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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시 배경에 한 이해와 제도 맥락에 한 체계 인 내용분석에 기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 최근 OECD 국가를 심으로 개되고 있는 결과지향

산개 에 한 당 성과 이론 근거를 검토하 다. 둘째, 재 결과지향 산개 을 추진하여 성공

인 평가를 받고 있는 표 인 나라들을 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변화의 방향성 특징(요

소)들을 정리하 다. 셋째, 우리나라 재정이 처했던 시 여건과 이에 응한 산의 운용 제도

흐름을 반성에 기 하여 살펴본 후 한국 산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 다 .

[주제어: 산제도의 변천, 산개 , 결과지향 산제도, 성과주의 산제도]

Ⅰ. 서 론

최근 OECD를 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21세기 무한경쟁시 를 맞이하여 국가경

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산 재정개 을 축으로 정부개 을 단행하고 있다. 결

국 Leonard, Cook and McNeil(1995: 4)의 지 과 같이 오늘날 산 재정개 이 정

부개 에 있어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정부의 산 재정 행들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 재정여건에 한 정확한 진단을 토 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제도의 구축이 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국가 산에 한 지 까지의 연구는 주로 미시 인 측면에서 많이 근하

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산의 편성과 심의에 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 산

편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1996)과 김 림

(1999)은 산결정이론을 용하여 산결정의 통합과정을 분석하 으며, 윤진훈

(2004)은 설문조사를 통해 앙 서 공무원들의 산편성 행태를 규명하 다. 반면

에 산심의에 한 연구(서청원, 1991; 강신택, 1993; 황윤원, 1993; 박종구, 1994; 임

동욱, 1994; 국회사무처, 2005)는 산편성에 비해 상 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연구는 상임 원회나 산결산특별 원회의 회의록과 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산심의상의 결정요인과 성향을 악하는데 주로 한정되어

있다. 결국 1990년 이후 지 까지의 연구경향을 종합해 보면, 산의 편성과 심의

를 심으로 그 과정 내지는 결정요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 공식 주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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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성향이나 행태를 악하는데 주로 을 맞추고 있

다 할 것이다. 이는 분명 ‘재원의 효율 배분’이란 에서 볼 때 나름 로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주지할 사실은, 국가의 정책의지가 산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제하면, 

정부의 정책의지란 그 시 의 재정여건과 별개로 발 되기보다는 한 연 성을

가지고 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보다 더 포 이고 거시 인 에서 산운

용의 기조를 악하고 그에 따른 산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SOC의 확충, 사회복지의 증진, 지

역균형발 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환경개선 통일 련 비용의 증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반면에 2007년 기 조세부담률이

22.2%1)로 세입의 확충을 통한 지출수요의 조달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

수 의 향상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한 요구는 더욱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재정의 건 기조

정착과 재정운 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산개 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지

속 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최근 김 정부와 노무 정부에 의해서 도입･시행되고 있는 결

과지향 산제도들, 컨 성과주의 산제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산성과 지 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은 일단 정

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개 과정에서

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개 은 그 기능 필요성 정치 ･경제 당 성만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제도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우리나라를 포

함한 각국에서 이루어진 산개 의 역사 배경과 제도 맥락에 한 명확한 내

용분석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개 이 자칫 단순한 제도 결과물의

이식에 머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1)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 (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 을 말하

는바, 재정경제부의 ‘2008년 국세 세입 산(안) 장기 국세수입 망’에 한 국정 리핑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조세부담률은 22.2%로 OECD 평균 26.5%(2004년 기 )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조세부담이 높은 신 사회복지정책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부담만큼 복지혜택을 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 업자)의 50% 수 만이 세 을 내고

있고, 따라서 조세부담률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은 상 으로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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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인식을 제로 본 논문은 이하에서 첫째, 최근 OECD 국가를 심으

로 개되고 있는 결과지향 산개 에 한 당 성과 이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련하여 둘째, 재 결과지향 산개 을 추진하여 성공 인 평가를 받고

있는 표 인 나라들을 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변화의 방향성 특징

(요소)들을 정리하여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셋째, 우리나라 재정이 처했던 시

여건과 이에 응한 산의 운용 제도 흐름을 반성에 기 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이론적 논의

1. 새 운 재 운영상  패러다

최근의 재정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컨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로 변되는 시 흐름이 재정운 에 있어 많

은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산제도의 틀과 사고의 환을 필요로

하는바,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윤 진, 2007: 94-98).

<표 1> 재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정운용상의 패러다임 변화

종 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투입(input) 심 성과(performance) 심

유량(flow) 심 유량(flow)․ 량(stock) 심

아날로그(analog) 정보시스템 심 디지털(digital) 정보시스템 심

리자(managers) 심 납세자 주권(taxpayers sovereignty) 심

첫째는 투입 심에서 성과 심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의 가치

를 극 화하기 한 요구로서, 이 때 요하게 두되는 것이 성과주의 산제도이

다. 성과주의 산제도는 투입이 아닌 산출을 심으로 산을 운용하게 되는데, 바

로 그 과정에서 계획재정, 략 배분, 분석기법의 활용, 자율성과 융통성의 확 , 

성과평가에 근거한 책임성 등이 강조된다. 결국 성과 심의 산체계는 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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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 통제보다는 사후 성과평가에

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재정운 상에 있어 ‘투입-통제’ 패러다임에서 ‘성

과-평가’ 패러다임으로의 환을 의미한다. 

둘째는 유량 심에서 유량 량 심으로의 환이다. 이는 주의에서 발

생주의로 정부회계의 환을 의미하는데, 주의에 의한 재정운 은 산의 수입

과 지출이라는 유량이 주요 리 상인 반면, 발생주의 에서는 수익과 비용뿐

아니라 량 개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이 시된다. 이러한 발생주의 방식은

원가개념을 제고시키고, 성과측정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 인 험을

재에 반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 산집행상의 오류도 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아날로그 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과정에서의 산조직 단 들은 분 이고 의사결정 으

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유통이 단 이고 분산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그 로 반 하고 있는 아날로그식 정보시스템은 정보흐름의 시성･정

성･보존성･활용도 등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속한

발 은 기존의 조직단 간 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디

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의 핵심요소는 바로 디지털 정보와 네트워크이다. 디지털 정보

는 자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반복 활용과 무한정 복제를 가능하게 하며, 네트워크

는 시스템간의 통합 연계를 지향하는 동시에 산편성에서 회계결산까지의 모든

재정업무 과정을 논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는 리자 심에서 납세자 주권으로의 환이다. 이는 정부 산의 주인을

납세자인 시민으로 인식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재정민주주의에 한 인식도 과거의 의 개념-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표기 인 국회의 의결에 의해 행한다-에서 진일보하여 재정주권 자체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의 개념으로 확 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은 산과정에

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극 으로 반 하고, 산운용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 후반 이

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산과정에의 감시활동을 활

발하게 개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재정운 의 투명성과 재정정보의

공개 산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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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개혁  념  목표

개 이란 ‘바람직한 변화(preferred change)’,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바(오석홍, 1995: 4), 산개 이란 산

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의 인 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 때 ‘더

나은 다른 하나의 가치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개 의 이라 할 것이다. 이

와 련하여 윤 진(2007: 440-441)은 산개 을 통해 달성해야 할 가치지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이다. 이는 정부기 는 서비스의 총비용을 감하거나 최소화하

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공동구매나 인건비의 최소화 등에

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외부와의 계약이나 리스 등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둘

째는 효율성이다. 즉, 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생산된 서비스)간의 비율을 뜻한다. 

결국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주어진 투입으로부터 산출을 증 시키거나, 주어

진 산출을 생산하기 해서 투입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셋째는 효과성이다. 이

는 산출과 결과간의 계로서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바,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의도했던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를 만족한 수 으로 달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이 경우 Rogers(1990: 15)의 지 과 같이 의도된 정책효과에만 심을 집

시키기보다 의도되지 않은 효과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넷째는 형평성이다. 

이는 비용의 부담자와 효과의 향유자간 분포 분배에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형평성은 흔히 공정성 혹은 사회정의의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는데, 바로 이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공정한 분배기 이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기 은 어떤 합의 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결국 가치 단 역에 속한다 할 것

이다. 다섯째는 투명성이다. 이는 산의 내용이나 성과에 한 정보공개를 의미한

다.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상태에 해서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

부재정에 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정부활동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한 문제가 참여이

다. 참여는 납세자 주권에 바탕을 둔 재정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바, 산

과정에의 국민참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산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선호를 산에 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선호가 산

에 제 로 반 되었는지의 여부를 국민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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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민사회의 보완 참여가 없이는 진정한 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 할

수 없으며, 일반 으로 투명성과 참여는 건 한 산체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바로 이상과 같은 산의 이념이나 규범을 실 하기 한 제도화 작업에 역 을

두고 개되는 것이 결국 산개 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The World 

Bank(1998: 92)는 공공지출과 련된 개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첫째는 재정 자 국가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메카니즘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기 (medium-term) 

이 무엇보다 요하게 견지되어야 하며, 항상 총량 제약조건과 정책결정

기획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총량 제약조건하에서 정당성을 갖고 배

분결정에 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때 투명성과

책임성 련 정보가 배분결정 자원의 이용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되며, 자원배분 산편성에 다년도(multi-year) 이 용된다. 셋째는 산출이나

결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산을 리함에 있어서 각 행정기 의 자율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일 로 총 산편성(lump sum budgeting)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통 품목별 산제도에 있어서 투입에 한 사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성과주의 산제도는 이를 결과에 한 사후 책임성으로 환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3. 결과지향  예산개혁   근거

이상을 볼 때, 최근의 산개 은 결국 재정 자를 감축하려는 리 목 과 정

부부채 정부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정치경제 목 이 융합된 미시 산제도와

거시 산제도의 양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산개 이 거시

목표인 ‘재정건 화’와 미시 목표인 ‘성과’(정부서비스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서비스의 질 등을 포함한 개념)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 인 근을 통해서 개되

고 있는바, 이러한 산개 에 있어서는 주로 성과와 통제간의 정한 균형을 유지

하는데 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산운 상의 패러다임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입에 한 사 통제로부터 사후 성과평가 심으로 환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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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정지출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한 요구로, 그 과정에서 계획재정, 략 배

분, 분석기법의 활용, 자율성과 융통성의 확 , 성과평가에 근거한 책임성 등이 강조

되고 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해 보면 최근 산개 의 기본흐름은 결과지향 산

체계의 확립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여기서는 결과지향 산

개 의 토 를 구축하는데 향을 미친 상황 배경과 이론 근거에 하여 정리

해 보기로 한다. 

먼 , 결과지향 산개 의 상황 배경은 1970년 후반 이후 부각된 성장

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결과지향 산개

은 1970년 말 2차 석유 동을 계기로 서서히 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 

down)로 어들면서 ‘거 정부’에 한 반성과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1980년 의 신보수주의 사조와 1990년 의 신자유주의 물결, 냉 종식 이후

의 자유시장경제체제(시장의 효율성)에 한 믿음,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후기산

업사회2)의 도래로 인해 형성된 국정운 상의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의 기능을 가

은 역으로 제한함과 아울러 기업형 방식에 의한 리를 시하게 하 다

(Commonwealth Secretariat, 1995: 4-5). 이에 향을 받아 결국 국을 비롯한 각 나라

들은 1970년 후반부터 그 동안 비 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산･회계부문에도 경쟁 시장원리의 도입과 더불어

권한 임, 책임 성과 확보 등의 문제가 강조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결과지향 산개 의 이론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째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이다. 이 이론은 그 자체가 주제가 아닌 행정이나 정

치 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연구하기 한 연구방법 내지는 수단인바(장노순, 1991: 

28), 그 기본분석단 는 ‘개인’이며(Baker, 1972: 44), 핵심논거는 모든 사람의 경우 자

기 이익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장노순, 2001: 91). 이러한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결국 개인은 합리 인 효용극 추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2) Woodward(1965: 25)에 의하면 조직 기술구조가 복잡해지고 량생산의 정도가 극에 달할

수록 조직의 통제시스템은 복잡해지면서 리의 이 인간 인 것으로부터 기계 인

것으로 변해가고, 이것이 과학시 로 넘어가면서 통제시스템은 다시 인간 이고 단순화되

어 간다고 하 다.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의 경향을 우리는 Post-Fordism 는 Post-Modernism

이라고 하는바, Post-Fordism은 Blyton and Morris(1991)의 지 과 같이 규제의 완화와 권한의

임, 환경에 한 신속하고 유연한 응으로 변되며, 같은 맥락에서 Post-Modernism도 역

시 규모조직의 해체, 생산기술의 변화, 그에 따른 업무수행 차의 변화 통제 심 리

방식의 변화 등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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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kanen, Tullock, Moe, Ostrom, Bender 등은 료들을 좀 더 엄격하게 자신의 이익만

을 극 화하려는 사람들로 간주한다(나 식, 1999: 10). 즉, 료들은 기구의 규모나

산의 증 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 후생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

로 이와 같은 료들의 산극 화 행동이 독 성격의 정부권력이나 의회의 통

제력 분산 등의 요인들과 어우러져 기 산출의 과잉공 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바(정용덕 외, 1999: 96), Boston, Martin, Pallot, Walsh(1996: 18)는 그러한 정부의 비효

율성을 경쟁체제와 시장 유인체제의 도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둘째는 리주의(Manageralism)와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이다. 

리주의는 민간부문의 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 을 시하고 리자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

을 의미하는데(배용수, 2000: 24), 이 리주의가 내세운 슬로건이 곧 경 자에 의한

리(let the managers manage)와 결과 심 리(managing for results)이다(장노순, 2001: 

96-97). 이후 리주의 사상은 공공선택론, 리인이론3), 거래비용경제학4) 등의

향을 받아 신 리주의(New Manageralism)라는 새로운 형태로 거듭났고, 이러한 지

흐름의 수렴결과가 Aucoin(1990)과 Hood(1991)에 의해 신공공 리론으로 성립되었다. 

Lynn(1998: 236)에 따르면 리주의와 신공공 리론의 사고방식은 결국 노젓기가 아닌

방향제시(steering, not rowing), 과정이 아닌 결과(results, not process), 정치가 아닌 생산

(production, not politics), 권력행사가 아닌 권한 임(empowerment, not power), 갈등이 아

3) 리인이론(Agency Theories)은 젠센(Jensen)과 맥클링(Meckling)에 의해서 1976년에 제기되었

다. 젠센과 맥클링에 따르면 기업과 련된 이해 계자들의 문제는 기업 내의 계약 계에 의

하여 이루어지며, 리인 계는 의사결정권을 정해진 범 내에서 자신을 신하는 다른 사

람에게 의뢰함으로써 형성되는바, 이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과 감시의 불완 성 등으로

도덕 험 무임승차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반 문제 을 극

소화하기 해 리인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리인이론은 정부 료제 내에서

도 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부처나 장 는 조직내부의 리자들을 리인으로 설

정하고, 이를 리더십, 동기부여, 투입･산출기 비 보상체계, 성과 리, 감시제도 등 다양한

에서 다룰 수가 있다. 사실 후술할 선진국의 산개 도 산과정에서 필연 으로 발생

하는 정보의 비 칭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해서 결과 심 리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그 과

정에서 자율과 책임, 유인동기, 성과측정, 사업평가 분석 등을 심으로 논의를 활발하게

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거래비용경제학(Transactions Cost Economics)의 기본단 는 ‘거래’이고, ‘거래비용의 감을

한 거래당사자간 노력’이 기본 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경제학에 있어서는 결국

그 거래 계를 지배하는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때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일 수 있는

지에 연구의 을 맞추게 된다(조석 , 1993: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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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력(collaboration, not conflict)으로 특징져진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비교 성공 으로 수행･정착되어 왔고, 궁극 으로 결과지향

산개 에 향을 주었다 할 것이다. 

Ⅲ.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사례분석

산개 의 새로운 흐름은 일반 으로 1980년 와 1990년 에 걸쳐서 활발하게

개되었다.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1970년 경제불황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에 한 압력을 받기 시작하 고, 그것이 결국 공공부문의

개 을 단행한 계기가 되었으며, 1979년 국의 처 정부가 들어선 후 단행된 정부

부문의 개 이 그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당시 단행된 산개

들은 PPBS나 ZBB 등과 같이 산편성의 방법이나 기법을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

시킨 과거와 기본 으로 구별되는데, 그 기본흐름은 산제도나 운 상에 있어 시

장메카니즘을 도입했다는 이다. 이를 각 나라는 결과지향 산, 총액 산, 사업

리 산, 산출 산 등의 매우 다양한 용어로 구분하 으나, 모두가 분권화와 인센

티 를 강조하는 시장지향 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기업식 산

(entreprenurial budgeting)’이라고 칭할 수 있다(Cothran, 1993). 여기서는 표 인 나라

들을 심으로 산개 사례를 검토한 후, 그 변화의 방향성 특징(요소)을 정리

하도록 한다. 

1. 영  예산개혁

국에서는 1979년 처수상의 집권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사상의 한 사조로서 소

처리즘이 주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진 인 정부개 을 단행하 다. 그리고

그 개 과정에 있어서 국은 신자유주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정부기능을 가

은 역으로 국한시킴과 아울러 민간기업형 리방식의 도입을 강조하 는바, 이

는 평가체제의 강화와 그 평가결과에 의한 리체제의 구축으로 개되었다. 이러

한 국의 정부개 은 무엇보다 기획기능에 가장 우선순 를 두고 있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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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식에서 산출에 한 평가를 시하는 결과 심 리방식으로의 환을 의미

하며, 이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정부지출의 가치(value for review)를

향상시키는데 궁극 인 목 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국의 산개 은 1982년 재무 리개 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FMI)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FMI는 각 부처 산 리자

들로 하여 명확한 행정목표의 설정과 성과측정지표의 극 활용을 강조하 는

데(윤 진, 2007: 444), 그 일환으로 다부처간 산평가(multi-departmental review of 

budgeting)가 시행되고 있다(최 옥, 1997: 192). 바로 이러한 FMI와 다부처간 산평

가를 통하여 국은 궁극 으로 성과측정을 강조하는 산과정을 발 시켜 왔고, 

각 행정부처는 한층 더 략 이고 통합된 계획 평가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더

욱이 FMI는 이후 개 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는 지출통제 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5)이나 운 산한도제(running cost seilings)6) 등과 더불어 특정분야의 업무

에 한 책임성뿐 아니라 산사용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국에 있어 FMI를 비롯한 일련의 산개 은 기존 산제도의 비탄력성을

타 하고 산의 자율성을 확 하는 신, 그 결과에 해서는 성과측정을 통해 책

임성을 부여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산결정은 성과문제 이외에

정치･경제･사회 요인 등 수많은 변수들의 향을 받고 있고, 따라서 성과와 산

과의 직 인 연계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은 1995년 성과 약제

(performance agreements)7)를 도입함으로써 성과 심 산제도를 더욱 공고히 확립시

켜 나가고 있다 할 것이다. 한 국은 1998년부터 발생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

5) 지출통제 산이란 산증액에 한 요구를 방지하고 총체 지출규모를 제한하려는 산총

액목표제도로서 그 운 에 해서는 범 한 재량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6) 운 산한도제란 총운 경비범 내에서 결과산출을 한 자원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우

선순 의 변화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운 산항목(임

, 출장비, 임 료, 사무경비, 용역비, 공공요 , 기타 련 행정비 등)을 통합하여 용을 용

이하게 하기 한 산제도이다. 

7) 성과 약이란 앙 산기 과 앙부처, 앙부처와 하 기 , 기 장과 국･과장, 기 장과

공기업사장,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성과목표, 성과측정과 평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 등의 약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내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하 기 장

과 부서장은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지는 반면, 산집행에 있어서의 재량권(서비

스 생산요소의 배합, 지출시기, 사업과 활동들간 자원배분, 서비스 가의 부과, 성과향상에

따른 감 산의 사용, 회계연도간 이월과 차월 등)을 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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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시범 실시한 후, 이를 1999년도 결산부터는 면 으로 확 ･실시하 다(윤

진, 2007: 444). 특히 2001 회계연도부터는 회계뿐만 아니라 산까지도 발생주의

를 내용으로 하는 자원 산･회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를 채택함으로써

원가에 기 한 산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호주  예산개혁

호주는 1970년 이후 개방화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 성장, 물가상승의 경제

기에 직면하면서 집권 료주의가 낳은 정부실패의 비효율성과 재원낭비를 제

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시장지향 정책 근과 기업 리방식의 도

입을 통한 정부개 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8) 

이러한 호주의 정부개 에 있어 핵심은 무엇보다 1983년 집권한 호크(Robert 

Hawke) 노동당 정부에 의해서 단행된 산개 이었는바, 이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

었다(윤성채, 2001: 7).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더 높은 돈의 가치를 창출하기 해서 유연

한 리와 인센티 를 강조하는 한편, 지출통제를 해서 지출심사 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를 두어 새로운 정책과 그에 따른 산을 검토하게 하고, 기존 로

그램에 해서는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의 성과가 충분치 못할 경우 제거하도록 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용-효과를 높이기 해서 권한을 리자에게 이양하고, 책

임성을 확보하기 해서 로그램 활동의 목표설정과 성과보고를 요구하 다. 그리고

이를 해 호주는 1983년 재정 리개선 로그램(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 FMIP)을 도입하게 된다. 

FMIP는 자원이용을 보다 효율 으로 증진시키기 한 조치로서 모든 정부조직의

운용방향을 기업식 리로 바꾸는 것이었다(Halligan, 1997: 32). 이에 따라 호주는 사업

리 산제도(Program Management and Budgeting: PMB), 주무부처 산제도(portfolio 

budgeting), 3년 산편성제(three-year budget) 이월･차용제도(carryovers and borrowings), 

8) 호주의 정부개 은 경제 조건에의 응이라는 에서 하이에크와 리드만(Hayek and 

Friedman)이 주창하는 신우익의 자유주의, 통화주의 패러다임이 지배 인 향을 미쳤다(장

노순, 2001: 104). 즉, 호주의 정부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그 증

가율도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우익론자들의 논리에 따라 정부부문의 규모를 폭 으

로 축소해야 한다는 작은정부론과 기업가식 정부 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총

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4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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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운 비제도(running costs), 재무 리의 권한 임, 발생주의회계 등을 도입･시행하

다. 이 PMB는 1987년 기존의 사업 산제도(program budget)에 리 인 측면을

강조하기 해 채택된 산제도로서 리자로 하여 결과에 한 비용효과성에

심을 갖도록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은 기 사업구조의 확립, 사업

목 에 한 명확한 언명, 한 성과지표의 결정, 체계 인 사업평가로 구성된다.9) 

한편, 주무부처 산제도는 주무부처장 스스로 매년 산의 일정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뉴질랜드  예산개혁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 은 1984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본격 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나 범 라는 측면에서 볼 때 OECD 국가 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하 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 이고 범

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뉴질랜드는 성과 리체제를 가장 강력히 추진한 나라

하나로 정부개 의 모범 사례-뉴질랜드 모델(New Zealand Model)-로 불리고 있는

바, 개 모델의 핵심 내용은 윤 진 외(1999: 38)의 지 과 같이 분권화를 통해 자

율성을 최 한 부여하되 그에 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해 산출물 는 성과에 의

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뉴질랜드는 정부개 과정에서

무엇보다 재정 리시스템을 개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집 하 고, 이는 4단계

로 진행이 되었다(장노순, 2001: 100). 첫 번째는 장기 국가경 략에 따라 향후

수년간의 정부사업과 활동을 포 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두 번째

는 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과를 심으로 하는 자원 산을 실시하 으며, 세

번째는 정부회계에 있어 기업회계기 을 심으로 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네 번째는 각종 재무보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기업재무제표 수 으로 향상시

켜 나갔다. 

결국 뉴질랜드의 정부개 은 정부부처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 에 하여 민간기

9) 사업 리 산제도의 성패는 사업평가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재 각 부처는 모든 사업에

해 매 3~5년마다 평가작업을 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무부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에

을 맞추어 사업평가계획서를 매년 작성･제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장

노순, 200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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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고, 이는 1988년의 ‘국가부문법(State Sector Act)'과

1989년의 ’재정법(Public Finabce Act)'의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이 재정법을 보면

장 이 제시하는 부처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한 수단에 한 사무차 의 결정

에 한 승인서에 근거해 재정성과10)가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재정 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윤성채, 2001: 6).11) 한 동법에서는 종래의 사업 산제도

(program budgeting)에서 산출 산제도(output budgeting)로의 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산출 산제도는 투입물보다 구체 인 산출물에 한 통제․ 리에 을 두고, 

각 부처 산출물별로 그 소요비용을 계상하되 산출물 단 별로 직 비용과 간 비용

을 구분하 으며, 이를 다시 각각 인건비․운 비․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내역을 세

분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출 주의 산배정을 하여 1994~95 회계연도

부터는 산에도 발생주의 기 을 용하기 시작했는바, 발생주의회계는 산출물 생

산의 완 한 비용에 한 정확한 악과 기존 구조물의 보수․유지 리비용을 합

리 으로 반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계식․문형표, 1995: 107). 뿐만 아이라 뉴질랜

드는 산을 포함한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 으로 제고하기 해서

1994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을 제정하 는데, 동법은 정부의 재정상

태에 한 진실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기 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정

책임법은 정부의 재정목표와 그 실 방법에 해 매년 공표하고, 6개월마다 경제

재정 상태에 한 최신 자료를 향후 3년간의 측과 함께 공개하고, 재정 비용

과 이익이 명확한 항목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 다. 

10) 재정법에서는 정부부처의 재정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산출물(outputs)과 성과(outcomes)

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출물은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부처나 기타 기 으로

부터 구입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뜻하며, 성과는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 향이나

효과를 말한다(장노순, 2001: 101). 이와 같이 재정성과를 산출물과 성과로 구분한 목 은 각

부처의 리자인 사무차 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과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구분하여 그

책임 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Boston, J., Martin, J., Pallot, J., & Walsh, P., 1996: 263-264). 즉, 

사무차 은 산출물의 질 수 과 수량 시성에 해서만 책임을 질뿐이고, 반면에 사

회 향으로 규정되는 성과는 산출물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구증가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으로부터 그만

큼 자유롭게 된다. 

11) 참고로 장 과 사무차 은 매년 부처의 산출물에 한 성과계약서(1993년부터는 구매계약

서로 바 었음)를 공식 으로 체결하여 산운 의 융통성과 분권을 최 한 보장하면서 성

과측정을 통한 책임경 원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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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예산개혁

미국의 산개 은 1980년 반 이후 만성 재정 자를 해결하는데 을 두

고 매우 진 으로 진행되었고, 1990년 에 들어서 성과를 산에 연계하기 한

산개 이 시도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유럽 선진국 정부개 의 향을

받은 Osborne과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에 기인한다 할 것인바, 

이 정부재창론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성과평가 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 구성과 ‘정부성과 결과에 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제정으로 나타났고, 이후 미국의 산개 은 NPR과 GPRA에 의해서 주

도되었다. 

우선 NPR은 성과측정과 결과를 산에 연계하기 해 리책임을 투입에서 결과

로 환하고, 권한은 최고책임자에서 계선 리자에게 이 시켰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배종득, 2001: 257-261).12) 첫째는 목표를 명확

히 하고, 결과물에 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NPR이 제시한 개 방안

들을 성과목표 정책틀과 연계시키고, 이에 맞추어 사업이 기획되고, 산이 편성

되며, 유사 사업들이 통합되도록 하 다. 둘째는 연방회계기 의 확립, 재무 리목

표의 명료화, 산․재정․사업에 련된 정보체계의 통합화, 고 재무정보법의 극

활용 등 재무행정기반구조를 강화하도록 하 다. 셋째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산비목의 폐지․통합, 주어진 산범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원에 한 상․

하한선 폐지, 리자(국․실장 과장)의 융통성 부여 등 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

하도록 하 다. 넷째는 행정업무의 민간이양( 리, 정산시스템 리 등), 신기

의 창설, 재무 련 규제의 폭 완화, 재무 련 보고서류의 간소화, 장기 내구시

설에 한 투자․사용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성공 행을 수용하도록 하

다. 다섯째는 다년도 산과 정보를 집 으로 사용하는 산을 통해 산 차를

효과 으로 개선하도록 하 다. 

GPRA는 정부가 운 하는 로그램의 목표설정과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률인바(윤성채, 2001: 5), 미국 연방기 이 달성하

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을 구체 이고 계량 으로 정하여 실제 달성된 결과를 측정․비

12) 참고로 NPR은 1998년에 명칭을 NPRG(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바

꾸면서 성과측정의 사용과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구축에 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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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 측정결과 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는 그 원인

과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에 반 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해 리 산처(OMB)로 하여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범정부 인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산편성에 반 하도록 하 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련하여 GPRA에서는 ① 각 기 의 구체 ․객 ․계량 인 성

과목표가 설정된 략계획(strategic plan)과 연간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 성

과 정, ② 연방기 의 연간성과측정보고서(annual program performance reports), ③ 

리자에 한 책무성과 자율성의 강화 등에 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6년 연방재정 리개선법(Federal 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행정기 의 재정 리체계가 표 화된 회계원칙을 따르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재정 리에 한 자료가 성과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으

며, 1999년에는 GASB Statment No. 34를 공포해 주 지방정부에서 범정부 인 수

의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윤 진, 2007: 446-447). 이는 장단기의

자산과 부채가 체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진  예산개혁  경향  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 산개 의 기본 흐름은 한편으로 조직 운

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 해 주고, 다른 한편 그 운 결과에 한 책임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 각 나라는 “기업형-고객 심형-미

시 리 심형” 산개 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가리켜 결과 심 산제도

(budget for results)라고 칭한다. 

특히 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은 결과 심 리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결과

지향 산개 을 강도 높게 추진한 표 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컨 국

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자 재무 리개 (FMI)을 도입하 으며, 호주는 료주의가 낳은 정부실패의 비효율

성과 재원낭비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하여 재무 리개선 로그램

(FMIP)을 구체화시켜 왔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하여

산출 산제도와 발생주의회계 등을 면 으로 도입․실시하 고, 미국도 역시 정부

재창조의 신념하에 국가성과평가 원회(NPR)를 심으로 결과 심 산개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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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선진국의 결과지향 산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진국의 결과지향 산개 내용(요소)

구 분 국 호 주 뉴질랜드 미 국

지출총액통제 *** *** *** ***

성과 약제 *** ** *** *

산출 산제 사업 리 산 **

이윤공유 산

(이월융통성)
*** *** **

다년도 산 ** ** ** **

발생주의회계 ** ** *** **

운 산제 ** *** * **

주: * 제한 용 는 비단계, ** 용, *** 추진강도가 높거나 범 한 용

자료: 나 식(1999: 21)의 재구성

Ⅳ.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이 처했던 시 여건과 이에 응한 산의 운용과

제도 흐름을 반성에 기 하여 살펴본 후, 향후 우리나라 산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제도의 변화를 시기 으로 세

단계, 즉 정부수립부터 장면정부까지, 5･16부터 노태우정부까지, 김 삼정부부터 노

무 정부까지로 구분하 다. 이 1948년 정부수립부터 1960년 까지는 여러 산

제도의 기 가 형성된 시기로 산제도의 조성기라 칭하기로 한다. 그러나 1961년

부터는 박정희 통령으로 상징되는 근 화와 경제개발기의 시작이며, 이 사조가

노태우정권 말기까지 이어지다 이후 세계화･지구화 등의 새로운 시 흐름과 더

불어 퇴색되었다는 제하에 1961년부터 1990년까지를 경제개발을 한 산제도의

확충기로 분류하 다. 그리고 1990년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면서 재의 노무 정부까지는 이 의 산제도를 세계사 조류에 맞게 지속 으

로 개편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서 간주하여 산제도의 조정기로 규정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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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도  : 수립  지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근 산제도를 구축하기 시

작하 는바, 이 때 ․미 사조의 향을 받아 재정민주주의와 행정부제출 산제도

회계검가기 등이 제도화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은 1215년의 헌장(Magna Carta), 1628년의 권리청원, 

1688년의 권리장 (Bill of Rights)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없이 국왕이 과세를 할 수 없

게 하 다. 즉, 자의성이 아닌 합법성에 따른 재정운 을 강조한 조치로서 조세법률

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운 을 국민 는 그들의 표자가 통제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한 국은 명 명 이후 1691년부터 회계검사원을 설치․운 하

을 뿐 아니라, 1706년에는 행정부가 산을 제안하는 반면, 의회는 그에 해 찬

반만을 표시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부제출 산제도를 확립하 다(유훈, 1992: 40-47). 

한편, 미국 역시 국의 향을 받아 1921년 산회계법을 제정함과 더불어 행정부

제출 산제도를 확립하고, 산국과 회계검사원을 설치․운 하기 시작했다(유훈, 

1992: 54-61). 

이상의 조치는 결국 산을 민주 으로 운 하기 한 재정민주주의에 기 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미 모형은 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둔 반

면, 산을 심의․의결하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두었던 것이다. 

이에 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 헌법에 련 사항들을 규정하 다. 즉, 

동법 제90조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해 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산

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정기회 개최 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

다.”는 규정과 제41조 “국회는 산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을 통해 산의 편성

과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산의 심의․의결 권한은 입법부에 귀속시켰다. 뿐만 아니

라 동법 제95조는 입법부의 결산을 돕기 한 심계원 설치에 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1951년 제정된 재정법에 기 해서 1957년부터 1961년 5․

16이 반발하기까지 재정안정계획이 수립되어 운 되었고, 이는 산집행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 다(유훈, 199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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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도  확충 : 5･16  노태우 지

이 당시는 1961년의 5․16 군사구데타를 계기로 군사정권에 의해 지배되었던 시기

로 정치․경제․사회 으로 격동의 시 다. 특히, 1960년 한국의 인구는 2,500만명 정

도 고,  산업별 취업구조도 농어업 주로 1인당 GNP 75달러, 수출 3천만 달러, 수

입 3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시작하 고, 이러한 개발 략의 추진으로 1960년 는 그에 필요한 내․외자

원의 동원이 요한 과제로 두되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1962년도는 산제도

면에서 폭 인 개 이 있었는데, 먼 정부활동에 한 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획제도와 집행실 의 심사․분석 등 성과주의 산

제도의 도입이 한 때 시도되기도 하 다. 그리고 교통․체신․ 매 등 공기업부문에

해서는 기업회계 산제도를 채택하여 경 의 합리화를 기하 을 뿐만 아니라, 재정

자 운용특별회계의 신설과 아울러 각종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비능률 으로 운

되던 경제개발사업의 산도 경제개발특별회계로 통합․운용함으로써 자 지원의 체

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갔다. 

한편, 1970년 는 73년과 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동과 만성 인 이에

한 응으로 성장 못지않게 경제의 안정성도 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었던 기간이

다. 이에 따라 건 재정을 운용하기 한 긴축 산편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제도 으로 이를 뒷받침할 변화가 이루어졌다. 먼 1973년에는 신규사업 주요

사업에 한 사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산을 수반하는 장기계획 수립시

산당국과의 사 의를 제도화하 다. 뿐만 아니라 1977년에는 경제개발특별회계

의 투자계정,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등을 일반회계에 흡수하여 산의 명료성을 높

고, 1979년에는 연동계획인 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실의 산편성지침

과 산편성 작업 그리고 부처의 산요구 작업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하 다. 

그러나 1970년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낭비와 비능률을 야기하 고, 재정 자는 계속 확 되어 갔다. 특히, 1981년 이후는

성장둔화에 따라 세수가 부족하여 재원보 을 한 국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 이르

으며, 이외에도 양곡기 의 한국은행 차입 국민투자기 과 국민주택기 의 채

권발행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자가 확 되어 물가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

다. 바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정부의 건 재정을 확립하기 하여 198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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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당시 두환정부는 획기 인 산개 을 추진하 다. 즉, 기 방식을 활용하

여 경기 국민생활에 직결되지 않은 행정경비는 최 한 억제하는 한편, 신규사업

은 엄격한 우선순 의 용을 통해 긴 한 사업만 시행토록 하 다. 그리고 산편

성의 방식도 종 의 계선에 따른 결제방식에서 산실 과장 이상의 토의를 거쳐

객 인 우선순 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심의회방식으로 바꾸었다. 

결국 5․16 이후 노태우정부까지는 통령과 경제기획원을 심으로 경제개발을

한 산제도가 운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계획과 산을 일치시키기 해 총자

원 산제도13)와 통합 산제도 기재정계획 등을 운 하 을 뿐만 아니라, 새로

운 경제 ․사회 여건에 응할 수 있는 산을 운 하기 해서 각종 특별회계

기 산제도 등을 도입하 다. 

3. 예산 도  : 영삼  노 현 지

우리나라는 1990년 ․ 반을 거치면서 내․외 상황 재정여건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국내 으로는 1995년 본격 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두되고 있었고, 국외 으로는 국의 처수상과 미국 이건 통령의 신

자유주의 사조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의 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의 하로 재원확보가 한계에 착한 반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을 한 재정수요의 확 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 배경 하에 ‘작지만 강한 정부’를 모토로 집권한 김 삼정부는 정부

출범 기부터 조직개편과 행정쇄신 원회를 심으로 한 개 조치들을 단행하

다. 그러나 김 삼정부의 행정개 은 조직개편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작동원리

나 근본이념을 변화시키는 개 이라기보다 큰 틀의 범 내에서 문제 을 수정하는

미시 개선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 정부에 이르러 행

정개 의 범 와 심도가 훨씬 넓고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신공공 리론

13) 정부는 1967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산을 일치시키기 하여 총자원 산제도를 운 하

다. 그러나 총자원 산은 경제기획원에서 그리고 기본 운 계획은 국무총리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편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 다. 즉, 앙 산 담당기 인 산

국의 투자계획에 종속된 계획, ‘선 산, 후계획’의 문제가 있었다(신무섭, 200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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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된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 을 모방하는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일

반 으로 신공공 리론 에서의 행정개 이란 결과지향 산개 으로 주도

된 만큼 김 정부도 산제도의 기본방향을 ‘결과지향형 산을 통한 효율성 제

고, 산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두고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 는바(하연섭, 

2000: 76), 이를 열거하면 산과목체계의 간소화, 계속비 이월제도의 활성화, 

산 약 인센티 제( 산성과 지 제도)의 도입, 기재정제도의 활성화, 일반회계･

특별회계･기 의 통합재정 리, 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단계별 산요구의 의

무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김 정부는 미국의

GPRA를 모델로 하여 성과주의 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 는데, 1999년부터 정부조

직 경 진단을 통한 부처별 성과지표를 개발하 고, 2000년 산편성지침에 성과주

의 산제도 시범사업추진방침의 시달을 통해 그 도입을 본격화시켜 나갔다. 

한편, 노무 정부는 2004년부터 4 재정 신사업을 추진하 는데, 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성과 리제도, 디지털 산･회계시스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등을 포함하고 있다(신무섭, 2007: 200). 우선 참여정부는 재정세제 문 원회를

심으로 2003년 10월에 성과 리제도 도입방안을 의하여 2003년에 교육부, 외무부, 

행자부, 과기부 등 22개 선시행기 을 상으로 성과목표･지표 리제도를 도입하

다. 그리고 2004년에 12개 주요 재정사업에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 고, 그것을

2004년과 2005년 계속 확 해 나갔다(신무섭, 2007: 19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산과

기 을 포함한 5년 단 의 계획으로 장기 시각에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방

향을 정하고, 그 기조 에서 국가재원을 배분하며, 이에 따라 매년 산을 편성하

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사 재원배분제도)는

2006년 9월 국가재정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제도화되었는데, 이 제도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앙 서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

하여 정책과 우선순 에 입각한 략 재원배분을 목 으로 한다(www.mpb.go.kr).14)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은 산･회계･정보의 국면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1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르면, 산과정은 다음과 같다(신무섭, 2007: 200). 첫 번째는 재

정 당국의 사 비와 각 부처의 장기지출 망, 두 번째는 재정 당국의 5개년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의(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국무회의 1차 토론, 세 번째는 각

부처의 산요구, 네 번째는 재정 당국의 산편성(지출한도 검과 국무 원 2차 토론

정부안 확정)이다. 결국 재정 당국이 먼 정책에 따라 재원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정하면, 

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자율 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산을 배정하게 된

다(기획 산처,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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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해 정부는 국제기 에 부합

하는 국가재정범 의 재설정, 성과 심의 로그램 산제도 도입15), 발생주의 복

식부기제도의 도입16),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통합재정정보분석시스템17)의 구

축을 추진하고 있다. 

4. 예산 도  과 개 과

본 장에서는 한국의 재정이 처했던 시 여건과 더불어 그에 응한 산의 운

용과 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수립

이후 산범 가 확 됨에 따라 한 통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확립과 효율

인 재정운 을 해 지속 인 노력을 견주하여 왔다. 특히, 군사정권의 후퇴와 문민

정부의 등장 이래 우리나라는 재정의 능률 운 뿐 아니라 성과와 투명성 제고를

해 결과지향 인 선진 외국제도들을 꾸 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

부의 재정과 산에 한 개 은 형식 인 면에서 일단 정 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산개 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여기서는 우리나라 주요 산개 의 문제 과

함께 그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5) 로그램 산제도는 종래 칸막이 형태의 단 사업(activity)별로 산이 편성되고 리･운

되던 방식에서 동일한 성과목표와 련성이 높은 몇 개의 단 사업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앙정부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도입 정이

다. 

16) 참여정부는 1999년 부터 시범 으로 운 되어 왔던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를 2006년 6월

부터 2007년 말까지 모든 부처를 상으로 시험･운 하고, 2008년부터 본격 으로 시행한다

는 방침이다(문화일보, 2006. 5. 26.)

17) 재 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은 기획 산처의 FIMSys( 산편성 네트워크), 재정경제부

의 Nafis(통합재정 네트워크), 행자부의 LADI(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시스템)과

Lofin(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나뉘어 운 인바, 이를 통합하여 정책환

경에 필요한 정보와 재정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통합재정정보시

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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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 산제도의 변화와 특징

시 기 특 징 주요 제도의 변화

산제도의 조성기

(정부수립∼장면정부)

재정민주주의와

근 산제도의 확립

- 헌법과 재정법의 제정

- 조세법률주의 채택

- 행정부제출 산제도의 도입

산제도의 확충기

(5･16∼노태우정부)

경제개발을 한

산제도의 확립과 개발계획의

집행

- 기업회계 산제도의 도입

- 사 심사제도의 채택

- 기재정계획의 수립

- 기 산제도의 도입

산제도의 조정기

(김 삼정부∼노무 정부)

재정의 능률 운 을 한

거시 산운 의 강조,

성과와 투명성 제고를 한

지속 인 제도 개선

- 계속비 이월제도의 활성화

- 산성과 지 제도( 산 약

인센티 제)의 도입

-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채택

- 성과주의 산제도의 도입

- 디지털 산･회계시스템의 구축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첫째, 우리나라 산의 구조와 운 방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섯 번

째 참조). 컨 산이 재정지출의 산출이나 성과를 심으로 정확하게 표 되지

않고 있으며, 여 히 산은 투입요소의 구성항목과 산출근거에 한 근 통제

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성과동기에 한 동기부여 략기획을 해

하고, 선 산-후사업 행을 부추긴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산심의

행태 역시 성과주의에 의한 평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 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과주의 산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되기

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일단 정부부처 구성원들이 성과

주의 산의 가치와 당 성에 해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성과주

의 산에 한 교육훈련이 으로 필요하며, 더 나아가 성과주의 산을 이해하

는 문가가 기획 산처와 각 부서에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한 성과주의 산제

도는 객 계량지표의 선정이 제되지 않을 경우 형식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실한 성과정보가 불필요한 논쟁과 비 을 야기할 수 있다. 

재 정부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바, 계량지표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되도록 계량지표를 사용하고, 계량지표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비계량지표를 허용해야 한다. 련하여 성과지표는 해당 부처의 자율에 임하기보

다 련 부서와 기획 산처 외부 문가의 의에 의해 설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지표의 설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평가는 책임단 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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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지표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분야에만 용하고, 비계량 지표에 의해 평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외의 분야는 주 성으로 인하여 성과평가정보를 산편성에

반 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긴장과 자극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계량지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둘째, 김 정부로부터 김 삼정부에 이르기까지 도입･확 되어 오고 있는 복식

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한국의 행정사에서 가장 획기 인 개 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하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향

을 기록하고 분류･집계하여 정보화함으로써 거래의 이 성을 회계처리에 반 하게

된다. 즉, 복식부기는 자산･부채･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 성에 따라 차변과

변을 계상함과 아울러 차변의 합계와 변의 합계를 반드시 일치( 차평균의 원리)

시킴으로써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기장방식이다. 이러한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간

연계없이 수입과 지출의 사실만을 기록하는 단식부기에 비해 총량데이터의 작성에

유리하고, 차평균원리와 내부통제기능에 의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제도 하에서는 결산과 회계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증 시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쉽다. 단, 

복식부기는 출납시가 아닌 거래발생 시 을 기 으로 회계를 작성하는 발생주

의에서 주로 채택되는데, 이 경우에도 에 한 정보는 매우 요하기 때문에

정보의 창출을 한 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을 편성하여 세입

과 세출 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산부족과 과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활용할 수 이 되

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련 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공무원

들의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나아가 외부 회계기 에 으로 의

존할 경우 막 한 용역비의 지출이 상되는 만큼 상설 연구기 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성과 지 제도는 선진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표 인 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산집행단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연말에 산을 집

으로 집행하는 비효율 행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

로 김 정부는 시행 첫해 총 4조 3천억원의 산성과를 가져왔고 249억원을 성과

으로 지 했는데, 그 1,218억원이 산 감에 따른 효과이며, 4조 1,868억원이

수입증 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산 약 후 기존 산의 삭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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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로 산 약 제안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당해 연도 약

된 산이 일시 인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항구 인 지출삭감으로 연결된다

면, 집행부서는 당연히 산 감을 한 노력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산 약 후 산삭감이 행해지지 않은 채 기존의 산을 그 로 부여한다면, 그것은

곧 산의 낭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산성과 지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산성과 지 제도는

집행부서의 자발 인 산 감 동기가 결여된 작 의 상황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는바, 제도 자체의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산성과 지 제도로

서 실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성과에 한 명확한

정기 의 설정과 보상제도의 상향조정을 통한 동기유발의 강화 시민이나 고객의

아이디어에 한 보상제도의 활성화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재정 당국이 먼 정책에 따라 재원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정하면, 앙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자율 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구

상하고 산을 편성하는 Top-Down방식의 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산집행의 자

율성과 재정통재라는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 인 측면을 갖

고 있는 반면, 재정 당국의 선심성 산편성과 앙부처의 문성 제고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 인 정착을 해 지출한도에 한 재정 당

국과 정부부처간 공감 의 형성은 무엇보다 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재정 당

국은 총량 재정규율을 수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되, 정부의 우선순 와

사업의 효과에 따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특히, 개별 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해 산출물의 양과 원가를 측

정할 수 있는 객 이고 체계 이며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를 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경상비에

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산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데, 

이 책임 산제도의 실 을 해서는 재와 같은 순환보직을 단하고 문가 료

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총체 인 에서 보면 재 우리나라의 산구조-기 ･장･ ･세항･세

세항･목-는 사업의 평가와 책임의 체계 인 실 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

의 수정을 통해 개별 산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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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책임 심 을 기 으로 한 산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민의 의사를 산에 반 하는 동시에 지역간, 세 별, 남･여간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실 할 수 있는 국민 산제도의 도입도 생각해 직하다. 사실 행정부나

의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 한 산편성을 외면하고 있는 작 의 상황을 감안할 때, 

산의 일정액을 국민의 의사나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렴하여 편성하거나 일정 숫자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심사하여 산을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산제도의 개 은 하나의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재 산제도의 통제능력, 

리능력, 기획능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을 심으로 한 OECD 국가들

에 있어 정부개 의 핵심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이라는 에서 차보다는 결과에 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성과 융통성의 측면에서 고도로 집권화된 료제 구조를 분권화된 리

체제로 체하고 있다는 이다. 결국 이들 국가에 있어서 정부개 의 공통분모는

결과 심 리체제(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로의 환이라 할 것이다. 그리

고 그 일환으로 이들 국가들은 최근 결과지향 산개 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

는바,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문민정부(특히, 김 정부) 이래 그러한 결과

지향 인 선진 외국제도들을 꾸 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제도개 이란 단순히 선진 로그램의 이식이 아

니라 그 개 에 한 역사 ･시 배경에 한 이해와 제도 맥락에 한 구체

인 내용분석에 기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chick(1998: 123-131)의 지 처럼

만약 비정규 이고 비공식 인 재정 행(informality)이 고착화되어 재정자원이 통

합･ 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성과)지향 산제도로의 환은 자칫 ‘통제기

능’의 약화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지향 산제도를 성공 으로 정착시

키기 해서는 재정자원들을 통합 으로 리할 수 있는 재정건 화 재정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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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컨 기 등을 포함한 숨겨진 산지출을 정확히

악하여 재정을 통합･ 리한 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통한 서비스 공 비용의

산출과 더불어 자원총액을 기 으로 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결과지향

산제도를 개 의 목 에 맞게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 Ⅳ-4에서

제시하 듯이 결과지향 산개 에 부합되는 환경 조건-책임 심 을 기 으

로 한 산구조의 개선, 성과평가를 한 객 성과지표의 선정, 산성과 지

제도의 보완(성과에 한 명확한 정기 의 설정 등), 책임 산제도의 도입, 

리정보시스템의 구축, 국민 산제도의 도입 등-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 하자면 정치 목 에 따른 단기 성과에 집착한 결과

지향 산개 은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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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icissitude and Improving 

Measures of Korean Budget System: 

Focusing on the Result-Oriented Budget Reform

      18)   Kim, Yong Man※※

Cho, Sung Taek※※

Some advanced countries led by OECD nations recently carry out governmental renovation centering 

on budget reform in the name of reconside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t the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in the twenty first century.  Its key may be roughly summarized as two: one is that they are 

focusing on result rather than on process in terms of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responsibility; and the 

other is that they replace highly centralized bureaucracy with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autonomy and flexibility.  In short, the common point of governmental renovation in the nations is to 

make a change into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o do this, they have intensely promote a 

result-oriented budget reform.  Since the Civilian Government, especially Kim Dae Jung administration, 

South Korea has constantly introduced the  result-oriented foreign system.

The most important is that, however, systemic reform is not to simply transplant an advanced 

program; it should be transplant on the base of understanding on its historic and periodical backgrounds 

and scientific analysis about its systemic contexts.  From the perception, present study considers as such:

First, it examines the necessity and theoretic bases for the result-oriented budget reform developed 

recently in some OECD nations.

Second, it rearranges the directions and features of the change by analysing the cases of typical nations 

which are regarded as succeeded after promoting the result-oriented budget reform. 

And third, it considers each periodical condition Korean budget had to face with and financial 

measures systems to cope with based on the reflection, and then, suggests improving measures for 

Korean budget system.

【Key Words】vicissitude of budget system, budget reform, result-oriented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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