △1.5

7. SOC 23.7 22.1 △1.6 △6.6

8. 농림·수산·식품 19.4 19.6 0.2 1.2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2.4

11. 공공질서·안전 17.5 18.1 0.6 3.7

12. 일반·지방행정 59.5 63.3 3.8 6.4

       ※ 지방교부세 36.1 40.7 4.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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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  분
  예       산

기     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2.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

세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

형태 혼재(조세, 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무상급부, 

융자사업등 수행)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

한 수입원으로 융자사

업 등 수행

3.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좌 동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

(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

정

4. 집행절차

·  합법성에 근거해    

엄격히 통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등

· 좌 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

대적으로 자율성과 탄

력성 보장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

의 연계배제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6. 계획변경 · 추경예산편성 · 좌 동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7. 결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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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교

(’15년말 기준)

구    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규모

(GDP 대비)

591.5조원

(37.8%)

676.2조원

(43.2%)

1,003.5조원

(64.2%)

산출근거
국가재정법(제91조)

(’86 GfS)

국제기준

(’01 GfS, PSDS)

국제기준

(PSDS)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포

괄

범

위

중앙정부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정부 관리기금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정부 관리기금

ㆍ공공기관 관리기금

ㆍ비영리공공기관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정부 관리기금

ㆍ공공기관 관리기금

ㆍ비영리공공기관

지방·교육

자치단체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ㆍ교육비특별회계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ㆍ교육비특별회계

ㆍ비영리공공기관

ㆍ일반회계

ㆍ특별회계

ㆍ기금

ㆍ교육비특별회계

ㆍ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제외 제외 포함

부

채

항

목

국 채 포함 포함 포함

차입금 포함 포함 포함

공 채 제외 포함 포함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

금 등)

제외
제외

(별도 부기함)

제외

(별도 부기함)

기타발생주의

부채항목*
제외 포함 포함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포함 제외 제외

     * 미지급비용, 선수금 등

    ** ’16년말기준 국가채무(D1) 627.1조원(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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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교부금 :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자체 행정운영(지방교부세) 및 교육자치단체의 운영(지

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

-      일반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간 세원분포의 불균

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 조정

      * 일반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그 사용은 지자체가 자체 결정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 국가시책사업 등에 대해 사용 범위를 정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던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지특회계로 통합하여 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균특법 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10년) → 지역발전

특별회계(14년)

-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목적

지방재정지원 현황

총 계 종 류 지원규모
’17년 예산
134.0조원

교부금

지방교부세
• 내국세* 19.24% + 부동산교부세**(1.5조원) 

    + 소방안전교부세**(0.5조원)
40.7조원

교육교부금
• 내국세 20.27% + 교육세 전액(5.1조원) 

    + 일반회계 전입금(누리과정 0.9조원)
46.9조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 보조율 등에 따라 결정 46.4조원

(지특회계***)    (국가가 적정규모 편성) (6.9조원)

    * ’17년 예산 내국세 총액 204.3조원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

   *** ’17년 예산 9.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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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국세·지방세 비율 및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조세 212.8 209.7 226.9 244.7 256.9 255.6 267.2 288.9 298.1 319.7

국  세(A) 167.3 164.5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222.9 242.3

지방세(B) 45.5 45.2 49.2 52.3 53.9 53.7 61.7 71.0 75.2 77.4

지방이전재원 84.6 90.4 89.6 95.9 103.5 114.9 114.9 120.9 123.6 134.0

교부금 59.7 58.9 59.7 65.5 71.4 79.7 77.7 74.8 77.6 87.6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29.0
(3.2)

26.6
(1.5)

27.4
(1.0)

30.2
(1.1)

33.0
(1.1)

35.5 35.7 34.9 36.1 40.7

 •추가지원 - 1.9 - - 3.1 1.1 0.5 0.3 -

 •교육교부금 30.7 30.4 32.3 35.3 38.4 41.1 40.9 39.4 41.2

국고보조금 19.0 24.9 23.6 24.2 26.1 35.2 37.2 46.1 46.0 46.4

 • 지방보조금 18.8 24.3 23.5 24.1 26.0 35.0 37.1 46.1 46.0 46.4

 •교육보조금 0.2 0.6 0.1 0.1 0.1 0.2 0.1 - - -

가용재원 212.8 209.7 226.9 244.7 256.9 255.6 267.2 288.9 298.1 319.7

중앙정부
   가용재원(a)

82.7 74.1 88.1 96.5 99.5 87.0 90.6 97.0 99.3 108.3

지자체
   가용재원(b)

130.1 135.6 138.8 148.2 157.4 168.6 176.6 191.9 198.8 211.4

세입기준 재원
   배분비율(A:B)

79:21 78:22 78:22 79:21 79:21 79:21 77:23 75:25 75:25 76:24

세출기준 재원
   배분비율(a:b)

39:61 35:65 39:61 39:61 39:61 34:66 34:66 34:66 33:67 34:66

* 국세 : ’15년까지 결산 / ’16∼’17 : (본)예산

** 지방세 : ’15년까지 결산 / ’16∼’17 : ’16. 9월 누적징수액 등 기준으로 자체 추계

*** 예비비 : ’09) 종부세개편 부동산교부세 감소지원 / ’13) 취득세감면보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4) ’13년 취득세소급감면 보전 / ’15~’16) 누리과정과 연계해 노후 학교시설 보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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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사업성격별, 소관별, 기능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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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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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위험요인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 

중장기 재정여건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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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뚜렷한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

리나라 출산율은 2015년 기준으로 1.24명이며, 이는 2014년 OECD 평균인 

1.68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2년부터는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이상)

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의료지출 등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

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

다.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여유자금이 고갈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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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전망 (%)

100

90

80

70

60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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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0

21.1 16.1 13.2 12.6 11.2 9.9 10.2

25.6
42.3 42.5

34.0

62.2
54.454.8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69.3 71.7
72.8

71.1
63.1

56.5
52.7 49.7

24.3 32.3
37.4 40.1

0~14 15~64 65+

2.9 3.1 3.8 5.1 7.2 11.0 15.7

우리나라 기대수명

90

80

70

60

50

40

30

20

10

(세)

’70 ’80 ’90 ’00 ’05 ’10 ’20 ’30 ’50

62.33 65.69
71.28 76.02

78.63 79.60 81.45 83.13 86.02

고령화 속도 국제비교

8년

18년

12년

24년
39년

115년

37년

40년

18년

61년

21년

73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고령인구비율7%  14% 소요연수

고령인구비율14%  20% 소요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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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전망(GDP대비, 조세연 ’11.5월)

9.8
12.0

15.2
18.4

20.1 21.6

미국수준

일본수준
OECD 평균

’10 ’15 ’20 ’25 ’30 ’35 ’40 ’45 ’50

국민연금 수지 전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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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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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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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48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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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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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1,286

59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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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출

연금수입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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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향 추세로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예측시점이 최근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 ’16~’20년 잠재

성장률 예측치를 비교해 보면, KDI는 2010년 3월에 잠재성장률을 4.1%로 

전망했고, 2014년 3월에는 3.0%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최근 2017년 

7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8%로 전망하였다. 

잠재성장률 추이

4.2 4.1

2.8

1.7

0.74

(%)
6

4

2

0
’01~’09 ’11~’20 ’21~’30 ’31~’40 ’41~’50

자료 : KDI ’10년 6월

4.6
4

33.1
2.5

1.8
1.4

6

5

4

3

2

1

0

’01~’05 ’06~’10 ’11~’15 ’16~’20 ’21~’25 ’26~’30 ’31~’35

자료 : KDI ’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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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자본축적 둔화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한국은행, 2017.7). 서비스업 발전이 미흡하고, 높

은 규제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경제 성숙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다. 또

한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은 투자 부진, 유휴노

동력 증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둔

화 및 이에 따른 성장둔화는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경기부양·사회안전망 

지출소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4.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085

03

                                       

위기의 상시화·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총부채(Macro Leverage), 즉 정부·기업·가계부채

를 모두 합한 전체 부채의 수준이 급등하고 있다. OECD 평균 총부채 비율은 

1995년 GDP 대비 236%였으며, 2000년 257%, 2010년 317%로 크게 증가하

였다. 

주요국 총부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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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장기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

Global GDP Growth rate(YoY)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9.11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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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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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기업 등 민간 채무가 궁극적으로 국가채무로 전이되는 사례 역시 증가

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가 대표적이며, 최근 스페인, 아일

랜드 등 유럽 경제위기 역시 민간 채무가 국가채무로 전이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 시기에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세수 감소 및 

민간 채무의 국가채무로의 전이 등으로 국가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급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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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점재적인 재정위험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먼저 스페인이나 이탈리

아처럼 지방정부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국가의 지방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2.4% 수준이며, 스페인은 14.6%, 미

국은 16.5%, 중국은 무려 35.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OC, 해외자원개발 

관련 일부 공기업들의 부채 과다 역시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부채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총부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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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도 재정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1991년에서 2003년까지 

매년 GDP의 약 5%(1~2.1조 유로)를 통일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다. 50%는 연

금 등 복지지출에 소요되었으며, 50%는 경제, 인프라 개발, 지방재정 지원

으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비용으로 

매년 GDP의 약 5% 내외 지출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통일은 민족통합, 인

적자원, 지하자원 및 시장확대, 군비축소 등 기회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요인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통일

을 대비한 재정여력(fiscal space) 확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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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에 따른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로 측정)는 외환위기 전후로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약간 감소 후 정체상황이긴 하지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러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원인으로는 먼저 기술진보, 개방화 등 거시경제

적 원인과 고용·임금수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가구구성이 변화하고 조세와 이전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돌봄서비스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으로 인적자본투자

를 제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빈곤층을 

위한 조세 및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원칙(targeting)

을 정립하여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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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구(2인 이상) 지니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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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정여건의 변화 속에서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은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채무의 적정수준 관리와 

함께 세출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4.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091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은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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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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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은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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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과정

절차 주요 업무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Y-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전년도 12월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작성 (2~3월)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3월말)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지출한도 통보 (4월말)

•각 부처 예산요구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4~5월)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5월말)

•정부 예산안 마련 (6~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당정협의 (8월) → 국무회의 

•국회제출 (9.3일)

국회심의

(Y-1)

•정부 시정연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공청회-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심의ㆍ의결(12.2일)

집행(Y)

•예산배정 (전년도 12월말) 및 예산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자금배정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이ㆍ전용, 이체, 이월, 계속비)

•기금집행의 신축성 유지

결산 및 평가

(Y+1)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획재정부 제출(2월말)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4.10일)

•감사원 결산검사(4.10~5.20일)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5월말)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성과보고서 등 성과목표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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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심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산안 편성·심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 기획재정부 → 각 부처(전년도 12월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

에 통보한다. 이 지침에는 향후 재정운용여건, 중기 재정정책 방향 및 재정

투자 중점을 비롯한 사업반영원칙과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각 부처 → 기획재정부(1월말)

각 중앙관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5년간의 신규사업과 주

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수립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분과위원회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분

야별 정부, 연구소,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2017년에는 18개 분야

로 구성되었다. 시안 단계에서는 거시경제 전망, 중장기 재정소요,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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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 지출총액 및 분야별 사

업비 규모 초안을 마련한다. 

(4)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부처(3월말)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통보한다. 편성지침은 중앙관서가 예산을 

요구하는 준거이며,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틀이다. 여기에는 재정

운용 여건, 재정운용 방향,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재정규율과 예산안 작성지

침, 예산요구 시 제출서류와 작성양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보고하게 된다. 

(5)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통보 : 기획재정부 → 각 부처(4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총액 – 분야별 한도 - 중앙관서별 

한도 순으로 최종 지출한도 확정한다. 재정전략회의(’08년 이전 ‘재원배분회의’)

는 2004년 Top-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성장률, 세입전망, 

국가채무, 재정운용 방향 등 주요 재정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이후 각 중앙

관서는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6) 예산요구서 제출 : 각 부처 → 기획재정부(5월말)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지출한도 내에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예산안 요구서는 세입세출예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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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담은 요구서이다.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 요구서 제출 시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전년도 예산의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7) 예산안 협의·보완 :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6월∼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를 중심으로 행정부 내 예산작업이 진행되는 단계

다. 소관 담당자가 각 중앙관서의 의견을 예산실 내부 심의회에 전달하고, 

각종 지침 준수여부, 유사·중복, 사업추진방식 적절성, 중기재정소요 등을 검

토하며 예산 총량을 관리한다. 이후 시도지사 협의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당

정협의, 대통령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마련된다.

(8) 예산안 국회 제출 : 정부 → 국회(9.3일)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때 정부

는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제34조)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국고채무부

담행위 설명서,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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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국가재정법 제34조)

기금조성계획,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의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9) 예산안 국회 심의 : 국회·정부(9~11월)

예산안 국회 심의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로 구성된다. 상임

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대상 사업이 중요하게 논의되나 일반적으로 증액 의

결하는 사업이 보다 많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는 정책질의 이후 예산안조

정소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예산조정작업을 수행한

다. 상임위 심사결과, 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 정책질의 사항 등을 모두 감

안하여 예산안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예산안 삭감 심사 후 증액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

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8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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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안 국회 확정 : 국회(12월 2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결위 전

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법령 제·개정과 연계된 예산

안은 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최근에는 예산안 등 자동부의 제도 도입으로 

예산안 확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

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57).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

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9조). 국회 예산 확정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12월).

 국회심사기한

•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에 마쳐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국회법 85조의 3, ’14년부터 적

용)

   -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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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예산의 구성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 (국가

재정법 제19조)

1. 예산총칙

•예산의 내용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    (총괄적 사항)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 

정증권 발행 한도액, 국가의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 등

 - (일반적 사항) 비목상호간 이용 허용범위, 목적예비비 용도 등

2. 세입세출예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소관별(54개)로 구분하여 계리

• 세입예산은 경비의 성질별로 관-항까지 구분·작성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장-관-

항까지 구분 작성

❇세입예산 예시: (관)경상이전수입 - (항)벌금·몰수금·과태료 

❇세출예산 예시: (장)농림수산 - (관)농업·농촌 - (항)농업생산기반 확충 

❇ 법정 첨부서류인 사업별 설명서를 통해 구체적 내역 보고, 예컨대 세출예산은 세항(단위사업), 

세세항(내역) 까지 기술

                     

3. 계속비

• 장기공사, 연구개발 등 수년간에 걸친 지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

해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계속비 사업의 ’17년 연부액은 1.8조원(14개 사업) → ’18년안은 0.6조원(11개 사업)

-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사업

연도(5년/1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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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

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

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상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명시이월비

•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전부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

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14년 이후 0원)

* ’13년 명시이월비는 297억원(2개 사항) → (예) 방위사업청 소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5.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

를 부담하는 행위(’17년 0원)

    * ’16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1,319억원(1개 사항) → 급식 및 피복

    * ’18년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475억원(1개 사항) →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 국회의결은 다음 연도 이후의 지출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할 권

한만 부여받음 → 다음 연도 사업비 지출을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 필요

 *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

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

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

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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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17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275,010,413,607,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021,800,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6,091,344,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21,971,773,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02,213,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60,417,0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893,015,204,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23,486,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7,755,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12,536,999,000원

⑪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05,643,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8,715,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490,720,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9,821,917,000,000원

⑮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40,881,000,000원

⑯ 양곡관리특별회계 1,437,799,000,000원

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24,190,011,000원

⑱ 조달특별회계 338,878,650,000원

⑲ 우편사업특별회계 4,308,123,138,000원

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38,97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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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7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

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7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7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7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

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4,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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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 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

력탄약사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국방연구개발

사업ㆍ성능개량사업ㆍ대정부국외획득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

방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성능개량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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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비용 

50,000,000,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

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지원, 지역전략산업 재

정지원(단,「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된 경우에 한함)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

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6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0,00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6,990,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0,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10,640,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92,128,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42,656,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50,974,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8,897,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312,838,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56,990,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81,86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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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7년도 원자력손

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832,454,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

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

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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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성인지 예산서 개요

1.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개념

 • 예산(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제68조의2)

2. 추진 경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성인지 예산 도입을 규정 (’06.10.4)

•’10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법 개정 (’10.4.28 국회통과, 5.17 시행)

    -      대상사업에 기금을 포함(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작성내용으로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명시

• ’17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안)는 42개 기관, 351개 사업(29.5조원)을 대상

으로 작성(→ ’17년 정부 총지출의 7.4%)

국가재정법 관련조문  

 제 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 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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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산사업 기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제도와 예산의 종합적 시각

예산사업을 기획할 때는 시장의 자율적 공급 및 민간의 자율기능 저해 가능

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 중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지역

특화산업육성(R&D) 재정지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

제, 수도권 일부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은 제도와 예산의 종합적 시

각을 통해 추진된 사업들이다. 또 다른 사례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World Class 프로젝트 재정 지원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정

책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주체 간 역할 분담

중앙관서 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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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보제공 확대와 컨설팅, 원산지 관리 지원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수

준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산업부, 중기청, 관세청 간 업무조정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단체 고유 사무 또는 자치단체 자체 추진사업 여부 역

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들에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

사업수행시기를 고려한 사전절차 수행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이

행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

우 1월 중기사업계획 제출 시 반영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절차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출연 형식으로 사업수행 시 법률에 ‘~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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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예산편성 작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예산편성 작업 시 유의사항

(1) 기획재정부 소관 담당의 입장은?

예산당국 내에서는 부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이며, 국가재정 및 부처·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

(2) 예산조정(심의)은 어떤 방식으로?

다수의 국·과장을 설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략하면서 명확한 논리가 필

요하다. 담당자도 이해하지 못한 사항은 절대 타인에게 이해시킬 수 없을 것

이다. 

(3) 재정 관련 정책기조를 숙지 

재정 관련 정책기조를 숙지해서 정부의 재정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복지분야 지출이 늘고 경제분야 지출이 줄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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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결산 및 편성 시),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고민

예산편성의 투명화는 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임을 인식해야 한

다. 예산편성 시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의 지적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5) 계속사업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해마다 반복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느 정도 투

자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시범사업을 본 사

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성과를 봐서 지속여부를 결정하겠

다는 의미다. 아울러 과거 집행실적을 체크하여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사유를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역시 체크할 사항

이며, 재정사업 심층평가도 고려 요소다. 

(6) 신규사업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고, 

토목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다른 유사사업의 축소가 가능한지를 파악한다면, 재정

당국에 신규사업 반영을 어필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이 가능하다.

(7) 설명자료는 간결하게 핵심자료 위주로 작성

설명자료에서 형용사, 부사는 사족에 불과하다. 사업효과는 구체적으로 작

성하고 해외사례, 유사사례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료는 국회 등 대외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불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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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고 타 사업 심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8) 단가, 물량, 시기 선택에 대한 답변 준비 필요

“한 해 미루면 안 되나?”, “규모, 물량을 줄이면 안 되나?”, “단가 산정의 근거

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단가는 각종 물

가조사, 유사사례,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서 준비하고, 물량은 과거추세를 

검토해서 준비한다. 만약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면 소요가 줄어야 한다. 시기

의 경우 “왜 지금?”, “어떻게 견뎠는가?”, “같은 방법으로 참으면 되지 않느

냐?”와 같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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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1.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2.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

되는 사업인지 여부

3.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

지 여부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지원조건·

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

지 여부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재정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을 지정 후 예산안 요구 시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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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 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②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ㆍ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

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18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5.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

지 여부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ㆍ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6.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 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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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

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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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산 집행은 정확하게 하되 신축성이 있다

개요

예산 집행이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예산집행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 예산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자금배정, 자금집행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의결한 세

입세출 예산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지만, 예산 성립 후의 여건 변화에 적용

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이체, 이용, 전용, 이월 등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세출 예산집행절차

예산배정

기획재정부 예산실

자금배정

기획재정부국고국

자금수령/배분

각 부처

자금집행

각 부처

지출행위(자금지출) 가능

지출원인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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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분야(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기간산업진흥

화학무기금지협약 화학무기금지협약(320)

부품소재산업경쟁력(350)

헬기기술자립화(350)

다목적실용위성(350)

중소유통업지원(320)

산업물류인프라(320)

외국인투자유치(330, 410)

부품소재산업경쟁력

항공우주기술력향상

유통물류기반조성

외국인 투자유치활성

생활산업진흥 이 용

전 용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 및 투자유치

1/4분기 2/4 3/4 4/4

이 월

예산배정(정기)

예산 배정

(1) 개요

예산 배정은 소관 중앙관서별로 확정된 예산의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회에서 확정된 단위사업별 예산액 내에서만 배정하는 것이 원칙

이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집행토록 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배정시기 조절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

으며, 예외적으로 배정유보 등을 통하여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는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분기별 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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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확정한다. 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에 정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배정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소관 중앙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소관 중앙관서는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한다. 

(2) 예산배정의 종류

① 정기배정

정기배정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직후(전년도 12월)에 예산배정 및 자금배

정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세출예산 정기배정은 1월초 기획재정

부에서 각 부처로 배정되며,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통합된 연간배정

서를 연간 1회 배정한다.

※  배정시점

• 1/4분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분기 초일(1월 1일)

• 2/4~4/4분기 : 해당분기 시작 전월 15일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

 ※      기금은 각 부처가 배정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국무회의 보고도 

없음(각 부처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집행)

② 수시배정

수시배정은 정기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를 받

아 해당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예산은 정기배정에서 제외하며, 기획재정부는 

선정사유가 충족될 경우 즉시 배정조치해야 한다. 선정사유는 신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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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미확정되거나, 민간·지자체 등의 재원 분담이 전제된 경우, 혹은 

기타 정책수행상 집행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수시배정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당초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

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산정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이다. 단 수시배

정 지정사유가 해소되어도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은?

→ 수시배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집행 전 사전협의 대상사업’ 선정

(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 개·폐회식장 건설(100억원) 

추가 진입도로 건설(100억원) (구체적 사업계획 미확정, 재원분담 미정)

③ 당겨배정

배정계획 수립 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정기배정 계획 중 일부를 앞

당겨 배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겨배정 요구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하며 당겨배정이 이·전용 발생원인이 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④ 감액 배정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 변동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해 배

정을 감액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액 배정은 배정잔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 계약 완료된 예산에 대해선 불가능하다. 감액배정 사례로는 ’97∼’98 외환

위기가 대표적이며,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액배정보다 수시배정사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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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또는 세입경정 추경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대상경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외국에

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

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해당된다.

예산과목

•예산과목 구조 :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구분

    - 장, 관, 항 : 이용 대상(실무적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

    - 세항, 세세항, 목 : 전용 대상(단위사업-세부사업)

   *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 세항과 분류기준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

    세세항사업(세부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부처 자체관리로 전환해 나갈 계획

•기금과목 구조 : 예산과 동일하게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구성

   -      예산의 이용, 전용과 유사한 개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단위는 주요항목인 장, 

관, 항

  * 항의 20%(사업성), 30%(금융성) 범위 내에서 가능

          세세항은 행정과목이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시 신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국회에서 지속 지적 중  →  자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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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신축성

(1) 이용

이용은 입법과목(기관 및 장·관·항) 상호 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으로 원

칙적으로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하여 미리 예산(예산총

칙 10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이용이 가

능하다.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배상금, 국공채상환금, 재해대책비 등 의

무적 성격의 지출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때는 예산총칙 승인 사항인지 확

인하고, 직무와 권한변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

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이용은 국회 결

산 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용으로 인해 차년도 신

규 소요 발생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

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

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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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용

전용은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

액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

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이 가능하며, 자체 전

용 범위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봉급, 수당, 복리후생

비 등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제한된다. 

전용 가능 여부

•장, 관, 항 간의 재원 이동 → 입법과목으로서 이용 대상

•동일 항 - 다른 세항 간의 재원 이동 → 자체 전용 / 기재부와 전용 협의

•동일 항 - 동일 세항 - 다른 세세항 - 동일 목 → 내역 조정 (부처 판단)

• 동일 항 - 동일 세항 - 동일 세세항 - 다른 목 → 자체 전용 / 기재부와 전

용 협의 다른 세세항 - 다른 목 → 자체 전용 / 기재부와 전용 협의

(3) 이체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

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예산을 상호 변경하

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체를 실행할 때는 먼저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이 이

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과목과 금액을 명확히 한 서류를 

기재부에 제출하며, 기재부는 이체를 승인할 때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감사

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때 이체일자는 법령공포일이고, 이체 전 기관의 결산

은 법령 공포일 전일이다. 이체 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 모두를 이체하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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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이체와 동시 이·전용 처리하여 목변경은 가능하다.

(4) 이월

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

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조항에 속한다. 이월 시 중앙관서의 

장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

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하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징수상황 등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

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

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이다(국가재정법§24). 명시이월비

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 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즉 국회 예산심의 시 미리 의결한 사업만 명시이월이 가능하

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의 재명시이월은 불가능하며, 재승인이 필요하다. 단 

사고이월은 가능하다.

②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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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고이월이 가능한 요

건은 다음과 같다. 

사고이월 가능요건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부대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국토부장관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고한 대형공사의 공사 

경비

  -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직접손실보상비(토지·물건 등) :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

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      간접손실보상비(어업권 피해 등) :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 재해복구사업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경상적경비(기본경비) 이월

연도 말 무리한 경상경비의 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고이월

과는 별도의 기본경비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기본경비의 이월범위는 각 중

앙관서의 기본경비, 즉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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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100분의 15이다. 예를 들어 기본경비 100억원 중 1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 총 이월가능금액은 25억원이다(사고이월 10억원 + 기본경비 이월 

15억원).

④ 계속비 이월

계속비는 총액을 이미 국회의결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연도별 연부액 중 미지출 경비는 당해 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이월 가능

하다. 또한 계속비는 연도별 세출예산의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할 수 있다. 

예산집행 관련

•이월된 예산의 재이월인 가능한지?(국가재정법 §48②)

  -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 : 그 이외의 사고이월된 예산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국가재정법 §48②)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

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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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예비비는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산

을 말한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하여 예측가능성, 시급

성, 보충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의 규

모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일반예비비)하나,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정해 놓은 예비비(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이 가능하다. 

예비비는 중앙관서의 요구에 따라 기재부가 심사·조정하며, 국무회의 심의

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차년도 국회에 5월 31일까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측

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해야 하며, 반복적인 예비

비 지출사업은 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 운영경비 관련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

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

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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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계상하며,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가 있다. 일반예비비는 직제개정, 공공요금, 대외관계, 법정의무, 선거경비, 

대북관계 등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수요와 예측할 수 없

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다.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 환차손 변동 등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

은 목적예비비의 사용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특별회계 예비비 

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 각 소관에 계상한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특별회계 세출로 사용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제51조 제4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부는 매년 1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는 재정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의 바이블(Bible)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현재는 국가제정법 제정(§44, §80)에 따라 

단권화하여 배포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한 집행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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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책임성, 조기집행 등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 지침에서는 인건비, 기본경비, 교육훈련비 등 17개 유형

별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비목별 지침은 운영비, 여비, 업추비 등 16개 주요 

비목 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체 이·전용권의 위임범위를 제시한다. 

기금 집행지침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한다. 사업유형별·비목

별 집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며,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 등 기금 특유의 사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자체·기획재정

부 협의 여부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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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모든 예산의 마무리는 결산이다

결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

보고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통합)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이후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송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감

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예비비로 사용한 금

액의 총괄명세서)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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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서의 구성

- 결산개요 :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분석, 재무제표 분석, 성과보고

-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 결산, 수입·지출 결산(기금)

-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성과보고서 : 일반현황, 전략목표, 정책운용 방향, 성과보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 계속비 결산명세서,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이월명세서 등

-    기금 수입지출결산 첨부서류 : 재원조성실적표, 성인지기금결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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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 2017년도 예산총칙 제10조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 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통신사업ㆍ기동전력사업ㆍ함정사업ㆍ항공기사업ㆍ화력탄약사

업ㆍ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ㆍ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ㆍ국방연구개발사업ㆍ성능개량사

업ㆍ대정부국외획득 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

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방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

발 성능개량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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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비목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구 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기타직보

수), 110-03목(상용임금), 110-

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

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개발비

300

이전

지출

310 보전금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

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

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

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 320목, 330목, 340목, 350목, 

36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단, 320-09목(고용부담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

전용 허용

 - 340-03목(해외자본이전), 

    360-03목(연구개발건축비), 

         360-04목(연구개발장비·시스

템구축비), 360-05목(연구개발

활동비 등)은 자체전용 허용

320 민간이전

330 자치단체이전

340 해외이전

350 일반 출연금

360
연구개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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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400

자산취득 

및    운용

410 건설보상비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

*    410목(건설보상비), 420-03

목 (공사비), 420-04목(감

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

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

는 경우에 한함

*      420-01목(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실시설계비), 

420-05목(시설부대비)는 

490목(지분취득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450 융자금

460 출자금 등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80 예탁금

490 지분취득비

500

(상환    

지출)

510 상환지출)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
*      710-01목(예비비), 710-02목 

(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600

(전출금 

등)

610 전출금 등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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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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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타당성 재조사 제도, 자율평가 제도, 민간투자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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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사업관리 개요

사전관리(Y-1년) ➡ 집행관리(Y년) ➡ 사후관리(Y+1년)

예비타당성조사

 AHP≥0.5 타당성 있음

재정집행관리

재정관리점검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결산보고서 구성항목

성과계획서 작성·제출

 예산안 첨부서류

총사업비관리

20% 이상 증가 시 

타당성재조사 실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구조조정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출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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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타당성조사로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개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예산편성 전에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관점에서 검증하여 사업착수 여

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

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총 748건(총사업비 327조원)의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61건의 사업추진을 억제해 약 134조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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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

업(국가정보화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이 해당된다. 또한 중

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이 해당된다. 
* 국가재정법(§28)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추정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업은 기재부장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

사 시행이 가능하다. 민간투자사업(BTO, BTL)도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타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민간제안사업은 민자적

격성조사로 대체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예타를 실시한다.

예타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이나, 예외적으로 하위사업(세

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사업으로 구성된 경우)이나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구

성된 패키지 사업도 가능하다.

제외사업

예타대상 규모의 사업이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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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법률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2

항, ’14.1월).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 관련 또는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 관련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시급한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

익이 없는 사업

-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

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조사대상 선정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재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

는 직권으로 선정 가능하다. 각 부처는 매년 2회(7월, 11월) 예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시 예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처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전전연도까지 조사를 요구해야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만 사업추진이 시급한 경우 다음 연도 사업의 예타 요구가 가능하다. 기재

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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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정사업평가 자문

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대상사업 선정기준

전문기관

의견수렴
(kdi, kistep

국과위, 
정추위 등)

예산편성

방향
(예산실과 

긴밀한 협조)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인력, 
추진일정 등의 구체화 여부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가중장기계획상 우선순위,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여부, 부처 내 우선순위 고려

사업추진의 시급성

지역 간 불균형심화 방지, 지역경제파급
효과, 낙후도개선효과 등 고려

지역균형발전 요인

국고지원 대상 여부, 재원분담 방식 등 
재정지원의 적절성 여부 고려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주관 :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관리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순수 R&D 사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KISTEP))

    •수행 : 각 사업별로 학계, 연구기관, 민간엔지니어링 회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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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특성을 종합 고려

하는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며, 정보화사업과 

R&D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분석까지 포함된다. 

경제성 분석에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을 활용한다. 이는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

산한 비율로서 B/C가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책적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재난대비 기

여도,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을 비롯한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

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AHP를 적용하여 계량화된 점수로 사

업시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은 공식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며, 다만 연구진이 평가비중만을 결정한다. 정책성 평가

는 정성적으로 연구진이 판단하여 점수를 매기고 평가비중도 함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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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비중

건설사업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20~30%)

R&Dㆍ정보화 •경제성(40~50%), 기술성(30~40%), 정책성(20~30%)

기타 재정 •경제성(25~50%), 정책성(50~75%)

 → 종합분석결과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편성과의 관계

      •예타 대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 불가

      •“예타통과 ≠ 재정지원”

          절차적인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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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개념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설계변경, 사업물량 증가,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시

행령 제21조(’07년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 정의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

              (국비 + 지방비 + 공공기관·민간 부담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부담분은 제외

 ※ 구성요소 : 공사비(모든 공종) + 보상비(토지매입, 영농·어업보상 등)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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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 대상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총사업

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

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

이다. 

2016년말 현재 총 912개 사업(249.3조원)을 관리하였으며, 관리대상 제외사

업은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재정융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도로유

지·보수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등이다.

총사업비 관리 주요내용 및 절차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구상 → 예타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

립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시공 → 공사완료에 이르기

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책정 또는 

변경(단계완료) 시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도 독립되게 관리하되 공종 간 사업비의 

임의조정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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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체계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추경사업은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

한다. 총사업비 변경요구·조정은 각 사업 추진단계 완료 시 또는 진행 중 기

재부장관과 협의해 진행한다(지자체→부처→기재부). 지침위반 시에는 그에 따

른 제재가 가해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시공계약 상대자에 대해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

한하며, 지침 위반 중앙관서의 예산 삭감(당해 총사업비 및 사업수행기관과 중

앙관서의 기본경비 삭감), 관계공무원 제재조치 요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

울러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증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절차

일반절차 추진내용

① 사업구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예타 시행 요청

②      예타 → 타당성

조사 → 기본계

획수립

•중앙관서의 장이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계획 수립 결과 예타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와 차이 발생 

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등의 변경 협의

③ 기본설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의뢰 전에 기재부와 협의
•설계 중 사업규모 변경 시 기재부와 협의

④ 실시설계
• 중앙관서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

고,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를 1회 이상 시행
•기재부와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⑤ 발주 및 계약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 
   청장에게 계약 의뢰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자율조정

⑥ 시공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재 

   부와 협의하여 공사비,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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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타당성 재조사 제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50조제2

항 및 시행령 제22조(’08년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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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타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      최초 예산 반영 시점에 총사업비가 400억원이었던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 후 600

억원으로 증가

 • 물가 인상분과 토지 등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 기본설계 시 600억원 → 실시설계 시 1,000억원(물가·지가 인상분 100억원)

•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

우(SOC 사업 중 도로사업 등)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예산낭비 개연성이 높은 사업

 • 그 외에도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 감사원이 감사결과 요청하는 사업, 기타 

기재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타당성재조사 면제사업

 •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예 :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원인이 법정

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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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부처가 모든 소관사업을 자체평가하고, 기재부 

등이 메타(상위)평가를 통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이후 메타

평가 폐지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개선·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부처의 자체평가는 관리(사업관리의 적절성)·결과(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단계의 4개 지표별 점수를 부여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총 구조

조정 규모는 2017년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 수준이다. 

메타평가부처＊는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 및 지

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및 미흡부처를 선정한다. 우수부처

는 기관포상은 물론, 다음 연도 평가 시 구조조정규모 및 미흡비율을 하향하

며, 미흡부처는 구조조정규모 및 미흡비율을 확대하고 기본경비를 삭감한다.

한편 정부는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2년 연속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KDI 등 

연구기관을 활용해 심층 분석을 진행한 뒤 예산편성과정에 환류한다.

* 일반재정사업(기재부), R&D사업(미래부), 지역사업(지역위)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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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자체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관 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결 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가 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지역발전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연구개발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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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민간투자제도는 중장기 민-관 계약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

의 창의를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대상시설

은 17개 분야 53개 유형의 시설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초기(’94년 이후)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위주로 적

용하였으나 2005년 근거법률 명칭을 변경한 후 학교, 보건복지시설, 문화시

설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크게 구분된

다. BTO는 민간 시설 건설(Build) - 기부채납(Transfer) - 관리운영권(Operate) 부

여 순으로 진행되며,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단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2009년 10월에 폐지되었다. BTL은 민간이 시설 

건설(Build) - 기부채납(Transfer) - 정부에 임대(Lease) 순으로 진행되며, 정부의 

시설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BTL은 정부가 임대료를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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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여 지급하며, 다음 연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시행 방식에 따른 비교 

BTO BTL

대상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문화, 복지시설 등

투자비회수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통행량 등 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 위험 배제

민간사업자

(sPc)

서비스제공

사용료 기부채납

사업권부여

사용자 국가, 지자체 사용자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

(sPc)

서비스제공

기부채납

임대료지급

세금, 
사용료

※ ’15년말 기준 :  완공·운영중 601개 사업(BTL 425, BTO 176) 69.9조원,

    시공중 63개 사업(BTL 29, BTO 34) 24.1조원, 시공 준비중 26개 사업(BTL 7, BTO 19) 10.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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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분야 소관부처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로(4)
국토교통부/행정자

치부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노외주차장, 복합 환승센터 및 

지능형 교통체계, 자전거이용시설

철도(3) 국토교통부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3)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신항만건설 대상시설

공항(1) 국토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3)
국토교통부 다목적댐, 하천시설

환경부 수도 및 중수도

정보통신(5)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체계,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시설

에너지(4) 산업통상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환경(5) 환경부

하수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하수처

리수 재이용시설포함), 폐기물 처리시설, 폐수종말처

리시설, 재활용시설,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물류·교통(3) 국토교통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택시

공영차고지

문화관광(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

의시설, 문화시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교육·과학(2) 교육부 유치원 및 학교, 과학관

국방(1) 국방부
군 교육·훈련, 병영생활, 군인 주거·복지·체육 또

는 휴양시설

행정(1), 

주택·산단(2)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청사, 공공임대주택, 산업집

적시설

복지(6) 보건복지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보육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산림(2) 산림청 자영휴양림,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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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괄보조 확대 :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을 포괄보조로 전환

② 지특회계 개편 : 종전 3개 계정 → 4개 계정으로 확대·개편

③ 정책대상 변경 : 행정구역 중심에서 지역생활권으로 전환

① 지역 주도의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② 지역경제 활력 회복 투자 강화

③ 지역 일자리·복지·의료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④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06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개념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기존의 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광특회계)를 지특회계로 개편한 것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의 자

율성을 강조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전략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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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범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로 수행하며, 지

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지특회계에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생활기반

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경제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

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특회계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분

한다. 

계정

편성방식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시·군·

구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부처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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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생활기반계정]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을 편성한다.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생활기반계정]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

(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

를 통해 선정한다.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세종·제주계정]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

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한다.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 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해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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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역발전 특별회계 구조 현황

구분 (舊)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발전 특별회계

목적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계

구조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① 생활기반계정

   * 37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경제발전계정으로 개명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협

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예산

편성

 
예산신청
(5. 31일)

예산신청
(4. 30일)

지 방 지 방부 처 부 처기재부 기재부

지역위 지역위

예산요구
(6. 30일)

예산요구
(5. 31일)

평가결과(6. 30) 예산편성의견(5. 31)

예산

집행*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 시 국고 반납)

• 사업 집행 후 남은 잔여예산은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 시 국고 반납)

•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잔여예산은 각각 포
괄보조금 사업 및 유사 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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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생활기반계정 “31+6개” 포괄보조사업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

구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④지역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작은 영화관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50% ·어촌체험관광 지원 등

⑪어업기반정비 80% ·지방 어항 등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⑬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농진청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⑮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16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17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18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19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20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21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22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23생태하천 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24노후상수도 정비 50~70%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25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26지역거점조성 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27주차환경개선 지원 50%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새만금 28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등

행자부 29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고용부 30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31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
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32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33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34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35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36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행활권 대상 등

안전처 37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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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고보조금으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

다. 이 법률은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적 성격과 보조

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등을 규정한 절차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법 제1조, 제3조). 보조금법은 ①총칙, ②보조금예산의 편성, ③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 결정, ④보조사업의 수행, ⑤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⑥보

칙, ⑦벌칙 등 7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금의 개념

보조금법상 보조금은 ①좁은 의미의 보조금, ②부담금(負擔金), ③급대금(給付

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법 제2조). 

(1) 좁은 의미의 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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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으로 대

부분의 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문화부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국악분야는 17개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자치단체보조 예산으로 추진되

며,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분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민간보조 예산으로 추진된다.

(2) 부담금(負擔金) 성격의 보조금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에게 보조금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국가위임사

무에 대한 지자체 보조가 주로 해당된다. 단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된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급대금(給付金) 성격의 보조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개별법령으로 

정해진 보조금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농림부의 직접지불제도에 의한 소득보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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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의 적용범위

보조금법에 규정한 보조금 개념정의상 동법의 적용범위는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조례로 규정한다.

보조금의 종류

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예산편성실무에 있

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은 지원방식에 따라 ①정액보조, ②정률

보조, ③수지차보조로 구분되고, 지급대상에 따라 ①민간보조, ②자치단체보

조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에 따라 ①경상보조, ②자본보조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고 있다. 

(1) 민간경상보조(320-01목)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

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으로, 지원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액보조이나 정률보조, 

수지차보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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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자본보조(320-07목)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

하는 보조금이다. 자본적 경비는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

한 경비이며, 지원방식은 일반적으로 정액보조이나 정률보조, 수지차보조도 

가능하다.

(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이다. 지원방식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정률보조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액보조도 가능

하다.

(4)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는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

을 위한 경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

금이며, 지원방식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정률보조가 원칙이나 예외적으

로 정액보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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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상 용어정리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법 제2조제2호)

   예) 예술강사 지원사업(문화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

   예) 예술강사 지원사업(문화부)

      - 국악분야 : 17개 특별시·광역시·도

      -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분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

화부 산하 공공기관)

• 간접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법 제2조제4호)

   예) 자치단체가 예술강사 지원사업(문화부) 예산을 운영단체에 교부하는 경우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법 제2조제5호)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법 제2조제6호)

   예) 예술강사 지원사업(문화부)

      - 국악분야(충북) :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청주지부

      - 국악분야(부산) : (사)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중앙관서의 장: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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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고보조금 집행절차

(자치단체)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제출(§16) - 사업계획 첨부

(중앙관서)
교부통지
및 교부

• 보조사업 검토(§17,19) - 법적합성·적정성·자부담 능
력 등

•필요한 교부조건 첨부 가능(§18)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    행

•사정변경 교부취소(§21) - 천재지변 등 사유시
•용도외 사용금지(§22)
•내용·경비배분 변경(§23, 중앙관서 승인시)
•사업 인계·중단·폐지(§24, 중앙관서 승인시)
•수행상황보고(§25) - 필요시 수행명령 가능(§26)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 법령·교부내용 위반,
허위·부정 교부시 전부(일부) 취소(§30)

사업완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35)
  - 他용도 사용, 양도·교환, 담보제공 불가(승인시 가능)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완료, 폐지, 회계연도 종료시(§27)
  - 소요경비 재원별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정명령 사업수행 적합성 결여시(§29)

(중앙관서) 금액확정
•보조사업 수행여부, 적합성 심사(§28)
  - 증빙자료 검사, 현지조사 등

(중앙관서) 반환명령 •초과액(집행잔액, 이자) 반환명령(§31)

이의신청 통지·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37)

절감액 

사    용

(§31④항)

사용계획 제출
사용 대상·시기·금액 
등

↓

사용명세 제출 사용 후 1개월 이내

↓

사용명세 검토 절감여부, 사용범위 등

(자치단체) 국고반환 •초과액 반환

(중앙관서) 강제징수
•상계처리 가능(§32) - 동종 사무(사업)의 보조금 교부시
•국세징수의 예 준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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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방향

목표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기본
방향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항구적 대응방안 추진

 •보조금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감시·참여하에 추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엄중 처벌

 4대 추진 과제

1.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①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② IT 인프라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 구축

④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체계화 및 교육 강화

2.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강화

①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②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 강화

③ 3년 주기의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④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

3.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제도 개선

②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화

③ 일정규모 이상 보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도입

④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4.  집행점검·정산 등 

   사후관리 개선

① 부처별 보조사업 집행점검 체계 구축 및 보고

②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투명성·효율성 강화

③ 보조사업 정산절차 개선

④ 부기등기 도입 등 사후관리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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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추진과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원인별로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를 초래하

는 부정·부적정 지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①    우선 부정수급 조사, 대책 수립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방지 ‘인

프라’ 확충

●    부처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금 운영·관리, 부정수

급 대책 수립·추진을 총괄

    *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각부처 1급, 보조금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로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

금 정보를 관리·공개

●    부정수급 신고 인프라로서 권익위에 보조금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1억원 → 2억원) 이외에 신고 보상금제 도입(20억원 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금·보상금 지급, 기관포상금 제도 도입 등 추진

●    부처별로 상이한 보조금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보조사업 담당자,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조금 매뉴얼 작성 추진

 ②    재정누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하여 일반 예산심의 절차에 주로 의존하는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등을 대폭 강화

●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효과성, 정책성을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

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각 부처가 보조사업 적격성 검토 → 기획재정부에 제출

●      ’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에 3년 기한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를 통해 

존속여부를 심사, 또한, 보조사업 평가기준에 부정수급 대책의 적절성 여부도 추가

●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상시적·체계적인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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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사업자·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를 적극 개선

  ●      부정수급 가능성, 역량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보조사

업자 선정제도를 개선*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절차 마련, 공모사업 확대 등

  ●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자의  이력,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      보조사업 집행·회계처리의 부정·오류 방지,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요 보

조사업자*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 연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2년마다 회계감사 실시

  ●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하여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5배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보조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국가조달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도

를 추진

     *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급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부정수급을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히 금지

 ④ ‘집행점검 상시화·체계화’, ‘정산 표준화’ 등 사후관리 강화

  ●      각 부처별로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결과 보고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출연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경쟁입찰 확대 등 추진

  ●      보조사업 정산체계 개선을 위하여 표준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3억원 이상의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정산 의무화

  ●      보조시설의 매매 등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승인 없

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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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7년도 예산개요

Ⅰ  

2017년 예산 모습

1. 기본방향

1)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 부여

•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

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2)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

•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3)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

합으로 재정낭비 소지 제거 

•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 ’16.10월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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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

기본

방향

투자

중점

재정

개혁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

• 일자리 투자확대 및 효율화

• 청년일자리 확대 및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 안정

재정효율성 제고

경제활력 회복

국민 안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참고 2017년 예산의 틀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  문화융성을 적극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가정양

립 등 저출산 극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  재량지출 구조조정

•  유사·중복 통폐합

•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  미국방·안보, 재난대응과 

    치안강화

• 국민생활환경 개선

• 「 재정건전화법」 시행

•  채무 및 수지준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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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총량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조성

1) 총수입은 414.3조원 (+5.9% 증가)

 •       국세수입은 민간소비 증가 등 내수중심의 경기회복세와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 경제

활동 실적 개선 등으로 8.7% 증가

 •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2.6%) 등으로 2.2% 증가

2) 총지출은 400.5조원 (+3.7% 증가)

 •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총지

출 증가율은 3.7%로 ’16년 2.9% 대비 +0.8%p) 

2017년 재정운용 모습

(조원, %)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

■ 총수입 391.2 414.3 23.0 5.9

 예 산 250.1 268.7 18.5 7.4

        (국세수입) 222.9 242.3 19.3 8.7

 기 금 141.1 145.6 4.5 3.2

■ 총지출 386.4 400.5 14.1 3.7

 예 산 263.9 274.7 10.7 4.1

 기 금 122.5 125.9 3.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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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추경)

’17 ’18 ’19 ’20’16
(추경)

(GDP대비, %) (GDP대비, %)(’15~’19 계획)

(’15~’19 계획)

(’16~’20 계획) (’16~’20 계획)

’17

▵2.0▵2.3

▵1.4

▵0.9

▵2.4

▵1.4
▵1.2

39.4

40.4

40.8

40.5

41.1
41.0

40.1

40.7
40.6▵1.0

▵1.7

’18 ’19 ’20

3)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중기계획보다 개선

 •     (재정수지) ’17년 △1.7%로, ’15~’19계획(△2.0%) 보다 0.3%p 개선

 •       (국가채무비율) ’17년 40.4% 수준으로 전망되며 ’15~’19계획(41.0%)보다 0.6%p 개선

   -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개선

(조원, %)

’16예산
(A)

’17예산 증감

’15~’19계획 국회 확정(B) (B-A)

■ 재정수지 △36.9 △33.1 △28.3 8.6

   (GDP 대비 %) (△2.3)1」 (△2.0) (△1.7) (0.6%p)

■ 국가채무 644.9 692.9 682.4 37.4

   (GDP 대비 %) (40.1)1」 (41.0) (40.4) (0.3%p)

    1」 추경기준으로는 재정수지 GDP대비 △2.4%, 국가채무 GDP대비 39.3% 

4)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유지 전망

 •        재정준칙 도입,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중장기 재정위

험에 선제적 대응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

재정수지 : 단계적 회복 국가채무 : 40% 수준에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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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사회분야는 저출산 극복 및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주로 지원

  (조원)

구    분 ’16년(A) ’17년(B)
증감

(B-A) %

◆ 총지출 386.4 400.5 14.1 3.7

1. 보건·복지·고용 123.4 129.5 6.1 4.9

 ※ 일자리 15.8 17.1 1.2 7.9

2. 교 육 53.2 57.4 4.2 7.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6.9 5.6 13.7

3. 문화·체육·관광 6.6 6.9 0.3 4.0

4. 환 경 6.9 6.9 0.1 0.8

5. R&D 19.1 19.5 0.4 1.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6.0 △0.2 △1.5

7. sOc 23.7 22.1 △1.6 △6.6

8. 농림·수산·식품 19.4 19.6 0.2 1.2

9. 국 방 38.8 40.3 1.5 4.0

10. 외교·통일 4.7 4.6 △0.1 △2.4

11. 공공질서·안전 17.5 18.1 0.6 3.7

12. 일반·지방행정 59.5 63.3 3.8 6.4

 ※ 지방교부세 36.1 40.7 4.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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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투자의 중점

• 12대분야 대비 최고수준 투자

•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노인 등 맞춤형 지원

• 고용복지+센터 확충

•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 국가전략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  제조업 3.0, 농수산업, 新보건의료, 에

너지신산업 

• ICT·문화올림픽

• 관광·스포츠·문화 고부가가치화

• 수출다변화 및 기업해외진출 지원

• 수출바우처 도입

• 창업→성장→글로벌화→재창업

• 교통인프라 및 산업기반 시설 확충

• 지방재정 대폭 확충

•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양립 

단계별 지원

• 아동·학생, 중장년, 어르신

•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 국민기초건강 증진

• 핵심전력 투자

• 장병생활여건 개선

•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배출가스·석면제거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

민생 

안정

미래 

성장 

동력

국민 

안심 

사회

1. 일자리 투자확대·효율화

1. 수출 역량 제고

1. 저출산 극복

2. 청년 일자리 확대

2.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3.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3. 지역경제 활성화

3.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4. 고용서비스 확대개편

1.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1.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2. 문화융성

2.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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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재정지원 방향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청년 취업 지원 
(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 

21만개 24만개

일학습병행 기업수 6,300개 ⇨ 10,000개

고용복지+센터 70개 100개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중소) 20만원/월  (중소) 30만원/월

•일자리예산 전년대비 7.9% 증가

•일자리 사업 효율화 노력 병행

- 성과미흡 사업 폐지·축소

- 고용자려금, 창업지원사업 통합

■  고용복지+센터 확대 및 취업지원     

    전담인력 확충

■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 구축

• 유망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기반 확충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 일가정양립 지원확대

• 사회맞춤형학과 투자확대
•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 노인일자리 확대
•임금피크제 지원

•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
• 대학창업펀드 신설

• 장애인 취성패 신설
• 직업훈련·근무환경 개선

• 취성패 등 청년취업 지원 
대폭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도입

• 정규직전환 지원금 확대

청년선호 일자리

여성

취업역량 제고

노인·중장년

창업지원

장애인

창업지원

비정규직

일자리 투자확대·효율화

고용서비스 확대개편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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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재정지원 방향

문화산업 육성 및 향유기회 확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주력산업고도화 + 미래성장산업

지역전략산업

미
래
성
장
동
력
산
업

•혁신적 국가전략기술 확보

■  관광스포츠문화의 고부가가치화

■  문화·ICT올림픽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제조업 3.0

•농수산업 6차산업화

•新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

문
화
융
성

•지역맞춤형 전략산업 육성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스마트공장 보급 1,245개 1,750개

스마트팜 면적 2,235ha

⇨
4,000ha

문화산업 매출규모 105조원 111조원

국가전략프로젝트 - 9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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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 재정지원 방향

창 업 성장·글로벌화

재창업

sOc 맞춤형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수
출
역
량
제
고

지
역
경
제
활
성
화

■  신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

■  유망수출기업 발굴 육성

■  수출바우처 신규 도입 수출지원 스마트앱 제작

■ 지역관심 SOC신규 추진

■ ’17년 준공·신규소요 적기추진

■  지역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지방교부세(’08년 이후 최고증가
율)및 포괄보조금 대폭 확대

■  창업성공패키지 신규도입

■  프로그램 확대

■ R&D융자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  우수재기 기업인 대상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

중
소
기
업 

성
장
사
다
리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TIPs프로그램 선발 60팀 90팀

R&D바우처 지원 0.4조원 ⇨ 0.7조원

철도 연장 4,254km 4,375km

지방교부세 36.1조원 4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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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 재정지원 방향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금연, 정신건강 등 국민 기초건강 증진

저
출
산 

극
복

■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

- 신혼부부 정년 행복주택 확대

-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  난임시술비 지원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충

일·가정양립보 육

결 혼 임신·출산

■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인상

■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아이돌봄 종일제 지원연령 상향

■ (아동학생)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비 경감

■ (중장년) 의료·주거비 부담완화 및 평생교육 확대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돌봄 강화

■ (저소득) 개별급여 인상

■ (장애인) 거주 및 활동지원 확대

■ (농어민) 소득·경영안정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행복주택 3.8만호 4.8만호

난임지원 대상 평균소득 150% 미만 전계층

한부모가정 양육비
만 12세 미만 
월 10만원 ⇨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

중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단독) 3억한도, 80% 
(공동) 6억한도, 80%

(단독) 4억한도, 90% 
(공동) 8억한도, 90%

행정복지센터 700개 2,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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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치안·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재정지원 방향

 

국민안전 맞춤형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병영환경 개선핵심전력 강화

■ 치안 및 재난 현장대응 능력 강화

■ 테러 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  미세먼지, 배출가스, 석면 등 위해 

환경요인에 대응

■ 국민생활편의 제고

■  병 봉급2배인상 완료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배치, 캠프형 

인성함양프로그램 대상자확대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한국형 전투

기(보라매) 사업 본격추진

■  차세대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

스함 등 첨단전력 대폭 보강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 ’17년에 달라지는 모습

’16년 ’17년

병 봉급 인상(상병) 17.8만원

⇨

19.5만원

전기차 0.8만대 1.5만대

화상공증제도 - 신규도입



첨부

179

Ⅲ  

재정개혁 추진

1. 지출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인 제거

1) 재량지출 구조조정

■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

    * 성과미흡, 유사·중복, 여건변화 등 감안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

에 재투자

    *      (국토부 사례) 고속도로 건설(1.4→1.3조원)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자율주

행차 등 R&D투자 확대(6,933→7,319억원)

■    구조조정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경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2) 유사·중복 통폐합

■ ’15·’16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 기달성 

■      ’17년 예산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4→159개) 추가 통폐합

        *      (주요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

업사관학교)가 유사사업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 일원화

3) 재정사업평가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 이상 보

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구조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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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1) 재정준칙 도입

■ (재정준칙)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을 구체화

   * (채무준칙) GDP 대비 45% 이내로 국가채무 관리 

   (수지준칙) 3%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관리

■      (Pay-go제도)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

도록 의무화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시기·방식 등을 통일하여 중장기 재정수지를 객관적으로 추계

하고,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

  •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간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흐름 특

성에 맞는 전략적 자산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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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경제활력·국민안심

기본 

방향

 ■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

 ■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재원

배분

중점

•청년 일자리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방 핵심전력 투자

• 양극화 완화 및 

일하는 복지 지원

•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유망기업 지원

• 테러대비 등 

치안서비스 확충

• 저출산 극복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 환경위해 및  

재난 대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4대 핵심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효율적 재정운용

①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② 신규사업 관리 강화              ⑦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③ 의무지출 적정소요 추계        ⑧ 대규모사업 관리시스템 연계

④ 보조사업 전면 점검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⑤ 성과중심 재정사업 재편        ⑩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첨부2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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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 지속

•세계경제는 미국ㆍ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미국은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개선 예상

  -      유로존ㆍ일본은 내수회복세 둔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경제 

구조전환에 따라 완만한 감속 성장 예상

  -      기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

로 회복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추세,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유럽 정치리

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

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세계경제 회복, 新산업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

•다만,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기업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7.3월)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2 3.1 3.4 3.6

  - 미국 2.6 1.6 2.3 2.5

  - 유로 2.0 1.7 1.6 1.6

  - 일본 1.2 1.0 0.8 0.5

  - 중국 6.9 6.7 6.5 6.0

  - 신흥국 4.1 4.1 4.5 4.8

  - 한국 2.6 2.6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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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향후 세입여건

을 제약할 가능성

•최근 세수증가는 기업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다만, 대외 위험요인,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은 향후 안정적 세입 확보의 제약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출여건)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구·산업

구조 변화 등 미래대비 재정소요가 증가

• 의무지출 증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확대로 재정운용

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

는 지속 증가

■     (수지ㆍ채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

정효율화 노력 필요

•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매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반복

• 위기 극복,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

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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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1)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균형 있

는 성장 지원

2)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투자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 환경 위해 및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3)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 보조·출연·융자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 없

는 재정운용 도모

 • 4대 연금 장기재정추계, 채무·수지 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

반 조성

    ⇨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선제적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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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배분의 중점

1)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

용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 완화

 • 직장어린이집, 결혼·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도

모

2)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 투자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확대 등을 통해 

수출역량 제고

 • 바이오신약,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

원 강화

3)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

 •  북핵 등 비대칭 위

 •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

한 재난대비 강화

   ⇨      특히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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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운용 전략

■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신규사업 관리, 의무지출 점검, 성과중심 사업 재편 등 재정운용전략 활용

방안1  유사중복 및 의무지출 철저한 관리로 효율성 제고 

① 유사중복 사전 차단 등 신규사업 관리 강화

 •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② 의무지출 적정 소요 점검

 •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신규사업

은 중장기(10년) 재정소요 점검

방안2 수요자 및 성과중심 사업재편으로 효과성 제고

③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 편성

  •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수혜

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

     * 시범사업 효과,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확산 추진

④ 주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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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3 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누수 방지

⑤ 보조사업 전면 점검

 •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 (’17년 연장평가 미대상 보조

사업)을 실시

   * 각 부처는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하여 요구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 시 인센티브 제공 등

⑦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 사업별로 복잡·다양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지침 마련

⑧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

   * (현행)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개선) 사업규모별 15~20% 차등화

방안4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 강화

    *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⑩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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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예산

(A)

2018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6

결산

2017예산

(A)

2018

요구(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6
결산

2017예산
(A)

2018
요구(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16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17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첨부3 2018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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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7  예  산 2018  요   구

증 감
(B-A)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단위 : 천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17  예  산 2018  요   구

증 감
(B-A)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세입각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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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예산
(A)

2018
요구(B)

증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요구(B)

증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요구(B)

증감

(B-A)
비고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7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6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6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비고’ 란에는 세부사업 단위로 3가지중 하나(신규, 완료, 계속)를 기재

     * 완료는 ’17년에 완료되는 사업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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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1]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분야·부문)

소관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요구(B)

증 감
(B-A)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세목 (%)

합        계

【○○회계】
(단위 : 천원, $)

분야·부문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요구(B)

증 감
(B-A)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세목 (%)

합        계

 [작성요령]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17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금액을 기입

 3) ’16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16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4)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관련 사항도 반드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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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세입명 (회계명) 

※ 예시 : 1. 토지대여료 (일반회계)

※ 목별로 작성, ’17년 예산기준 10억원 미만은 작성 제외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6예

산
2017예

산
(A)

2018예산안
증감

(B-A)부처안 검토안
(B)

%

 ㅇ 

■ 세입개요 

  ㅇ 세입 내용   ※ 수입의 출처, 부과기준(율), 납기일정 등 설명

  ㅇ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기술 

■ 세입실적

  ㅇ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세입명

 (전년대비
증가율)

  ※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율,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증가율

  ※ 연도별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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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12 ’13 ’14 ’15 ’16
’17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세입명

 (전년대비
증가율)

※ 실적부진 혹은 초과 사유 기술

※ 예산요구시점에 ’17년 상반기 실적을 집계할 수 없을 경우 예상실적 기술

■ 부처요구

  ㅇ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요 구 산 출 근 거

’17예산
(예시) ’15결산 × (1+’09~’14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18년
(예시) ’16결산 × (1+’10～’15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19년 물량 × 단가 표시

’20년 물량 × 단가 표시

’21년 물량 × 단가 표시

※       ’17년 예산은 현재 산출근거를, ’18년 이후 예산은 요구내용에 따른 산출근거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작성하되, ’17년 예산 대비 ’18년 이후 산출근거 변경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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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향후 예산에 미치는 특이한 사항위

주로 기재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수입증대 관련 자체 성과목표 수립,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수입전망의 근거, 연체

채권 회수 전문기관 위탁관리방안,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계

획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18예산 •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19년 •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년 •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1년 •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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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17예산
(A)
요구

’18예산안 증감

(B-A)검토(B) %

1. 프로그램 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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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기술

      - 기금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총괄표 내역에는 포함

  ※ ’17년 예산은 국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1-1. △△△사업(의무/재량, 신규/계속, 융합예산, 정보화 여부)

  

  ※ 세부사업 넘버링은 [양식 4]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세부사업명을 기입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다부처 수행사업의 경우 ‘융합예산’, 정보화사업인 경우, ‘정보화’라고 표기

  ※ 예산사업만 작성(기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 의무/재량은 디브레인에 입력된 기준으로 작성

< ○○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안
증감

(B-A)요구 검토(B) %

 ㅇ 사업명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17예산은 국회확정 기준으로 기재하고 ’18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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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6) ’yy~’yy → (’17)’yy~’yy)*

총사업비*     억원(국고  억원)   * ’17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건축)     억원(국고  억원)   * ’17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장비)     억원(국고  억원)   * ’17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연구비 등)     억원(국고  억원)   * ’17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  건물(경기 의정부, 연면적 ㎡), 장비(OO종 OO개)

지원조건***  출연(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매칭), 보조(지속지원, 감축, 폐지)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간접비****  (’17) 00백만원 (00%) → (’18) 00백만원 (00%)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16) oo → (’17)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 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7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지원, 감축, 폐지 여부 기재

**** ’17년 예산 및 ’18년 요구 기준 간접비 예산 기재, 괄호안에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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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예산 사업의 경우 작성

(억원)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부 

타부처 소계

○○부 

△△부 

 □ 

  ㅇ 

   ※ 추진경위, 부처간 업무분담 등 적시

2. ’18년 요구내용 (※ 부처 작성 사항)

 

1)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18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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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 △△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7년 대비   % 증액 요구

  • 산출내역 :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

                      (--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17년) 지자체보조 50% → (’18 요구) 70%

   * 사업확대 : (’17년) 5개 시도 10개소  → (’18 요구) 7개 시도 14개소

※ ’17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8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반드시 작성)

구   분 ’17예산 ’18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8개시도까지 확대

 • ㅇㅇ내역사업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8년 미요구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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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필요성
  ㅇ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 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

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 보조사업 점검결과 (지속 지원, 감축, 폐지 여부 명기) 

      (※ 보조사업의 경우 작성)

  ㅇ 

   ※    보조사업 연장평가·자체 점검 결과를 반영·점검하여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하여 기재, (양식9) 보조사업 자체진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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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세부 내역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감
(B-A)요구 검토(B) %

• 사업명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
×70%)

(0개×0백만
×70%)

(0개×0백만
×5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
×70%)

(0개×0백만
×70%)

(0개×0백만
×40%)

  ■ ㅇㅇ 내역사업
   (산출근거)

(0개×0백만
×70%)

(0개×0백만
×70%)

(0개×0백만
×30%)

• 비목(합계)

•비목(비목번호)

 ㅇ
  

 ※

 물량, 단가, 보조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



국가재정의 이해

2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7~’21) (※ 1page 이내로 작성 )

 1)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7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 기 확정예산 산출근거

’18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 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는 공란 처리



첨부

203

4-2. 중장기재정 소요전망(’18~’27)  

������(※�신규�의무지출�사업의�경우에만�1page�이내로�작성�)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 10년간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기재

■ 중장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7~’26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8 ※ 요구안 산출근거 ※ 검토안 산출근거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연평균

증가율

(%)

    *    산출근거는 주요 전제(인구, 출산·사망증가율 등 거시지표, 가구원수 비중, 조정계수 

등), 단가, 대상,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에서 작성시 요구만 작성하고 검토는 공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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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17년
(A)

’18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8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17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작성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은 「2017년 사전협의 및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17.4월 

배포 예정)」을 참조하여 작성

 *    일자리사업고용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등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일자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출)

 **    재정지출고용효과: 예산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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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예산 반영 추이

(억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

 

※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연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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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4년
(     ) (     ) (     ) (     ) (     ) (     ) (     )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필수 작성사항)

(만원)

’16예산 ’17 예 산 집 행(’17.4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국회증감은 증감액(변동분)으로 표시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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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내역 작성시 변경된 내용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단가, 물량위주

로 간략히 표시 (지원단가, 보조율, 사업기간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표시)

ㅇ 집행현황

  ※ ’17. 4월까지 집행율 40% 미만인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를 적시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    당해사항 중 국회, 감사원 지적사항 등은 <참고2> 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사

업관리시스템)에 입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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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 작성)

  ※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추진상황,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 차 변경 yyyy yyyy yyyy

(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8예산안 요구 yyyy yyyy

 

※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낙찰차액은 변경사유 및 내역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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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차별 투자계획

※ 경상비 성격 사업 등 연례적 추진사업을 제외한 총규모가 있는 모든 사업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6

까지

’17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8 ’19 ’20 ’21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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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위사업의 성과  (※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ㅇ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

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

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

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
성
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실적 - - - - -

달
성
도

- - - - -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에서 해당 세부사업을 포괄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작성하고 

’17년도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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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

업만 작성)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Ⅴ)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 / 부동의(   )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7.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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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    【양식 4】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

로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주요사업이 작성 대상

  (2)      지역발전특별회계, 성인지예산 사업의 경우 작성양식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으로 

본 양식과는 별개로 작성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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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양식 >

■ 프로그램 : 「한글」

■ 용지종류 : A4(종)

■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5, 머리·꼬리말 10

■ 글     꼴 : 휴먼명조체

■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다부처 수행 융합예산 사업, 보조사업 점검결과 및 신규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해당 

사항 작성

(4)      법 개정 등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체전의 사업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

별히 주의 필요(이체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예)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반영 추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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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과목구조개편)은 ’17년 5월

중 실시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

(6)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

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7)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4. 참고자료(예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

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