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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  세계 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 기 발생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된 로벌 융 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재정 험을 래

－이에 해 각국은 재정건 성 강화를 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우리나라도 재정 기 방지를 한 재정 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융 기 극복 기능, 복지재정수요의 

증과 4 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 자 

험에 노출

－국가채무 수 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극  리의 필요성이 두

◦서울시의 경우 재정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  안정 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건 성이 양호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결산기 )의 경우 2004~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년에는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2009년 지방채 발행이 2008년보다 약 75.1% 증가(3조 2,454억 

원)한 것에 기인

∙이 때문에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차 심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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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 규모 세입 증가율

<그림 1> 서울시 세입규모 및 증가율

－한편 세출의 경우 서울시의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최근 

2008~2009년 증가율은 17.2%로 세입 비 세출 증가 상이 두드러지

고 있음

서울시 세출 규모 세출 증가율

<그림 2> 서울시 세출규모 및 증가율

－ 한, 서울시 채무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평균 3~4% 로 증가하

다가 2007~2008년에 35%, 2008~2009년에 74.8% 수 으로 증

∙이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한 채권발행에 기인하는데 2008~2009년

에 2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채무가 속히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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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채 규모 지방채 증가율

<그림 3> 서울시 지방채 규모 및 증가율

◦ 앙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악화 가능성 두

－ 앙정부의 재정효율화  긴축정책에 따라 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

방에 가할 가능성이 존재

－이는 바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  리를 해 재정 칙의 필요성 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 을 건 하게 하기 해 선

제 으로 재정 칙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  리를 기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의 주요 목 은 서울시의 재정 황과 서울시 재정 칙 도입 타당

성을 검토하고 그에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먼 , 서울시의 재정 황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분석

－서울시의 재정 칙 도입 필요성  도입여건 등을 검토

－서울시 재정 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칙 도입에 따른 기 효과

를 제시

◦연구방법으로는 서울통계 자료 수집  앙정부 정책 자료와 재정 칙 

연구자료 조사, 해외 재정 칙 도입 사례분석, 문가 자문회의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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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연구내용

1.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재정 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 인 재

정지표에 하여 구체 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

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

◦재정 칙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법  토 (statutory basis)에 기 한 강제력

－구체 인 수치로 설정된 총량  재정목표

－재정 칙을 수하지 못했을 경우 부여되는 제재조치(sanctions)

<그림 4>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재정 칙 운 의 장

－재정 칙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져 정부의 재정규율 확립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축 등으로 재정건 화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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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을 용하여 이익집단이나 정치 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움

◦재정 칙 운 의 단

－재정 칙은 법 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효과를 거둘 수 없음

－재정지표의 개선효과가 칙을 통해서인지 경제호조에 의해서인지 구

분하기가 어려움

－재정 칙은 경기 응  재정정책의 운용폭을 제한할 수 있음

－재정 칙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의 의심

을 받을 수 있음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 칙을 통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을 수행

◦재정 칙은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낮은 수 의 

인 이션  융여건 개선에 한 기 를 형성

∙이러한 기  하에 장기 인 계획과 투자활동을 확

－ 앙은행 혹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을 지하거나 제한하

여 인 이션 압력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기 하여 거시경제를 안

정화

◦재정 칙은 부채를 감소시키며 재정건 성을 강화

－재정 자가 지속되어 정부부채가 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

부담 확 와 성장 약화에 해 우려

－이는 소비  투자심리를 하시켜 경기 하강 기간에 자동안정화 장치

의 총수요 제고효과를 무력화

－재정 칙 도입 시 부채 련 규칙을 설정하여 부채규모를 감소시키고 재

정 자를 개선하여 재정건 성을 강화

－이러한 재정건 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 강화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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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상보성을 강화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환율정책의 집행에 상호보완  역할을 수행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도 정부의 재정수지 자폭을 제한하여 재정

칙을 통한 재정규율을 강화

◦재정 칙 도입을 통해 정부 간 재정규율 확립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지방정부 혹은 연방 내 주 정부의 잘못

된 재정 행이 앙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차단

∙즉, 부(-)의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

∙이러한 칙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는 상 정부나 연방정

부의 재정부담으로 연결됨

◦재정 칙 도입 시 정부에 한 신뢰성 증가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한 불확실성을 

감소

자료：박형수 외,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5> 재정준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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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준칙의 분류

◦목표 재정변수(target aggregate)에 따른 구분

－재정수지 칙(deficit rules)

∙재정수지 균형 칙, 구조  재정수지균형 칙, 경상수입과 경상지

출의 수지 균형 등의 재정수지 칙(deficit rules)

－정부지출증가율에 제한을 두는 지출 칙(expenditure or spending rules)

－총 정부부채에 제한을 두는 국가채무 혹은 비  칙(debt or reserve 

rules)

∙국내자본  앙은행으로부터 정부차입을 지하는 차입 칙

(borrowing rules)

◦재정 칙의 엄격성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은 정부가 경제환경이나 정치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연성 칙과 경성 칙으로 구분

◦재정 칙의 제정  집행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은 단일 국가의 재정정책에 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고 집

행되는 것이 일반 이나 EU나 IMF 등 외부의 기 에 의해 제정되고 

감시될 수 있음

◦회계기 의 용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은 정부회계의 기 을 발생주의로 할 것이냐 주의로 할 것

이냐에 따라 구분

2. 재정준칙 사례와 중앙정부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1) 해외사례

◦ 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보고 의무 강화 등 재정정책의 수행방법 개선을 

해 ‘재정안정화 칙(Code for Fiscal Stability)’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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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고 측 가능한 재정정책으로 2  재정 칙을 채택 

    ① the Golden Rule : 정부는 공공투자를 해서만 차입 가능

    ②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지속가능 투자 칙)

       : GDP 비 순국가채무 비율을 경기변동을 감안해 안정 으로 유지

(40% 이내)

－운 평가 : 재정 칙 도입 후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

∙GDP 비 국가채무 : 1996년 52.5%에서 2001년 41.1%로 감

∙GDP 비 재정수지 : 1996년 4.2% 자에서 2001년 0.7% 흑자로 

환

◦미국은 재정 자 축소를 해 재정 자상한선에 한 목표를 설정하고 법

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취함

－총지출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로 구분하고 재량지출에 해 미래 5년간 상한선(caps) 설정

∙‘균형 산법’(Balanced Budget Act), PAYGO(pay- as- you-go) 원칙 

도입

－운 평가 : 재정 칙(Budget Enforcement Act) 도입결과는 성공

∙30년 만에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 화에 성공

◦캐나다 매니토바 주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 자를 기록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인 C.C.S.M.c.B5 1조 2(1)항과 1

조 6(1-2)항 등을 도입

－매니토바 주의 재정 칙은 매우 강력한 재정기 을 제시하여 균형 인 

재정정책 실행에 큰 도움을 주어 반 으로 호평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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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 주는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심각한 경기불황에 따른 재

정 기 발생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의 2조~4조,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 등을 도입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를 바탕으로 극

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 균형재정 달성에 큰 도움을 

◦캐나다 뉴 런즈  주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채무가 GDP 수 보다 

많아 계속 자재정을 운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 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1조 2항, 2조 2항 등을 도입

－이 법안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채무 감소  흑자 재정을 달성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  후반 지출과 세입의 증을 경험하여 재

정 칙을 도입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채무와 산에 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법률안 13 

(Proposition 13), 법률안 4(Proposition 4), 법률안 57(Proposition 57), 

법률안 58(Proposition 58) 등을 도입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가량이 감소하고 주 정부의 임의  재정운

을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성공 으로 평가 

◦미국 콜로라도 주는 재정 기의 발생을 사 에 방지하고 재정건 성을 유

지하기 해 균형 산법을 도입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콜로라도 주 헌법 10조 16항, 콜로라도 개정법률 24-75-201.1, 

TABOR (Taxpayers’ Bill of Right) 등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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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균형 산법의 도입으로 재정상 결손이 어들고 지출수 도 낮

아짐

－이러한 칙의 도입으로 콜로라도 주의 경제  자유(세 감소)가 강화

되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 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

을 보임

◦미국 뉴욕 주는 1975년에 심각한 재정 기를 겪고 거의 산상태에 이르

러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재정 칙을 도입

－균형 산, 부채, 조세  지출 제한에 한 재정 칙을 도입

∙뉴욕 주 헌법 12조 2항, 뉴욕 주 헌법 7조 11항, State Finance Law 

5-B조 67항 등을 도입

－Financial Control Board를 통해 균형 산 운 을 실질화하여 뉴욕시의 

재정 자를 해결하고 재정건 성 확보에 큰 도움을 

－그러나 2004년부터는 채무에 한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뉴욕

시의 채무가 다시 증가

2)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 앙정부가 재정건 화와 함께 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히 필요한 상황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시스템 개선을 한 ‘Ten-Ten 략’을 추진

－ 략 1 : 재정지출 10%를 감하는 략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신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 책 마련

－ 략 2 : 재정지출 10  원칙을 수립

∙기획･ 산 요구단계의 지출원칙 : 사  타당성검토의 강화

∙ 산 편성단계 : 략 인 재원의 배분

∙집행･평가단계 : 성과를 제고하는 지출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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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10% 감을 한 노력으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철 히 제거하면서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인센티 제

를 도입

◦단계별로 지출효율화를 한 10  원칙을 도입

－기획･요구 단계 

∙타당성 검증 강화, 재정지원 필요성 검, 사 의 내실화, 총비용 

검토

－편성단계

∙ 략  재원배분, 신규 의무지출에 한 재원 책 의무화(PAYGO 원

칙), 보조사업 일몰제

－집행･평가 단계

∙ 달체계 정비,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비용 감, 성과정보 활용

◦기타 재정건 성 강화를 한 재정 칙 논의

－재정지출 통제에 한 논의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치 설정

∙GDP 비 재정 자 비율 감소

－국가채무 통제에 한 논의

∙재정건 성을 나타내는 GDP 비 국가채무비율 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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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건의

1.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서울시 재정의 세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세입구조에 있어서도 부채의존도

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반면 세출은 2009년에 년보다 17.2%가 증가하여 지출증가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한, 비용 측면에서 경상비용비율이 국 역지자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이러한 세입, 세출, 비용 측면의 내용들은 서울시 재정운 상에 신호로 

나타나고 있음

1)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① 채무구조 분석 지표

◦서울시의 경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잔액규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 미만을 유지하 으나 최근(2009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

반재원에서 지방채의 비 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주민 1인당 채무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② 수지균형 유지 분석 지표

◦서울시의 실질수지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면

서 비교  재정운 이 건 하 음을 보여주었으나 2009년에는 음(-)의 값

을 가지면서 재정 자 상황을 나타냄

◦서울시 경상수지 비율은 2005년 12.08%에서 2009년 13.93%로 증가하여 

일상  경비지출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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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원확충 부채성 분석 지표

◦서울시는 2006년부터 조 씩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재원을 마련하 으

며 2008년까지 지방채 세입비율이 2% 정도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2009년에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확보하여 지방채 

세입비율이 6% 정도로 격하게 증가

④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분석 지표

◦서울시의 경우 투자  경비비율은 2005년 이후 20% 를 유지하며 완만

한 증가세를 보임

◦즉 유지활동을 한 재원지출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개에 사용되

는 재원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활용상 효율성이 증가

⑤ 행정수요 대응 분석 지표

◦서울시의 재정압박지수는 200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 으나 그 후 계

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재정압박지수

가 감소

⑥ 재원사용 경직성 분석 지표

◦서울시의 인건비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 으나 이후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이고, 경상경비비율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번갈아 보이고 있음

◦일반재원  지방채 상환에 사용된 비 을 나타내는 지방채 부담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 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2)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서울시는 재정운용의 건 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해 기지방재정계

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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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재정담당 의 총 기능과 

산편성 담당자( 산담당 )의 기자료 검증기능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한 산 편성 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

－심사과정을 개선하기 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실ㆍ국ㆍ본부별 투자

사업 재원 한도액을 용하고, 재정 건 성 확보  효율  재원분배를 

한 투자심사 상을 한시 으로 확

2.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1)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 칙은 단기 으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억제하나 장기 으로는 재

정건 성을 확보하여 재정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임

◦장기 으로 재정건 성이 확보되어야 정책에 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채 발행을 통해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하

여 재정정책의 효과 유지가 가능

◦차입과 련한 재정 칙의 요한 기능은 정치 인 고려에 따른 경기 순

행 (pro-cyclical) 재정지출을 억제

◦재정 칙의 도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요인이 존재1)하고, 한 

안이 없을 경우에 정당화

◦재정 칙과 재정운용 효율화 제도들은 상호 보완 인 계이므로 함께 사

1) 이 외에도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칙은 인 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 이 앙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가되

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Kopits and Symansky(1998)). 이들 두 가지 기능

은 앙-지방 통합재정 운용을 개선하는 기능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을 두는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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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것이 바람직

－재정운용 효율화를 한 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

의 산제도와 재정 칙은 상호 보완 인 계에 있음

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요건

◦재정 칙은 장기 재정건 성을 목 으로 하므로, 필요할 경우 재정 수입

을 증 시키거나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재정지출 수행 

가능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됨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을 정도로 세원 기반이 

안정 이므로, 세수의 증 보다 지출 억제 가능성 부분을 보다 집 으

로 검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산지출 비 지방세수 비 은 2000년 이래 꾸 히 50% 이

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항시 인 소득의 비 이 높아서 안

정 인 재정운용 재원으로 활용

－재정지출의 경우, 서울시는 행정  경제 지출 비 이 커서 향후 재정지

출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자체사업비 비 이 가장 높고 보

조사업비 비 은 가장 낮아 재량  재정지출 비 이 높음

◦서울시에 재정 칙이 도입되어 작동될 때 이를 책임지고 시행할 부서가 

필요

－ 재 서울시청 조직에서는 시장 직속 기 으로 산을 담당하는 경 기

획실이 재정 칙을 기획하고 수행할 주체로 합

3.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서울시 재정 칙 가이드라인은 재정 칙의 상(相), 재정 칙의 실행방안, 

재정 칙 시행 일정의 세 가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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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의 상은 지출상한, 자상한, 부채상한의 세 가지 재정 칙 형태 

 서울시 황에 가장 한 칙의 형태와 그 재정 칙이 용되는 범

를 시

◦서울시 재정 칙으로는 재 재정건 성에 가장 심각한 인 재정 자

를 억제할 수 있는 자상한이 

－ 자상한 수 습을 정착시키기 해서 도입과 동시에 신규 자체사업

에는 PAYGO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

◦이 연구에서는 경기 침체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존하기 해 자상

한을 3년 단 로 용할 것을 주장

－3년간 융성 수지 균형을 추구하여 경기 변동에 응

－이자비용과 보조사업 자를 제외한 재량  지출 리에 

－3년간 실질 지방채를 고정하여 칙 외조항으로 인한 자 증을 

방지

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서울시 재정 칙인 3년 단  균형재정을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재정

칙의 수행 조직을 정립하고, 재정건 성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을 효율화

하는 세부 책들이 필요

◦서울시가 재정 칙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인 안정 인 

수입 기반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심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

－ 국 평균과 유사한 수 인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여타 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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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배 이상 높은 감면조례에 따른 조세지출 비 을 삭감하는 등 세정

을 효율화하여 기존 세원의 활용도를 제고

◦서울시 재정지출의 증 를 억제하려면 행정  경제 련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 여력을 활용해서 증 되는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  수요에 

응할 필요

－행정 련 지출 삭감의 핵심은 2008년 재 행정지출의 78%를 하여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 자치단체 지원 지출의 축소

－경제지출 삭감의 핵심은 91.7%를 차지하는 사회간 자본 투자(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필수 인 투자를 제외한 지출의 감

◦재정지출 효율화를 해 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재정 칙으로 인한 단기  후

생손실을 최소화

－서울시에 재정 칙이 도입될 경우 3년 단 로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

므로 이를 기재정제도와 연계하여 3년 단  산 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

<그림 6> 3년 단위 균형재정 재정준칙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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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  산 편성 시 부서별 지출의 상한을 경 기획실에서 결정하

고, 지출상한 내에서 각 부서가 산을 자율 편성하는 총액제한 자율편

성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의 경험이 축 되도록 진 으로 시행

<그림 7>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운영 방식

－성과주의 산제도 정립을 해서는 객 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공

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에 한 

서울시 공직자들과 서울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선무

<그림 8>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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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을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우선 칙의 시행을 책임질 부서를 

선정할 필요

－서울시의 재 구성상 산 기능을 맡고 있는 경 기획실이 수행하는 

것이 

－집행부서와 더불어 재정 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산사업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 두 기구는 서울시청에서 독립된 기구로

서 민-  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9> 이상적인 재정준칙 실행 방식

3) 재정준칙 도입 일정

◦재정 칙은 신 한 도입이 필요하므로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고, 기재정

제도를 개편하며, 련 제도들을 도입하는 3년간의 비단계가 필요

(2010~2012년)

－ 비기간이 지난 후 첫 3년간은 재정 칙을 경성 칙으로 운 하여 재

정 칙 용 시작(2013~2015년)

－ 비기간 3년과 경성 칙 운용 3년 이후부터는 재정 칙의 성과에 따

라 차후의 제도들을 지속 으로 도입해 재정 칙을 경성 칙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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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3년간의 비기간에 성과주의 산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

치를 시행하고 가능한 사업부터 성과평가를 확

－재정 칙 용 상을 융  자에서 구조  자(Structural deficit)

로 환하는 시 은 명확한 시 을 정하기보다는 재정 측 경험이 축

되어 측 오차가 정한 수  이내로 축소된 이후에 결정

<그림 10>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일정

4.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서울시 재정 칙을 2010~2012년간의 비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

행하면 2013~2033년간 재정 자는 연평균 88%, 2033년 채무는 81% 감

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망

◦자체수입 증 만으로 서울시 재정 칙 수를 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2013~2033년간 연평균 2.1%의 세입 증 가 필요

◦서울시 재정 칙을 운용하면 연간 재정지출의 2.0%에 해당하는 자 감

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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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규모가 큰 사업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선될 것으로 단

－100억 원 이상 지출 사업이 산사업의 30%를 상회하는 사회복지 

사업  도로교통 사업이 우선 으로 삭감 고려 상이 될 가능성 

존재

∙ 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배분된 사업은 도로교통 부문이 35.2%, 

사회복지 부문이 30.5%에 달함

◦총액 제한- 자율편성 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되면 부처별로 불필요한 재

정지출 감축 유인 발생

－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여 산이 투입되어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

리하면 타 사업에 산을 투입할 유인 강화

－부처가 직  집행하지 않는 이  지출  불필요한 지원 을 축소할 유

인 발생

◦성과주의 산제도가 확립되어 사업 성과가 산에 반 되면 불필요한 사

업에 배정되거나 성과와 직 인 련이 없는 산은 삭감

◦그러나 이러한 재정 칙 도입 시 일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자체수입 증 만으로 서울시 재정 칙 수를 한 재원을 마련할 경

우 2013~2033년간 연평균 10.6%~16.3%의 세입 증 가 필요

－재정 칙 운용 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사업이 축소되면서 

납세자들과 정책의 1차  수혜자들의 반발이 불가피

－재정지출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등 복합 인 거주여

건을 개선하여 납세를 담당하는 산층의 거주 이 을 방지할 필요

－경 기획실의 권한이 확장되고 각 부서의 지출에 한 제약이 강해지면

서 부서 간 알력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원 배분 기 의 투명화와 

서울 시장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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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 등장

◦  세계 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 기 발생

－미국의 서 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된 로벌 융 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하는 재정 험을 래

－세계 각국은 재 이러한 재정 기를 극복하기 해 활발한 노력을 하

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정 기 방지를 한 재정 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융 기 극복 기능, 복지재정수요의 

증과 4 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 자 

험에 노출되어 있음

－국가채무 수 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  특성을 감안할 때 극  리의 필요성이 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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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 성 강화 방안에 한 논의 등장

－재정건 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조세ㆍ재정정책 기조 반의 재검토

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국가채무를 히 리하는 재정

리제도 반의 개편이 요구됨

－최근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에 따른 리 문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문제, 

비타당성조사 제도 등 재정사업에 한 평가제도의 강화 문제 등이 제

기되고 있음

◦재정건 성 강화를 한 일환으로 재정 칙에 한 논의 두

－국가재정의 효율  리와 재정건 성 제고를 해 재정 칙을 도입해

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2)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

◦서울시의 경우 재정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  안정 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함

－지방채무잔액과 유동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 재정 으로 안정 임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

건 성이 양호하고 부채 원리 상환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임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결산기 )의 경우 2004~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년에는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방채 발행이 2008년 1조 8,536억 원에서 2009년 3조 

2,454억 원으로 약 75.1% 증가한 때문임

∙이를 통해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서 부채 의존도가 차 심화되어 감

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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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개년간 서울시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최근 2008~ 

2009년 증가율은 17.2%로 세입 비 세출 증가 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한, 서울시 채무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평균 3~4% 로 증가

하 다가 2007~2008년에 35%, 2008~2009년에 74.8% 수 으로 증

∙이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한 채권발행에 기인하는데 2008~2009

년에 2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채무가 속히 증가한 

것임

◦ 앙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 두

－ 앙정부의 재정효율화  긴축정책에 따라 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

방에 가할 가능성이 존재

－이는 바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  리를 한 재정 칙의 필요성 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 을 건 하게 하기 해 새

로운 리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증

－따라서 서울시도 선제 으로 재정 칙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  리

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재정 황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분석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 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재정의 문제 을 분석

◦서울시의 재정 칙 도입 필요성  도입여건 등을 검토

－서울시 재정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정건 성 악화에 주목

－재정건 성의 유지  개선을 한 방안으로 재정 칙 도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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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 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칙 도입에 따른 기 효과를 

제시

－서울시 상황에 합한 재정 칙의 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칙의 도입

에 따라 기 되는 재정  효과를 제시

－이러한 재정 칙 도입에 따라 발생할 향후 과제를 논의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재정 칙이란 무엇인가2), 제3장 

재정 칙의 사례와 앙정부의 재정건 성 제고방안, 제4장 서울시 재정

칙 도입 방안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연구목 과 연구내용, 연구 flow 등에 하여 

개략 으로 살펴

◦제2장에서는 재정 칙의 의미와 재정 칙의 필요성, 재정 칙의 종류 등

을 통해 재정 칙을 이론 으로 고찰

◦제3장에서는 해외국가들과 해외지방정부의 재정 칙 도입  운 황과 

함께 앙정부의 재정건 성 제고방안을 검토

◦제4장에서는 서울시의 재정환경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재정 칙 도입 필

요성  요건을 조사하여 서울시 재정 칙의 가이드라인을 설계

2) 박형수 외, 2006, ｢재정 칙의 필요성  도입방안에 한 연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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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통계조사

◦서울시 재정자료 분석

－서울시 재정 황을 나타내는 서울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경향성을 분석

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 조사

2) 문헌조사

◦ 앙정부의 재정건 화  재정 칙 자료 분석

－ 앙정부 차원의 재정건 화를 해 실시하는 정책  향후 방향제시에 

한 연구서  자료 조사

◦해외 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칙 자료 수집

－해외 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실시하여온 재정 칙 형태  도입효과

에 한 자료 수집  문헌 연구

3)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해당분야의 문가, 실무자와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 칙 도입방

향  실효성에 해 검토하고 연구보고서에 반



제1   재정 칙의 의미

제2   재정 칙의 필요성

제3   재정 칙의 분류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제

2

장

재

정

준

칙

이

란

무

엇

인

가

?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11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1) 재정준칙의 정의

◦재정 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 인 재

정지표에 하여 구체 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

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3)

－재정 칙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정책이 되기 해서는 단기간이 아니

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집행되고 수되어야 함4) 

－따라서 재정 칙은 주요 재정지표들에 하여 수치 인 제약을 두어 항

구 인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정책임

－하지만 재정수지 자의 상한을 정한다거나 재정지표의 수치  목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칙이 아닌 경우가 있음

3) IMF, 1998,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162

4) Taylor, 1993, Discretionary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IMF의 구조기  지원을 통해서 재정상태를 조정하는 단년도 혹은 기

의 재정계획은 이행기 동안 재정정책의 목표를 구체 인 수치로 제한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재정 칙이 아님

2) 재정준칙의 구성요소

◦재정 칙이 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법  토 , 총량  재정목표 설정, 제재 조치

① 법적 토대(statutory basis)에 기초한 강제력

◦재정 칙에는 법  토 에 기 한 강제력이 필요

◦사회경제  배경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 인 토 는 헌법, 법률, 

규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 국제 약 등이 될 수 있음

② 구체적인 수치 설정

◦총량  재정목표를 구체 인 수치로 설정하여야 함

◦통상 으로 많이 사용되는 총량  재정목표로는 재정수지 자의 GDP 

비율, 국가채무의 GDP 비율  재정지출(혹은 증가율)에 한 한도 설정 

등이 있음

③ 재정준칙 위반 시 부여하는 제재조치

◦재정 칙을 수하지 못할 경우 부여되는 제재조치(sanctions)가 필요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로는  제재(financial), 사법 (judicial) 제재, 

그리고 신용 (reputational) 제재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제재를 부가한 사례

∙재정 칙을 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에 부처의 지출규모를 

반한 규모만큼 축소(미국의 몇몇 주에서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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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에 의해 정해진 목표수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벌 을 부과(EMU

의 SGP)

∙ 료들의 여를 삭감(캐나다의 매니토바 주)

－사법  제재조치는 재정 칙을 수하지 못했을 경우 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법률에 의해 사법  심 을 받는 것을 의미

－신용  제재조치를 부가한 사례

∙앞서의 두 제재조치와는 성격이 다름

∙재정 칙을 수하지 못하면, 차기선거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재집

권에 실패

∙국제 융시장에서 신용등 이 떨어져 자 조달에 애로를 겪음

◦재정 칙을 잘 용하기 해서는 부가 인 요소로 산을 집행하는 당국

과는 독립 인 기구(independent authority)가 필요

－이 기구는 재정 칙의 반 인 집행과 수 여부를 검

－선진국은 앙은행, 재무부, 그리고 법원 등이 그 역할을 담당

－각국의 상황과 통에 따라 산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재정 칙

의 집행과 수 여부를 검하기도 함

－그러나 정부부처와 독립 이어서 감시와 실행여부 단이 용이한 문

 기구의 존재가 보다 이상 임

◦하지만 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한 재정 칙은 국가마다 그리고 시  상황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들

이 이질성과 엄격함에서 차이를 보여 단일한 기 으로 이들을 분류하

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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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재정준칙의 특성 및 장단점

1) 재정준칙의 특성

◦Buiter(2003)는 EMU(유럽통화공동체)의 SGP(성장안정 약), 국의 Golden 

Rule(황 률)  Buiter와 Grafe(2002)의 항구  재정수지 균형 칙 등을 

살펴보고 재정 칙이 공통 으로 지녀야 할 특징으로 다음 10가지를 지

◦Buiter(2003)의 재정 칙 10계명

－재정 칙은 단순하여 수 여부가 쉽게 검될 수 있어야 함

－재정 칙은 정부의 지 보증능력(solvency)을 유지해야 함

－재정 칙은 통합재정수지와 앙은행수지를 포함한 국가 체의 재정

수지에 용되어야 함

－재정 칙은 정부규모에 하여 립 이어야 함

－재정 칙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여 경기

순행 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운용을 자제해야 함

－재정 칙은 장기에도 용되어야 함

－재정 칙은 경제구조와 기조건의 차이를 허용해야 함



제2장 재정준칙이란 무엇인가?  15

－재정 칙은 개별국가뿐 아니라 국가연합체에서도 용되어야 함

－재정 칙은 믿을 수 있어야 함

－재정 칙은 공평하고 일 되어야 함

2) 재정준칙의 장단점

◦재정 칙 운 의 장

－재정 칙의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져 정부의 재정규율 확

립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쉬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 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가 쉬움

－재정수지균형 혹은 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법 인 칙을 통하여 이익

집단이나 정치 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재정 칙 운 의 단

－재정 칙은 법 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재정지표의 개선이 칙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반 인 경제상황의 호

조에 의해서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듦

－재정 칙은 경기 응 인 재정정책의 운용폭을 제한할 수 있음

－재정 칙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 인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을 

하면 그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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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서구 유럽에서는 1970년  이후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한 해법으로 재

정 칙에 의한 재정정책이 등장

◦특히 EU 지역에서 EMU 출범과정에서 재정상황의 개선은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됨

◦재정 칙은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 자 경향성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해 

사용되었음

◦최근에는 미래의 잠재 인 재정부담(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을 해 재정 칙이 사용되고 있음

2) 재정준칙의 주요과제

◦재량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자경향과 지

출경향은 재정 칙을 통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

◦즉,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해 재정의 건 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고자 재정 칙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이 두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안정 인 리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수

지 자의 감축과 장기 인 부채 리가 주요 과제로 등장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 칙을 통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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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경제 안정성

◦서구유럽과 일본에서 실시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 재정 칙들

은 후 거시경제 안정화가 주요 목표 음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낮은 수 의 인

이션  융여건 개선에 한 기 를 형성하여 장기 인 계획과 투

자확 를 뒷받침함

◦ 앙은행 혹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을 지하거나 제한하는 재

정 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한 근원 인 불안을 제거하여 인 이션 압

력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기 한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공

◦반면, 이러한 재정 칙의 역할에 한 반론이 존재

－엄격한 재정수지 균형 칙은 단기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조세평 화

의 역할을 축소

－거시경제 운용의 목표가 명확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한 정책 혼

합(policy mix)에 의한 재량  정책은 칙에 기반한 정책보다 우월하

게 보임

◦그러나 여 히 재정 칙의 거시경제 안정성 역할은 인정됨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이 신축성을 가진다면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경기 응 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

－즉,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재정 자 경향이나 지출경향이 내재

인 재량 인 정책에 비해 차선(second-best)의 해법을 제시

2) 재정건전성

◦재정건 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 임

◦재정 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부담 확 와 성장 약화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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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비  투자심리를 하시켜 경기 하강 기간에 자동안정화 장치의 

총수요 제고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 존재

◦ 한 향후 고령화에 비하여 GDP 비 총부채 비율을 특정 기  이하로 

설정하여 두는 것은 세  간 공평한 분배를 해서도 필요

◦이를 통해 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안정화  민간투자의 구축효과 감소, 

근로소득자에서 리소득자로의 소득 배분효과 감소를 달성

3) 통화정책과의 상보성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환

율정책의 집행에 도움

◦재정수지 자를 이는 재정 칙은 융정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서 EMU의 SGP 등을 통해 확인됨

◦반면,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이 정부의 재정수지 자의 폭을 제한함에 

따라 재정 칙을 통한 재정규율도 역으로 강화됨 

4) 정부 간 재정규율 확립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지방정부 혹은 연방 내 주 정부의 잘못된 

재정 행이 앙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부(-)의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

◦ 를 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를 제한하는 재정 칙은 신용강등과 높은 

리부과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상 의 정부, 연합체에게 재정

규율의 해이가 되지 않도록 함

◦이러한 칙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 의 부채증가는 상 정부나 연

방정부의 부채탕감이나 재정부담에 한 압력증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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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에 대한 신뢰성

◦재정 칙의 존재는 정부정책에 한 신뢰성을 보장해 

◦특히, 재정 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여주는 효과를 

자료：박형수 외,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2>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1. 재정준칙의 분류

1) 재정준칙 분류 기준

◦재정 칙은 사회경제 인 제도와 환경의 차이로 국가와 시 별로 차이가 

존재

◦Schick(2003)과 IMF(2003)에 따르면 재정 칙은 다음과 같은 기 으로 구

분될 수 있음

－어떤 재정변수를 통제해야 하는가에 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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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의 엄격성 정도(경성 칙 vs 연성 칙)

－재정 칙의 제정  집행 주체

－재정 칙의 제정과 집행에 있어 회계기 의 용

2) 재정준칙의 유형

(1) 목표 재정변수(target aggregate)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의 목표 재정변수로는 재정수지, 정부차입, 국가채무, 그리고 정

부지출 등이 있으며 GDP에 한 비율이나 년 비 증감률 등의 형태로 

운용

－그러나 하나의 재정변수에만 주목했을 경우 재정 칙의 수 여부에 

한 정이 모호해질 수 있음

－재정수지 자만이 목표변수일 때 정부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출을 이

연시키는 등의 행태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음

◦재정 칙의 목표변수를 선택할 때 가장 주안 을 두어야 할 은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임

－ 체로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기  하에 국가채무의 GDP 비율을 목표

변수로 선택하고, 개발도상국은 기 수지 자의 GDP 비 비율을 목

표변수로 하는 경향이 있음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 칙 형태5)

－재정수지 칙(deficit rules)

∙재정수지 균형 칙 :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수지 균형(정부차입 

지) 

∙구조  재정수지균형 칙 : 구조  재정수입과 지출의 수지 균형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수지 균형(자본지출 차입 허용)

5) IMF, 1998,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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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칙(expenditure or spending rules)

∙정부지출증가율에 직  제한을 둠

∙세입측면에서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여 경기 응 인 정책기조 유

지 가능

－국가채무 혹은 비  칙(debt or reserve rules)

∙총(혹은 순)정부 부채에 한 제한

∙특별 산상의 비기  보유고를 연간 사회보장기 의 일정비율로 

제한

－차입 칙(borrowing rules)

∙국내자본으로부터 정부차입 지

∙ 앙은행으로부터 정부차입 지

∙과거 정부수입이나 지출의 비율에 비하여 정부차입에 제한을 둠

(2) 재정준칙의 엄격성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의 엄격함은 정부가 경제환경이나 정치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칙을 변경할 수 있느냐(연성 칙)와 없느냐(경성 칙)에 따라 구분됨

◦ 한 매년 수정 없이 항구 으로 운용하는 재정 칙이 경성 칙이며, 매

년 산안을 채택하기 에 수정하는 재정 칙은 연성 칙으로 분류

◦경성 칙의 표 인 는 EM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ㆍ성장

약(SGP)이며, 연성 칙의 표 인 는 기재정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하에서 매년 칙을 수정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정 칙임

◦여기서 요한 것은 재정 칙의 엄격함에 한 정도라기보다는 정치  재

량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성

－정치  연합체에 의해 제정된 연성 칙이라 할지라도 민주  통제로 엄

격하게 수할 경우, 경성 칙과 같은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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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준칙(Hard rules) 연성준칙(Soft rules)

변경가능성
경제환경이나 정치환경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
쉽게 변경할 수 있음

시계(視界) 항구적이며 매년 수정할 수 없음
매년 예산안을 채택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음

정부형태
일당 주도의 강력한 정부

특수 목적의 연합체

정치연합체

*민주적 통제에 의해 정치적 재량 

통제 가능

대표적 예 EMU의 SGP 호주, 뉴질랜드의 중기재정계획

<표 2-1> 경성준칙과 연성준칙의 비교

(3) 재정준칙의 제정 및 집행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은 단일 국가의 재정정책에 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고 집행

되는 것이 일반

◦한편, EU나 IMF 등 외부의 기 에 의해 제정되고 감시될 수 있음

－EU 지역 몇몇 국가들의 경우 외부  감시와 통제를 받은 이후 재정상

황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그러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는 자기규율에 의한 재정 칙의 집행에 한 

완 한 체가 될 수는 없음6)

◦재정 칙의 이행과 수 여부는 국가를 이끄는 정체(political entity)의 형

태에 계없이, 정치  약에 한 효과 인 이행에 의존

－유럽의 경우 과반수 정당 지배체제가 반드시 재정 칙의 이행과 집행에 

효과 이지는 않음

－1990년 의 네덜란드의 경우 여러 정 가 연합한 정부형태가 재정 칙

의 제정과 집행에 효과 이었음을 보여

6) 이에 한 로 EU의 통화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랑스와 독일의 재정수지 자비율 추이

를 들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2002~2004년 동안 GDP 비 재정수지 자비율은 SGP의 

3% 자폭을 넘는다. 즉, EMU 출범 이 에는 SGP상의 필요조건인 3% 자 칙을 수

하 지만 출범 이후 재정규율이 떨어져 다시 한 번 재정 칙의 이행에 한 기 인 계획

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타율에 의한 재정 칙의 집행과 제정은 이러한 한계가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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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구분

◦재정 칙은 정부회계의 기 을 발생주의로 할 것이냐 주의로 할 것이

냐에 따라 향을 받음

◦정부 재정지출의 시기, 정부소유의 자산매각 등에 있어 회계기 을 달리

하면 재정 칙에서 설정한 목표변수를 다르게 보고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회계조작(creational accounting)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체 으로 재정 칙은 주의보다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정

되고 있으나 회계조작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음

－ 주의와 발생주의 모두를 참조하여 재정 칙을 고안하거나 이행을 

검해야 함

◦ 한 목표변수를 총계(gross basis)로 할 것인지 순계(net basis)로 할 것인

지가 요

－이는 어떤 것을 기 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지출, 총수입 혹은 부채비율 

등의 크기를 조작할 수 있는 문제 이 있기 때문임

2. 목표 재정변수별 재정준칙 사례

1) 재정준칙 유형별 사례

(1) 재정수지 준칙(deficit rules)

① 주요 재정수지 준칙 형태

◦재정수지 칙은 가장 일반화된 재정 칙으로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 사이

의 수지 자를 목표 재정변수로 설정

－재정수지로는 종합수지(overall balance), 경상수지(current balance), 운

용수지(operating balance) 등이 사용됨

－재정수지 칙은 매 회계연도에 이들 재정수지들이 특정한 수치목표 혹

은 범  안에 들어 있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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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와 장기로 시계를 연장할 경우, 재정수지는 경기순환을 조정한 

구조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가 합당

② 재정수지 준칙 운영 사례

◦제2차 세계  이후 몇몇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균형 산 칙을 시행하

고자 함

－ 후의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자본지출에 한 차입만을 허용

한 경상수지균형 칙을 시행7)

－그 이후에 네덜란드 정부는 구조  재정수지 자의 상한을 지키고자 

노력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통화연맹(EMU)의 제3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가입국들은 일정 재정기 의 수를 요청받음

－일반정부의 GDP 비 재정수지 자비율은 1997년 기  3%를 넘지 말

아야 함

－ 한, 성장안정 약(SGP)에서는 기의 재정상태가 균형 는 소폭의 

흑자에 가까워야 하며(a medium-term budgetary position close to balance 

or surplus), 매년 자가 3% 이내로 안정되어야 함

◦뉴질랜드 정부당국은 공공부채 비 GDP 비율이 당하다고 단될 때 

평균 으로 한 기간 동안 재정운용지출(operating expenditure)과 공공

부문 재정수입의 균형을 유지

－이런 조건이 지켜지면 균형으로부터 단기  이탈은 허용됨

－자동안정화 기능과 재량  조치에 의한 이탈이 모두 가능

－지출조정만으로 재정기조를 조정하며 세율은 안정 으로 유지

◦연방제국가들인 독일과 미국의 주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경상수입과 경상

지출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황 률(golden rule)을 시행

7) 통상 이를 Golden Rul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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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융기 으로부터의 차입이 특별한 조건하에 재정투자에 사용

－독일은 원칙 으로 부분의 주들이 이러한 황 률의 용을 받음

－그러나 산상의 승인에만 용되어 사후 인 의미보다는 사 인 

칙으로 간주됨

(2) 국가채무 준칙(debt rules)

① 주요 국가채무 준칙 형태

◦국가채무 칙은 공공부문의 GDP 비 비율의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채

무에 한 안정 인 리를 정책목표를 제시

② 국가채무 준칙 운영 사례

◦EU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에 참여하기 한 조건으로 GDP 비 

60%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을 상한으로 제시

－그러나 60%라는 목표수치의 타당성과 국가부채 감소에 한 회원국들

의 노력에 해서는 의문이 남음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국가부채 칙은 부채를 이기 해 민 화에 의

한 수입을 사용하고, 공증에 의해 발생한 보증부채, 연   건강보험과 

련된 채무 등은 수 상에서 제외

◦공공부문에 의해 발생하는 암묵  채무(implicit liability)는 부채통계에 잡

히지 않는 우발  채무(derived liability)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는 장기 으로 환경의 변화에 의해 명시 이고 직 인 채

무로 언제든지 환 가능

◦따라서 국가채무 칙을 논할 때 국가부채의 상과 규모에 한 사

인 토론과 확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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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준칙(spending rules or expenditure rules)

① 주요 지출준칙 운영 형태

◦지출 칙이란 재정건 화를 해 재정수지 그 자체에 을 맞추기보다 

정부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거나 감세규모를 제한

－즉 수지 자를 조정하는 재정정책운용 칙을 말함

◦ 한 지출 칙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세율 변경에 한 통제권을 

포함

－미국의 산통제법(BEA)에서 사회보장, 이자지출, 보험 등의 의무

지출에 해서는 지출증 나 세입 감소를 래하는 법안이 제안될 경

우 이를 상쇄하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PAYGO(pay-as-you-go) 원

칙이 도입

② 지출준칙의 장단점

◦지출 칙의 장

－과도한 지출을 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 임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으로 재정정책 기조가 경기순행 으로 되는 것

을 방지

－통제하는 재정변수가 명확하다면 들과 시장참가자들에게 설명하기

도 쉬움

－실증분석에 의하면 지출감축에 기 한 재정건 화 방안은 다른 방안들

보다 지속 임(Alesina and Perotti(1995))

◦지출 칙의 단

－지출 칙이 과도한 재정수지 자 성향을 완 하게 교정하는 것은 아님

－ 규모 감세조치나 세수의 과다추정에 따른 재정수지 자는 지출 칙

에 의해서도 막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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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출준칙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과제

◦과제 1 : 한 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

－거시경제의 기 망과 같이 통상 으로 의회의 임기와 같거나(네덜란

드) EMU의 경우 4년으로 설정

－ 부분의 경우 마지막 해에 한하여 추가나 수정을 허용

◦과제 2 : 목표변수 설정 시 실질변수와 명목변수  선택

－실질변수의 사용

∙실질변수를 사용할 경우 지출한도에 최근의 인 이션율 망을 용

하면 명목변수의 지출한도로도 해석 가능

∙목표변수가 물가수 에 연동되도록 지출 칙을 제정할 경우 실질변수

만이 의미가 있음

∙연 이나 다른 법정지출  등이 물가 망에 연동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는 실질지출의 한도설정이 용이

∙공 충격이 일시 인 경우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다 한 

정책 응방안이 되며, 이때 실질변수를 목표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명목변수의 사용

∙명목변수를 지출 칙의 변수로 사용할 경우, 인 이션율 망의 변

화가 지출 칙의 한도에 향을 미치지 않음

∙명목변수를 목표변수로 할 경우 인 이션율이 상보다 높으면, 낮

은 실질지출 한도를 가져옴

∙인 이션율이 과다한 국내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실질정부지

출을 낮추는 것이 경기안정화에 도움

∙ 한 항구 인 공 충격이 왔을 경우, 낮은 실질정부지출은 충격을 흡

수하고 정부지출비율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됨

∙따라서 명목변수에 의한 지출 칙은 경기안정화가 요한 이슈로 작용

하고 있거나 세입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은 경제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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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 집계변수의 선택 문제

－지출 칙의 경우 포 범 가 넓은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

∙ 상이 되는 지출범 를 무 좁게 정하면 지출 칙이 포함하지 않는 

다른 지출항목을 통해 한도를 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지출 칙의 투명성을 보증하기 해 국민계정의 정부지출 통계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포 범 를 넓게 잡는 경우의 단 도 존재

∙ 국과 같이 자본지출을 과도하게 억제하여 재정지출 증가율을 제어한 

경우, 자본지출을 지출 칙의 포 범 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에는 경상지출에서 투자지출을 명시 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

－ 한 이자지출은 정부의 직 인 통제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출

범 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지출 칙의 도입은 재정 자 규모의 축소와 낮은 조세부담 달

성이 주요 목 이므로 자본지출과 이자지출을 목표 통제변수(control 

aggregate)에 포함하는 것이 궁극 으로 바람직

－마지막으로, 경기에 민감한 지출변수들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

◦과제 4 : 법정지출 포함 문제

－지출 칙의 용에 있어 재량 인 지출만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지출도 다루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존재

∙ 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인구 고령화의 향으로 강제 인 법정지출 

규모가 크고 날로 증가해가는 추세

∙ 한 새로운 지출형태를 법정지출로 감추는 것도 용이

－법정지출은 자동 으로 축소하기가 불가능하여 지출의 강제집행

(enforcement)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칙의 통

제범 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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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지 준칙 vs 지출준칙

(1) 재정수지 준칙

◦재정수지 칙의 장

－재정수지 칙은 들과 시장참가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쉬우

며 모니터링하기가 상 으로 용이

◦재정수지 칙의 단

－과다한 재정지출에 한 경향성이 있어 재정지출을 제어하기에는 불충

분한 것으로 평가

－ 한 경기에 순응 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재정수지 칙의 보완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하기 하여 경기순환을 제어한 수입과 지출의 차

이, 즉 구조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를 수지 자 칙의 목표로 

선정

－그러나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이 존재하며 들에게 설명한다거

나 강제하기가 쉽지 않음

－경제에 구조 인 변화가 발생하거나 칙의 변경이 실패하여 잘못된 정

책결정에 도달할 경우, 이러한 구조  재정수지 자 칙은 치 않음

(2) 지출준칙

◦최근 OECD(2006)에서는 재정수지 칙과의 비교를 통해 지출 칙이 우

수할 수 있음을 보여

◦재정건 성 측면의 비교

－재정수지 칙의 경우 정부는 주어진 재정 자의 상한을 최 한 활용하

려고 하기 때문에 수지 자폭을 확 하기 쉬움

－반면, 지출 칙의 경우 경제 상태에 계없이 정책당국자는 주어진 가

이드라인을 지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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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정성 측면의 비교

－재정수지 칙하에서는 경기 응 인 정책을 쓸 아무런 유인이 존재하

지 않고, 심지어 경기침체기에 산상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함

－지출 칙의 경우 세입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경기상태에 계 없이 잘 

작동함

◦행정 편의성 측면의 비교

－재정수지 칙은 낙 인 경제 망과 불확실한 지출  수입 망에 의

해 수가 힘들 수도 있음

－반면, 지출 칙은 재정수지 칙보다 투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음 

◦이러한 장  때문에 OECD(2006)에서는 지출 칙이 수지 칙보다 상

으로 우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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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제1절 해외사례

1. 국가별 사례

1) 영국

(1) 도입배경

① 재정수입의 급감에 따른 재정 악화

◦ 국정부는 1980년  후반에 나타난 재정수지의 개선을 경기  요인 때

문이라고 인식하여 세입감축 등 재정정책 완화를 추진

◦따라서 1988년 3월 기에 걸쳐 ‘국가차입요구(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 PSBR)를 0’으로 하는 균형 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조세감축

(약 60억 운드)을 통해 재정규모 축소 시도

－그러나 1990년 에 들어서자마자 산흑자가 빠르게 감소하여 재정상

황이 하게 악화

◦재정수입의 한 감소로 례가 없는 공공부문 경상수지(public sector’s 

current account) 자를 기록

－1993～1994년 회계연도에는 PSBR이 GDP 비 7%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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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1년 회계연도에서 1996～1997년 회계연도까지 GDP 비 공

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가 18%p나 증가

②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

◦ 국정부는 경상지출 규모를 이는 신 정치 으로 수정하기 쉬운 공공

투자(public investment) 지출을 손질

－재정정책 목 을 ‘ 기에 걸친 PSBR의 감소’로 바꿈

－공공투자 지출을 지연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등의 재정정책을 시행

－지출감소 효과가 상 으로 늦게 나타나는 자본지출을 주로 통제하고 

특히 공공투자의 감축이 주로 이루어짐

◦공공투자 감축에 따른 결과

－ 국의 공공부문 순투자(Net public investment)는 1970년  반까지 

GDP 비 5% 수 을 유지하 으나, 격한 공공투자 감축으로 1996～

1997년 회계연도에 GDP 비 1%까지 하락

－이에 따라 국의 GDP 비 정부투자(government investment) 규모가 

다른 G7국가들보다 낮아짐

－그 결과 1990년  반 국의 고용은 증가했지만 노동생산성이 장기

평균 수 에 미치지 못하는 등 낮은 생산성을 보임

◦즉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을 해 공공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기존 재정운용체계는 오히려 총지출 감축 수단으로 공공투자를 감축시키

는 잘못을 범함

③ 새로운 재정정책의 도입

◦기존 재정운용체계가 경제안정 달성에 실패하여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제

불안을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

－과거의 재정 자를 통제하기 해 실시된 재정정책은 경기진동폭을 확

시키고 공공투자의 축소를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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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7년 국정부는 새로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도입

－기존 재정정책의 불안정성 확  성격을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보고 의무

를 강화

－재정정책의 수행방법 개선을 해 ‘Finance Act 1998’ 155조에 법  기

반을 두고 ‘재정안정화 칙(Code for Fiscal Stability)’을 도입

(2) 재정안정화준칙의 목적 및 주요 내용

① 재정안정화준칙의 목적

◦조세와 재정지출의 효율성  효과에 한 미시경제  목표 설정 

－단기 으로는 재정정책이 자동안정화 장치와 재량  정책을 통해 통화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설정

－장기 으로는 재정건 화와 세  내ㆍ세  간 조세의 공평부담을 도모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사 에 억제하고 자본지출에 대한 편향

을 제거하기 위한 목표 설정

② 재정안정화준칙의 내용

◦‘5  원칙-2  재정 칙-보고와 감사의 의무화’라는 3개의 축을 기반으로 

설정

◦5대 원칙의 내용

－투명성(transparency) : 재정정책의 목표 설정과 실행  정부회계의 투

명성

－안정성(stability) : 재정정책의 결정 과정과 경제에 미치는 향의 안정성

－책임성(responsibility) : 재정운 의 책임성

－공정성(fairness) : 상이한 세  간 공평한 처우를 포함한 공정성

－효율성(efficiency) : 재정정책의 입안과 실행  공 부문 운용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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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 칙의 내용

－The Golden Rule :정부는 공공투자를 해서만 차입 가능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 : GDP 비 순국가채무의 비율을 경기

변동을 감안하여 안정 으로 유지

∙세부목표로 GDP 비 순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설정

◦보고와 감사 의무화에 한 내용

－사 산서(Pre-Budget Report), 재무제표  산서(Financial Statement 

and Budget Report), 경제ㆍ재정 략보고서(Economic and Fiscal Strategy 

Report), 부채 리보고서(Debt Management Report) 등 각종 보고서를 

발간

－보고서는 하원의 재정 원회에서 참조하고 일반인도 열람 가능

－ 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재정 망의 기 가 되는 핵심 인 

제와 규정의 변경을 감사

◦기타 칙 내용

－정부는 재정정책의 목표  집행원칙을 명시하고 이에 해 설명

－목표와 집행 칙은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기존 목표  집행원

칙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을 밝 야 함

－국가채무 리정책의 목표  집행지침의 설정

∙통화정책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정부차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한 집행지침 마련

－ 용될 재정회계 방식에 한 집행지침 제시

∙정부는 공공부문 체를 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

∙회계방식은 통합재정기 (consolidated basis)을 용

∙일반 인 회계 행(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 in the 

United Kingdom)을 따르되 공공부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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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새로운 재정운용체계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 국정부는 새로운 재정운용체계를 뒷받침하기 하여 재정지출을 계획하

고 통제하는 DEL, AME 등의 신규 제도를 도입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의 내용

－DEL은 2년마다 부여되는 향후 3년간의 부처별 지출한도로서 법정지출

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의미

－부처들이 사용하지 않은 DEL 배정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여유재원(DEL reserve)을 포함한 지출한도는 인 이션 망치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AME(Annually Managed Expenditure)의 내용

－주로 액이 크고 경제상황에 의해 향을 받는 정도가 큰 아동수당ㆍ

기 국가연 ㆍ이자와 같은 법정지출을 의미

－향후 2년 동안의 지출계획이 Budget과 Pre-Budget의 일부분으로 매년 2

회 검토

－거시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한 향을 조정하기 한 비비(AME 

margin)를 포함

④ 새로운 재정정책의 특성 및 관계

◦새로운 2  재정 칙에서는 서로 다른 경제  특성을 가진 경상지출과 자

본지출을 명확히 구분

－경상지출의 재원이 세입이므로 평균  경기상황에서 경기안정화장치에 

의한 공공부문 경상수지는 균형이거나 흑자를 유지

∙경상지출에 의한 이익은 재 시  납세자의 몫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로 부담

－자본지출은 차입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본지출에 의해 투자가 이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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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래 납세자의 몫이므로 국가부채와 감

가상각부분은 미래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재정정책 특성에 따른 칙 간 계

－경상지출이 아닌 공공투자를 해서만 차입이 가능하도록 Golden Rule

을 설정

－이러한 Golden Rule에 따른 공공투자 재원조달은 국가부채를 안정시키

고 한 수 으로 유지하는 Sustainable Investment Rule에 의해 그 규

모가 제약

(3) 운영추이 및 평가

① The Golden Rule 이행 현황

◦ 국 재정정책 당국은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 Golden 

Rule을 잘 수

－The Golden Rule은 경기변동을 감안하여 평균 경상재정수지가 0과 같

거나 클 때 만족

－1999～2000 회계연도 이후의 평균 인 경상수지는 흑자로 이 칙을 

만족

②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 이행 현황

◦ 국의 공공부문 순부채 추세

－재정개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해 오다가 2001～2002 회계연도부터 

차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GDP 비 40%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어 the Sustainable 

Investment Rule을 충족

－Core Debt는 공공부문 순부채에서 추정된 경기  효과(impact of the 

economic cycle)를 제외시킨 것으로 이 기  역시 GDP 비 40%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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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세계경제의 악화로 국의 부채 비율이 다소 증가하 으나 

2003년 기  G7국가들  가장 낮은 수 을 유지

③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결과

◦ 국 재정개  이후의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

－GDP 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6년 52.5%에서 2001년에 41.1%로 

감

－재정수지도 1996년 자(GDP 비 4.2%)에서 2001년 흑자(GDP 비 

0.7%)로 환

－다만 2002년 이후 재정수지가 자로 다시 환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다시 상승하는 등 ‘재정건 화 피로 상’이 나타남

④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결과

◦경상지출 규모는 경상수입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자본지출은 경상지출과 

구분하여 원활한 공공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1990년  반 도입된 새로운 재정 통제방식에서 자본 산(capital 

budget)과 자원 산(resource budget)을 분리

－각 부처는 자본 산으로 배분받은 자 을 그 용도에 합한 자본지출 

로그램에만 사용

－이러한 안 장치를 통해 단기 인 경상지출 압력 때문에 공공투자가 희

생되지 않도록 함

◦1997년 The Golden Rule 도입 이후 국의 재정투자는 그동안의 감소추

세에서 탈피하여 최근까지 증가추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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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1) 도입배경

① 1980년대의 재정악화 현상

◦1950~1975년 기간 안정 이던 미국재정이 1980년  들어 크게 악화

－특히 1975년에 법정 로그램의 확장으로 재정지출이 증

－각종 세제에 인 이션 연동제도 도입, 1981년 Economic Recovery 

Tax를 통한 감세정책 추진, 국방비지출 증 , 경기상황 악화 등에 따라 

1983년에는 GDP 비 5.6%에 달하는 재정 자를 기록

◦1980년  반까지 재정 자는 경기호황  몇 가지 법률의 제정을 통

해 감소하기도 하 으나, 1990년  반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 자 다

시 증가

－1980년  에 GDP 비 45%에 불과하던 부채규모가 1990년  에

는 75%를 육박하는 수 으로 증가

② GRH(Gramm-Rudman-Hollings)법의 도입과 실패

◦도입배경

－1980년   GDP 비 2~3% 수 이었던 재정 자 규모가 1980년  

반 들어 4~5% 수 으로, 같은 기간 GDP 비 25%이었던 정부부채 

규모가 40% 수 으로 상승

－재정 자 축소를 해 재정 자상한선에 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

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취함

◦GRH법규 내용

－1985년에 제정된 GRH법은 향후 5년간(1986~1991년)의 재정 자상한

선을 설정

－최종 목표연도(이후 GRHⅡ법에서 달성기한을 1993년으로 연기)에 재

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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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한도를 과할 것으로 상되면 산상 모든 지출을 일률

으로 삭감

◦운 결과

－GRH법은 지나치게 낙 인 경제 망과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인해 실

효를 거두지 못함

∙ 부분의 산(약 70%)이 GRH의 용을 받지 않아 일률 인 재정지출 

삭감이 크게 축소

∙경기 축에 따라 정부수입 부족이나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이 

발생한 경우 통령은 일률 인 삭감 권한을 행사하기 꺼림

(2)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

◦이에 따라 1990년에는 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BEA)을 제정

－재정수지가 아닌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재정 리 방법이 

변화

①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BEA) 도입

◦BEA법에서는 총지출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로 구분하여 재량지출에 해 향후 5년간의 상한선

(caps)을 설정

－재량지출을 국방비와 국제 계비, 국내 로그램 지출(환경, 우주, 교통 

등 정부의 기본활동)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지출 각각에 상한선을 설

정(1991~1993년)

－1994년과 1995년에는 재량지출 총량에 포  상한선을 설정

②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도입

◦1997년 산통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균형 산법을 도입

◦이 법은 지출감축규모가 감세규모를 상회하도록 자를 축소시키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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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 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근본  변화를 추구

－의료보조와 가계보조는 매칭펀드(open-ended matching fund)에서 상한

선이 있는 블록 보조 으로 환하고, 규모도 축소

－의료 련 보조지출 총액에 상한선이 설정되었고, 농가 가격보상을 한 

보조  지출도 차 축소

③ PAYGO(Pay-As-You-Go) 원칙 도입

◦한편, 1990~1995년에는 PAYGO 원칙을 도입

－이는 사회보장, 이자지출, 보험 등의 의무지출에 해서는 지출증

나 세입감소를 래하는 법안이 성립할 경우 이를 상쇄하는 법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원칙임

④ 재정준칙 위배 시 처리방법

◦재량지출의 상한선을 과하거나 PAYGO 원칙을 배한 경우, 일률 으

로 모든 분야의 산을 삭감

◦그러나 GRH법과는 달리 불리한 경제조건으로 인하여 의무지출이 늘어나

거나 세수입이 부족해지는 경우, 이를 상쇄하기 한 일률삭감은 요구하

지 않음

(3) 운영추이 및 평가

① BEA법 운영추이 및 평가

◦1993년 OBR(Omnibus Budget Reconciliation)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BEA법을 2002년까지 연장

◦BEA법은 성공 인 것으로 평가

－1999년까지 재정지출 실 치가 BEA 한도액을 과한 경우, 그 과폭

은 1% 내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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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8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

정건 화에 성공

② 재정준칙의 유효성 약화

◦재정수지 흑자가 달성된 후 2000년부터는 재정 칙의 유효성이 약화

－2002년 실제 재량지출액은 원래 한도를 30%나 과

◦지출규제를 빠져나가는 다양한 수단이 사용됨

－지출증가를 래하는 법률들이 상응하는 다른 지출의 삭감이나 일 삭

감 없이 입법됨

－일 삭감을 회피하고자 산통제법상 비상조항(Emergency clause)을 

이용

－사  산 승인(Advance appropriation)을 확

③ 새로운 재정준칙의 도입

◦지출통제법(Spending control act of 2004)은 2004년 4월 제안되고 2006년 

 미 의회에서 승인되어 도입

◦주요 내용 1 : 재량  지출에 한 지출한도 제시

－국방, 비국방, 고속도로(highway), 교통(Mass Transit) 부문에 한 

재량지출 한도와 총재량지출 규모에 한 한도액 설정

－이 한도를 과하는 재정지출의 승인은 상원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만 가능

－재량지출 규모가 지출한도를 과하면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재량지출에 한 일률 인 삭감(across-the-board cut)을 단행

◦주요 내용 2 : 의무  지출에 PAYGO 방식 용

－PAYGO 원칙에 배되는 의무  지출 련 법안은 상원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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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지출의 총규모가 증가하면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무  지출 

반에 해 OMB는 일률 인 지출삭감을 실시

◦주요 내용 3 : 장기 미 립 지 의무에 한 통제 강화

－지출통제법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의료보장(Medicare)의 장기 미

립 지 의무(long-term unfunded obligations) 통제 메커니즘을 제시

－OMB는 산안 제출 시 주요 자격 로그램(entitlement program)의 장기 

미 립 지 의무 규모와 련 법안 제ㆍ개정 시 장기 미 립 지 의무

에 미치는 향 등에 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

－미 의회는 장기 미 립 지 의무에 향을 미치는 법안의 제ㆍ개정 

차를 강화

－행정부는 사회보장 외에 의료보장, 각종 연방 퇴직 로그램 등에 한 

향후 망을 정확하게 측

◦BEA법에 비해 새로 강화된 내용

－종 의 BEA법과 달리 의무  지출의 증가를 조세수입의 증가로 충당

하지 못하게 함

－조세감면에 해 PAYGO 원칙을 용하지 않도록 하여 의무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보다 철 하게 차단

2. 지방정부 사례

1) 캐나다 주 정부

(1) 매니토바 주(Manitoba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매니토바 주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 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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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보수당은 의료와 교육 지출에 나가는 재정비용을 여야 한

다며 Gary Doer 주지사(진보당)를 비난

매 니 토 바 주 재 정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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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매니토바 주의 재정적자 현황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지 않으면서 재정 자를 이기 해 새로운 재정

칙 도입을 구상

－Gary Doer는 실업률과 아동 빈곤비율의 상승을 막기 해 의료와 교육 

분야의 재정지출 감소안을 반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수 을 이지 않으면서 재정균

형을 달성하게 하는 새로운 재정 칙의 필요성을 인식

－ 인세(personal tax)와 소비세(sales tax)를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을 늘

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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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 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인 C.C.S.M.c.B5 1조 2(1)항과 1조 

6(1-2)항으로 구성

◦C.C.S.M.c.B5 1조 2(1)항

－내각은 매년 연말에 흑자 재정의 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만 함

◦C.C.S.M.c.B5 1조 6(1)항과 6(2)항

－만약 당해 연도 말 자재정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의 주 내각의 월

은 다음 항(2)에 의하여 감소함

－주 내각의 월  감소율은 첫 자 해에 40%, 그 외 경우에는 20%가 

용됨

－감소율과 시기는 주 정부 내각 구성원들의 임기에만 용됨

－그러나 재정 자가 자연 재해, 쟁의 , 는 재정 수입이 어도 

5% 이상 감소할 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3조 13(2)항

－내각은 일반채무와 연 부채를 충당하여 균형재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매해 연 채무 상환 계정을 마련해야 함

－상환계정 액은 110,495,180달러에 2011년 이후 14항 규정에 의한 채

무 상환 의 7%를 더한 액 이상으로 함

－ 한 다음 해 산의 상환 기 액과 재정 리 법안(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연 액 각각의 1%를 상환계정의 최  액

으로 정함8)

8) Millar. J. 1997, “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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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2조 10(1)항

－이 법안은 소득세, 소비세, 는 지불 여세의 세율을 주 정부가 자의

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

－주 정부는 주 의회에서 세 을 부과하는 법령 제정권한을 제한함

－세 을 부과하는 법령은 투표에 먼  붙여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받았

을 경우에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제

－ 한, 그 세율은 아래의 세 가지 법에 의해 정해짐

∙의료  등교육 세  법안

∙소득세율 법안

∙소비세율 법안

⑤ 운영 평가

◦매니토바 주의 재정 칙은 매우 강력한 재정기 을 제시

－균형 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새로운 세 을 강제로 부과

하지 못하며 구체 으로 채무액을 제시하여 채무감소를 요구

－이토록 강력한 법안은 1995년 11월 국왕의 동의와 주 의회에 의해 채

택9)

◦매니토바 주의 재정 칙은 반 으로 호평을 받음

－캐나다 소기업 회(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와 캐나다 납세자 연맹(th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매니토바 

주의 재정 칙을 다른 캐나다 주 정부에도 추천

－국제채무연구 회(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Debt)는 

Stabilization”, Bank of Canada, pp 3-4

9) http://www.highbeam.com/doc/1G1-30489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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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정 칙을 캐나다에서 가장 균형 인 재정법안으로 제시

◦균형 산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C.C.S.M.c.B5 Part 1 Section 6(1) and(2)의 도입에 의해 주 정부는 재정

지출을 결정할 때보다 신 해짐

－최근(2006년) 매니토바 주 정부는 계속된 재정 흑자를 기록

자료：www.gov.mb.ca

<그림 3-2> 매니토바 주 재정현황

◦부채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C.C.S.M.c.B5 Part 3 Section 13(2)의 도입에 의해 채무를 계속 갚는 

산 정책을 시행

－채무의 10% 이상(55만 달러)을 감소시키고 채무 상환 으로 채무의 약 

15%(75만 달러)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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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ww.gov.mb.ca/finance/provincialbudgets.html#2003

<그림 3-4> 매니토바 주 세금수입

자료：Manitoba finance

<그림 3-3> 부채 상환 축적액

◦조세  지출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C.C.S.M.c.B5 Part 2 Section 10(1)의 도입으로 세율은 높일 수 없게 되

었지만 1997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약 4.3% 증가

－이는 1996년 수입 기반의 확 와 경제 성장에 원인10)

10) http://www.gov.mb.ca/finance/pdf/budget1997/finsta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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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앨버타 주(Alberta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앨버타 주는 재정수입이 불규칙하게 발생

－앨버타 주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 자원의 매 혹은 로열티를 통한 

수입이 지역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

－이러한 화석에 지 수입은 경기변동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큼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주 정부는 산과 지출에 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음

◦심각한 경기불황에 기인한 재정 기 발생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심각한 경기 불황 발생

－1980년에 도입된 National Energy Program(NEP)의 악 향11)으로 앨버

타 주의 천연자원 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기반한 주 정부 재원이 어듦

◦재정 자 감소를 한 주 정부의 노력

－1993년 6월 선거에서 승리한 새로운 주지사 Ralph Klein은 정부재정지

출을 20% 삭감하기로 약속

－새로운 주 정부의 요한 과제로 산 과정의 수정과 ‘ 자 없애기(zero 

deficit)’를 설정

－이로부터 ‘Deficit Elimination Act(1993)’가 공포됨

∙법률 내용은 직  5개년도 동안 앨버타 주가 모은 자원수입의 평균 액

만큼 주 정부가 지출할 수 있다는 것

∙평균 액을 상회하는 자원수입은 부채를 이는 데 사용되어야 함

∙강력한 지출삭감 정책으로 이를 공표한 지 2년(1995년)만에 정부는 ‘

자 없애기’에 성공

－그 후 주 정부 지출에 한 상한선을 좀 더 정 하게 구상한 ‘Balanced 

11)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해 캐나다의 다른 지방에 낮은 가격으로 

원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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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발표

∙  회계연도, 주 정부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직  5개년도 동안 

DEA(Deficit Elimination Act)하에 사용가능하 던 평균 자원수입 액

과  회계연도 상 자원수입의 90% 액  작은 것

∙그러나 자원수입이 격히 하락하자 ‘ 자 없애기’를 표명한 법령은 주 

정부의 지출 로그램을 한 재원을 격히 감소시킴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1999년 ‘Fiscal Responsibility Act’를 제정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로 구성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의 내용

－2조. : 자는 허용되지 않아 회계연도 동안 실제 지출 액은 실제수입

보다 많아서는 안 됨

－3조. : 재정계획은 어도 매 회계연도 추정수입의 3.5%를 경제 비책

으로 마련해야 함

－4조. : 분기별 산 배정 시 ( 상)수입에서 ( 상)부채상환비용을 제

한 액이 ( 상)지출 액을 과할 때, 그 과액의 최  25%는 

로그램 지출계획으로 사용되거나 수입 삭감 계획으로 고려되어야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와 이를 체하는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를 제정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

∙이 법령은 25년 동안의 부채상환 계획에 해 명시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

∙이 법은 남아 있는 부채를 갚기 한 계획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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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 의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체

∙주 정부부채(Crown debt)가 없어진 지 5년이 되는 해까지는 처음 축

된 채무  13% 이상, 10년이 되는 해까지는 30% 이상, 15년이 되는 

해까지는 50% 이상, 20년이 되는 해까지는 75% 이상, 25년이 되는 해

까지는 모두 없어져야 함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로 구성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의 내용

－1조 : 앨버타 주에 매세를 부과하기 해서는 세  부과에 한 총선

거가 필요

－2조 : 부주지사는 매세 부과를 해 이에 한 총선거를 실시

⑤ 운영 평가

◦균형 산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재정 칙 도입의 정  측면

∙기존의 Deficit Elimination Act(1993)보다 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더 

많이 축소

－재정 칙 도입의 부정  측면

∙재정 칙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아 재정 칙이 임의 인 변화에 

한 산정책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

∙‘재정 자 없애기’에 한 공약 하에 주 정부는 재정수입을 훨씬 보수

으로 측

∙‘재정 자 없애기’ 공약이 발표되기 에는 앨버타 주의 산당국자들

은 산을 훨씬 정확하게 측12)

12) Andre Plourde and Bradford Reid, “Natural Resource Revenues and the Alb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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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From Famine to Feast: The Evolution of Budgeting Rules in Alberta(2006)

<그림 3-5> 자원수입 변동에 대한 법률의 효과

∙1994년부터 매해 주 정부는 흑자규모를 과소 계상하 고 그 액은 

1999년의 4억 달러에서 2001년의 57억 달러에 이름

◦부채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재정 칙 도입의 정  측면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를 바탕으로 극 으

로 부채를 갚아 나감

∙이러한 재정운 으로 정부는 2005년 당시 축 된 부채와 같은 액

인 35억 달러 상당의 ‘Debt Retirement Account’를 조성

∙부채 원리  상환에 사용되는 지출의 감소는 건강, 교육, 사회기반시설

을 증 시키고 세 을 임

Budget”, in L.S Wilson, ed., Alberta’s Volatile Government Revenues: Policies for 

the Long Run,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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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Government of Alberta(단위 : 10억 캐나다달러)

<그림 3-6> 앨버타 주의 연도별 부채 상환액

◦조세  지출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재정 칙 도입의 부정  측면

∙ 매세를 도입하기 한 주민의견 수렴조건은 주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제공

∙주 정부는 재정선택의 폭이 좁아 산안의 균형을 맞추기 해 지출삭

감에 한 높은 압박을 받음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한 로그램을 감소시킴13)

(3)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1980년부터 1993년까지 New Brunswick 주는 채무가 GDP 수 보다 많아 

계속 자재정을 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해 재정 칙 도입 필요성을 인식

13) Lisa C. Philipps,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 Legislating 

Fiscal(IR)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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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1997)

<그림 3-7> New Brunswick 주의 부채와 부채비율

◦재정 자 감소를 한 정부의 노력

－1993년 New Brunswick 주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법안(Act Respecting 

the Balancing of the Ordinary Expenditures and Ordinary Revenues)’을 

통과

－1995년에는 이 법안에 산안을 포함시켜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 산

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을 시행

∙재정, 세 에 한 기존 법을 과감히 없애고 4년 주기인 산법을 새롭

게 만듦

－2003년에 주 정부는 새로운 법인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을 제정14)

∙교육과 의료에 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반면 세 은 완화

14) http://www.gnb.ca/cnb/news/fin/2002e0281f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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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 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1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균형 산에 한 목표를 명시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산 연도마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 흑자 산안을 편성하는 것

∙ 산 연도가 4년이라서 4년 뒤의 균형 산을 목표로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 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2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GDP 비 채무비율 감소 방안에 한 목표 

설정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산 연도마다 GDP 비 채무비율

이 이  연도보다 감소하는 것15)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납세자 보호 법안(Taxpayer Protection Act) 4(1), 4(2)항

－납세자를 보호하기 해 세 법안 제안 시 투표의 필요성을 언

－4(1)항 : 5항에 따라 지방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만 새로운 세 에 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회에 법안이 상정되기  새로운 세  법안에 해 투표가 시행된 

경우

∙세 법안에 한 제안이 시행된 투표에 의해 찬성되었을 때

－4(2)항 : 5항에 따라 New Brunswick 주는 다음의 경우에만 ‘캐나다의 

15) http://www.gnb.ca/0062/deplinks/ENG/Fin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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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법안(The Excise Tax)’ 165(2)항에 있는 세 을 올리는 다른 주

의 제안을 지지  상정할 수 있음

∙세율을 올리는 이 법안에 해 투표가 시행된 경우

∙세 법안에 한 제안이 시행된 투표에 의해 찬성되었을 때

⑤ 운영 평가

◦균형 산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New Brunswick 주 재정 칙의 성격

∙New Brunswick 주의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 산 법안(Fiscal Respon-

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은 4년마다 주 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로 다른 캐나다 주 정부의 균형 산 법안보다 

산운용이 자유로움16)

∙ 한, ‘균형 산 운용’을 법안 상 단순히 ‘주 정부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한 규제강도가 다른 캐나다 주에 비하면 약한 편

－균형 산에 한 재정 칙 도입효과는 반 으로 호평을 받음

∙법안을 처음 도입한 1996-2000년에는 자 재정상태를 보이는 등 균형

산에 실패하 으나 New Brunswick 주 정부는 이 법안의 지속  운

을 표방

∙두 번째 산 연도인 2001년과 2002년에 주 정부는 각각 1억 캐나다 

달러와 1억 4백만 캐나다달러의 흑자를 거두는 등 성공 인 운

∙따라서 기에는 재정 자 발생으로 규제력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

으나 최근에는 경제 기를 자유로이 처할 수 있는 법안으로 호평

을 받음

16) Philipps L.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Legis(Ir) 

Responsibility”, Osgoode Hall Law, pp 704-739

Geist M. 1997. “Balanced Budget Legislation: An Assessment of the Recent 

Canadian Experience”, Ottawa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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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법안은 매년 산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로 재정투명성을 확보

하고, 이  해의 산 실 에 따른 회계 방식 도입으로 2000년 이래 

New Brunswick 주는 지속 인 흑자 재정을 나타냄

자료：www.bmonesbittburns.com

<그림 3-8> New Brunswick 주의 재정현황

◦부채에 한 재정 칙 운  효과

－New Brunswick 주는 이 법안의 도입으로 GDP 비 채무비율 감소 목

표를 달성

∙<그림 3-9>에서처럼 New Brunswick 주는 재정 칙 도입 후 차 GDP 

비 채무비율을 축소

∙New Brunswick 주는 2000년 8,150만 캐나다달러의 채무를 이고 

2005년에는 1억 3,150만 캐나다달러의 채무를 임

∙최근 6년(2000~2005년)간 명목 GDP가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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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도 꾸 히 늘어나고 있어 GDP 비 채무비율은 지속 으로 감

소하는 양상을 보임17)

자료：New Brunswick Finance

<그림 3-9> New Brunswick 주의 부채현황

(4) 캐나다 주 정부의 재정준칙 운영 현황

◦캐나다 각 주 정부는 <표 3-1>과 같은 재정 칙을 도입하여 운

◦각 주는 부분 1993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재정 칙을 도입해 균형 산

을 한 법안을 심으로 운

◦캐나다 주 정부는 <표 3-2>와 같은 내용의 자방지 법안을 운

◦주마다 운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여 재정 칙의 강제력과 효과성에도 차

이를 보임

17) http://www.scotiacapital.com/English/bns_econ/nba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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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 재정준칙

Alberta
- 적자 제한 법안 (1993년 5월 14일)

- 균형예산과 채무 상환 법안 (1995년 4월 24일)

Saskatchewan - 균형예산 법안 (1995년 5월 18일)

Manitoba - 균형예산, 채무 상환, 그리고 세금 보호 법안과 개정 법안 (1995년 11월 3일)

Quebec - 적자 제한과 균형예산 법안 (1996년 12월 19일)

New Brunswick
- 균형적인 지출과 수입에 대한 법안 (1993년 5월 7일)

- 균형예산 법안 (1995년 4월 13일)

Nova Scotia - 재정 조치 법안 (1996년 5월 17일)

Northwest Territories - 적자 제한 법안 (1995년 4월 27일)

The Yukon - 유콘 세금 보호 법안 (1996년 4월 26일)

<표 3-1> 캐나다 주 정부의 재정준칙 운영사례 요약

주
실제 적자의 

적용

구체적인 
채무 제한 

조약

1년 예산 
정책안

균형 예산 
미달성 시 

징계

세금 변화에 
대한 투표 

여부
면책 조항

Alberta Yes Yes Yes No No⁴ Yes

Saskatchewan No No No² No No Yes

Manitoba Yes Yes Yes Yes Yes Yes

Quebec Yes No Yes No No Yes

New Brunswick Yes No² No³ No No Yes

Nova Scotia No¹ No Yes No No Yes

Northwest Territories Yes No Yes Yes No Yes

The Yukon Yes No Yes Yes Yes No

자료：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1997)

1. 실제 지출은 예산 지출보다 1% 이상 넘지 않아야 함. 실제 적자액은 다음 해에 꼭 메워져야 함

2. New Brunswick 주 정부는 곧 채무 제한 조항을 도입할 것

3. 4년 예산 정책안

4. Alberta 주 정부는 투표에 의한 세금 변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The Globe and Mail에서 1997

년 4월 16일에 발표함. Alberta 주는 소비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함

<표 3-2> 캐나다 주 정부의 적자 방지 법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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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주 정부

(1)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준칙 운영18)

① 도입배경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  후반 지출과 세입이 증하 으나, 2001년에 

세입이 락함

－ 산과 지출은 격하게 균형을 잃고 재정은 악화됨

－정책입안자들은 지출 로그램을 이고, 세입을 증가시키기 한 노력

을 개

－그러나 주 정부는 규모의 자를 이월하고 차입에 의존

◦캘리포니아 주는 2004~2005년에  다른 채무에 직면

－특수 기 의 집행 연기와 차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가 발생

◦1960년 와 1970년 에 캘리포니아의 고질 인 문제는  증가하는 재

산세 

－1972년 67억 달러에서 1978년 110억 달러로 증가

－Howard Jarvis가 만든 United Organization of Taxpayers를 포함하여 많

은 집단이 이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기 해 고심

－United Organization of Taxpayers는 재산세를 이기 해 국민발안제

를 시행하는 데 주력

18) http://www.lao.ca.gov/ballot/2004/58_03_20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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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캘리포니아 총 세입 추이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The California Balanced Budget Act(캘리포니아 균형 산법)

－채무와 산과 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과 법률

(Proposition 58)로 구성

◦채무와 산과 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Balanced Budget Requirement(균형 산 요구 사항) : 캘리포니아 주 헌

법에서는 주지사가 매년 1월 10일까지 다가올 회계연도(7월 1일에 개

시)의 주 산안을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

∙이 산안은 균형  성격을 가져 추산된 수입이 제안된 지출을 충당하

거나 과해야 함

∙다만, 이러한 균형 산 요구는 주지사의 1월 산안 제출에만 용되

고, 주 의회에서 통과되어 주지사가 승인하는 산에는 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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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Year Budget Adjustments(연도  조정) :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서

는 산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연  조치에 한 공식 인 차를 요구

하고 있지 않음

－Reserve Requirement( 비  요구) : 주 헌법은 기치 못한 산 부족

에 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기 (Reserve funds) 마련 조항을 

규정

∙그러나 비기 의 규모, 비기 의 조건 등은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안 58(Proposition 58)

－법률안 58의 주요내용 : 주 헌법을 보완  수정

∙주 산의 지속 인 균형 유지를 한 규정

∙ 비기  마련을 한 주요 조건

∙미래 채무 설정에 한 규제

－내용 1 : Balanced Budget Provisions(균형 산 조항)

∙주정부는 균형 산으로 재정을 운 하며, 산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에 회계연도 에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 2 : Balanced Budget(균형 산)

∙주지사는 매년 균형 산안을 제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즉, 매년 주 재정

수입은 그 해 지출을 충당하거나 과해야 함

－내용 3 : Mid-Year Adjustments(연도  조정)

∙만약 주가 상당한 세입의 부족이나 지출의 결손에 직면한 경우, 주지사

는 재정 비상사태(fiscal emergency)를 선언할 수 있음

∙주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주 의회를 소집하고 련 법안

을 제출할 수 있음

∙만약 주 의회가 45일 내에 이러한 주지사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 다른 법안이 통과되거나 용될 때까지 휴정(joint recess)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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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 Reserve Requirement( 비  요구)

∙Budget Stabilization Account(BSA : 산 안정화 계정)이라는 특별 비

을 주의 일반 인 기 (state’s General Fund) 내 설립

－내용 5 : Annual Transfers(연간 이 )

∙추산된 일반기  수입의 일부분은 주의 감사 (the State Controller)에

게 각 재정년도의 9월 30일까지 양도

∙이러한 이 규모는 2006~2007년에는 일반기  수입의 1%, 2007~ 2008

년에는 2%, 2008년 이후에는 3%를 용

∙이러한 이 은 계정의 균형이 80억 달러 혹은 일반 기  수입의 5%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내용 6 : Allocation of Funds(기 의 배분)

∙매년 BSA로 이 하는 50%는 보조 계정으로 배분

∙이러한 보조 계정은 부채를 상환하기 한 것으로 자동 으로 채무 상

환에 사용

∙이러한 이 은  50억 달러에 이를 때까지 지속

－내용 7 : Spending From the Account(계정으로부터의 지출)

∙BSA의 기 은 주 의회 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과 주지사의 승인을 통

해 일반 기 으로 이  가능

∙일반 기 으로 이 된 자 은 부채 상환  다양한 목 으로 사용 가능

하며 주 의회에서 2/3 찬성표로 사용 승인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채무와 산에 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과 법률안

(Proposition 57)으로 구성

◦채무와 산에 한 헌법 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s)

－Debt-Related Provisions(부채 련 규정) : 주 헌법은 주의 일반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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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입으로 상환될 채무설정에 해 주민(유권자)들의 승인을 요구

∙주민들의 승인을 얻기 해 제시되는 각 채무는 ‘단일한 목표나 사업’

의 성격을 가짐

∙과거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교육 시설, 물 로젝트(water project), 교

도소 건설 등 사업에 해 채무설정을 승인

◦법률안 57(Proposition 57)

－Prohibition Against Future Deficit Borrowing(미래 자를 한 차입 

지)

∙장래의 산 자를 충당하기 한 차입 지

∙이러한 규제는 일반 인 채권, 수익성 채권, 장기간 차입 형태 등 부

분의 차입에 용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일반 기 의 유동성 부족을 충당하기 한 

단기 차입, 주 기  사이의 차입

④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in California(캘리포니아의 조세  지출 

제한)

－법률안 13(Proposition 13)과 법률안 4(Proposition 4)

－1970년 에 증한 재산세 등에 한 반발로 1978년 캘리포니아 주는 

지방재산세를 삭감하는 법률안 13을 도입

－1979년 11월 부분의 주와 지방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법률안 4가 

추가로 도입

◦법률안 13(Proposition 13)

－ 법률안 13의 주요내용

∙1975~1976년을 기 으로 재산세는 평가된 재산의 1%로 제한

∙재산평가액의 증가는 연(年)간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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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치에 한 재평가는 재산이 팔린 경우에만 허용

∙입법자의 새로운 조세 부과는 주 의회에서 2/3의 찬성 투표가 있는 경우

에만 가능함. 이러한 찬성표 없이 지방정부가 새로운 조세를 제정하는 

것은 지

－부족한 재정수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지방재산세를 57% 삭감하고, 지방정부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을 

폭 으로 축소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단하고 지출을 삭감

∙도시와 카운티들은 사용자 요 , 특별세, 평가 등을 신설  증가시킴

◦법률안 4(Proposition 4)

－법률안 4의 주요내용

∙법률안 4는 부분의 지출에 한 제한을 책정

∙이러한 제한은 생계비와 인구의 변화에 기반하여 상향 조정

∙ 부분의 주와 지방정부의 지출에는 이러한 제한이 용됨

∙다만, 자본지출, 부채 서비스, 지방정부 보조 을 포함한 지출에 한 

책정은 용 상에서 제외

∙규정된 제한을 과한 경우 2년 안에 과분을 납세자에게 반환

⑤ 재정준칙의 운영 효과

◦균형 산법 운 의 효과

－균형 산  부채 규정의 효과

∙균형 산법의 도입으로 주지사와 주 의회는 자이월을 최소화

∙ 한, 재정지출이 감소하고 재정수입의 증가폭이 과거보다 감소됨. 주 

정부의 임의  재정운 을 상당히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

∙결과 으로 주 정부는 산 부족에 해 보다 즉각 으로 조치를 취함

－ 비기  설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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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기 의 액은 과거의 산 계획의 액수보다 큼

∙이러한 비 의 규모는 경제  사이클의 향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

출을 보다 원활하게 만듦

∙즉, 경제 팽창시기에는 재정지출이 감소(연간 수입이 비 으로 환 

증가)하고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지출이 증가( 비 이 재정지출 재원

으로 사용되어 지출 감소의 완화)

－기타 효과

∙보다 균형 인 산 운 과 차입의 감소로 주 정부는 보다 높은 신용등

과 낮은 부채율을 가지고, 서비스 비용이 상 으로 낮아짐

◦법률안 13의 운  효과

－재산세가 1978년 110억 달러에서 1979년 60억 달러로 크게 감소

－세 경감은 캘리포니아 경제를 부양하여 법이 통과된 이듬해에 캘리

포니아의 경제성장률은 미국평균을 넘어서고 실업률 한 감소

－정부지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삭감은 있었으나 주 정부의 핵심  기

능의 마비는 일어나지 않음

－이 제안은 미국 체에 세 경감과 세 제한에 한 심과 법 제정 움

직임을 유발

－캘리포니아 주의 조세시스템과 주와 지방 간 재정 계가 근본 으로 

변화

∙주는 감소된 수입을 충당하기 해 소비세와 다른 세원의 배분상변동

과 련하여 긴 구제 로그램을 도입

∙즉, 부분의 도시와 카운티에 주가 거둔 재산세원을 제공하고, 주의 

일반 기 에서 학교에 자 을 지원

∙결과 으로 지방 재정 권한이 상당히 감소하여 지방자치가 약화

∙실제 산의 결정에서 주의 권한이 증가하여, 지방 공무원들은 주 정부

의 기  배분 과정에 해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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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에서 새로운 불평등을 래

∙재산은 매각된 경우에만 완 히 재평가되므로, 유사한 재산을 가진 소

유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재산세를 납부

∙상업 인 재산(commercial property)이 주택의 재산(residential pro-

perty)보다 낮을 경우, 주택 재산 소유자들은 차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

－재산세의 감소와 함께 소비세(sales tax)가 세원으로 지속  증가

∙재산세에 한 법안 개정은 집을 소유한 시민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

시켰지만 체 인 세 을 통제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함

∙이 법안이 통과된 후 몇 년간 주 정부는 일반 매세와 주류, 가솔린, 

담배와 다른 품목들에 한 세율을 높임

∙ 한, 각 도시와 카운티는 주택 제공과 일자리 증진 사업 등에 한 재

정지출을 확

<그림 3-11> 캘리포니아 재산세와 소비세, 소득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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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3에 한 개정

∙특정 그룹의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  향을 이기 해 개정

∙자연 재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들에게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공하기 

해 법률안 8(1978), 법률안 50(1986), 법률안 171(1993) 제안

∙ 한, 역사  건축물 재건(법률안 34, 1984), 빌딩의 내진 설계(법률안 

127, 1990)의 경우 재평가를 생략

∙조세를 증가시키는 법안을 도입하기 해서는 주 의회에서 2/3의 찬

성표를 획득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완화 가능

◦법률안 4의 도입

－1978년에 개정된 법안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세 을 경감하고 주 

정부의 성장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합의

－유권자들은 Gann 제한(The Gann Limit : Proposition 4) 등 지출 제한에 

한 새로운 기 을 제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주 정부의 권한이 약화

－1987년의 주 수입의 등으로 Gann 제한을 반함에 따라 처음으로 납

세자에 한 반환 실시

－법률안 4의 도입에 한 평가

∙이 법안은 주 정부의 지출을 이는 데 성공하여 정 인 결과 산출

∙그러나 정부의 체 인 지출이 아닌 세입으로부터의 기 책정액에 

한 제한을 설정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는 요   세 이 아닌 다른 원

천으로부터의 수입에 더욱 의존

∙1990년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지출증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 이에 필요한 자 을 조달하기 해 기 책정액의 한계를 정한 1979

년 법안 4는 무력화됨

－법률안 4를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111 도입

∙자본경비 지출, 가스세의 증가에 한 보조, 국가  재난 보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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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n 제한 용을 면제

∙Gann 제한에 사용되는 공식을 조정 : 인구 요소는 캘리포니아 인구의 

평균 산출의 기반이 되고, 생계비 요소는 개인 소득 증 기반으로 사용

∙이러한 변화는 Gann 제한을 강화시켜, 향후 제한이 용될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주의 지출에 한 제한을 완화

(2) 콜로라도 주의 재정준칙 운영

① 도입배경

◦콜로라도 주 정부는 주의 재정  건 성을 유지하기 해 균형 산법을 

도입

∙주가 재정  기를 겪게 되면 주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주 지방채의 

신용도가 격하게 떨어짐

∙따라서 주 정부는 균형  산을 맞추기 한 노력에 강제성을 부여하

기 해 이를 주 헌법에 명시

◦1977년 콜로라도 주는 General Fund 책정액에 한 최 의 법률상 제한조

항을 도입

－General Fund 지출의 상승률은 직  연도와 비교하여 7%를 넘지 못하

도록 제한하고 4%의 충당 을 요구

－ 한, 과된 수익은 재산세 경감을 해 사용

－유권자들은 공무원들이 콜로라도 주의 지출에 한 감시인이 되어 정부

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찬성19)

◦1991년 콜로라도 주 개인소득의 5%와 직  회계연도의 General Fund 책

정액을 6% 이상 과한 액  작은 액까지만 책정액을 설정하도록 

제한

◦콜로라도 주의 수입에 한 제한조항은 정부의 성장을 제한하고, 정부의 

19) www.coloradobu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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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  인상 시 유권자들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직 민주제를 향상시키리라는 기  하에 도입20)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콜로라도 주 헌법 10조 16항(1876년 8월)

－헌법 10조 16항의 주요 내용

∙주의 지출은 법에 따라 가능하며 용 가능한 세 을 과할 때에는 

주 의회에 의해 어떠한 책정액이나 지출도 승인될 수 없음

∙단, 주 의회가 그러한 책정액과 지출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세 을 부과

하는 경우에는 가능

∙만일 주 의회가 헌법상 한도를 과하는 책정액을 만들었거나 지출을 

승인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면 그 법령은 무효임

③ 조세 및 지출 제한에 대한 재정준칙

◦State General Fund 책정(策定)에 한 제한(콜로라도 주 개정 법률 

24-75-201.1)과 State Revenue에 한 제한(TABOR)으로 구성

◦콜로라도 주 개정 법률 24-75-201.1

－2009년 주 의회는 General Fund 책정액을 ‘콜로라도 주 개인소득의 5%’

까지로 수정하여 제한

－여기서 ‘콜로라도 주 개인소득’은 미국상무부에서 공식 으로 보고한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역산하여 두 해  일 년 동안의 콜로라도 주의 

총 개인소득을 의미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은 General Fund 내용에서 제외

∙재산세 재평가를 한 책정액

20) Judith I.Stallmann, 2007, “Impacts of Tax&Expenditure Limits on Local 

Governments: Lessons from Colorado and Miss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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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 혹은 주와 연방법원의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운 로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책정액과 소득층을 한 의료보장제도비용 는 

추가 책정액

∙투표로 승인된 세 인상에 따른 책정액

∙주의 재정  기를 비한 책정액

－ 한, 이 법안은 법률상 General Fund 비 을 6.5%로 상향

∙이러한 증가는 2012년이나 2013년 혹은 그 이후에 5년 동안 시행될 

정

－콜로라도 주 총 개인소득의 5%를 과한 액은 General Fund 이외 다

른 기 으로 이 할 수 있음. 즉 고속도로 사용자 세  기 (Highway 

Users Tax Fund), 공공도로, 공사를 해 사용됨

◦State Revenue에 한 제한 : TABOR

－1992년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납세자의 권리(Taxpayers’ Bill of 

Right : TABOR)’를 통과시킴

∙콜로라도 주 헌법에 과세에 한 제한을 명시

∙이 조항은 주 정부가 federal fund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직 연도 수입

상한선과 실제로 모은 수입  더 작은 액에 인구성장률과 인 이

션을 더한 것으로 제한

∙이러한 제한을 과하는 수입은 유권자에게 환

∙ 한, 정부 산에 한 수정 사항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④ 재정준칙의 운영 효과

◦균형 산에 한 재정 칙 도입 효과

－재정 칙 도입의 정  측면

∙균형 산법이 더 엄격한 주일수록 결손이 더 음

∙결손에 해서 엄격한 통제권을 가진 주가 실제로 다른 주보다 지출수

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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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균형 산법을 수하기 해 수입을 늘리거나 납세자 1인당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지출과 균형 을 찾으려는 노력을 실행21)

－재정 칙 도입의 부정  측면

∙정부는 균형 산법을 수하기 해 지출을 지나치게 삭감함으로써 공

공서비스 제공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

∙균형 산법을 수하기 해 지출을 심하게 임으로써 주민들의 공공

복지 수 이 하게 낮아짐

∙이는 경제 불황기에 수입이 감소하면서 더욱 심해짐22)

◦State General Fund 책정(策定)에 한 제한 도입 효과

－Ratchet effect(래칫효과)의 발생

∙주 의회가 6% 제한사항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모으지 못한 

경우, General Fund의 책정액은 낮아지고 결과 으로 다음 해의 책정액 

한도가 감소

∙General Fund에 의해 시행되는 몇 가지 정부 로그램과 서비스들은 

6%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나 주 의회는 6% 지시에 맞춰 요구를 충족해

야 함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로그램은 General Fund에서 차지하는 부분

이 커지므로 결국 다른 로그램을 축소시킴

－주 산의 지출 우선순  선정에 향을 미침

∙입법자들에게 허용된 6% 책정액 한도보다 더 많은 기 이 모아진 해에

도 이러한 ‘축소’효과가 나타남

∙의료보장제도 비용과 교육비용이 8% 성장한 경우, 콜로라도 주는 그 

로그램을 해 6%를 과하여 기 을 사용할 수 없음

21) Adi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87, “Fiscal Discipline In 

the Federal System : National Reform and the Experience of the States”

22) Paul Krugman, 2008, “Fifty Herbert Hoovers”,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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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과된 General Fund는 비  계정을 통해 교통, 건설을 한 기

으로 이 23)

◦TABOR 도입의 효과 1 : 정  측면

－이 칙에 의해 어든 세 은 콜로라도 주에 경제  자유와 성장을 가

져와 주의 경제성장률이 미국 체를 웃돎

∙콜로라도 주는 이 법 시행 후 상당한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여 1990년에

서 2000년 사이 30%의 인구성장을 경험

∙ 기산업과 이동통신산업이 격하게 발달

－세 인상을 해 총선거를 필요로 하는 차는 민주  성격을 강화시킴

∙콜로라도 주 정부는 보다 유권자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빠르고 반 함

－이 제한은 정부의 지출성장률을 감소시켜 좀 더 효율 인 재정지출을 

권장

∙정부지출에 해 우선순 를 매기고, 요 과 허가제 사용을 증가시키

며, 특수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

∙1992년에 콜로라도 주 당국은 지출우선순 를 바꿔 총체 인 운 비

용, 거리보수비용 등을 임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증가

－납세자들은 법에서 명시한 제한을 과하여 거둔 세 을 상당 부분 반

환받음

－주 의회는 과하는 세 을 이기 해서 개인소득세와 매세를 감소

◦TABOR 도입의 효과 2 : 부정  측면

－상한선을 과하는 수입은 납세자의 승인이 없는 한 환 되어야 하므로 

산이 어드는 경향이 있음

23) Colorado Fiscal Policy Institute, 2009, “How the 6% Arveschoug‐Bird Directiv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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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은 경기변동과 지출이 더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용됨

∙이러한 환경하에 정부수입에 한 제한은 재정 기 래 가능

∙ 한, 주 정부입장에서는 산을 약하는 결정을 꺼림

－불경기 후 경기회복에 따라 나타나는 수입상한선 설정에 문제 이 

발생

∙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이 2000년  반에 감소한 수입을 기

으로 산출되어 지출요구에 비해 수입규모가 작음

∙이는 주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이나 공

생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 , 양  측면을 하락시킴

∙일례로, 주 정부의 교육에 한 지출이 1992년 미국 주 가운데 35 에

서 2001년 49 로 락하 으며, 공공보건과 련하여 아동 백신 처방

률도 수입상한선 조항이 시행되기  24 에서 시행된 후 50 로 락

<그림 3-12> TABOR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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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션을 바탕으로 재정수입의 상한선을 도출하여 정부가 제공하

는 서비스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클 경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

⑤ TABOR의 수정

◦TABOR의 수정 배경

－이처럼 계속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 양  하락으로 인해 이 조항에 

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2000년 의 극심한 불경기에 나타나는 주 산 책정기 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제한의 완화에 합의

∙2005년 11월에 콜로라도 주 유권자들은 총선거(Referendum C)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TABOR)’에 명시되어 있는 수입에 한 제한을 수정

◦재정 칙의 주요 수정 내용24)

－주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수입을 5년 동안 보유하고 

2011년에는 종 의 수입제한 기 (직 연도의 수입상한액과 실제 수입

액  작은 액)을 다른 기 으로 바꿈(‘래칫효과’의 제거)25)

－주 재무장 은 해마다 실시되는 감사의 한 부분으로 그 해에 비축하거

나 지출하기로 승인된 수입에 해 보고

◦수정된 재정 칙에 한 평가

－수정된 재정 칙의 장

∙2011년부터 용되는 수입상한선의 기 을 지난 5년간 정부가 가장 

많이 얻은 수입으로 설정하여 경제 불경기 이후에 따르는 래칫효과를 

제거

∙비축해 놓은 기 을 우선 으로 사용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24) Colorado Fiscal Policy Institute, 2005, Issue Brief

25) Bert Waisanen, 2008, State Tax and Expenditur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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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재정 칙의 단

∙수입상한선 도출공식이 여 히 인 이션 기반이어서 ‘공공서비스 제

공이 경제성장률보다 발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한계 을 근본 으로 

극복하지는 못함

∙2006년부터 5년간은 상한선을 과하는 수입을 모두 비축하지만 2011

년부터는 이에 한 비가 없어 기존의 한계 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

∙불경기 동안에 삭감된 서비스가 향후 회복될 수 있는 방안에 해 명확

한 해결책이 없음. 불경기 인 2001년 수 의 서비스지출을 회복하기

에는 추가 립 이 충분하지 않음

(3) New York 주의 재정준칙 운영

① 도입배경

◦뉴욕시는 1975년에 심각한 재정 기를 겪고 거의 산상태에 이름

－1973년 아랍 국가들의 갑작스런 오일교류 단조치로 공황 발생

－뉴욕시는 과다한 재정지출정책을 시행하여 만성 인 자 발생

∙각종 사회 로그램들을 시행하면서 많은 재정지출을 감행

∙이익단체들과 한 사업추진계획을 맺어 재정지출이 증가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은행에서 과다한 자 을 차입

∙단기 부채 60억 달러를 포함한 14억 달러의 채무를 보유

∙자본  지출이 아닌 운 비용을 해 과다하게 차입

－이러한 방만한 재정운  상황을 방

◦주 헌법의 균형 산 조항의 무용성

－주 헌법은 균형 산을 강제하고 있었으나 뉴욕시는 다음과 같은 편법을 

사용하여 이를 교묘히 피함26)

26) Roger Dunstan, 1995, Overview of New York City’s Fis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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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낙 으로 미래수입 망

∙자본  지출을 해 마련된 기 을 운 비용으로 사용

∙ 산균형을 맞추기 해 특별기 수입을 과  계상 

－이러한 뉴욕시의 재정 자상황에 한 비  망으로 부채에 한 이

자율 상승

－1975년 4월 은행으로부터 운 비용을 한 자 을 빌리려 하 으나 은

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음

－상황이 악화되어 마침내 뉴욕 주가 뉴욕시를 구하기 해 새로운 조치

를 마련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균형 산에 한 헌법(12조 2항)과 New York State Financial Emergency 

Act(1975) 8조로 구성

◦뉴욕 주 헌법 12조 2항

－매년 주지사는 비용  수익에 한 완 한 계획을 세워서 입법부에 

산안을 제출

－이 산안에는 주지사가 제안한 비용을 충족시키기 한 수익이 마련되

어야만 하며 이에 한 설명도 있어야 함

－이 헌법은 1938년의 4-a  2항으로 채택되었고 1965년 11월 2일과 

2001년 11월 6일에 각각 수정됨

◦재정계획 수립에 한 법률 8조

－제1항 : 뉴욕시는 매년 시와 련 기 에 한 4년간의 재정계획을 수

립하고 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 에 따라야 함

∙뉴욕시는 1979년 6월 13일부터 1981년 6월 13일까지 회계연도마다 

자본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해 균형 산을 마련해야 함

∙일반 으로 인정된 회계원리(GAAP)를 따랐을 때 그 결과는 자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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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어서는 안 되며 실제 재정결과와 산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함

∙재정계획의 모든 수익과 지출의 합리 인 방법으로 측되어야 함

∙뉴욕시는 상수익의 잠재 인 감소 혹은 상 지출의 증가를 비하

기 해 회계연도마다 비 을 마련

－이러한 균형 산 운 을 실질화하기 해 5조에서 ‘New York State 

Financial Control Board’를 신설

∙Financial Control Board는 재정운 내용을 감독과 평가하는 권한과 책

임을 가짐

∙Financial Control Board는 뉴욕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해 포

인 감독기 을 도입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뉴욕 주 헌법(7조 11항)과 New York State Financial Emergency Act(9조), 

State Finance Law(5-B조 67항)로 구성

◦뉴욕 주 헌법 7조 11항

－뉴욕 주 지방채는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는 법에 의한 승인 없이 어떠한 

채무도 계약될 수 없음

－이러한 채무에 한 법은 주민들에게 제출되어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

이 있는 경우 비로소 효력을 가짐

－이 헌법은 1938년 4조로 제정되었고 1993년  조항으로 수정됨

◦New York State Financial Emergency Act(1975)

－부채상환기 의 설립과 용  단기 부채의 한계를 나타낸 9조

∙세 이 상되는 어음은 원 총액이 어음발행과 련하여 부과 가능한 

세 의 90%를 과하여 발행하지 못함

∙수익이 상되는 어음은 원 총액이 그 회계연도에 가능한 수익의 90%

를 과하여 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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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원   만기이자 총액이 직  12개월 동안 발행된 부채 원 의 

50%를 과하여 발행할 수 없음

◦State Finance Law 5-B조 67항

－2000년 채권발행에 해 제한을 둔 ‘The Debt Reform Act’에서 발

－직  회계연도 마지막 날 채무의 원  총액이 뉴욕 주 총 개인소득의 

‘지정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주의 채무가 계약됨

∙여기서 지정된 비율은 회계연도 2000~2001년에는 7.5%이며 그 다음 

회계연도(2001~2002)에는 0.5%, 그다음 회계연도(2002~ 2003)에는 

0.4%, 그 이후 7년 동안에는 1/3%씩 증가함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2010~2011년 이후부터는 지정된 비율로 4%를 

용

－직  회계연도 동안의 이자, 원 의 할부 , 감채기 에 한 분담   

련되는 지불 액의 총액이 주의의 총 정부자  수령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주의 채무가 계약됨

∙여기서 지정된 비율은 회계연도 2000~2001년에는 7.5%이며 그 다음 

회계연도(2001~2002)에는 0.5%, 그다음 회계연도(2002~2003)에는 

0.4%, 그 이후 10년 동안에는 1/3%씩 증가

∙마지막으로 회계연도 2013~2014년 이후부터는 지정된 비율로 5%를 

용

－모든 채무는 자본  지출을 한 자 으로만 계약될 수 있음

④ 재정준칙의 운영효과

◦New York State Financial Emergency Act 8조(균형 산)의 운  효과

－Financial Control Board를 통해 균형 산 운 을 실질화하여 뉴욕시의 

재정 자를 해결하고 재정건 성 확보에 큰 도움을 27)

27) Joshua Brustein, 2005, The Fiscal Crisis after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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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Financial Control Board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뉴욕시의 재정

운  성과에 해 직 으로 책임을 짐

∙뉴욕시에게 4년간의 재무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뉴욕시 산

에 한 신뢰성 부여

－균형 산 운 을 보완하기 한 추가 법률 제정 : 54조 1, 2항

∙제 1항 : 상ㆍ하 의원은 주지사가 제출한 산안에서 변화가 상되는 

경우 이 변화에 해서도 균형 상태를 맞추어야 함

∙제 2항 : 입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General Fund에 해 균형 산안을 

제정하여야 함

◦State Finance Law 5-B조 67항의 운  효과

－2001년부터 3년 동안 뉴욕 주의 공무원들은 이 제한을 수

－그러나 2004년부터는 채무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되어 온 채권은 법률상 제한을 과도하게 

넘음(법률상 제한 24억 달러 < 실제 채권 260억 달러)

∙2007년 회계연도 말에는 뉴욕 주 채무의 92%(394억 달러)가 유권자의 

승인 없이 발생

－이러한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한 제안들

∙2000년의 법률 개 은 법률조항이 그 실효성을 제한하는 외사항에 

한 가능성을 둠. 따라서 이 조항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규제되어

야 함

∙채무 제한은 ‘주에 의해 지원되는’ 채무의 모든 형태에 용되어야 함. 

즉 유권자의 승인 없이 발생하는 채무는 없애야 함

∙채무 제한은 명백하면서도 융통성이 있어야 함. 즉, 채무에 한 기 은 

독립 인 원회가 뉴욕시의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방법

이 바람직함28)

28) Citizens Budget Commission, 2007, Options for Budget Reform in New York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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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주지사가 
균형예산을 
제출해야만 

한다

법 표기 
현황

의회가 
균형예산안

을 통과 
해야만 한다

법 표기 
현황

주지사가 
균형예산을 
승인하여야

만 한다

법 표기 
현황

적자 
예산안 

가능 여부

Alabama × 헌법, 주법 × 주법 - - -

Arizona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California × 헌법 × 헌법 × 헌법 ×

Colorado × 헌법 × 헌법 × 헌법 -

Florida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Maryland × 헌법 × 헌법 - 헌법 -

Massachusetts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Michigan × 헌법, 주법 × 헌법 × 헌법, 주법 ×

Minnesota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헌법, 주법 -

New Jersey × 헌법 × 헌법 × 헌법 -

New York × 헌법 × 주법 × - -

Ohio × 헌법 × 헌법 × 헌법 -

Pennsylvania × 헌법, 주법 - - × 헌법, 주법 -

자료：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2008)

<표 3-3> 미국 주 정부의 균형예산 재정준칙 운영사례

자료：Citizens Budget Commission, Options for Budget Reform in New York State(2007)

<그림 3-13> 부채제한 현황(2001~2008)

(4) 미국 주 정부의 재정준칙 운영 현황

◦미국의 각 주 정부는 균형 산을 한 재정 칙의 운 을 해 <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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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내용을 규정

◦ 한, 이러한 내용은 주법과 헌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강제됨

◦미국 주 정부차원에서 채무제한을 해 도입된 재정 칙 내용은 <표 3-4>

와 같음

◦주마다 다양한 기 과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의 주 Debt service에 대한 제한 Authorized debt에 대한 제한

Alabama 없음 주법에 의한 제한

Arizona 있음 일반보증채무는 350,000달러를 넘지 못함

Colorado
투표에 의한 승인 없이는 일

반 보증채무 허락 안됨
투표에 의한 승인 없이는 일반 보증채무 허락 안됨

Florida 펀드수익의 7%
채무와 융자는 다음 2년 동안의 세금 수입의 50%를 넘지 

못함

Georgia 펀드 수익의 10% 5년마다 실시되는 채무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음

Illinois
지난해의 영업 비용과 자본 

비용의 7%
주법이 일반 보증채 제한

Maryland 수입의 8% net tax-supported debt는 개인 소득의 3.2%를 넘지 못함

New Jersey 없음
authorized debt 액수가 총 책정액의 1%를 넘을 때 투표 

승인 필요

New York
있음 - 총 예산의 5%보다 

적게

주법이 일반 보증채와 채무 발행을 제한, 주법에 의해 채무가 

주 개인 소득의 4%를 넘지 못하고 새 채무가 30년 동안 

지속되지 않게 debt service 조정 필요

Ohio 매년 펀드 지출의 5% 주법

Pennsylvania 수입의 5%를 넘지 않게 채무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세금수입의 1.75%까지

Texas
지난 3년 동안의 펀드 수입

의 5%까지
지난 3년 동안의 펀드 수입의 5%까지

Virginia 세금 수입의 5% 평균 수입의 1.15% 이상까지만

자료：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2008)

<표 3-4> 미국 주 정부의 채무제한 재정준칙 운영사례

◦미국 각 주에서 세 과 지출을 제한하기 해 도입된 재정 칙의 내용은 

<표 3-5>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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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는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시기에 제한규정을 도입하 으며, 이러한 

내용을 헌법과 주법으로 제정하고 있음

주 세금과 지출 제한
시행
연도

투표에 
의함

근거법
수입증대
허가 위한

투표수

Arizona 책정액은 개인 소득의 7.41%까지 1978 - 헌법 2/3

California 책정액이 개인소득증가와 인구수에 제한 1979 × 헌법 2/3

Colorado 펀드 책정액은 지난해의 6%까지 1992 - 헌법, 주법 과반수

Florida
펀드 수입은 인구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제한됨 1993 × 헌법 -

수입은 5년간 평균개인소득 증가의 5% 1994 - 헌법 2/3

Illinois 책정액이 가능한 펀드 견적까지 - - - 과반수

Maryland 의회가 지출액 제한을 매년 정함 - - - 과반수

Massachusetts 수입은 봉급의 증가에 제한됨 1986 - 주법 과반수

Michigan

수입은 지난해 개인 소득의 9.49%까지, 지출은 

주 수입 제한, 보조금, 그리고 지난해 흑자에 

제한됨

1978 × 헌법 과반수

Missouri 수입은 지난해 개인소득의 5.64%까지 - - 헌법 과반수

New Jersey
Direct State Service의 책정액은 개인소득 증

가에 제한됨
1990 - 주법 과반수

Ohio
책정액 증가는 3.5%까지 또는 인플레이션과 

인구수 증가에 제한됨
2006 - 주법 과반수

Texas 책정액은 개인소득 증가에 제한됨 1942 × 헌법, 주법 과반수

Washington
펀드지출은 10년 동안 개인소득의 평균증가에 

제한됨

1993, 

2005
× 주법 과반수

자료：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2008)

<표 3-5> 미국 주 정부의 세금과 지출 제한 운영사례

3) 해외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재정준칙 운영 효과

(1) 재정준칙 운영의 긍정적 효과

◦지방정부의 재정건 성 강화

－균형 산에 한 재정 칙의 효과

∙균형 산 달성을 한 재정운 은 지방정부의 지출활동을 제약하고 재

정 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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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의 도입결과 부분의 경우 재정 자 상황에서 탈피하는 등 

균형 산을 달성

－부채에 한 재정 칙의 효과

∙재정 자 운 의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부채의 운용에 한 명

시 인 규제는 축 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상황을 개선시키는 계기

를 마련

∙부채의 발생 없이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응하기 해 지방정

부는 재정사업(지출)의 운  효율성에 한 심을 증

∙이러한 심하에 지출과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재정운 의 효율

성을 증

∙특히 재정지출에서 구성비 이 큰 반면, 운 과정의 방만함에 한 비

이 증가하고 있는 자본지출의 비효율성을 감소

－조세  지출에 한 재정 칙의 효과

∙정부가 새로운 조세를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짐

에 따라 지역경제 내 정부비  팽창이 약화

∙조세를 통한 세입증가의 감소는 정부가 운 하는 재정규모를 감소시켜 

정부지출도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

∙이러한 세입, 세출 규모의 축소는 경제활동 내 정부비 의 거 화를 

방지

◦지방정부에 한 신뢰성 증

－재정 칙의 주요 내용  하나가 지방정부 재정운 에 해 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운  황을 공개하는 것임

－이러한 재정운  황에 한 공개는 재정운 의 투명성을 증가

－ 한 새로운 조세 도입 시 이에 한 시민들의 투표  찬성결과를 필

수요건으로 규정하여 재정활동에 한 주민참여를 유도

－이러한 재정 칙 운 차는 재정 운  시 지방정부의 채무수 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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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

－ 한, 지방정부의 재정운 에 한 감시  감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방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의 계기를 마련

◦지방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

－재정 칙 도입에 따른 안정 인 세입, 세출 운 은 지역경제에 존재하

는 다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발생

－재정 칙은 특히 경기침체  경기과열 상황을 완화시켜 지역경제 침체 

상황을 방지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

－한편, 세 부과 등 임의 인 정부활동의 감소는 경제활동 내 제약을 

이고 자유경제  원칙이 용되는 경제 환경을 조성

－이러한 자유경제 여건은 민간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정  향을 미

쳐 타 지역 기업들의 지역 내 이동 증 와 신산업의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발생

(2) 재정준칙 운영의 부정적 효과

◦재정 칙이 가지는 정  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균형 산에 한 재정 칙의 부정  효과

－재정규율이 강해질수록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 회계연도 기간이 조정되

는 등 재정 운 상 왜곡이 발생

∙이러한 왜곡은 새로운 경기 변화를 발생시켜 경기 사이클을 악화

(Levinson(1998))

－이는 세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여 자본지출을 통한 지역투자를 제한

시킴

∙ 부분 경상지출 제한이 아닌 자본지출에 한 제한이므로 규모 투

자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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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규모 투자사업의 제한으로 필요한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

◦조세  지출에 한 재정 칙의 부정  효과

－세입  세출권한의 제한으로 지방정부 지출패턴을 변화시킴

∙즉 소득수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공공재에 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

∙이러한 향으로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의 수 이 하됨

－재정수입  지출에 한 제한으로 새로운 재정운  방안을 모색

∙재정규율의 상이 되지 않는 특별자치구를 선정하거나 공무원 임 수

에 한 규율을 회피하기 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시킴

∙세입규율의 용을 피하기 해 부담 , 혹은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비

이 증가

◦부채에 한 재정 칙의 부정  효과

－부채에 한 재정 칙 용을 회피하기 한 편법을 도입

∙채무에 한 개념의 복잡함을 이용하여 이에 용되지 않는 간단계

의 정부에 재정이 을 신청

∙이러한 편법의 사용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약화시킴

－지방정부는 자체 공기업이나 융기 의 규모를 증

∙재정규율은 지방정부 산상 용 가능하나 공기업이나 융기 은 법

으로 포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 임

∙이 경우 산외(off-budget) 공공부문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결과가 발

생(Von Hage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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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 재정시스템의 개선

1) 추진 배경

◦최근 서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기, 로벌 융 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

수지 악화 등으로 재정건 성의 요성이 두

－이와 함께,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환(paradigm shift)에 선

제 으로 응하기 한 재정의 역할도 필요

◦재정건 화와 함께 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해서는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히 필요한 상황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철 히 제거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

－확보된 재원은 선택과 집 을 통해 녹색성장 등 미래 비 투자에 략

으로 배분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

－이를 통해, 재정건 화와 지속가능한 국가발 의 선순환 구조 구축

2) 추진 전략 : Ten - Ten 전략 추진29)

(1) 재정지출 10% 절감 전략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신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 책 마련

(2) 재정지출 10대 원칙 수립

◦기획･ 산 요구단계의 지출원칙 : 사  타당성검토의 강화

◦ 산 편성단계 : 략 인 재원의 배분

29)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한 세부지침, 201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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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평가단계 : 성과를 제고하는 지출을 시행

자료：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2010.5)

<그림 3-14> Ten-Ten 전략 내용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1)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 추진

◦재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철 히 제거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차질 없이 공 하기 해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을 추진

(1) 재량지출의 범위

◦재량지출의 내용 : 투자사업비, 경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의

무지출 :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 기 이 정해져 있어 수혜 상, 사업물

량, 단가 등의 축소가 실 으로 곤란한 경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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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모든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를 구조

조정

－일률 인 10% 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 ,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

조정 추진(사업별 감액률 차등 용 가능)

－ 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그 효과  필요성 등을 검하

여 구조조정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 으로 10% 이상 삭감

－유사ㆍ 복사업은 과감한 통합ㆍ정비를 지속 추진

－ 서운 비ㆍ업무추진비ㆍ여비 등 공무원이 직  사용하는 경상  경

비는 최 한 증가를 억제

◦신규 사업은 원칙 으로 기존 사업의 추가 인 구조조정을 통해 소요재원

을 마련

(3)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기별 필수소요 반 에 따른 연차  자연감소분

◦단년도 사업, 주기  시행사업의 자연완료ㆍ감소분

◦재원 감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회계ㆍ기  이

◦ 제가 되는 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사업종료

－주무부처의 극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포함

◦ 리하락에 따른 이차보  소요 감소 등 환경ㆍ여건변화에 따라 당연히 

감축ㆍ종료되는 경우

◦유사사업 간 단순 통폐합으로 산 감이 없는 경우

－통ㆍ폐합으로 감되는 사업비는 구조조정에 포함

30) 교부 , 채무상환, 법정부담 (연 , 건강보험), 사회보장  소득보 지출, 이자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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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행부서의 의지가  없어도 종료ㆍ감축되는 경우

－재정융자사업을 민간이차보 으로 환한 경우 구조조정에 포함

2) 재정지출의 생산성 증진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인센티 제를 

도입

(1) 인센티브제 시행

◦개별 부처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

제 시행

－각 부처의 2011년 산요구안에 반 된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황｣에 한 평가 등을 토 로 기본경비 추가 증액  감액(3%수 ) 

검토

◦ 한, 부처의 이행실 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와 재정 당국 간 

산 의 과정도 차별화하여 운

－생산성 제고 실 이 우수한 부처는 산 의 시 부처의견을 최 한 존

－생산성 제고 실 이 미흡한 부처는 산 의ㆍ보완 시 강제 구조조정 

추가 시행

(2) 인센티브제 시행을 위한 자료 수집

◦’11년 산안 요구 시(’10년 6월말) 부처별 ’11년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황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로 제출

①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실적 조사

◦정량 (Quantity) 평가 방법의 도입

◦추진 황 조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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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을 기 으로 체 모습  기본방향 작성 : 기본방향별 구조조정 

규모의 명시

－세부 추진방향의 작성 : 기본방향에 맞게 이슈별ㆍ유형별로 구분ㆍ설명

◦부처의 자료제출 후 보완 시 재정당국의 추가 조정 황 작성

② 지출 생산성 제고 추진 행정체계 및 실행방안 제출

◦정성 (Quality) 평가 방법의 사용

◦행정체계  실행방안 자료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 마련여부 : 기 장( 는 부기 장)이 주재하는 산 심의회, 

실ㆍ국별 산 의회, 생산성 제고 추진  구성ㆍ운  등

－ 상사업 선정과정 : 내부토론,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 지 사항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 반 실  등

－장애요인 극복노력 : 이해 계자들에 한 의 차  설득과정

－기타 : 부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심으로 기술

3. 재정준칙의 도입

1)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 도입

(1) 기획･요구 단계

① 타당성 검증 강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사업 추진 시 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

사 등 사 차를 철 히 이행

－ 비타당성조사 상 사업은 원칙 으로 조사가 완료된 후 산을 요구

－수요 감소 등 여건 변화로 당  기 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 사업 

단 여부를 면 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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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

②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ㆍ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제도개선 필요

성을 우선 검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주민 착형 사회복지ㆍ교육 사업 등

은 원칙 으로 지자체 수행 유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 등 민간자원을 

극 활용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동일목 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기부 확 , 자원 사 활용 등을 장려

③ 사전협의 내실화

◦ 장기 규모 재정소요에 한 사 의 수

－ 규모(연간 500억 원, 총지출 2,000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계획

은 기 리 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 의무화

－재정수반 정부입법안은 국회 심사과정 등에서 변경되는 경우 소 부처

는 재정당국과 재 의

－의원입법 련 사항은 정부입법정책 의회(법제처), 국가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 내에서 의･조정 강화

④ 총비용 검토

◦신규 장비ㆍ시설은 직 투자비 외에 운 인력, 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에서 타당성 검토

－총비용에는 공무원ㆍ기타직(청원경찰, 문계약직 등) 보수 등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ㆍ 탁사업비 등 유지 리비, 기타 간 경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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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작성

－각 부처는 인력충원계획에 해 행정안 부와 사 의를 거쳐, 정기직

제 개정 요구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R&D  정보화 련 시설ㆍ장비는 추가 인 신규투자 없이 기존 시설이

나 범부처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지를 심층 검토

(2) 편성단계

① 전략적 재원배분

◦투자우선순 에 따라 재원을 략 으로 배분

－녹색성장 등 세계 인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를 심으

로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집  투입

－완공 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계속사업을 기에 완료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여타 부서ㆍ기 ,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

는 사업과 복되지 않는지를 검

－사후 재해복구보다는 사 방 투자를 강화

②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대책 의무화(PAYGO 원칙)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기존 의무지출에 한 세출구조조정 는 별도의 

재원 책을 마련

－기존 의무지출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법 개정 등 구

조조정 추진

－의무지출의 재정소요를 정  검토하여 과도한 산편성 지양

③ 보조사업 일몰제

◦보조사업은 도입 후 일정기간(3년)이 경과하면 원칙 으로 사업을 종료하

는 ‘일몰제’ 도입



제3장 재정준칙의 사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95

－일몰제 : 존속 타당성이 입증된 외 인 경우에 한해 사업을 연장

(Negative System)

－일몰제 상

∙당  지원 목 이 달성되어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율 인 수행이 가능한 

사업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 등 당  지원효과가 불투명

한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추가 인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다른 재정사업과의 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부정수 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달체계가 비효율 인 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지자체 매칭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율을 합리

으로 조정

(3) 집행ㆍ평가 단계

① 전달체계 정비

◦재정사업의 달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산 수를 방

－복지 : 사회복지통합 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  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 여의 부정ㆍ 복수  방지

－농업 : 개별 농가단  직 보조에서 시설ㆍ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 보조 방식으로 환

－R&D : 연구비 리제도 지속 보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을 통

한 연구과제 복 방지

－정보화 : 정부통합 산센터를 활용한 산장비 통합구매ㆍ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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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간 네트워킹 강화 및 비용절감

◦성격이 유사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서로 연계

를 강화

－일자리, 소기업 분야 등 긴 하게 연 된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정

책목  달성을 한 시 지 효과 제고

－연구개발 투자 등은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에 을 두고 지원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신공법 도입, 입찰방식 개선, 정확한 원가계산, 물량ㆍ단가 산정방식 개

선, 아웃소싱 등 비용 감 방안 강구

③ 성과정보 활용

◦성과 평가, 외부기  지  등 환류정보를 극 검토하여 반

－재정사업 평가(K-PART) 결과,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10

년 산 비 10% 이상 삭감

－부처별 ｢ 산낭비신고센터｣에 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반 하고, 여론

조사  자체 심의기구 등을 극 활용

－국회ㆍ감사원ㆍ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지 한 사업  성과가 낮거나 

산낭비사례로 정된 사업은 축소ㆍ폐지

◦집행부진 사업

－연례ㆍ반복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 상액을 포함하여 집행 가능한 

산 액 수 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

－집행부진이 년도에만 일시 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 원인이 해소

된 경우에 한해 사업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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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재정준칙 논의31)

(1) 재정지출 통제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

－한시사업과 복사업을 축소하고 불요불 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하는 등 재량지출 축소

－숨어 있는 세원을 양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  제도를 연장 

없이 일몰화

◦국가채무 상한선 등 분야별 재정지출 목표치 설정

◦GDP 비 재정 자 비율 감소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17조 6000억 원 자로 GDP 비 -1.7%

－GDP 비 재정 자 비율을 매년 0.2%p 상승시켜 2014년 이후 재정흑

자 환을 목표로 설정

(2) 국가채무 통제

◦재정건 성을 나타내는 GDP 비 국가채무비율의 리기  설정

－2009년 말 기  GDP 비 국가채무비율은 33.8%

－향후 3년 동안(2010~2012년) 35%의 과도기를 거쳐 2013년부터 33%

로 리

31)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 될 정(국가재정 략회의 : 2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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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1) 재정규모

◦서울시 재정규모는 2006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2009

년까지 연평균 14.8%의 지속  성장을 이루었음

◦그러나 2010년 마이 스 성장으로 년 비 12.0%가 감소하 음

서울시 재정규모 서울시 재정규모 증가율

<그림 4-1> 서울시 재정규모 및 서울시 재정규모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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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2013년까지 연평균 재정규모 성장

이 3.2% 수 으로 2010~2011년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2009년 이  수

으로 돌아갈 것으로 상됨

◦이는 서울시의 성장잠재력이 차 축되고 재정지출의 여력이 어들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시 재정규모의 성장추세 재정규모 증가율 예측치

<그림 4-2> 서울시 재정규모의 성장추세 및 예측치

2) 세입측면

◦세입증가율 면에서 2009년에는 2008년보다 8.7% 증가함으로써 2007~ 

2008년 증가율인 5.3%보다 늘어남

◦이는 지방채 발행이 2008년 1조 8,536억 원에서 2009년 3조 2,454억 원으

로 약 75.1% 증가한 때문임

◦이를 통해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서 부채 의존도가 차 심화되어 감을 

알 수 있음



제4장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103

서울시 세입규모 세입 증가율

<그림 4-3> 서울시 세입규모 및 증가율

3) 세출측면

◦반면 세출측면에 있어서는 2009년에 2008년 비 17.2% 증가하여 2007~ 

2008년의 8.8%보다 2배가량 증가

◦세출부문별로는 수송  교통이 3배 이상, 국토  지역개발이 2.6배, 문

화 , 사회복지, 환경 등이 50% 이상 증가하 음(지출액기 )

서울시 세출규모 세출 증가율

<그림 4-4> 서울시 세출규모 및 증가율

4) 부채측면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서울시 지방채는 연평균으로 보면 큰 폭의 변화

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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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2008년간 36%가 증가하고 2008~2009년에는 75%가 증가하

여 서울시 부채가 속히 늘고 있음

◦2009년 결산에서는 지방채가 세입(236,830억 원)의 13.7%를 차지하여 

2007년의 6.6%에 비해 그 비 이 2배 이상 증가하 음

서울시 지방채 규모 지방채 증가율

<그림 4-5> 서울시 지방채 규모 및 증가율

5) 취ㆍ등록세

◦서울시 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ㆍ등록세는 2007년 이후 매년 

어드는 추세임

◦등록세의 경우 2009년에 소폭(1.0%) 증가하 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

하여 거래가 축됨에 따라 양 세목 모두 향후 큰 폭의 증가는 기 하기 

어려울 것으로 망됨

서울시 취·등록세 규모 서울시 취·등록세 증가율

<그림 4-6> 서울시 취·등록세 규모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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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 시세  취ㆍ등록세 비 은 2009년 31% 수 에서 2013

년 29% 수 으로 감소할 것으로 상됨

◦이는 상당히 낙 인 망으로 등록세가 2013년까지 연평균 9.5% 수

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의 상임

◦그러나 2007년 이후의 감소추세로 볼 때 부동산 경기의 획기  환이 없

는 한 취ㆍ등록세가 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망임

서울시 취·등록세 추이 서울시 취·등록세 예측증가율

<그림 4-7> 서울시 취·등록세 추이 및 예측증가율

6)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종합

◦ 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 재정의 세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세입구조에 

있어서도 부채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취ㆍ등록세와 같이 시세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는 세목의 경우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세출은 2009년에 년보다 17.2%가 증가하여 지출증가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기진작을 한 재정지출 증가와 복지수요 증  등 여러 요인 때

문임

－재원배분에 있어 사업우선순 의 고려와 불요불 한 재정지출 억제  

지출타당성 검증 등 보다 타이트한 재정운용을 할 필요성이 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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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용 측면에서 경상비용비율이 국 역지자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이는 탁 행사업비와 시설유지비 등 지출규모가 큰 비용이 증 하기 

때문임

－향후 경상경비는 경직성 경비가 될 가능성이 커 철 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  방지할 필요가 있음(행정안 부, 2009)

◦이러한 세입, 세출, 비용 측면의 내용들은 서울시 재정운 상에 신호로 

나타나고 있음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32)

1) 재정분석 개념 및 내용

(1) 재정분석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   상태를 알기 한 방법으로 재정분석, 재정

평가, 재정진단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으로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를 공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말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 황과 운

용실태를 상으로 자치단체 간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의미

(2) 재정분석의 내용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결과에 한 평가로 지방재정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합리 인 재정운 의 기틀을 마련하기 한 재정분

석의 내용과 기 을 설정

32)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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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석내용에 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하여 재정상태

를 진단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수요 충족을 하여 

자주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과 련된 것

－재정 황과 운용실태를 상으로 세입ㆍ세출의 양 측면을 고려한 재정

규모의 정성, 재정구조의 탄력성,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용의 건

성과 효율성 등을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재정운  등의 내용

을 포함하며 구체 인 분석기 은 <표 4-1>과 같음

분석부문 분석기준 평가기준 사용가능 지표

재정현황 재정구조의 건실성 채무구조
지방채잔액지수

주민 1인당 채무액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안정성
수지균형 유지 정도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재원확충의 부채성 정도 지방채 수입비율

효율적 재정운영의 노력성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투자적 경비비율

재정운영의 탄력성

행정수요 대응 정도 재정압박지수

재원사용의 경직성 정도 분석
인건비비율, 경상경비비율, 

지방채부담비율

<표 4-1> 재정분석의 기준별 지표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지표

(1) 채무구조

① 평가지표

◦서울시 채무구조 평가지표 : 지방채 잔액지수, 주민 1인당 채무액

◦지방채 잔액지수

－산정방식 : 지방채 재액33) / 일반재원34)

33) 지방채 재액(매년 12월말 기 ) = 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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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미 : 자치단체의 표 수입에 한 차입 액의  정도

◦주민 1인당 채무액

－산정방식 : 지방채 재액 / 인구수

－지표의미 : 자치단체 채무에 한 주민 1인당 부담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자원인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크기는 

지방채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서울의 경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잔액규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 미만을 유지

－즉, 타 지역에 비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비 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2009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반재원에서 지방채의 비 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잔액은 2005년 1조 100억 원 규모에서 2009년 3조 

2,400억 원 규모로 3배 이상 증가

－이는 최근 지방정부의 지출사업을 지원하기 한 재원의 다수가 채무의 

형태인 지방채로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냄

－즉, 재정자원  채무가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 한 주민 1인당 채무도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역 내 구성원인 주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증가함을 의미

－즉, 지역 구성원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사업을 한 채무 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34) 일반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보통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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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구조
지방채잔액지수 0.065 0.071 0.077 0.099 0.172

주민1인당채무액 98,175 110,682 130,801 177,274 310,14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2> 서울시 채무구조 평가지표

(2) 수지균형 유지

① 평가지표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 실질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산정방식 : (실질수지액35) / 일반재원결산액36)) × 100(%)

－지표의미 : 당해 재정운 결과로 재정수지를 의미

◦경상수지 비율

－산정방식 : (경상  경비 / 경상일반재원37)) × 100(%)

－지표의미 : 일상  경비의 충당 정도로 재정운 의 건 성 측정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균형재정 정도는 세입량과 세출량을 비교하는 실질수지의 변화

35)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이월  - 보조 집행잔액

36) 일반재원결산액 = 지방세 + 경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37)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 + 경상  세외수입 + 보통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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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의 실질수지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면

서 비교  재정운 이 건 하 음을 보여

－특히 2006년, 2007년은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어 안정 인 재정흑

자상황을 보여

◦그러나 2009년 실질수지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면서 재정 자 상황을 

나타냄

－이는 재정사업의 재원인 세입보다 실제 재정사업으로 인한 지출의 크기

가 큰 것을 의미

－이러한 상황은 2009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한 재정지출 확 정책으

로 발생한 일시  상으로 볼 수 있음

－비록, 재정 자의 크기가 크지 않고 경기회복을 한 정책실시 배경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재정운 상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006년 이후 실질수지비율이 지속 으로 하락하는 추세

－이러한 지속  수지악화는 장기 으로 서울시 재정운 의 문제 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책 마련이 요구됨

◦한편, 서울시 재정균형 상태는 경상  일반재원  경상  경비의 크기로 

그 건 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음

－서울시 주요 재정자원인 경상  일반재원  자본지출 등을 제외한 경

상  활동경비의 비 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  활동상 균형재정상황

을 나타냄

－서울시 경상수지 비율은 2005년 12.08%에서 2009년 13.93%로 증가하

여 일상  경비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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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지균형유지
실질수지비율 6.898% 19.954% 15.325% 8.236% -0.363%

경상수지비율 12.08% 11.98% 12.70% 12.71% 13.9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3>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3) 재원확충 부채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 지방채 세입비율

◦지방채 세입비율

－산정방식 : (지방채 세입액38) / 세입총액) × 100(%) 

－지표의미 : 당해 총세입에 한 지방채 세입정도로 지방재정 압박요인

을 평가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재정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인 지방채는 부채  성격을 지님

－해마다 세입의 총액에서 그 해 발행된 지방채의 크기를 살펴보면 연별 

재원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크기를 알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원  지방채의 비 이 차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서울시는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반면, 2006년부

38) 지방채 = 원  + 이자



1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터는 조 씩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재원을 마련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2% 정도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2009년에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확보하여 지방채 

세입비율이 6% 정도로 격하게 증가

－이는 지방채 세입비율이 2008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임

－ 체 세입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지방채의 증가 정도가 크므로 2009년 

당해 재원을 마련하기 한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을 극 으로 활용

한 것임

－이는 서울시 부채인 체 지방채 발행 잔액의 증가로 이어져 서울시 재

정악화 상황을 래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확충부채성 지방채 세입비율 0.00% 1.31% 1.41% 2.34% 5.98%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4>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4)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① 평가지표

◦서울시 효과  재원지출 능력 평가지표 : 투자  경비 비율

◦투자  경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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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 (투자  경비39)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주민의 행정수요에 한 부응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지출은 기존 활동 유지를 한 경상  활동과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나뉨

－새로운 지방공공재는 자본지출 등에 의한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제공됨

－따라서 세출  자본지출 등 장기사업을 한 비용의 비 변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 한, 유지활동을 한 경상  경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 크기가 클수

록 재원이 효과 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

◦서울시의 경우 투자  경비비율은 2005년 이후 20% 를 유지하며 완만

한 증가세를 보임

－2005년(23.4%)부터 2007년(22%)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 으나 변화

가 작아 안정 인 투자  경비비율을 나타냄

－2007년 이후 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지방

공공재 제공을 한 투자사업은 증가

－즉 유지활동을 한 재원지출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개에 사용

되는 재원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활용상 효율성이 증가

39) 자본지출 + 융자  +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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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투자적

경비비율
23.43% 23.06% 22.06% 25.86% 28.70%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5>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평가지표

(5) 행정수요 대응

① 평가지표

◦서울시 행정수요 응 평가지표 : 재정압박지수40)

◦재정압박지수

－산정방식 : 자주재원41) 증가율 / 세출결산증가율

－지표의미 : 자주재원 증감에 따른 재정지출의 신축성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압박지수는 행정수요에 응하기 한 세출증가에 있어 자주 인 재

원으로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냄

－이는 재정지출이 행정수요를 응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이 재정압박요

40) 재정압박지수는 세출증가에 한 자주재원 증가의 비율이므로 지수 증가는 자주재원 증가

율이 커짐으로써 재정압박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41)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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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 한 재정압박지수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지출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증가)되는지를 나타냄

◦서울시의 재정압박지수는 200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 으나 그 후 계

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자주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은 감소하

는 모습을 보여 재정압박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냄

－그러나 그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정압박지수가 계속 증가

－즉 자주재원(10.35%)과 세출결산(17.58%)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2007년 기 )

◦한편,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재정압박지수가 감소

－자주재원의 증가(0.45%)에 비해 세출(17.16%)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이는 세출의 많은 부분이 의존재원에 기인하 음을 의미

－즉 자주재원과 무 하게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압박이 증가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정수요대응면 재정압박지수 0.161 -0.881 0.589 0.646 0.026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6>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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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사용 경직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 : 인건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지방채 

부담비율

◦인건비 비율

－산정방식 : (인건비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재정운 의 경직성 여부

◦경상경비 비율

－산정방식 : (경상경비42) / 세출결산액) × 100(%)

－지표의미 : 비탄력  부분 경비 비

◦지방채 부담비율

－산정방식 : (지방채 상환액 / 일반재원) × 100(%)

－지표의미 : 당해 연도 상환 지방채 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을 알아보기 해 세출  일반재원에서 인건

비, 경상경비, 지방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 을 살펴

－서울시 지출내역  인건비, 경상비용 등은 지방행정활동 유지를 한 

주요한 고정비용

－따라서 이러한 비용에 사용되는 지출비 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운 은 상당히 경직 인 형태를 보임

◦서울시의 인건비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 으나 이후 감소하는 양

상을 보임

－서울시의 인건비비율은 2006년 5.2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임

－그러나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 으로 감소세를 보여 4% 의 안

42) 경상경비 = 인건비 + 경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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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비율을 유지

◦서울시의 경상경비비율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번갈아 보이고 있음

－서울시는 2006년, 2008년에 경상경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

선하려는 노력에 의해 다음 해인 2007년, 2009년에는 감소세를 보임

－경상경비비율이 다소 증가한 해도 있으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반 으로 10% 정도를 유지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사용

경직성

인건비비율 4.64% 5.26% 4.63% 4.39% 3.85%

경상경비비율 10.65% 12.86% 10.89% 15.69% 10.67%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7>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1)

◦일반재원  지방채 상환에 사용된 비 을 나타내는 지방채 부담비율은 

2006년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 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지방채 상환액은 채무부담을 인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상환정도가 

큰 경우 그 해 재정운 상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채 부담(상환)비율은 

0.56~0.80% 수 이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0.2%에서 0.3% 정도를 기록하며 격히 낮아

지는 양상을 나타냄

－이는 일반재원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주로 지방채 상환크기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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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데에 기인함

－따라서 2008년 이후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재정운 상 경직성 정도는 낮

으나, 이는 재정상 부채잔액의 증가로 이어져  다른 재정상 문제를 

유발하는 면이 있음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사용

경직성

지방채

부담비율
0.563% 0.808% 0.665% 0.237% 0.291%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8>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2)

3. 재정활동을 위한 서울시 운영기준 적용 현황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43)

(1) 서울시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

◦재정운용의 건 성  계획성 확보

－경제 기 극복을 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SOC 투자를 강화하되, 미래

43) 서울특별시, 2010, 2009~2013년 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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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11~2014년에 조기상환

－특히, 재정투융자기 의 내부활용도를 제고하여 외부차입 최소화

－독립채산제(세입 범  내 세출액 반 ) 원칙 용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

◦재정운용의 책임ㆍ효율성 제고

－실ㆍ국장 책임경 제를 통한 각 실ㆍ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효과 인 재원배분을 유도

－창의  경 마인드와 꾸 한 업무개선을 통해 산의 편성ㆍ집행과정

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산 감 생활화

(2)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상 문제점 대두

◦ 장기 경제여건  재정환경 변화 등에 한 체계  분석 기능 미약

－정부 망 등에 의존한 형식 인 분석 자료를 재정계획 수립 시 반 하

여 신뢰성 등 하

◦ 산편성의 기 자료 활용 미흡 등 형식 인 제도 운 으로 의회 보고 시 

계속해서 지 받음

－ 산에 해 구속력이 매우 낮아 실ㆍ국ㆍ본부 등 실무부서 심도 조

－형식 인 기지방재정계획으로 투자심사  산편성과의 연계성이 

크게 미흡

－단년도 산편성 계획에 따라 상 계획인 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

향이 있음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선

◦ 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담당 의 총 기능 강화

－ 장기 시 재정  경제 여건 분석 기능 강화

－타 제도 시행 시, 기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체계 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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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편성 담당자( 산담당 )를 활용하여 기 자료의 검증기능을 강화

－개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증

－신규 사업 타당성과 필요 재원을 검토

2)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44)

(1)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한 산 편성 시,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45)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기 으로 5가지를 용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ㆍ장기 지역계획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 조달 는 원리  상환능력

－재정ㆍ경제  효율성 등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한 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

업(자치구 지원사업 50억 원 이상)을 상으로 실시

◦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는 투자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심사 원은 15명(외부 원 10명, 내부 원 5명)으로 구성

－연 5회(3, 5, 7, 9, 10월) 개최 실시

－심사과정은 수, 장조사, 실무심사 원회, 분야별 소 원회, 투자심

사 원회 순으로 진행

(2)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상 문제점 대두

◦개별사업 심의 투자심사 행화로 합리  재원배분 등 정책  기능이 

44) 서울특별시, 2010, 지방재정 리제도 운  개선추진 계획

45) 지방재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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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단 사업별 추진 필요성  타당성 검토 주로 심사제도 운

－시 체 측면에서의 투자사업 규모  우선순  조정 등 재정통제 기능 

미흡

◦낙찰차액 임의사용 등 행  총 투자사업비 증가에 한 통제장치가 미흡

－당  투자심사 사업비 비 일정규모 이상 증가 시에만 재심사 상으

로 제한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투자심사 사업비 범  내에서 증액 등이 빈

번하게 발생

(3)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개선방향

◦사업계획 단계 : 실ㆍ국ㆍ본부별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용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가용재원)= 기계획 투자사업 재원－기 투자재원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 용 : 기재정계획 수립 후 변동요인 등을 반

하여 운

－실ㆍ국ㆍ본부 : 기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 내에서 투자사업에 한 

재원 책 마련  본부ㆍ국 통합 우선순  조정 후 제출

－재정담당  : 투자사업 재원 한도액을 내부심사 기 으로 용해 분야

별 재원한도 과여부  우선순  등을 검토

◦기본설계 ～ 계약이후 단계 : 재심사 기 을 보완해 개별사업 총사업비 

리체제 강화

－투자심사의뢰 시기 조정 등 재심사 기  강화(실시설계 →기본설계 

)

－발주 사업비를 투자심사 기 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낙찰차액에 한 임

의사용 등을 제한

◦재정 건 성 확보  효율  재원분배를 해 투자심사 상을 한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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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

－자치구 지원사업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으로 확

3) 지방채의 운영46)

(1)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  이익이 되거나 긴 한 재난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2) 지방채 발행 대상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 으로 원리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

◦재해 방  복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지방채 발행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  안에

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안 부장 은 매년 7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연도 지방

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함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에 행정안 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함

46)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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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 과 계있는 사업 등 일정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 부장 의 승인을 얻은 범  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 를 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안 부장 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 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ㆍ군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ㆍ 역시장

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

◦행정안 부장 은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

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행정안

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기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민선5기 재정건 성 강화 종합 책’을 통해 부채규모 축소

(1) 주요 내용

◦’09년 말 재 서울시  시 투자기  부채 규모는 총 19조 5,333억 원으

로, 이  서울시 부채가 3조 2,454억 원, 투자기  부채가 16조 2,879억 

원임

－서울시  투자기 의 총 부채규모는 2008년 13조 8,739억 원에서 2009

년 19조 5,333억 원으로 증가

－’09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동참하여 사회간 자본

(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한 확  재정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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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해 재정건 성 강화를 한 방안으로 불필

요한 사업 자제  긴축재정 추진

－서울시 부채 3조 2천억 원을 2014년까지 2008년 경제 기 이  수 인 

1조 8천억 원 규모로 일 계획

(2) 주요 방안

◦시의회, 자치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 추진

－개별 사업별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히 필요한 사

업에 한해 지원

◦민선5기에 시작하는 모든 사업을 원 (Zero-Base)에서 재검토  불필요

한 사업 엄격 제한

－긴축재정 에서 시 성을 요하지 않는 각종 보도정비 사업 등은 원

칙 으로 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축소 조정

◦ 규모 사업은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

－ 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재원조달 방안을 의

무화하고 총 사업비를 단계 으로 리

－ 정성 심사 기능을 강화해 설계변경 등을 엄격히 제한

－ 규모 신규 사업에 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방안 마련을 의무

화하는 PAYGO(pay-as-you-go)원칙에 따라 산을 운

◦’10년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경기부양을 해 발행한 지방채 1조 8,000

억 원을 2014년까지 액 상환

－’10년에는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불요불 한 사업비 등을 감

축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  9,800억 원에서 6,800억 원으로 축소

－ 산 감  사업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극 활용

－경제 기 극복  경기 부양을 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지

방채 1조 8,000억 원 역시 2014년까지 액 상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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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재무건전성 위기 현황>

◦서울시 산상 부채증가 외에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

사, SH공사 등의 부실경 이 문제시되고 있음

◦특히 SH공사는 2009년 말 기  16조 3455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부실기업

으로 락

◦SH공사의 재정건 성 분석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유동비율 327% 821% 472% 169% 244%

자기자본비율 37.0% 23.0% 20.4% 21.3% 16.5%

부채비율 171% 335% 391% 369% 506%

고정비율 112% 166% 187% 175% 210%

이자보상비율 1.55 4.50 7.45 13.70 4.02

－단기 인 지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이 최근 5년간 격하게 낮아지고 있

어 최근 SH공사의 재무유동성이 하됨을 보여

－자본구성의 건 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기업운 상 타인자본의 의존

도를 악할 수 있음. SH공사는 최근 5년간 지속 인 자기자본비율 하 양

상을 보여  

◦ 기타 시 투자기 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한 방안 마련

－서울시 투자기  부채의 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부채(13조원)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 2014년까지 재의 반 이하인 6조 

원 까지 일 계획임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감소  원가 감과 수익창출 노력 등으로 지하

철공사 부채 증가를 최소화

－시 산하  투자기 의 경 수지  자 분석 등으로 운  실태와 조직, 

인사, 재무 등 경  반에 한 문컨설 을 실시

－재정운 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2011년 경비 산의 

3%를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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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의 의존도를 통해 기업 건 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부채비율

도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의 자기자본 내 비 으로 자본의 유동성을 나타내며, 

SH공사는 지속 으로 비 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이자보상배율은 부채에 한 이자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는 지표로 SH공사의 경우 이자지 능력이 상승하 으나 2009년에는 격히 

낮아지고 있음

◦이러한 내용을 종합 으로 단해볼 때, SH공사의 재정건 성은 최근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단됨

◦이러한 재정악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운 에도 악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과도한 부채상환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재정건 성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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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요건과 필요성

◦서울시 재정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하는 요인을 검하

고 재정 칙이 이에 한 한 응 방안인지를 검토

－서울시는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울 시민의 부담을 최소

화하는 비용-효과성을 심으로 재정운용 기조 설정이 필요

∙외환 기 이후 10년간 정치, 경제 인 변에 따른 서울시 재정 투입 

수요 변화에 한 응이 필요

∙직업 안정성이 약화되고 임  노동이 확 되면서 재정을 통한 지원

에 한 욕구가 확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민의 요구가 정치 으로 철될 수 있

는 경로가 차 정착

－재정 칙은 비용-효과성 확보를 한 하나의 정책 인 도구

◦재정 칙이 필요하다고 해도 시행 역량에 한 사  검은 필수

－재정 칙이 필요하다고 해도 서울시가 이를 시행할 역량이 없다면 도입

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못함

∙시행역량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면 단기 으로 행

정 비용이 낭비되고 장기 으로 재정 칙에 한 불신 조장

∙극단 으로는 불신이 고착되면 추후에 시행 역량이 확보되어도 재정

칙 도입에 장애

1.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 칙은 단기 으로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억제하나 장기 으로는 재

정건 성을 확보하여 재정정책의 비용-효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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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단기 으로 억제하는 경향

∙재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일정 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

∙재정 칙은 재정지출을 제약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을 

확보

∙따라서 재정 칙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단기

으로 억제하여야 확보 가능

◦장기 으로 재정건 성이 확보되어야 정책에 한 민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채 발행을 통해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하

여 재정정책의 효과 유지가 가능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면 민간의 신뢰가 상실되고 유사시 지방채 

발행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정책의 비용-효과성이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면 정책의 속성에 한 민간의 신뢰가 상

실되어 정책의 효과가 악화

∙민간의 지속 인 참여가 필요한 재정정책의 경우 신뢰 상실에 의한 정

책 효과 약화 상이 심각

∙ 를 들어 복지정책과 같이 인 자본 투자를 통한 정책 상의 지속

인 참여가 필수 인 정책은 재정 투입 계획이 불확실할 경우 정책 상

의 참여 동기가 약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면 지방채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보다 심각

한 경우에는 발행이 어려워져서 경기 침체 시 재정 투입 재원 마련에 

장애 발생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이 국한되어 있어서 세입이 불안정하고, 국지 인 

재난이나 사고 혹은 지역 산업의 침체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될 요인

이 상존

∙ 를 들어 라남도는 고용의 28.0%를 농업이 차지하고, 울산직할시는 

34.2%를 제조업이 차지47)하여 지역민의 소득기반이 기후변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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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기에 따라 큰 향

∙서울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고용의 비 이 39.1%에 달해서 서

비스업 경기 침체 시 세원 축 우려

－따라서, 재정정책을 유지하기 해서는 지방채의 발행 혹은 융기 으

로부터의 차입이 불가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지자체는 높은 험 리미엄을 지불해

야 차입이 가능하거나, 극단 인 경우에는 차입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여 재정정책의 효과 해

∙미국의 경우 재정 자상한 칙이 있는 주 정부가 발행한 지방채의 이

자율은 0.05%p 낮고(Goldstein and Woglom(1992)), 균형재정 칙이 있

는 주 정부는 자가 발생해도 이자율 상승 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

(Lowry and Alt, 1995)

◦차입과 련한 재정 칙의 요한 기능은 정치 인 고려에 따른 경기 순

행 (pro-cyclical) 재정지출을 억제48)

－재정건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경기 상승국면에서 재정지출을 억제

하는 경기 역행 (counter-cyclical) 재정운용이 필요

∙경기 상승국면에서는 흑자를 사용하여 지방채를 삭감하고 신용을 증진

하여 부채 발행 여력을 축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경기 상승국면에 확보한 신용을 바탕으로 부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확

－재정 칙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정치 인 목 의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경기 역행  재정운용을 강제하는 효과

47) 여타의 역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고용 비 이 25.8%~42.4%를 차

지하여 가장 높다(2008년 기 , www.kosis.kr).

48) 재정 칙이 경기 침체기에 재정지출 확 를 제약하여 경기 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

도 존재하나 그보다는 경기 순행  재정정책을 방지하여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더 크

다(Fatas and Mihov,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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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세수를 활용하여 지지계층에게 유리한 재정지출을 확 하려는 

정치  유인49)을 차단

◦재정 칙의 도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요인이 존재50)하고, 

한 안이 없을 경우에 정당화

－재정 칙은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공공재의 공 , 소득 재분배와 같은 

재정정책의 수행을 단기 으로는 억제하는 부작용 존재

－재정 칙 이외의 안에 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안의 부작용이 재정 칙의 부작용보다 가벼울 경우에는 재정 칙 

도입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

◦본 은 서울시 재정정책 환경에서 재정 칙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하고, 지속가능성 유지를 해서는 재

정 칙 이외의 안이 있는지를 검토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하기 해서는 서울시 재정  부채

의 과거 추이를 악하고, 특히 외환 기 이후 정치-경제 인 환경 변화

가 재정운용에 미칠 향을 분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제도들- 기재정제도, 총액제한-자

율편성 제도, 성과주의 산제도-를 재정 칙의 안으로 사용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검

49) 남미 개도국에서는 경기 확장국면에서 재정지출이 증하는 경기 순행 인 재정지출운용

이 자주 발생하며, 그 원인은 이익집단에 한 정치 인 배려인 것으로 악된다(참고문

헌).

50) 이 외에도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칙은 인 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 이 앙 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가

되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Kopits and Symansky(1998)), 이들 두 가지 기

능은 앙-지방 통합재정 운용을 개선하는 기능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을 두

는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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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재정운용의 추이

◦2010년 서울시 본청의 산 총계51)는 21.3조 원이며 이  17.9조 원은 

자체수입인 세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

－이는 외환 기 직후인 2000년의 산 9.9조 원, 세입  세외수입 8.2조 

원에 비해 비약 으로 증가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시 본청의 지출은 연 7.9%, 세입  세외수입은 연 

8.0% 증가하여 반 으로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과 유사

◦2007년 이후에는 지출이 연 8.8%로 증가한 데 비해 자체수입의 증가는 

연 7.3%에 그쳐 최근 재정건 성이 악화

<그림 4-8> 서울시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 추이(2000~2010)

◦재정건 성이 악화된 결과 2006년 이후에는 지방채의 발행이 상환을 

과하기 시작하여 지방채의 규모가 차 증가

－2000년 이후 서울시의 재정운용이 자체 수입보다는 앙정부의 지원이

51) 지방재정 통계 출처는 http://lofin.mopas.go.kr/



13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나 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비 이 증가하여 재정건 성

이 차 악화(<그림 4-9> 참조)

∙서울시의 지방채는 2001년 1.9조원(GRDP의 1.2%)에서 2006년 9819억 

원(GRDP의 0.4%)으로 크게 하락하 으나 2007~2008년에는 다시 격

하게 증가

∙2008년에는 GRDP의 0.6%인 15.5조 원까지 상승하여 2004년 이래 최

고치를 기록

∙2009~2010년간에는 융 기에 응하여 재정지출이 증하면서 지방

채가 연평균 65.1%로 증가할 망

주주：GRDP 자료는 2008년까지만 사용 가능

자료：통계청 KOSIS DB;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채무 현황”, <http://lofin.mopas.go.kr/>; 2010년 서울

시 예산개요<http://www.seoul.go.kr/v2007/publicinfo/estimate/intro_2010.html>

<그림 4-9> 서울시 지방채 규모 추이

－경제 기를 감안하더라도 2009년 서울시 지방채는 99.2%나 증가하여 

34.1%로 늘어난 체 지방채보다 3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 고, 모든 

역 지방자치단체  가장 빠르게 부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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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지방채무 현황”, 각년도

<그림 4-10> 2009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증가율

◦지출의 증가가 재정건 성의 악화를 주도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의존도가 심화된 2003~2010년 기간에는 산 

지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

∙ 산 지출은 연 7.7% 증가한 반면, 자체재원인 세수  세외수입의 증

가율은 연 7.1%, 세수의 증가율은 연 6.7%에 불과

∙이는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체 산 지출이 8.8% 증가한 반면 세수 

 세외수입의 증가율은 연 7.8%, 세수의 증가율은 연 8.5%에 그친 

반 인 경향을 반

－2004년 이후에는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산의 증감률이 자체재원의 

증감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 으로 유지(<그림 4-11> 참조)

∙특히 2007~2008년간 지출이 연 13%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연 11%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증가

∙이는 지방자치단체 체 지출의 증가율이 2004년 이후에는 자체재원의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았으며, 특히 2007~2008년에 지출이 자체재

원보다 증한 상을 반 (<그림 4-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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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서울시 본청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의 증가율 추이(총계기준)

<그림 4-12>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의 증가율 추이(총계기준)

◦지출 증가는 사회개발  사회복지 지출의 증 가 주도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2001~2003년과 2007년의 경우 사회복지 지

출 증 가 체 지출 증 의 9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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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에도 기타 지출을 제외하면 사회복지 지출의 성장 기여율

이 33.9%로 가장 높음

－2008년 이후 서울시 재정지출에는 ‘수송  교통’의 기여도가 26.6%에 

달하여 두 번째로 높음

－반면 과거 경제개발 지출에 포함되었던 산업ㆍ 소기업, 농림수산해양, 

국토  지역개발 등의 지출은 모두 감소

주：이 그림은 각 시기 재정지출 증가분 중 부문별 지출 증가분으로 나눈 값으로서 부문별 재정지출의 

전체 지출 증가에 대한 성장 기여율을 나타냄. 재정고의 부문별 세출자료가 2008년부터는 새로운 부

문별 분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와 2009년 이후를 나누어 분석

<그림 4-13> 부문별 지출의 성장기여율

◦복지지출과 수송  교통 지출이 지출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은 

차 서울시가 지역 공공재의 공 과 지역주민에 한 복지 서비스 달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암시

－이 두 가지 사업은 지역정부가 앙정부보다 정보 악에 있어서 비교 

우 에 있음

－이들 지출이 체 지출 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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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이 지속 으

로 팽창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부문별 재정지출의 변화 추이는 과거 10년간 서울시가 앙정부의 행

정을 리하는 지방 행정 서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로 진화해 온 과정을 보여

－자치권이 강화되면 과거 앙정부의 역할이었던 공공재 공   복지 

서비스 달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확 될 가능성

2)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

◦지방자치가 차 정착되면서 서울시에 유리한 재정여건은 더 이상 유지되

기 어려울 망

－지 까지 서울시 재정은 여타 역자치단체에 비하면 건 함을 유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원이 여타 역자치단체보다 안정

－지방자치가 완 히 자리 잡지 않아 단기 인 정치  이익을 목 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압력이 약함

－정부의 기능도 앙정부로 집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활용해 해

결해야 할 사업이 상 으로 었음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정당 간 경쟁  재정지출 확 와 앙정부 

행정의 지방자치단체 이 으로 인해 재정건 성에 유리한 조건들은 더 이

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망

－지방선거의 격화로 인해 주요 정당 간에 정치 인 목 으로 재정지출 

경쟁 으로 확 (competitive bidding)하려는 상 발생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과거 앙정부가 담당하던 역할이 차 지방

자치단체로 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  산사업이 증가

◦재정 칙은 정치  환경 변화와 앙-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 과정에

서 장기 재정건 성을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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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 경쟁  재정지출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반한 정당에게는 

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견제를 받게 하여 방만한 재정지출

의 정치  비용을 증

－ 앙-지방 간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앙정부의 과도한 

역할 분담을 거부할 수 있는 상의 근거를 제공

(1) 경쟁적 재정지출과 재정준칙

◦향후 지방권력에 한 정치 인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재정을 정치 으

로 이용하려는 유혹이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

－특히 서울시는 지방선거 체의 세를 주도할 정도로 정치 인 상징성

이 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주요 정당 간 경쟁이 치열

－집권 정당은 재정을 활용하여 집권당의 이 (incumbent premium)을 

리려는 유혹이 강함

－비 집권당은 득표를 목 으로 재정에 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많은 편익을 약속하려는 유혹이 강함

◦이론 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지속될 경우 정당은 지역민의 단기

인 이익을 해서 장기 인 이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유

인이 존재

－환경 보존보다는 개발 이익을 추구하고, 재정건 성보다는 재정 사업 

확 를 통한 ‘치 ’의 달성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임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서울시의 상수도원인 팔당호 주변

에 각종 락시설이 증하면서 수질오염이 격화(김창수, 2006)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용에 한 비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고, 기야 행정안 부는 2011년부터 청사건축을 

원칙 으로 지(행정안 부. 2010.7.20)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단기 으로 부채의 발행을 통해서 재 유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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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을 극 화하고 비용 부담은 부채를 담당할 다음 정권이나 극단

으로는 다음 세 에 가할 유인이 존재

－유권자들도 다음 세 의 후생수 에 한 이타 인 심이 없을 경우에

는 재의 편익을 극 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권에게 투표할 유인

이 존재

－이런 상황에서는 각 정당이 지속 으로 재정을 확 하고 비용 부담을 

다음 세 에 가하는 이른바 경쟁  재정지출(competitive bidding) 발

생이 용이52)

∙이는 근본 으로는 부채 상환 부담을 질 다음 세 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성년이어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민주주의 정부는 의회의 산 심의 기능과 재정 칙 등 제도 인 장치

를 통해 선거를 목 으로 하는 방만한 재정운용을 억제

－ 통 으로는 입법부의 산 심의 기능만으로도 행정부의 비합리 인 

재정 운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상

－그러나 1970년  의회-부서-이익집단의 3각 동맹에 의한 산낭비로 인

해  세계 인 인 이션을 경험한 이후에는 산심의 기능의 효과

에 한 회의가 발생

∙민주주의 통이 가장 깊었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재정의 팽

창에 기인한 인 이션이 발생

∙기본 으로는 입법부의 구성원들인 의원들도 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

되기 때문에 단기 인 정치  이해 계에 따라 의정활동을 개할 유

인이 존재

∙특히, 1960년  이후 이익집단-행정부의 계 부서- 련 원회 의원의 

52) 실제로 미국의 노인연 은 1960년  민주당 정권과 1970년  반 공화당 정권이 경쟁

으로 여를 인상하면서 부담을 후세로 가하여 결국 1980년  에 재정 기를 경험하

다(K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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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다수당 집권당 의석점유율

민선 1기 조 순 국민회의 109/160(68.1%)

민선 2기 고 건 새천년민주당 71/134(53.0%)

민선 3기 이명박 한나라당 89/123(72.4%)

민선 4기 오세훈 한나라당 91/123(74.0%)

민선 5기 오세훈 민주당 27/106(25.4%)

자료：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표 4-9> 민선 1~5기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다수당

‘3각 동맹(Iron-triangle)’이 자신들의 이해 계를 유지하기 해서 재정

을 낭비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의회의 심의기능은 약화

－1980년  반 이후 선거 권력의 단 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 가 형

성되어 다양한 형태의 재정 칙이 도입53)

∙1985년 미국은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Gramm-Rudman-Hollings Act)를 제정하여 1991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 균형 회복을 추구

◦서울시의 경우 앙정부 선거의 리 이라는 서울시 선거의 특성으로 인

해서 표의 집 상이 심하여 집권당이 서울시 의회의 압도 인 다수석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의회의 산심의 기능이 제약될 가능성 농후

－서울시 선거는 선거당시 앙정부 집권당에 한 국 인 지지수 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

－2010년 6월 2일 선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을 했으며, 특히 민선 2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장을 배

출한 정당이 시의회 의석의 65% 이상을 확보

◦이러한 경우 서울시 의회의 산심의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산 

심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칙이 필요

53) 1985년 미국은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Gramm- 

Rudman- Hollings Act)를 제정하여 1991년까지 연방정부 재정 균형 회복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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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는 견제보다는 조를 강조하는 한국의 정치문화하에서는 집

권당이 다수석을 하는 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역할

을 기 하기는 어려움

◦지방자치의 통이 성숙한 상황에서는 정당 내 재정  보수 와 유권자들

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견제하게 되고, 재정 칙은 이러한 견제 기능을 강

화하는 역할을 수행

－유권자들은 무리한 재정 확 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서 단기  

재정 확  정책을 구사하는 정당에 한 지지가 약화

∙공공채무의 부도, 인 이션, 그리고 궁극 인 조세 인상을 지속 으

로 경험하면서 단기  재정 확  정책의 폐해를 인식

∙미국의 주지사 선거 결과를 분석한 Sam Peltzman은 미국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재정지출을 확 시킨 후보

자들에게 불리하게 투표하 음을 확인(Peltzman, 1992)

－민주주의 통이 깊어지면 선거를 목 으로 하는 재정 확장에 한 당

내 견제도 강화

∙정당 정치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통이 오래된 국가에서

는 거  정당들 간에 안정 인 정권 교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 54)

∙단기 으로 무리하게 재정을 확 하면 차후에 집권했을 때 부채 상환

과 재정 긴축을 담당해야 할 가능성이 증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해서 선거의 승리를 목 으로 하는 단기 인 

재정 확장에 한 당내의 견제가 강화55)

54) 게임이론의 분석틀에서는 선거가 One-shot game에서 Repetitive game으로 성격이 바

게 된다. Repetitive game에서는 장기 인 이익을 도모하는 조 인 결과(cooperative 

outcome)가 균형으로 유지될 수 있다.

55) 구체 으로는 당 내에 재정에 한 ‘매 ’와 ‘비둘기 ’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서는 재정건 성을 시하는 분 들이 암묵 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에는 2009년 상반기 추경 산에 한 반 의견을 표명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이러한 

정치 인 진화의 징후를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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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칙은 유권자들에게 방만한 재정운용에 한 정보 달을 통해 유

권자들의 반발을 유도하여 결국은 당내 재정  보수 의 입지를 강화

하는 역할 수행

∙재정 칙을 어기는 정당은 재정건 성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어 방만한 재정운용에 한 정치  부담 증  

◦재정 칙은 지방자치 발 의  단계에 걸쳐서 정치  목 으로 재정을 

남용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역할

－지방자치 기에는 상 으로 미성숙한 의회의 산 심의 기능을 보완

－지방자치가 성숙한 이후에도 유권자들에게 방만한 재정 운용의 척도를 

제공하고, 당 내의 재정  보수 들의 입지를 강화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과 재정준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칙을 활용하여 앙정부의 분담 요구를 조 하거

나 필요한 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여 재정건 성 유지 가능

◦지방자치가 성숙해 가면서 기존에 앙정부에서 담하던 공공재의 공

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차 지방자치단체로 이 될 망

－지방자치단체는 앙정부에 비해서 지역에 특화된 수요 악이 손쉬우

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

－이러한 권한 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한 고려 없이 이루어

진다면 재정건 성에 부담이 되므로 재정 칙을 활용하여 재정건 성 

유지 필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보 과 소득재분배에 

극 으로 개입하는 것이 일반 인 상

－재정지출은 경기안정화, 공공재의 보 , 소득재분배의 3가지 기능을 수행

하는데 앙정부는 이 세 가지 기능  경기안정화를 주로 담당하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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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보 과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제한 인 역할(Musgrave, 1959)

－ 앙정부는 공공재의 외부성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실 되는 형 공공

재를 제공하고, 국 으로 균일한 생활수 을 보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담당

∙미국의 Interstate highway,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독일의 Autobahn 같은 

규모 도로망들은 모두 앙정부 주도로 건설

∙고령자의 생활수  안정을 목 으로 하는 노인연 은 부분의 국가에

서 앙정부 주도로 운

◦지방자치가 발 한 선진국에서는 교육기 , 문화시설 등 외부성이 지역 

내에서 실 되는 지역 공공재의 공   지역 내의 최 생계수  보장을 

목 으로 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미국의 공립학교의 경우 주 정부(state government)가 재산세 수입을 활용하

여 재원을 제공하고 행정 인 운 은 지역정부(local government)가 담당

－최 생계수  보장은 지역 내의 사회  규범을 반 하므로 지역민의 정

서 악에 유리한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참여

∙ 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지역정부가 소득층 소득지지 정책집행

을 책임지고, 2000년  반 이후 소득지지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면서 지역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참여도 활발(Immervoll, 2010)

∙ 를 들어 미국의 표  소득재분배 정책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는 수  조건과 여 수 이 주(州) 정부

에게 맡겨져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재정수입 

규모보다 빠르게 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성이 반 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2006~2008년간 앙-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은 연 7.0% 증가했는

데, 앙정부 지출이 연 5.3% 증가한 반면 지역정부 지출56)은 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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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하게 증가(<그림 4-14> 참조)

∙ 앙정부 재정은 수입 증가율이 높았던 2007년에 지출 증가율이 낮아

지고, 경제 기의 여 로 수입 증가율이 낮았던 2008년에는 지출 증가

율이 높아져서 경기를 조 하는 역할 수행

∙반면 지역정부 지출은 2007년부터 지출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입증가율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경기 조  기능은 미약한 반면 재

정 자는 심화

주：지역정부 지출 및 수입은 지역 교육재정을 포함

<그림 4-14>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 추이

－2005~2008년간 통합재정지출은 54.7조 원 증가했는데 그  지방자치

단체 재정지출 증가가 33.2조 원으로 60.7%를 하여 통합재정지출 증

가를 주도

∙2006~2008년간 지역정부 재정지출 증가분은 체 통합재정지출 증가

분의 34.3%~125.8%를 차지

56) 교육지출 포함(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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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앙정부 통합재정지출은 년 비 1.9조원 감소했으나 

지역정부 지출은 년 비 9.5조원이 증가하여 지출 증  주도

<그림 4-15>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지출 추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의 증가는 부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자가 증 하고 재정자립도는 하락

－2006년~2008년간 앙정부 수입은 연 9.3%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6.7% 증가에 그침

－2008년 재 앙-지방정부 통합재정은 17.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은 무려 80.1조 원의 자를 기록

∙2005년 이래 지방정부 통합재정 자는 앙정부 통합재정 흑자의 

59~82%를 상쇄하여 통합재정의 건 성 악화를 주도

∙이는 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단

체의 재정지출 부담이 늘어났음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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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 수지 추이(2005~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10년 52.2%로 하

락57)

∙같은 기간 역자치단체  특별ㆍ 역시의 재정자립도는 82.9%에서 

68.3%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도의 재정자립도 역시 35.6%에서 31.6%

로 악화

∙같은 기간 기 자치단체  시의 재정자립도는 43.4%에서 40.0%, 자치

구의 재정자립도는 45.0%에서 35.4%로 악화되었으며, 군의 재정자립

도는 18.1%에서 18.0%로 고착

∙서울시 본청은 재정자립도가 2010년 85.8%로 역자치단체  가장 

높았으나 2001년 94.9%보다는 10.1%p 하락

57)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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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그림 4-17> 2001~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향후 앙정부에서 서울시로의 권한 이양이 더욱 가속화되는 반면, 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 하기는 어려울 망

－특히 융 기로 인해 확 된 재정지출의 억제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한 세부지

침’에서도 지출효율화 10  원칙의 하나로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ㆍ지

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 우선 검’을 제시58)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정 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앙정부

의 지원은 기  난망

∙서울시는 2008~2010년간 재정력지수가 1을 과한 유일한 역지방자

치단체(행정안 부, 2010.2.3)

58) 이 지침에 의하면 ‘주민 착형 사회복지. 교육사업’ 등은 원칙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할 것을 유도한다고 밝히고 구체 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로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보조  지  제외사업으로 분류된 학생 식지원, 지자체 공공근

로, 도서  운  등을 언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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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청은 2003~2005년간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 으며 

2007~2008년(지출의 2.8%~4.0%)을 제외하고 교부세는 산 지출의 

0.5%~1.5%에 그침

∙2007~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59) 세입이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교부세입이 증한 외 인 경우로 2008년 감세안60)에 따라 종

합부동산세 세율이 하락하여 앞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움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앙정부로부터 재정지출 부담을 분담해 달라는 요

구를 받으면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정건 성에 을 받을 가능

성 존재

자료：국세청, 2010. “2010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자료<http://www.nts.go.kr)

<그림 4-18> 종합부동산세 세수(2005~2009년, 10억 원)

◦이에 비해 서울시는 세원을 확보함과 더불어 재정 칙을 활용하여 앙

정부로부터 추가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력 강화 필요 

59) 2005년 5월부터 실시

6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부터 과세 상을 세 별 합산에서 인별과세로 환하고 과

세기 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 으며 세율은 1~3%에서 0.5~1%로 인

하하여 2008~2012년 10조 3천억 원의 세수손실 래(기획재정부(2008.9.23) ; 김경수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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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산사업을 의뢰할 경우 국가보조 을 

지 할 수 있으며61), 서울시는 재정건 성 유지를 해서는 이러한 국

고보조  수입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국회 산정책처, 2010.7)

∙국가보조 은 국가가 특정 사업  사무의 집행을 장려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이해 계가 있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

야 할 사업 지원을 해 지방자치단체에 지 하는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에게 지 되는 국가보조 은 2007년 21.2조 원에서 2010

년 29.7조 원으로 증가하 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62)  국가보조

의 비 도 같은 기간 18.9%에서 21.2%로 증가

∙2010년 서울시 세입 산63)  국가보조 은 1.8조 원으로 총 세입 산

의 7.7%를 차지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0.7)

<그림 4-19>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규모 및 비중의 추이(2007~2010)

61)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2조

62) 당 산 산순계 기 (국회 산정책처, 2010.7)

63) 본청과 자치구 보조  규모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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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앙정부는 반 인 재정지출 억제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응 지방비 부담을 국가보조  지원보다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상력이 필요

∙국가보조  지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국가가 20%~80%, 혹은 정액을 

지원하고 그 이외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64)하는데, 재정자립도

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자체 부담이 높음

∙국가보조 은 2005년 17.9조 원에서 2010년 33.4조 원으로 증했으나, 

그에 따른 응 지방비 지출65)은 2005년 7.3조 원에서 2010년 17.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특히 서울시의 경우 14개 국가부담  지  사업에서 국가 부담 비

이 여타 지자체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 으로 앙정부의 재정지원

이 미흡

－서울시 재정 칙은 앙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상

력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

∙서울시가 재정건 성을 해 노력한다는 상징 인 존재로서 재정 칙

을 보유할 경우 앙정부의 지출 분담 요구에 해서 재정 칙을 수

할 수 있는 수 의 보조  지원 요구 가능

∙평상시 재정 칙을 꾸 히 수하면 상력 강화 가능

64) 체 재원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의 비 을 기 보조율이라고 하며, 기 보조율은 

20~100% 사이로 책정(�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10조;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65) 국고보조 이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 응 지방비’라고 한다(국회 산정

책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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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50%** 100%

쓰레기 소각 시설 30%

시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50%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30% 70~88%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30% 70%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50% 70%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지원 30% 50%

지역아동센터 30% 50%

기초생활보장자 수습과 생계/의료/주거급여 50% 100%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 50% 70%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50% 80%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지원 50% 80%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50% 70%

영유아보육사업지원 20% 5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 80%

** 기준보조율：국가보조사업 재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으로 기준보조율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 부

담이 큼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자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표 4-10> 국가보조사업 중 서울시의 기준보조율*이 낮은 사업

3) 재정준칙과 재정운용 효율화

◦재정 칙과 재정운용 효율화제도들 간에는 상호 보완 인 계에 있으므

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 칙이 재정운용의 총량에 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라면, 재정운

용 효율화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 하는 공공재  서비스 

단 당 비용을 감하는 정책

－재정지출을 감하는 데 있어서 총량에 한 경직 인 제한보다는 필요

한 지출은 유지하면서 단 당 비용을 감축하자는 의견 제시 가능

◦이 에서는 재정운용 효율화를 한 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

도, 성과주의 산제도와 재정 칙 간의 계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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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앙정부: 국가재정법 7조 1항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II. 지방정부: 지방재정법 제 33조 1항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4-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의 법적 근거

(1) 중기재정제도(다년제 예산 제도)

◦ 기재정제도는 여러 해에 걸친 산을 함께 편성하고 심의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시간 인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 으로 운용

－ 기재정제도는 통상 인 단년제 산제도보다 산 사업별로 재정 투

입 시 의 선택의 폭을 확 하는 이 이 있으므로 산 사업 간의 시간 

순서를 보다 효율 으로 배정이 가능

－다년간 산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에 해서 재원 투입 계획을 산의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도 기재정제도의 장

－2004년부터 앙정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기재정

제도와 유사하나 단년제 산과 같은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제한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있으

나, 매년 새로 5개년 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 2년차 이후66) 산

에 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

－서울시 역시 2006년 이후 5년 단  기재정계획을 편성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편성 2년차 이후 산 편성에 한 향력은 미미한 상황

－ 기재정계획을 편성하여 서울시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 에게 

66) 편성 당해 연도 계획은 작년도 산 편성을 추인하고, 편성 1년차 이후의 계획은 차년도 

산에 반 되나 편성 2년차 이후의 계획은 산에 반 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국가재정

운용계획 편성 2년차 이후의 산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을 평균 으로 3.5

조 원 과(강성원,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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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법  의무67)가 존재

◦ 기재정제도는 재정 칙과 병행될 경우 작스러운 경기 침체기에 경직

인 재정 칙의 용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인 

장치

－단년제 산에 재정 칙을 용할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서 오는 격한 

재정환경 변화에 응이 어려움

－ 격하게 경기가 하강하여 세수기반이 축소될 경우에는 재정 칙을 

수하기 어려울 뿐더러 재정 칙의 수가 바람직하지도 않음

∙재정 칙을 무리하게 용하면 경기 변동의 여 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기 순행 (pro-cyclical) 재정 집행이 이루어져서 민간의 후생을 크게 

감소

∙민간 경기가 하락하여 소득 기반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정 칙을 강

행할 경우 지출이 축소되거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더

욱 축

－이러한 험을 방지하기 해서 재정 칙은 기재정계획상에서 용

하는 것이 바람직

◦ 기재정제도에 재정 칙을 용하여 통상 인 경기변동 주기인 2~3년을 

단 로 설정하면 재정건 성의 확보와 경기 응이라는 두 가지 목 을 

함께 추구 가능

－구체 으로 재정 칙은 경기변동 주기인 2~3년의 다년간 산에 용

시키는 것이 필요

－ 국, 스웨덴, 호주의 앙정부는 재정 칙을 다년간 산에 부여하여 

재정 칙의 경직성을 완화

∙OECD 국가  14개 국가는 다년제 산제약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67) 지방재정법 제33조. 기재정계획에 한 법  근거는 2005년 5월 4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처음 삽입(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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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국가는 부처별 다년제 산제약을, 1개 국가는 사업별 다년제 

산제약을 활용

국가 다년제 재정준칙

호주 예산회기 이후 3년간 재정 흑자 유지

영국 3년간 지출 예산의 85%에 총액 제한 부여

스웨덴 3년 평균 GDP 대비 2% 재정 흑자 유지

자료：고영선 외(2004.12)

<표 4-12> 선진국 중앙정부의 다년제 재정준칙

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그림 4-20> OECD 국가 다년제 재정준칙 도입 현황(2007)

(2)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top-down 예산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부서별로 산 지출의 총액을 제한하되 제한된 

총액 내에서는 산을 자율 으로 편성하는 제도

－편성 자체는 해당 부서의 사업에 한 문성이 있는 집행 부서에 맡기

지만, 재정건 성을 해서 재무부서가 부처별 산 총액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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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

∙총액제한 없이 부서에서 자율편성을 하던 시기에 산을 과  계상하

는 폐단을 억제하기 해 시행

◦행정 부서가 공통 재원을 남용하는 도덕  해이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재

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의 핵심 인 기능

－집행부서는 산 사업의 성과는 유하지만 비용은 다른 부서와 공유하

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확 하려는 유인이 발생

－독자 인 집행 기능이 없는 재무 부서에서 객 인 기 에 따라 재정

지출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출 총액을 각 부서에 할당하

여 행정 부서의 지출 확  경향 억제

－단, 해당 총액의 편성은 련 산 사업에 한 정보 악에 유리한 행

정 부서가 맡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앙정부 산제도에 2004년부터 본격 으로 

용되기 시작하여 산 요구액의 증가율을 낮추는 등 정 인 성과 획득

－기획재정부가 산안 편성지침을 각 앙 서의 장에게 앙 서별 지

출 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하고 앙 서는 이에 하여 산을 편성68)

－2004년부터 본격 으로 도입되었으며 2005년 이후 년 비 산액 

증가율이 감하는 등 일정한 성과 성취

－2003년 4개 부처(공정 ㆍ국세청ㆍ 세청ㆍ조달청) 산 편성 시 시범

실시 후 2004년 53개 행정기   48개 부처로 시행 범  확 69)

－지출한도 수기  비 은 면  도입 기인 2004년 77.0%(37/48)에

서 2007년 82.5%(46/54)로 증가

－2001~2004년 산안의 년 비 요구액 증가율은 연 20% 이상을 유

68) 국가재정법 제29조의 2

69) 국회, 법원, 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 감사원 등 독립성이 강한 5개 기 만이 제

외되어 사실상은  부처에 지출상한 할당(기획 산처,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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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으나 2005년도 산안부터는 연평균 10% 이내로 하락(기획 산처, 

2007.7.13)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가 실효를 얻기 해서는 할당된 지출 총액이 실질

인 제약이 되는 것이 필수

－재무부서가 지출 총액을 무 느슨하게 설정하면 집행부서도 부서 내 

사업의 우선순 에 따라 재원을 배치할 유인이 약화

－재정 반에 한 칙이 존재하여 각 부서에 할당되는 재정 총액의 상

한을 설정하는 것이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의 성과 제고에 유리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서 재정 칙으로 인

한 지출 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 칙은 총액제한의 강제성을 강화

하여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의 효과성을 증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재정이 우선순 가 높은 사업에 우선 으로 

배분되고 낭비를 이는 것을 목 으로 하므로, 재정 칙이 재정의 기

능을 제약하는 약 을 보완

－재정 칙은 부서별 할당 총액의 제약을 강화하여 총액제한 자율편성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해서는 각 부서에 할당된 

총액 제한이 실질 인 제약이 되어 할당을 받은 부서가 사업별로 우선

순 에 따라 산을 배분할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2007년 재 OECD 앙정부  18개국(60%)이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10개국은 부처 산 체에, 8개국은 인건비 등 

일부 산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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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그림 4-21> OECD 국가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 현황(2007)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산제도는 사업의 사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사업에 

산을 우선 투입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와 같이 산 투입의 효율성 제고가 목  

◦성과주의 선제도는 제한된 재정을 후생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하므로, 재정 칙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제약되어 후생 수

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억제 가능

－재정 칙은 재정지출의 기본 인 기능을 억제하므로, 제한된 산을 

하게 배분하여 효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민간의 후생 수 을 해

－성과주의 산제도는 산 사업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정을 우선 배

분하여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정 칙의 약 인 재정 기

능의 제약을 보완

◦성과주의 산제도는 평가 기 이 무 복잡하여 산 감의 기 으로 

사용하기에는 실효성이 제약되므로, 재정지출 자체를 억제하려면 재정

칙과 같이 명확한 기 을 용하는 정책으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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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산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 기 이 다를 수밖에 없

으며, 각 사업의 평가에 용하는 기 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

－성과주의 산제도를 체 산 지출 억제에 사용한다면 지출 억제의 기

이 모호하게 되므로, 기 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지출 억제 회피 가능

◦ 앙정부는 성과주의 산제도를 ‘재정 성과목표 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등 3개 제도를 통해서 실시하

고 있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결과는 차기연도 산에 반

－‘재정 성과목표 리제도’는 산회기마다  부서의  사업을 상으

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계획달성 여부 평가

∙2003년 도입되어 2006년 48개 행정기 으로 확 되었고, 2007년 국가

재정법 제정에 따라 2008년부터  부처의 년도 산 성과보고서와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70)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지표의 달성  미달의 원인, 차  정

당성 등을 함께 평가하며 3년에 걸쳐 체사업에 해 시행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해서는 산을 삭감

∙2005년부터 모든 행정기 의  사업에 해서 3년 주기로 실시

∙각 부처의 소 사업  평가 상 사업을 해당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함

께 선정하고 기획재정부가 평가지침을 제시하면 해당부처는 평가지침

에 따라 사업을 평가

∙평과결과는 우수/다소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되며 ‘미흡’의 경우 원

칙 으로 년 비 산 10% 삭감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보다 심층 인 평가가 필

요한 사업을 상으로 실시하며 재정운용에 향이 큰 일부의 사업에

만 용

∙민ㆍ  동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평가 상을 재량 으로71) 

70) 국가재정법 제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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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리센터에서 평가 총

∙연구진과 기획처  사업담당 부서 계자로 구성된 평가단(평가 T/F)

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기획재정부 차  단장과 사업담당 

부서 1  계자로 구성된 ‘재정 리 검단’에 보고

∙사업의 함(relevance)72), 효율성, 효과성, 효용성(utility)73), 지속가

능성 등을 평가하되 문 인 방법론을 폭넓게 용하고, 평가의 결과

는 사업의 통합, 축소, 변경, 폐지 혹은 제도개선에 반

제도 주체 대상 방식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 각 부처 모든 정책 ‧ 사업

∙전체 업무(정책 ‧사업)에 대해 목표와 지표를 설

정하고 결과를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환류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 각 부처

예산당국�

외부평가기관

개별사업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과학적 평가기법을 사용

하여 심층 분석 → 문제점 발견 → 대안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각 부처

∙ 예산당국
전체사업의 일부

∙ 사전에 점검대상항목(체크리스트)을 제시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

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

자료：김태종 외,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표 4-13>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선진국 앙정부  지역정부는 자체 인 산 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유

지하고 있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산 배분이 정착

－OECD 국가  14개 국가(46.6%)는 앙정부 산 사업 재원 배분을 

71) 평가 상사업 선정에 한 법 인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 6에 의해 기획재정부장

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재 평가 상은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 인 평가가 필

요한 사업 ②부처 간 유사ㆍ 복 사업 는 비효율 인 사업추진으로 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③향후 지속  재정지출 증이 상되어 객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

요한 사업 ④그 밖에 심층 인 분석ㆍ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72) 사업의 목표가 사업의 수요  정부정책 우선순 와 부합하는지 여부

73) 사업의 결과로 사업의 수요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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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와 연계하고 있으며 7개국(23.3%)은 80% 이상의 산 배분을 

성과지표와 연계

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그림 4-22> OECD 국가 성과 반영 예산 비중 구간별 분포(2007)

－미국 주 정부  45개 주 정부는 사업 단 로 산을 편성하는 로그

램 산제도(program budgeting)를, 25개 주는 성과에 따라 산을 편성

하는 성과주의 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시행(National Associa-

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2008)

◦서울시에는 성과주의 산제도의 기반인 로그램 산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사업 평가  산 반 은 행정안 부 혹은 감사원 등 앙정부

에 의존

－주요 산업에 한 성과평가는 연간 재정운용 공시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 부의 평가  감사원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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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준칙 도입 여건

◦이 에서는 재정 칙이 도입되었을 경우 서울시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

◦재정 칙은 장기 재정건 성을 목 으로 하므로, 필요할 경우 재정 수입

을 증 시키거나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지출 수행 여부를 

단하는 기

－세원의 안정성과 확 가능성을 검하여 재정수입 증  가능성 평가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검하여 재정지출 감축 가능성 평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정 칙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을 정도로 세원 기반이 

안정 이므로, 세수의 증 보다는 지출 억제 가능성 부분을 보다 집

으로 검

1) 재정 수입 증대 가능성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산 기 으로 83.4%에 달해 국의 역

자치단체 평균인 68.3%를 크게 상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이상으로 자립도가 높은 역자치단체는 인

천이 70.0%로 유일

◦높은 재정자립도는 과거 10년 간 꾸 히 지속

－2001년~2010년간 재정자립도가 90% 이하 던 시기는 2007~2008년과 

2010년의 3년에 불과

－이는 기본 으로 서울시의 세입이 풍부하고, 세외수입 취득의 기회도 

상 으로 많기 때문

◦향후에도 서울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수입이 안정 으로 리

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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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서울시 재정지출 대비 세입 및 세외수입(당초 예산 총계)

－서울시가 행정, 융, 교통, 문화, 교육의 심지로 기능하는 한 인구와 

자본이 지속 으로 집 되어 세원을 확 시킬 망

∙단, 최근의 부동산 가격 락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세수 

축소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한 비가 필요

－따라서 재정건 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다한 지출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1) 세입

◦서울시의 세입은 2000년 이후 꾸 히 재정지출의 52.8~61.1%에 해당하는 

재원을 공

－서울시 본청의 2010년 산  세수는 재정지출의 54.5%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 역자치단체가 평균 으로 재정지출의 29.0%를 의

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

－<그림 4-24>에서 볼 수 있듯이 역자치단체 에서 세수가 재정지출

의 50% 이상을 충당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

∙세수가 재정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역자치단체도 울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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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4> 지방세입/지출(2010년 예산 총계, 각 자치단체 본청)

와 경기도의 2곳에 불과

◦서울시의 산지출 비 지방세수 비 은 2000년 이래 꾸 히 50% 이상

을 유지하여 역시 평균 지출 비 지방세수 비 을 20.7%p, 도 평균 지

출 비 지방세수 비 을 34.9%p 과

－2000년 이래 특별ㆍ 역시의 지방세수는 산지출의 33.8%~39.2%를 

유지하여 40%에 미치지 못했고, 도의 지방세수는 산지출의 20.3%~ 

24.5%로 25%에 달하지 못함

－2000년 이래 10년간 서울시는 역지방자치단체  산지출 비 세

수의 비 이 가장 높은 역자치단체의 상을 유지

∙2000년 이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산지출 비 지방세수 비 이 서울시보다 0.2%p(2004년)~10%p 

(2009년) 낮은 수 에 머무름

∙서울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산지출 비 지

방세수 비 이 8%p 이상 높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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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5> 2000~2010년 예산지출 대비 지방재정 세수 비중 추이

◦서울시 세수의 충실함은 근로인력과 법인이 서울에 집 되고, 특히 고소

득층이 서울에 결집되어 있는 상을 반

－2009년 재 종합소득세 부과인원의 57.2%,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의 

52.4%, 법인세 납부 법인의 56.2%가 수도권에 집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부과 상인 과표 8,800만 원 이상 개인의 

83.5%, 법인세 최고세율 부과기업인 과표 2억 원 이상 법인의 60.9%가 

수도권 소재에 집

－그 결과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수입은 2010년 재 113.6만원으로 

국 평균인 96.2만원을 크게 과

∙ 국 평균보다 1인당 지방세 부담이 더 높은 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시가 유일(<그림 4-26> 참조)

∙1인당 지방세 부담이 100만원을 과하는 역지방자치단체도 서울시

가 유일

－서울시의 1인당 세수가 여타 역자치단체보다 높은 상은 2000년 이

후 지속되는 장기 인 경향을 반



164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6> 1인당 지방세수 부담(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천원)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7> 2000~2010년 1인당 지방세수 부담 비교(천 원)

(2000~2010년 일반회계 예산 총계, 각 지방자치단체 본청)

∙2000~2010년간 서울시 1인당 지방세수는 역자치단체 평균보다 

1.8~2.3배 높았고, 특별- 역시 평균보다도 1.4~1.6배 높은 수 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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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성에서도 서울시는 인 자본과 기업의 집 으로 인해 여타 역자

치단체보다 소득세 수입의 비 이 높은 특징을 보임

－2008년 재 서울시의 세입은 여타 역시보다 소득세 과표에 부과되

는 주민세의 비 이 5%p, 국 으로 높은 지가를 반 하여 재산세 비

74)도 3%p 높음

－반면 소비와 계된 조세로 볼 수 있는 등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의 

비 은 36%를 차지하여 특별- 역시 평균보다 4%p 낮음

◦세수 구성에서 서울시의 세수는 경기변동에 상 으로 민감한 소득  

재산에 한 의존도가 높으나, 경기변동에 향을 게 받는 소비  거

래에 한 의존도는 낮은 특징 보유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이 여타 역시보다 심할 것으로 상

－따라서 재정 칙을 도입할 경우 용 기간을 장기 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28> 세수 구성 비교(특별·광역시 합계 vs 서울시, 2008년 총계예산 기준)

74) 자동차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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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광역시세입 서울시 세입

가. 도세 소계 46% 42%

취득세 16% 15%

등록세 17% 16%

면허세 0% 0%

레저세 1% 1%

지역개발세 0% 0%

지방교육세 11% 10%

나. 시군구세 소계 53% 57%

주민세 22% 27%

재산세 0% 0%

자동차세 6% 5%

농업소득세 0% 0%

도축세 0% 0%

담배소비세 6% 5%

주행세 8% 6%

특별시분 재산세 3% 6%

도시계획세 7% 7%

공동시설세 2% 1%

사업소세 0% 0%

다. 지난년도수입 소계 1% 1%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표 4-14> 세수 구성 비교(2008년, 일반회계 예산 총계, 당초예산)

◦서울시는 행 지방세법하에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세수 확보 

가능

－지방 소득세를 비롯한 6개 세목에 해서는 표 세율의 50%를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도시계획

세는 표 세율은 0.15%이지만 0.23%까지 세율 인상 가능

∙서울시가 탄력세율을 용할 수 있는 세목은 <표 4-15>와 같으며, 2008

년 기 으로 세입의 76%를 차지75)

75) 2010년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라 이 에 주민세에 포함되었던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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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인하를 명분으로 서울· 경기지역 시· 구에서 2005년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를 사용(2005년 29개, 2006년 30개 시·구)하였으나 지역 간 과세 부담 불평등에 대한 반대 

여론에 직면

◦탄력세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의 적용요건 및 시한을 지방세법에 명문으

로 규정(지방세법 188조의 3)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로 제한

◦ 2007년 서울시 및 경기도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세율은 기준세율로 복귀

자료：이영환 외(2009.11)

<표 4-15> 재산세 탄력과세 활용 사례

∙서울시는 별도의 차 없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여 

탄력세율 용 가능

－서울시는 교부 에 한 의존도가 미미하여 탄력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

보할 여지가 큰 상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탄력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세

수가 확 될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증가하여 교부  수입이 감소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탄력과세의 용이 부진76)

∙서울시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부  비 이 3% 미만이므로 세수 

확 로 인한 교부  축소 부담이 미미한 상황

－과거에는 탄력과세제도가 재정 건 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추

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나, 향후 지출 부담이 증가

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수정할 필요

∙2005-2006년 서울시의 20개 구에서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인하하기 

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조례를 사용한 경험이 있음

10%는 지방소득세로 독립되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76) 2008년 기 으로는 지방세수 증 의 73.5%만큼 일반 교부세가 하락하여 세수증 의 

26.5%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악되었다(안종석, 2008.12,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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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를 증 하기 해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한 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단, 탄력성이 높은 소득세에 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통

한 세수확보 가능성은 제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세원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여 세수 증  효

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음

∙주민세의 주요 세원인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은 세수의 변화에 민감

하여 세율이 높아지면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 인 이 은 경기도로 이 해도 부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  이동이 활발하므로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효과는 제한 일 것으로 상

표준세율 탄력과세 세수 비중(2008년)

취득세 20/1000 50% 가감 15%

등록세 세원에 따라 다름 50% 가감 16%

레저세 10/100 - 1%

공동시설세 0.5/1000~2.6/1000 50% 가감 1%

지역개발세 세원에 따라 다름 50% 가감 -

교육세 부가세
50% 가감 

(레저세 부가분 제외)
10%

주민세 세원에 따라 다름 하향조정 (소득세에 포함)

재산세 세원에 따라 다름 - 6%

자동차세
세원에 따라 다름

(정액과세)
- 5%

주행세 - 6%

지방소득세
법인, 개인 법인세, 소득세의 10% 50% 가감 27%

종업원분 급여액의 0.5/100 하향조정 -

담배소비세 세원에 따라 다름 - 5%

도축세 10/100 하향조정 -

도시계획세 1.5/1000
2.3/1000 상한 내에서 

조정
7%

지방소비세 5/100 - -

자료：http://www.wetax.go.kr/

<표 4-16> 탄력세율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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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난 3개월간 이동평균값

자료：국민은행 부동산 시세(http://land.kbstar.com)

<그림 4-29> 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변화율 추이(전년 동월 대비)

◦소득세 비 이 높은 서울시의 세입 구조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 수입이 

감하고 세율 인상 시 세원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재정 칙의 운용에 제약

이 존재하므로 지출 조정을 통한 칙 시행이 필요

－소득은 소비나 자산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재정 칙 유지가 어려

울 망

－세수 증진을 해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소득세원인 개인 

혹은 법인은 역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 세수 증  효과를 반감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락으로 인해 세수의 31%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세수 확 를 통한 재정 칙 

수에는 한계가 존재

－2007년 1/4분기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가 3년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침체 가능성이 심화

∙과거 2001년  2005년 주택가격 반등기와는 달리 2009년 하반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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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짧은 반등을 거친 후 다시 상승률 둔화

－특히 서울시는 국 인 수 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화 추이가 격

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침체가 국 평균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존재

－따라서, 서울시 세입의 31%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 역시 향

후에는 감할 가능성 농후

∙2007~2009년간 취득세  등록세 세수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특히 등록세는 2005년 이후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년 비 

세수 감소를 경험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0>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추이(2005~2009)

∙2009~2013년 서울시 기제정계획에 따르면 취득세 세수의 증가율은 

2011~2013년간 3.1% 이하, 등록세 세수의 증가율은 2012년을 제외하

고는 5.3% 이하에 그칠 망

∙부동산 가격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취ㆍ등록세 세입 성장의 지체는 

2013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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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2>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 예산 총계 기준, 각 단체 본청)

<그림 4-31>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전망(2010~2013)

(2)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세입과 더불어 자체재원으로 분류되며, 2000~2010년 서울시 

재정지출의 26.4~31.9%를 차지하는 요한 재정수입원 

－2010년 재 서울시의 재정규모 비 세외수입 비 은 29.4%로 인천

역시를 제외한 모든 역자치단체보다 높음

∙서울시와 인천 역시를 제외한 역시들은 재정 비 세외수입 비 이 

22% 이하, 도의 경우는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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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산지출 비 세외수입 비 은 2002년 이후에는 특별ㆍ 역시 

산지출 비 세외수입 비 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 으로 유지

－서울시 산지출 비 세외수입 비 은 2000~2010년간 26.4~31.9%로 유

지되었으며 특별ㆍ 역시 평균보다 연평균 0.8%p 높은 수 으로 지속

∙같은 기간 도의 산지출 비 세외수입 비  평균은 10.4~ 19.0%로 

20%를 넘지 못하는 수 으로 유지

－특히 특별ㆍ 역시  도의 평균 산지출 비 세외수입 비 은 최근 

하락 추세인 반면, 서울시는 과거 수 을 꾸 히 유지하여 여타 지방자

치단체보다 세외수입 활용에 용이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3>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00~2010년 예산 총계 기준, 본청)

◦서울시의 세외수입은 다른 역자치단체의 세외수입보다 항시 인 소득

의 비 이 높아서 안정 인 재정운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2008년 재 서울시의 경상  세외수입은 31.0%, 임시  세외수입은 

69.0%로 임시  세외수입77)의 비 이 월등히 높으나 여타 역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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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비해서는 경상  세외수입이 높은 편

∙세외수입은 상시 으로 발생하는 경상  세외수입과 일시 으로 발생

하는 임시  세외수입으로 구성

∙경상  세외수입의 비 은 특별ㆍ 역시가 평균 으로 22.1%, 도는 

15.8%에 불과

∙경상  세외수입이 체 세외수입의 30% 이상인 단체는 서울시 이외에

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2개 도뿐

<그림 4-34>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2008년 일반회계 예산 순계, 각 단체 총괄)

◦서울시 세외수입  경상  세외수입의 비 은 2005년 이래 여타 역자

치단체보다 높은 수 으로 유지되었으며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세외수입의 확충을 통해서 세입을 증가할 가능성이 증

77) 임시  세외수입의 부분은 세계잉여 이다. 반 으로 지방자치단체 산  세계잉여

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원인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워서 교부 을 배분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앙정부 산안 통과가 

만성 으로 늦어져서 교부  배분이 늦어지는 성향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 

사업의 집행이 늦어져서 세계잉여 이 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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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2002-2010년 일반회계 예산 순계 기준)

－특별ㆍ 역시의 세외수입 비 경상  세외수입 비  평균과 도의 세외

수입 비 경상  세외수입 평균도 200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

울시보다는 낮은 수 으로 유지(<표 4-17> 참조)

－서울시의 경상  세외수입 비 이 높은 이유는 사업수입이 체 세외수

입의 17%를 차지하여 다른 역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

◦서울시의 1인당 세외수입도 부분의 지방자차단체들보다 압도 으로 높

은 수 (<그림 4-36> 참조)

－2008년 재 서울시의 1인당 세외수입도 14.2만원으로 28.5만원인 제주

도와 17.0만원인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78)

－서울시민들의 소득수 이 높고 서울의 경제규모가 커서 서울시가 자체

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

78) 인천시의 경우는 입 , 부담  등 민간  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입이 많고, 제주도

는 천연 경 을 활용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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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도 서울

가.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2.1% 15.8% 31.0%

재산임대수입 2.2% 0.3% 3.4%

사용료수입 5.3% 2.2% 5.5%

수수료수입 1.3% 1.6% 0.2%

사업수입 8.9% 1.0% 17.2%

징수교부금수입 1.2% 2.8% 1.1%

이자수입 3.2% 7.9% 3.7%

나.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77.9% 84.2% 69.0%

재산매각수입 3.9% 1.7% 2.9%

순세계잉여금 43.0% 55.1% 60.5%

이월금 0.6% 0.7% 0.4%

전입금* 11.5% 5.3% 0.0%

예탁금 및 예수금 0.9% 0.6% 0.0%

융자금원금수입 0.1% 1.5% 0.1%

부담금 6.0% 12.2% 0.4%

잡수입 11.5% 7.1% 4.2%

지난년도수입 0.3% 0.1% 0.5%

*전입금 : 여타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표 4-17> 세외수입의 구성비_일반회계 기준(2008)

<그림 4-36> 1인당 세외수입(천원, 2010년 예산 총계 기준, 각 단체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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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 감축 가능성

◦재정 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으려면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축소

할 필요

－세입  세외수입 기반이 충실한 것이 서울시의 강 이기는 하지만 경

기에 민감한 소득세 , 취득세, 등록세 비 이 높아서 세수 증 만으로는 

재정 칙 유지에 한계

－소득세는 소비세보다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세율이 오르면 쉽게 이웃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인 소득을 과세 기반으로 하므로 안정 인 

세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 존재

－향후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세입이 정체되면서 

세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망

◦서울시의 기능이 행정 서에서 지역정부로 환하는 국면에서 통 인 

기능과 새로운 기능의 복으로 재정지출이 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

재하므로 일부 재정지출  일부 감축은 불가피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서울시는 과거 상  정부에만 책임을 지는 

행정 서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지역정부로 성격이 환

되는 과정

－서울시 재정지출의 역할도 지역 주민의 생활수  향상에 맞추어 재조정

되고, 그에 따라 재정지출의 구성도 변화할 필요

－과거의 행정 서로의 기능  지역정부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재정지출 

항목은 과감하게 조정 필요

◦재정지출 감축은 부문별 삭감과 사업별 삭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자의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재정지출의 비

이 높을수록 삭감이 용이

－부문별 삭감은 재정지출을 목 별, 성격별로 분류하여 요도가 낮거나 

민간 역량으로 체 가능한 부문을 선택하여 삭감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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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지출 구성을 악하고 서울시가 수행하는데 하지 않은 

지출 선별 과정이 필요

∙ 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top-down)를 활용하여 불필요

한 부분의 삭감을 수년에 걸쳐 진 으로 진행

－사업별 삭감은 산 사업에 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하고 지

역 주민의 호응이 낮은 사업에 한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

∙이는 성과주의 산제도를 통해 달성 가능하며, 한 성과평가 인

라가 필요

－부문별 삭감  사업별 삭감의 두 가지 모두 서울시가 지출에 한 재

량권이 클수록 용이

◦이 에서는 서울시 재정지출 감축 가능성을 진단

－서울시 산의 지출 목 별 구성을 분석하여 부문별 삭감의 여력이 있

는지를 검

－지출 성격별 구성을 분석하여 삭감이 어려운 경직성 산의 비 을 악

－서울시의 성과주의 산제도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사업별로 후생감소

를 최소화하면서 산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

(1) 지출 목적별 구성

◦미국  독일 지역정부79)의 지출 구성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시 지출은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  련 지출의 비 이 낮은 반면, 일반 행정  경

제 련 지출 비 이 높음(<그림 4-37> 참조)

－서울시 재정지출 구성과 미국  독일 지역정부 재정지출 구성 간의 차

이는 한국과 선진국 간 지방자치 통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악

∙ 체 특별ㆍ 역시 재정지출의 부문별 비 과 서울시 재정지출의 부문

별 구성과는 큰 차이가 없음

79) 주 정부 이하의 지역정부를 통칭(State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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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미국  독일에서는 지역민의 삶의 수 과 직결

되는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정은 지방자치의 역으로 자리를 잡음

∙미국은 교육, 보건복지 지출의 비 이 62.9%, 독일은 49.0%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는 33.9%에 그침

－서울시의 경우 아직도 행정이 시정의 심이던 과거의 잔재가 재정지출 

구성에도 남아 있는 상황

∙서울시는 지출의 25.9%를 일반 공공행정지출이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지역정부는 행정지출의 비 이 13.9%, 독일 지역정부는 21.5%

에 불과

∙특히 특별ㆍ 역시 지출  일반공공행정 지출의 평균인 20.3%보다 

서울시 공공행정지출이 높은 것은 서울시가 여타 지역정부보다 행정

기능에 다소 치우쳐 있음을 시사

◦ 한 서울시 재정지출  경제지출80) 비 은 22.5%로 미국 지역정부의 

경제지출 비  8.2%, 독일 지역정부의 경제지출 비  11.0%를 2배 이상 

상회할 정도로 높은 상황

－서울시 경제지출의 91.7%가 사회간 자본투자 련 지출이어서 형 

토목, 건축 사업으로 인한 지출이 경제지출을 주도

－이는 과거 개발연  시기에 정부가 자원 배분을 주도하여 온 행이 서

울시 재정 운용에 남아 있음을 암시

∙경제지출 비 이 큰 상은 부분 으로는 지역민에 한 융서비스

에 특화된 소 융기 이 부족한 융시장의 한계를 반

80) 경제지출은 산 편성상 산업  소기업, 에 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등 4개 항목으

로 편성된 지출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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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는 재정고(http://www.bea.gov/index.htm) 미국 지역정부 자료는 www.bea.gov,

독일 지역정부 자료는 IMF GFS Statistics를 참조

<그림 4-37> 목적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향후 재정지출 억제가 가능한 부문은 행정  경

제지출임을 추론 가능

－향후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서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 의 비 은 차 확 될 망

－반면 지방행정 경험이 축 되고 융시장이 성숙해 가면서 행정  경

제지출의 비 은 차 축소될 것으로 기

◦실제로 1990년  이후 재정지출 억제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주로 행정  

경제지출 삭감에 성공

－1990년  이후 EU 선진국들은 지나친 재정지출 부담을 이고자 다양

한 형태의 재정 개  조치를 도입

－행정지출 삭감이 체지출 삭감의 23.2~66.4%, 경제지출 삭감은 체지

출 삭감의 12.9~69.1%를 차지(<그림 4-38> 참조)

∙두 부문의 지출 삭감이 체 삭감의 45.1%~82.3%를 차지할 정도로 지

출 억제에 공헌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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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에서 보면 서울시는 행정  경제지출 비 이 커서 향후 재정지

출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출 구성

주***：EU 국가 중 2001~2005년 GDP 대비 재정지출이 1991~1995년 GDP 대비 재정지출보다 1%p 이상

감소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지출 삭감이 전체 지출 삭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림

주***：2001~2005년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이 1991~1995년 평균보다 1%p 이상 낮은 국가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의미

주***：8%p 이상 삭감에 성공한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4%p~7%p 삭감한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3%p 이내 삭감에 그친 국가는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

스, 독일 

자료：Eurostat

<그림 4-38> EU 13개국 재정지출 삭감의 지출 부문별 공헌도*

◦복지지출은 다소간의 증 는 불가피하나 격한 팽창에 해서는 주의가 

필요

－미국  독일 지역정부의 지출 구성에 근해 간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재정지출에서 보건, 복지,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 은 차 증가할 

망

－그러나 GDP 비 재정지출을 10년간 4%p 이상 삭감에 성공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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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지출 삭감의 10% 이상을 복지지출에서 삭감

∙이는 1990년  이 에 복지지출이 불필요하게 증 했음을 반증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향후 복지지출의 증 에 해서는 필요 한도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

(2) 지출 기능별 구성

◦서울시가 재량 으로 조 하기 어려운 보조사업비와 행정운 비의 비

이 작아야 서울시 재정지출 감축이 용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을 수행

해야 하는데, 보조사업 지출에 련된 세부 인 사항은 앙정부가 결

정하는 경우가 빈번

－행정 운 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행정조직의 직무 행이 반 되는 것이

므로 조직문화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삭감이 어려움

∙특히 인건비는 감축 차가 복잡81)한 표 인 경직성 경비 

－보조사업 지출(이하 보조사업비)과 행정 운 이 련된 비용(이하 행정

운 비), 특히 인건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을수록 재정

지출 삭감 여력 제한

◦서울시는 모든 역자치단체  자체사업비 비 이 가장 높고 보조사업비 

비 은 가장 낮아 재량  재정지출 비 이 높음(<그림 4-39> 참조)

－서울시는 역자치단체  자체사업비( 앙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산

사업 비용) 비 이 가장 높고 보조사업비 비 은 가장 낮음

∙보조사업비는 재정지출의 17.1%에 불과하여 특별ㆍ 역시 평균인 

32.9%의 반에 가까운 수

∙자체사업비 비 은 61.1%로 역자치단체  유일하게 50% 상회

81) 정규직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비탄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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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추세를 보아도 2008년 이후 서울시 자체사업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은 역자치단체 평균보다 1.5~1.7배 높은 61.0~68.6%를 

유지

∙반면 보조사업비 비 은 역자치단체 평균의 0.3~0.4배에 불과한 

13.5~17.1%에 그침

－이는 서울시가 산사업  재량에 의해 삭감할 수 있는 사업의 비 이 

모든 역자치단체  가장 높은 수 임을 의미

∙자체수입 기반이 충실하여 앙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역량이 존재함을 시사

－재정 칙의 측면에서도 서울시는 재량에 의한 지출 축소가 가능한 지출 

비 이 크다는 이  보유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39> 재정지출 중 자체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비중(2010년 예산,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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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40> 2008~2010년 재정지출 중 자체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비중

◦서울시는 한 여타 역자치단체들이 비해서 경직성 경비인 행정운용비

용의 비 이 낮고, 특히 인건비의 비 이 낮음(<그림 4-41> 참조)

－서울시의 행정운용비는 재정지출의 3.1%를 차지하여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비 이 낮고, 체 행정운용비용도 재정지출의 5.3%로 경기

(4.4%), 남(5.0%),경남(5.2%)에 이에 네 번째로 낮음

∙서울시 재정의 인건비 비 은 역시 평균인 4.1%보다 1.0%p, 행정운

용비는 역시 평균인 6.7%보다 1.4%p 낮은 수

－따라서 서울시는 경직성 경비의 비 이 상 으로 낮아 필요할 경우 

재정지출 삭감이 상 으로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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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그림 4-41> 재정지출 중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2010년 예산, 총계)

(3) 재정지출의 효율성: 성과주의 예산제도

◦서울시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제도 인 장치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재정 칙 도입 시 지출 축소로 인한 후생 감소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 기재정제도는 시행 이나 재정 칙이 아닌 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

고 행정안 부장 에게 제출하면 행정안 부장 은 이를 토 로 종합

인 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장의 기재정계획에 한 자문기구인 지

방재정계획심의 원회를 설치

－미국 주 정부  39개 주는 2~4년 재정지출에 한 측치를 공표하여 

재정운용의 건 성을 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

지로 재정 칙보다는 참고자료의 성격이 강함

∙단, 미국의 주 정부는 매년 산을 균형 산으로 편성하도록 주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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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재정 칙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2008)

∙미국 주 정부  44개 주는 균형재정 산안만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41개 주에서는 의회가 주지사에게 상정하는 산안도 균형재정

이여야 함

∙미국 37개 주는 주지사가 비토권을 행사하여 수정한 산안도 균형재

정이어야 함

◦부서별 지출의 상한액을 사 에 결정하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음

◦성과주의 산제도도 사업 단 로 산을 편성하는 사업 산제도가 2007

년 1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평가가 미비하고, 평가를 산에 반

하는 기 이 부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과 증진을 목 으로 재정을 운용할 법 인 의무

(지방재정법 제 5조의 1)가 존재하나 구체 인 용 방식에 해서는 

련 규정이 미비

－특히 가장 요한 성과 평가에 따른 자원배분의 원칙이 법규에 의해 명

시 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한 상황

－미국 주 정부  40개 주가 산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39개주는 각 사업부서의 산안 요구서에 성과지표 명기를 요구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2008))

∙42개 주는 사업부서의 성과지표를 온라인으로 공개

2.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5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표 4-18> 지방자치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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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져 있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

상 신규 투ㆍ융자 사업에만 문기 에 의한 사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

여 재정건 성 악화 방지에 어려움

－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82)인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해서는 서울시장

이 사 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한 심사를 수행

－사용경비 500억 원 이상83)인 신규 투ㆍ융자사업에 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정안 부장 이 지정하는 기 에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의무가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산 규모는 앙정부보다 매우 작지만 외부 기 에 타

당성 평가를 의뢰하는 사업은 앙정부의 경우와 같은 사업에 한정

－사용경비는 500억 원 미만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이 될 

만한 사안에 한 사  견제가 부족한 상황

∙2010년 서울시 산사업  500억 원 이상 산배정을 받은 사업은 45

건으로 체 산 사업 945건의 4.5%에 불과

∙100억 원 이상 산배정을 받은 사업도 197건으로 체 산사업의 

20.8%에 그침

∙반면 배정된 산이 50억 원 이하인 사업이 66.2%를 차지

82) 일부 사업(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 도입사업 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ㆍ

도와 공동으로 투ㆍ융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면 서울시장이 타당성 평가

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용 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

우 서울시는 이 사업을 행정안정부가 지정하는 기 에 의뢰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야 한다.

83) 앙정부에서 비타당성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의 규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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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청, 2010, “2010년 예산개요”

<그림 4-42> 지출 규모별 예산 사업 분포(2010)

타당성 평가: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41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 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표 4-19> 타당성 평가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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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 서울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는 시의회를 통한 

견제84)와 재정 정보의 공시

－시민들이 쉽게 시 재정 운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 련 자료를 집

한 ‘클린재정’ 사이트(http://cleanplus.seoul.go.kr/)를 개설하여 운

－ 산을 공개하고, 결산에 한 정보를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따라서 공

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결산 이후 제공되는 공시보고서에는 ‘특수공시’ 항목에서 사업별로 정

성 인 성과 평가를 기술하고 있어서 시 재정 운용에 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

◦ 재로서는 재정 칙을 용할 경우에도 비용-효과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을 감축할 수 있는 성과주의 산제도가 미비하여 재정 칙 도입 시 

일 인 지출 삭감에 따른 후생 손실 발생 우려

－재정 칙을 무 경직 으로 용하면 후생수 이 격하게 악화될 우

려 존재

－지출 삭감에 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은 삭

감되고 불필요한 재정은 유지되는 등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

3) 재정준칙 시행(Enforcement) 여건

◦재정 칙이 도입되어 작동하려면 이를 책임지고 시행할 부서 필요 

－재정 칙은 행정부인 서울시청의 산 편성  집행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이므로 각 부서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책임부서

가 존재해야 각 부서가 재정 칙을 수행할 유인이 발생

∙미국의 경우 50개 주  26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재정담당 을 직  

임명하고, 8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정

도로 요한 직책(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2008)

84) 서울시는 시민참여 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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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직  임명하지 않는 15개 주  10개 주에서도 주지사는 임명 

동의권을 행사

∙미국 South Carolina 주에서는 독립 인 Budget and Control Board에서 

재정담당 을 임명하여 정치 인 향력을 배제

－책임부서가 존재해야만 재정 칙이 수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

확히 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책임을 지는 주체가 재정

칙을 수할 유인이 강화

∙미국 주 정부는 균형재정 칙을 수하지 못할 경우 주 법원이 행정을 

장악하며, 오스트리아 지역정부는 앙은행에, 스페인의 지역정부는 

지역정부의 연합체에 벌 을 납부

∙EU 회원국도 회원국의 재정 자가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범 를 넘어서 지속될 경우에는 회원국 앙정부가 EMU에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 을 납부 

∙방만한 재정운용에 해서 법규 으로는 외부 행정기 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내부 으로 책임 기  설정 필요

국가 내     용

1. 미국
- 주 정부가 균형재정준칙(balanced budget rule)을 가지고 있으며, 준칙이 위배된 경우에는

주 정부의 행정 집행이 정지되고 주 법원이 대행

2. EU
- 회원국의 재정적자가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범위를 넘어서 지속될 경우에는 

회원국 중앙정부가 EMU에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

3. 오스트리아

- 지역정부 재정수지 총계는 GDP의 0.75% 흑자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정부는 주로 인구에 의해서 결정된 재정지출 억제 목표를 준수할 의무 존재

- 지역정부의 재정지출이 방만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재정지출 억제 목표의

8%와 그 목표에 미달한 분량의 15%를 납부

- ‘방만한 재정지출’ 여부는 지역정부 재무담당 부서장들의 모임인 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

4. 스페인

- 지역정부들은 Budgetary Stability Law에 설정된 재정준칙을 준수

-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 계획을 제시하여 FFPC(Fiscal and Financial Policy Council:

지역정부 대표자의 협의체)의 인가를 받을 의무 존재

- 지역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위배하면 지역정부가 EU의 벌금을

납부

자료：Balassone, et al.(2003)

<표 4-20> 외국 지역정부 재정준칙 준수 책임과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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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서울시청 조직에서는 시장 직속 기 으로 산을 담당하는 경 기획

실이 재정 칙을 기획하고 수행할 주체로 합

－경 기획실은 시장 직속 기 이므로 여타 부서들의 산 요구를 조정, 

통제하는 데 합한 지 를 보유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운 을 병행할 경우 각 집행부서의 산 총액

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시장의 권 가 부여되는 직속기

이 유리

－단, 재 지출은 경 기획실이, 세입은 재무국이 따로 할하고 있어서 

긴 한 상호 조가 필요

∙경 기획실은 시장 직속이고 재무국은 행정 제1부시장 할하에 있어

서 지출과 세입 업무를 통 하는 행정책임자가 부재한 상황

∙특히 재정 칙을 수하기 해서는 정교한 재정 수입 측에 기반하

여 지출을 조정해야 하므로 재무국의 조는 필수

∙미국 주 정부  40개 주는 재정 칙을 수행하는 재정 당국이 세수 측 

기능을 함께 수행

자료：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v2007/seoul/cityhall_ guide/cityhall.html)

<그림 4-43> 서울시 조직도(2010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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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

◦서울시 재정 칙 가이드라인은 재정 칙의 상(相), 재정 칙의 실행방안, 

재정 칙 시행 일정의 세 가지로 구성

◦재정 칙의 상은 지출상한, 자상한, 부채상한의 세 가지 재정 칙 형태 

 서울시의 황에 가장 한 칙의 형태와 그 재정 칙이 용되는 

범 를 시

◦재정 칙의 실행 방안은 재정 칙의 상을 실 해 나가는 세부 책을 포

－재정수입 확보 책, 재정지출 구조조정 책, 재정지출 효율화 책, 

재정 칙 실행 책으로 구성

◦재정 칙 시행 일정은 구체화된 재정 칙을 수용이 용이한 단계별로 구분

하여 진 으로 도입하는 시간 계획

1. 서울시 재정준칙의 상(相)

1) 형태: 적자상한

◦통상 으로 재정 칙은 목표변수에 따라 부채상한, 지출상한, 자상한으

로 구분

－세 가지 형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조합의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가 

부분

∙EU의 안정성장 정(stability and growth pack)은 부채상한과 자상한

이 결합된 재정 칙

◦ 부채상한은 부채 삭감이 시 한 정책 목표로 설정되었을 경우에 실효성

이 높은 재정 칙

－ 를 들어 부채 으로 인해 융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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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명시 으로 부채 감축을 목표로 설정

∙부채상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정부 혹은 지자체의 의지를 표명하는 신

호(Signaling)를 융시장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

◦부채상한은 -장기 목표로는 하나 목표변수의 변동성이 심해서 연간 

재정 운용의 칙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움

－부채상한의 목표변수로는 주로 GDP 비 채무가 쓰이는데 연간 변화

가 심하여 정책 목표로 설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재정 칙이 수

되었는지 평가하기도 어려움(Kopits, 2001)

－부채상한은 주로 -장기 목표로 활용되면서 유량에 한 제약인 지출

상한 혹은 자상한과 함께 사용되는 경향

◦지출상한은 집행의 편이, 경기변동 응성, 역사 인 성과로 인해 가장 선

호되는 재정 칙

－방만한 재정지출을 직  통제할 수 있어서, 재정지출의 팽창을 제어해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흔히 사용

－재정 수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세원 변화의 향을 받지만 지출은 향

을 덜 받기 때문에 재정 칙 수 감시  반 시 처벌이 용이

－경기 침체기에는 세수가 감소하므로, 지출상한을 유지하더라도 정부로

부터 민간으로 자원 이 은 증가하여 경기 침체기 민간의 소비 억제를 

상쇄하는 경기 역행  재정운용이 가능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 되는 순지출은 지출에서 세수를 제한 값이므

로 지출을 유지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민간 이 은 증가

∙지역정부는 복지지출의 비 이 높아서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지출 자체

가 증가하게 되어 지출상한 범  내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민의 

생활수  하락을 억제

∙경기 침체기에 응 가능성을 유지하므로 자상한에 비해서 상 으

로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기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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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으로도 지출상한은 자상한보다 재정건 성 확보 효과가 큰 것

으로 악(박형수ㆍ류덕 , 2006.12)

－지출상한은 감세로 인한 재정건 성 문제를 방지하지 못하므로 부채상

한과 같은 량변수에 한 제약으로 보완해야 하는 약  존재

∙지출상한이 있을 경우에 단기 인 정치  이익을 해 감세안을 남발

하여 재정 자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미국의 2001년, 2003년 감세정책85)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자와 국가

채무는 증하 으나 감세로 인한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최근까지도 세

율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2001년 GDP의 55.2%이던 미국의 국가채무는 부시 통령이 퇴임한 

2008년에는 71.1%에 달해 15.9%p가 증

◦ 자상한은 지출증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건 성 불안에 동시에 

응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경기 하강 국면에 응하기 어렵고 재정지

출이 비효율 으로 커지는 경향을 제어하기 힘들다는 단 도 존재

－ 자의 이 부채이므로 자를 억제하면 부채의 증가를 자연스럽게 

억제 가능

∙EU의 안정성장 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 자상한의 표

인 

∙미국 부분의 주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균형 산제약(Balanced Budget 

Rule)도 자상한에 해당

∙한국 앙정부도 1980년 이후에 인 이션을 억제하기 해 세수의 

망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양입제출 원

칙을 도입하여 실질 인 균형 산제약을 유지

85) 2001년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가 제정되면서 근로소득세

율은 3%p~5%p, 자본이득세는 2%p 삭감되었다. 그리고 2003년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가 제정되면서 자본이득세 세율이 8%, 10%, 20%에서 5%, 15%

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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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한은 자 폭을 제한하므로 경기 하강으로 인해 세수가 어들면 

세율을 올리거나 지출을 여서 경기를 더욱 축시키는 부작용 존재

∙외부  충격에 의해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 부문의 순지출이 축소되는 

경기 역행 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해지므로 경기 불안이 심화될 우려 

존재86)

－경기변동에 응력을 제고하기 해서 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경기변

동의 향을 배제한 구조  자(Structural deficit)에 자상한을 용

하게 되면 정치  조작(manipulation)에 의한 재정 칙 회피 심각

∙경기 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경기 침체기에 자상한 용을 

제외할 경우 의도 으로 망을 비 으로 조정하여 재정 칙을 회피

하려는 유인이 발생

∙구조  자에 자상한을 용한다고 해도 결국은 ‘경기변동의 향

이 없는 세입’의 정의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의도 으로 세입을 높게 

계상하여 지출을 확 할 유인이 존재

∙실제 세입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향이 없는 세입’은 반사실

(counter-factual) 상황에서의 추정치이므로 추후에 검증이 불가능하여 

정치 인 조작이 가능한 약  존재

－ 자상한은 재정지출과 세수를 함께 확 하여 정부 규모를 필요 이상으

로 증 시키는 ‘큰 정부’로의 진화는 억제하기 어려움

∙특히 장기 으로 경기가 호황을 유지할 경우 납세자들의 세후소득이 

증가하여 조세 항이 약화되면서 정부가 지출과 세입을 동시에 확 하

려는 성향 발생 가능

∙1950~1960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균형재정에 가깝게 재정

자를 억제하면서도 재정지출은 격하게 증

86) 재정 칙의  한 가지 방식은 차입에 한 제한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지방채의 발행

이 행정안 부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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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부채상한
부채 삭감 용이

채권자들에게 부채삭감의 의지 전잘
목표변수(부채/GDP)의 연간 변화가 심함

지출상한

지출 삭감 용이

경기 역행적 재정 운용

재정준칙 준수여부 파악이 용이

감세에 취약

적자상한 부채 관리 용이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

정부 크기 팽창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표 4-21> 재정준칙 장단점 비교

재정준칙 국가

부채상한
멕시코, 슬로바키아, 영국,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

랜드, 그리스, 헝가리, 영국, 벨기에(13개국)

지출상한
명목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헝가

리,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12개국)

GDP 대비 멕시코,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스, 벨기에(6개국)

적자상한

GDP 대비
독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

드,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13개국)

다년간
포르투갈, 헝가리, 호주, 멕시코,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벨기에(10개국)

자료：박형수. 류덕현(2006.12)

<표 4-22> OECD 국가 재정준칙 채택 현황(2006)

◦서울시 재정 칙으로는 재 재정건 성에 가장 심각한 인 재정 자

를 억제할 수 있는 자상한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복지욕구의 확 에 의해서 당분간 재정지출의 증가

는 불가피하므로 지출상한 도입은 어려움

∙2008년 이후 보건  복지부문 지출 증가는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의 

26.6%를 차지하여 지출 증가를 주도

∙2005~2008년간 앙정부 재정지출은 5.3% 증가에 그친 반면 지방자치

단체 재정지출은 8.8%로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격하게 증

가하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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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채는 2008년 재 GRDP의 0.6% 수 에 불과하여 부채의 

증으로 인한 신인도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부채상한을 

활용하기도 부

－반면 최근 세출이 세입보다 증가하고 서울시 발행 지방채도 증가하는 

등 재정 자가 발생하여 재정건 성 유지에 부담이 되므로, 재정 자를 

직  억제할 수 있는 자상한이 

◦서울시는 세원이 풍부하나 지출 증  추세 억제는 어려워서 자상한 운

용이 용이

－탄력세율제도를 히 활용하면 세수를 증 시킬 여력은 풍부 

－지출의 억제도 복지 수요가 증 하는 기본 인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

우나 행정  경제지출을 삭감하고 불요불 한 형사업을 축소하면 

한 선에서 억제 가능

－따라서 지출의 증가는 어느 정도 감수하되 이를 세수의 확 로 보완하

여 재정 자를 억제하고, 지방채 수 을 유지하는 방식이 효과

◦서울시는 재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 도입이 아직 

보 인 수 이어서 지출상한을 도입할 경우 후생 손실을 래하고 정치

인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지출상한제를 도입하여 지출을 억제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조정보다는 일률 인 지출 삭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일률 인 지출 삭감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지출도 억제되면서 

후생 손실이 래되고 그에 따라 재정 칙에 한 서울시민들의 반감

을 래할 험 존재

◦ 자상한 수 습을 정착시키기 해서 도입과 동시에 신규 자체사업에 

해서는 PAYGO 원칙을 도입할 필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재원확보를 의무화하여 신규 사업이 

재정 칙 운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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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여 신규 사업이 당분간 지속 으로 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PAYGO 같은 강도 높은 정책으로 재정부담 

증 를 방지할 필요

◦구체 으로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정치 인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

기 해서 자상한을 0으로 설정하는 균형재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

을 권고

－균형재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의 

의지를 천명하는 효과 존재

－서울시는 세입 기반이 충분하여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

로 집행 기부터 자를 허용하여 재정건 성 유지라는 당 의 목표와 

배치되게 재정을 운용할 필요는 없음

◦1980년  앙정부 재정운용의 원칙이었던 양출제입 원칙을 서울시 재정

에 용하고, PAYGO 원칙을 신규 자체사업에 도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인

한 재정부담을 배제

－ 다양한 경제 인 망 하에서 재정 수입을 측하고, 가장 보수 인 수

입 망치를 반 하여 산을 균형재정으로 편성하고 결산 시 균형재

정 달성 여부를 검

－정책의 수여부를 단하는 기 은 결산으로 하여 작스러운 경기 변

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기 내에 한 응을 통해 균형재정을 수

하는 것이 필요

2) 적용 범위: 3년간 금융성 수지 균형 + 지방채 증가율 억제

◦ 자상한은 정책 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재정 험 요인에 해서만 용

하여 과도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

－정책 당국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재정 험으로는 경기 변동으로 

인한 재정 자, 채무이자 지불비용, 그리고 연 과 같이 정부가 지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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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등은 제외

◦이 연구에서는 경기 침체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존하기 해 자상

한을 3년 단 로 용할 것을 주장

－단기 인 경기변동에는 유연하게 처하되 재정 자 만성화 방지 

◦이 연구에서는 한 채무 지불 부담과 보조사업 지출로 인한 재정 자를 

자상한 용 범 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채무 지불 부담은 융시장에서, 보조사업 지출은 앙정부에서 결정하

게 되므로 서울시의 1차 인 책임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 3년 지방채의 실질 가치를 3년 과 같은 수 으로 낮추도록 하여 

서울시의 신용도는 유지하도록 보완

(1)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3년간 금융성 수지 균형

◦경기 변동의 향으로 인한 우발 인 재정 자를 재정 칙 용 상으로 

포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융  자(Financial deficit)와 구조  자

(Structural deficit)  정책 목표를 선택

－ 융  자(Financial deficit)는 실제로 산  결산 단계에서 회계상 

발생하는 재정 자로 재정 칙 용 상으로는 잘 쓰이지 않음

∙ 작스런 외부 충격에 따른 세수의 감소나 공공재산 매각에 따른 일회

성 재정 수입도 반 되어 있어서 정책 당국이 재정을 건 하게 운용했

는지를 평가하는 기 으로는 한계가 존재

－구조  자(Structural deficit): 일시  요인에 의한 재정지출  수입을 

제외한 자로 자상한 용 상으로 자주 쓰임

∙ 앙정부의 경우 ‘잠재GDP가 실 되었을 경우의 세수를 기 으로 추

산한 재정 자’를 구조  자로 활용 가능

∙서울시의 경우 세원이 지역의 소득과 국 인 소득에 함께 향을 받

으므로 ‘잠재GRDP’와 ‘잠재GDP’가 모두 실 될 경우의 세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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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재정 자를 구조  자로 활용 가능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세수는 지역의 소득에 향을 받으나 서울시가 

국의 융, 물류, 문화의 심지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의 세수는 국 인 소득 수 에 향을 받음

∙ 를 들어 서울시 취업자의 39.1%를 차지하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업 종사자  상당수가 융 서비스업 종사자인데 부분의 주요 융

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므로 이들 융업 종사자 소득은 국 인 

업성과에 따라 결정 

◦구조  자 기  재정 칙은 구조  자 산정이 재정 수입  지출에 

한 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측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는 오히려 재정건 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약  존재 

－잠재 GDP  잠재 GRDP 추정은 과거의 측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 개도국과 같이 경기변동이 심한 국가에서는 측의 오차가 커서 

측 실제 값이 차이가 큰 경우가 일반

－이러한 측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 칙이 수되었는지를 악하기

도 어려움

∙잠재 GDP나 잠재 GRDP를 사후 으로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

 자를 사후에도 악하기 곤란

－정치문화가 후진 인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정치 인 목 으로 고의로 

흑자 측치를 발표하고 재정지출을 확 하거나 감세를 시행하는 경우

가 종종 발생(Anderson and Minarik, 2006)

◦서울시의 경우 지 까지 재정 측에 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시행 기에

는 융성 자를 기 으로 재정 칙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시 당국의 경험도 충분히 축 되어 있지 않고, 서울 시민들도 재정 칙 

수 여부에 한 감시 경험이 부족한 상태

－시행 기에는 집행이 용이한 융  자를 상으로 시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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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경험이 축 되면 구조  자로 환

◦ 융  자를 억제하면 경기 변동에 해서 응하기 어려워지는 단 이 

있으므로 3년 단 로 재정 칙을 용

－경기가 침체하면 세수가 락하고 지출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융  자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집행하면 세수를 증 하거나 지출을 

억제하게 되어 경기 침체가 오히려 더 심화

－이러한 결 을 보완하기 해서 경기변동 주기를 기 으로 다년간 재정

의 균형을 정책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다년간 재정 균형을 재정 칙으로 용하면 하강국면에서 재정지출을 

확 하되, 상승국면에서는 하강국면에 확 한 재정지출을 상쇄하는 긴

축재정을 운 하는 탄력 인 재정운용이 가능

∙ 자상한 형태로 재정 칙을 채택하고 있는 13개 OECD 국가  10개 

국가는 다년제 산에 재정 칙을 용(박형수ㆍ류덕 , 2006.12)

－ 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 자 축소 부담을 연기하는 폐단을 막기 

해 다년제 산 용 기간은 3년으로 설정

∙ 산 편성을 해서 필수 으로 차기연도 측을 시행하므로 이를 1년 

연장하여 측 부담을 축소

∙4년 이상으로 용기간을 연장하면 지출 삭감 부담을 4년차 이후로 연

기하여 단기 인 편익을 추구하는 정치  행태를 방지하기 어려움87)

∙3년 주기는 스웨덴의 재정 칙에서 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1990년 

Budget Enforcement Act의 경우에는 5년 지출상한을 설정하 으나 실

질 으로는 3년 상한을 수(Anderson and Minarik, 2006)

∙다년간 산 망을 사용하는 39개 미국 주 정부  11개 주가 회계연도 

87) 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에도 실제 재정지출과 재정지출 측치 간 격차가 계

획 수립 2년 후에는(3년 계획) 3.5조 원으로 유지되나 계획 수립 3년 후(4년 계획)부터는 

7.3조원으로 확 (강성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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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3년간의 재정지출 망치를 산서에 포함88)

(2) 재량적 지출 관리에 중점: 이자비용과 보조사업 적자 제외

◦이자비용은 채권시장에서 리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조

정 능력에서 벗어난 비용이며, 리의 변동은 변화가 심하고 측이 어렵

기 때문에 이자비용은 재정 칙에서 일반 으로 제외

◦의무지출은 서울시가 법률  지불 의무를 지고 있거나 계약을 맺고 있어

서 재정 수입에 계없이 지불을 해야만 하는 지출이므로 재정 칙 용 

상에서 제외

－연 지출이 법률  지불 의무에 의해 발생하는 표 인 의무지출이고, 

민자유치사업 민간 참여자에게 정이윤을 보장했을 경우에 지불하는 

비용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표  의무지출

－연 지출 등 의무지출을 재정 칙 용 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정부

가 재정 수입에 계없이 계약 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민간의 

신뢰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

∙연 의 경우 제도에 한 신뢰가 있어야 다음 세 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유인이 발생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정이윤 보장을 수하지 않을 경우 추후 형

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

－서울시의 경우 넓게 해석하여 의무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지출은 <표 

4-23>의 음 처리한 부분과 같으며 일반회계 지출의 42%를 차지

∙인건비는 재 고용 인력에 해서는 여를 지불해야 하므로 의무지

출로 간주 가능

∙보상 , 배상 은 법규에 따라 서울시가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88) 7개 주는 회계연도 포함 2년, 7개 주는 회계연도 포함 4년, 12개 주는 회계연도 포함 5년, 

2개주는 6년 측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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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상에게 그 피해에 기 하여 지 하는 지출

∙공기업  기 지방자치단체 지원, 출연기 에 한 출연은 법규 인 

근거에 따라서 지출

∙부담 은 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출 책임이 부여되

는 조세

∙차입  이자상환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지출의무

구분 액수(백만 원) 비중

일반회계 총계 13,913,465 100%

인건비 *소계 678,576 4.9%

물건비 소계 323,939 2.3%

경상이전 소계 5,783,834 41.6%

*일반보상금 175,554 1.3%

*이주 및 재해보상금 0 0.0%

포상금 60,204 0.4%

*연금부담금등 80,765 0.6%

*배상금등 2,139 0.0%

*출연금 113,337 0.8%

민간이전 906,717 6.5%

*자치단체 등 이전 4,437,531 31.9%

*공기업 경상전출금 7,498 0.1%

국외이전 89 0.0%

*차입금이자상환 0 0.0%

자본지출 소계 2,130,225 15.3%

시설비 및 부대비
(주1)

1,381,875 9.9%

민간자본이전 268,080 1.9%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3,595 3.0%

*공기업자본전출금 0 0.0%

자산 취득비 66,675 0.5%

기타자본이전 0 0.0%

국외자본 이전 0 0.0%

융자 및 출자 소계 68,937 0.5%

<표 4-23> 2008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기능별 지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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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액수(백만 원) 비중

내부거래
(주2) 소계 4,919,498 35.4%

기타회계전출금 1,837,817 13.2%

기금전출금 528,159 3.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53,522 18.4%

예탁금 - 0.0%

예수금원리금상환 - 0.0%

의무지출 소계 5,230,419 42%

재량지출 소계 8,674,590 5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주1：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토지보상비용이 포함되나 이는 토목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서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량권이 존재하므로 재량지출에 편입

주2：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은 각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지출되고 이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에 의하므로 재량적 지출로 분류

<표 계속> 2008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기능별 지출 구성

◦그러나 ‘의무지출’에 한 외규정을 두게 되면 정부는 재정 사업을 의

무지출로 분류하여 재정 칙 수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여 

재정 칙의 실효성이 크게 악화

◦따라서 의무지출에 한 외규정은 서울시가 구조 인 요인에 의해서 

장기 으로도 삭감하기 어려운 재정지출에 해서만 최소한으로 설정할 

필요

－인건비는 장기 으로는 인력 조정  행정 산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

해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재정 칙에 포함하여 삭감에 한 유

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시가 기 자치단체에 비용 지불 의무를 유발하는 사업에 해서는 

착수 여부를 신 하게 결정하고 기 자치단체에게 정당한 부담을 부여

하도록 하여 지출 감축 가능

∙2008년 결산 기 으로 서울시로부터 기 자치단체로의 이 지출인 ‘자

치단체 등 이 ’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 ’은 총지출의 34.9%, 의무지

출의 82.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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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의 의무를 지는 경우는 서울시의 사무

를 지방자치단체에 임하는 경우에 국한89)

∙서울시는 ‘시책 상 필요’하거나 ‘기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

고 단되는 경우 기 자치단체에 보조 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서

울시가 자체 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90)

∙서울시가 행하는 토목. 건설사업이 기 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경우 서

울시는 건설사업의 수익 한도 내에서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히 활용하면 지출 삭감이 가능91)

－공기업  출연기 에 한 지출 역시 장기 으로는 가능한 범  내에

서 민 화를 통해서 감축이 가능한 지출로 간주

－보상   배상  역시 련 규정을 합리 으로 조정하여 합리 인 수

으로 지출을 억제 가능

◦서울시의 경우 ‘의무지출’로 분류하여 재정 칙 용 상에서 제외시킬 

만한 상은 보조사업비

－보조사업비는 앙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서울시가 집행을 행하며 

재정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의 재정건 성을 정책 입안에 고려할 앙정부

의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 형편에 맞지 않게 설계될 가능성

이 높음

－따라서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자인 보조사업비와 

앙정부의 보조  지원액 차액은 재정 칙의 용 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단, 서울시는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자를 최소화하여 보조사

89) 지방재정법 제28조

90) 지방재정법 제23조의 2

91) 지방재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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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2.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ㆍ도는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

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

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

담지시를 할 수 없다.

3. 지방재정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표 4-24> 중앙정부 보조사업 재정 부담 의무의 법적 근거

업으로 인한 과다한 부담을 억제

－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부담을 요구하는 보조사업을 시

행할 경우에 앙정부가 법 인 지출의무92)를 다 하도록 요구하고 서

울시의 부담은 억제하여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국가가 스스로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임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수반되는 경비는 액 국가 부담이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 계가 있는 사업에서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비는 국가 부담이 원칙

∙ 앙정부가 보조 을 교부할 경우에는 법령 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 

 국가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부담을 지

시할 법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히 활용93)

92) 지방재정법 제21조

93) 지방재정법 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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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준칙 예외조항으로 인한 적자 누증 방지: 3년간 실질 지방채 고정

◦재정 칙의 용 외에 따른 재정 자의 으로 융시장에서 서울시 

신인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3년간 지방채의 실질 평균 성장률94)을 0으로 

억제하는 조항을 재정 칙에 포함

－보조사업비 지출 부담이 지방채의 남발로 이어져서 융시장에서의 신

뢰를 해치지 않도록 부채상한을 재정 칙에 추가

∙보조사업비 지출로 인해 자가 발생하면 여타 부문의 흑자로 보완하

여 지방채 부담의 격한 증가를 억제

－부채가 증가해도 원리  상환 부담의 실질 가치를 보 할 수 있게 3년

간 부채의  실질 증가율을 0 이하로 억제

∙이는 GRDP 비 부채 비 의 증가율을 실질 GRDP 증가율만큼 낮추는 

것과 동일한 조건

<그림 4-44> 서울시 재정준칙

94) GRDP 비 지방채 비 을 정책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재 1% 이하이기 때문에 

이를 척도로 활용하기에는 무 낮으며 GRDP의 변동이 심해서 정책 집행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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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재정준칙 실행 방안

◦서울시 재정 칙인 3년 단  균형재정을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재정

칙의 수행 조직을 정립하고, 재정건 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

하는 세부 책들이 필요

－재정 칙 수행 조직은 재정 칙의 수행을 통 하고, 실패 시 1차  책

임 이행

∙재정 칙은 각 사업 부서에게 사업 성공과 재정 칙 수라는 상호 

립 인 목 을 추구하도록 강제

∙사업 부서들은 재정을 확 하여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업  지향 인 

유인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재정 확  요구를 억제하기 해서는 재

정 칙 수만을 추구하는 총 부서의 존재가 필수

∙조직 인 정비와 더불어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해서는 지나친 지출을 

억제하고, 필요한 지출의 재원을 확보하는 재정운용이 필요

∙ 재의 세원에서 세수를 확 할 수 있는 방안을 악

∙ 앙정부  민간이 그 역할을 신할 수 있는 재정지출은 축소할 방안

을 모색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

제도 등 제도  장치들을 구비하고, 그 운 을 정착하여 재정 칙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축소를 최소화하여 유권자의 지지 확보

∙재정 칙은 재정지출 억제로 인한 재정 기능의 축소로 인한 유권자들

의 반발을 최소화하여야 속성이 보장되며 이를 해서는 재정지출을 

수요가 높고 성과가 좋은 사업에 우선 배정 필요 

∙효율 인 배분이 가능하기 해서는 재정지출 효율화제도들, 특히 총

액제한 자율편성제도와 성과주의 산제도의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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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과세대상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

체육시설이용 회원권·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건축물의 신축-증축-개

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과점주주 지위 취득

서울 1,000분의 20

자료：www.wetax.go.kr

<표 4-25> 취득세의 세원과 세율

1) 재정수입 확보 대책

(1) 세입 기반의 확대

◦서울시가 재정 칙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인 안정 인 

수입 기반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

－탄력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심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

∙세율인상은 세원이 비탄력 이면서 세수 확 에 공헌이 큰 취득세

(15%)  등록세(16%)에 해서 우선 으로 용

∙지방소득세는 세원인 주민  법인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면 수도권 타 지역으로 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 하게 세

율을 조정

－세외수입  사용료(fee)를 징수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을 해 노력

◦취득세는 소비  재산에 과세되므로 세원은 세율이 인상되어도 서울시 

경계 밖으로 속하게 이동하지는 않을 망

－취득세는 내구재 소비, 건축, 투자행 에 한 과세로 부분 토지, 건

축물, 주택과 같은 부동산 취득에 한 과세에서 발생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 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하여 2%

의 세율을 용하여 징수

∙2007년 재 서울시 취득세  90%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 발생하

으며 7%는 차량 소비에서 발생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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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OSIS DB

<그림 4-45> 광역자치단체별 건축공사 분포(2008)

－취득세의 세원인 소비  부동산은 소득보다 비탄력 이어서 안정 인 

세원으로 기능95)

∙2001~2010년 분기별 GDP의 변이계수는 0.12인데 비해서 분기별 국내 

소비지출의 변이계수는 0.09로 소득의 변동성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낮

음96)

∙단,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가 가능한 취득세의 특성상 부동

산 거래가 격하게 침체할 경우 세수가 락할 가능성 존재

－서울시가 교육  문화의 심지로서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한 건

축투자 수요도 상시 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2008년 재 서울시에서 시공된 건축공사는 수주액 기 으로 국의 

17.2%, 기성액 기 으로 17.3%에 달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 을 차지

95) 행정안 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 <www.wetax.go.kr>

96) 자료：한국은행 ECOS DB <www.ecos.bok.or.kr> 계  조정된 실질 분기별 GDP와 가

계소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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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과세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세 은 등록세

가 유일하므로 등록세의 세율 인상을 극 으로 고려할 필요

－등록세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취득, 변경 혹은 소멸에 한 사항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등기 등록세에 

해서 탄력과세를 용 가능

과세 대상 세율

상속 0.3%(농지), 0.8%(기타)

무상 1.5%(기타), 0.8%(비영리)

매매 등 취득 2%(기타), 1%(농지)

소유권보존 0.8%

공유물분할 0.3%

물권, 전세권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0.2%

선박등기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0.5%,1%

항공기등록 0.01%, 0.02%

법인등기 0.1%,0.2%,0.4%, 7500원(정액)23000원(정액)

중과세(3배중과) 대도시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자료：www.wetax.go.kr

<표 4-26> 등록세의 세원과 세율

－2007년 기 으로 서울시 등록세수의 79%가 부동산 등기에서, 14%는 

자동차 등록에서 발생하여 등록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소비에 한 의존도가 높은 세 97)

∙6%는 법인등기에서 발생하고, 0.3%가 건설기계 등록에서 발생

－2011년부터 부동산 련 등록세와 취득세가 등록세로 통합되고, 부동산

97) 행정안 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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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련이 없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되어 등록면허세가 신설될 

정이므로 등록세는 세원으로서의 요성이 더욱 증 될 망98)

∙세원  재산과 소비는 과세 상의 지역 이동이 가장 비탄력 이어서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세원

∙2006년 재 OECD 국가 지방정부 세원의 31.05%는 재산과세, 23.27%

는 소비과세가 차지

∙ 국과 아일랜드는 지방정부 세수의 100%, 뉴질랜드는 90.13%를 재산

과세에 의존

자료：이영환 외(2009.11)

<그림 4-46> 선진국 지방정부 세수구성 비교(2008)

◦그 외에 탄력과세 용이 가능한 지방세로는 공동시설세(1%), 지방교육세

(10%), 도시계획세(7%)99)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목 세로서 재정 수요 

98) 행정안 부, 2010.6, “지방세 선진화ㆍ 문화를 한 지방세제 개편”

99) 2011년부터 공동시설세는 지역개발세와 통합되어 지역자원시설세로 개편되고,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에 편입된다. 



2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확 에 응하여 탄력 으로 세수를 확 하기는 어려움

－더군다나 도시계획세는 2011년부터 재산세에 편입되면서 탄력과세제도 

용 상에서 제외될 정

◦ 국 평균과 유사한 수 인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여타 역지자체의 

2배 이상 높은 감면조례에 따른 조세지출 비 을 삭감하는 등 세정을 효

율화하여 기존 세원의 활용도를 제고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2008년 재 91.6%로 역자치단체 평균과 

유사하며, 도의 평균 징수율 92.1%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16개 역지방자치단체  10번째이며, 

역시인 울산(92.5%)  인천(92.1%)의 지방세 징수율보다도 낮은 실정

자료：행정안전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www.wetax.go.kr>

<그림 4-47>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현황(2008)

－2008년 재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조세지출은 2.8조 원인데 그  서

울시 조례로 인한 감면이 0.8조 원으로 31.7%를 차지하여 5.8~ 17.8%

에 불과한 여타 역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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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www.wetax.go.kr>

<그림 4-48> 감면조례로 인한 비과세 감면의 비중(2008)

－조세 행정을 합리화하고 비과세 감면은 과감하게 국 평균 수 으로 

낮추는 근이 필요

∙지역국세청, 고용보험공단, 국민연 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융기

들과 정보공유를 통한 정확한 세원 악으로 탈세를 미연에 방지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측치와 납부세액이 차이가 

큰 집단을 특별 리하는 과학  세정 운용

∙국세청과의 조하에 무기명 비공개 개인별 납세 실 을 주민등록 기

록과 연계하는 DB를 구성하여 통계  기법 개발의 기 자료로 사용

◦서울시는 각종 사업  문화 시설이 집 된 서울시의 이 을 활용하여 사

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FBI와 같은 공공시설을 코스로 개방하면서 수입을 획득할 정

도로 수익사업 개발에 극 인 Washington DC를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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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 구조조정 대책

◦서울시 재정지출의 증 를 억제하려면 행정  경제 련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 여력을 활용해서 늘어나는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  수요에 

응할 필요

－선진국의 재정지출 구성에 비해서 서울시 재정지출은 교육, 보건복지, 

공공안  련 지출의 비 이 낮은 반면 일반 행정  경제 련 지출이 

높음

－향후 선진국형 지방정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의 증 는 불가

피하므로 타 지출을 억제하여 그 재원을 비할 필요

∙실제로 2008년 이후 보건복지 지출의 증 가 서울시 재정지출의 증

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행정 련 지출 삭감의 핵심은 2008년 재 행정지출의 78%를 하여 가

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기 자치단체 지원 지출의 축소

－기 자치단체의 재정 , 행정  경험이 부족한 실을 반 하지만, 동

시에 향후 기 자치단체의 자치 성숙과 더불어 삭감의 여지가 큰 항목

－지출을 삭감하되 그로 인한 시민들의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기 자치단체 지원 을 성과 기 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효율

 재원 배분을 유도할 필요

∙구체 으로 각 기 자치단체의 산 사업에 한 서울시의 사   사

후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를 심으로 지원을 배분하는 원칙 확립

∙이러한 원칙이 정립되면 기 자치단체들 간에 비용-효율성을 목 으로 

하는 경쟁이 발생하여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후생 손실 최소화

◦경제지출 삭감의 핵심은 91.7%를 차지하는 사회간 자본 투자(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필수 인 투자를 제외한 지출의 감

－특히 사회간 자본 투자는 단체장들이 임기 내 ‘치 ’을 남기기 해서 

형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을 억제하는 것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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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신축의 경우에는 방만한 지출 문제가 심각하여 앙정부가 청사 

신축을 원칙 으로 지할 정도(행정안 부, 2010.7.20)

－ 형 공공사업에 한 사 인 타당성 평가제도의 정착이 지출 감의 

핵심 인 조치

－구성된 타당성 평가 기구가 비용-효과성을 기 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하여 낭비 차단

∙ 재 지방재정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신규 투ㆍ융자에 한 타당성 

평가를 서울시 조례를 통해 구체화

∙민ㆍ 이 동시 참여하고 문가 집단의 조언을 청취할 수 있는 사  

타당성 평가 기 을 독립기 으로 설치하여 사 인 타당성 평가와 

사후 인 성과 평가를 일임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신뢰를 얻기 해서 민간에서 

상시 으로 재검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기

자료와 분석기법도 함께 공개

∙ 앙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 비 타당성 평가’와 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평가센터를 서울시의 황에 하게 벤

치마킹

－사회간 자본 투자가 불가피할 경우 앙정부 재원을 최 한 이용

∙서울시는 한국의 융  물류의 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사회간 자본 투자는 그 이익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자치단체

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더 크게 미치는 사업일 경우에는 역지

역발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앙정부를 설득하여 앙정

부 재원을 활용하고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 역경제권 지원을 한 시도 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리 등 국가

 고려가 우선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앙정부 부처에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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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 역발 특별회계 역발 계정으로 편성 가능

∙이 경우 산편성은 앙정부 련부처에서 담당하며 역교통시설 부

담 , 앙정부 일반ㆍ특별회계 입 , 공자기  수 , 주세의 60% 

등 앙정부 재원을 사용(국회 산정책처, 2009.11)

◦그 외에도 서울시는 재정지출  민간에 기능을 임할 부분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할 필요

－우선 서울시가 투자-출연하고 있는 16개 기 에 한 반 인 재검토

를 통해서 민 화가 가능한 부분을 민간에 이양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기능만 정부로 흡수하는 포  근(positive list)방식을 채택

기관명

농수산물 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복지재단

세종문화회관

시정개발연구원

SH공사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립교향악단

신용보증재단

산업통상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의료원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자료：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표 4-27>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특히 미국 지방정부와 비교해 보아 재정지출 비 이 2배 이상 높은 문

화  (서울시 3.7%, 미국 지방정부 1.4%)에 해서는 민 화를 

극 으로 고려

◦향후 재정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보건, 복지, 교육부문에 해서

는 지출 증 를 용인하되 비용-효과성 기 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

는 방향으로 근

◦이를 해서 가장 시 한 조치는 재정지출의 비용-효과성을 증 할 수 있

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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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 

◦재정지출 효율화를 해 기재정제도,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를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도입하여 재정 칙으로 인한 단기  후

생손실을 최소화

－재정지출 효율화를 해서는 기재정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총액

제한 자율편성의 원칙을 확립하며,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별 산 배분

을 정착시킬 필요

◦서울시에 재정 칙이 도입될 경우 3년 단 로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므

로 이를 기재정제도와 연계하여 3년 단  산 계획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

－ 기재정제도는 재정 칙의 도입과 더불어 강제력을 가지는 경성 칙

(Hard rule)으로 환

∙ 재 서울시의 기재정제도는 강제력 없이 5년간의 산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산 편성 시 참고자료로만 제공100)

－구체 으로 매년 편성연도, 차기연도, 차차기연도 3년을 단 로 산을 

편성하고 차기연도 산 수지는 년도에 편성한 차차기연도 산 계

획에 맞춤

∙ 년도 재정수지가 작년도 산수지 측치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차기연도의 재정수지를 활용해서 3년 단  산 수지의 합이 0이 되

도록 조정

∙ 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도 차차기연도 재

정수지를 흑자가 되도록 편성해서 재정 칙을 수

－매년 차차기연도 부채의 실질가치를 망하여 실질가치가 증가하지 않

도록 부채를 상환하는 지출을 차차기연도 산에 반

100) 이를 연성 칙(Soft rul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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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3년 단위 균형재정 재정준칙 운영 방식

◦3년 산 편성 시 부서별 지출의 상한을 경 기획실에서 결정하고, 지출

상한 내에서 각 부서가 산을 자율 편성하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의 경험이 축 되도록 진 으로 시행

－각 부서의 축 된 경험을 활용해서 사업의 설계에 반 하되, 산 지출 

총액을 제한하여 산 낭비를 억제

－경 기획실은 산안 편성 지침에서 세부 인 편성에 한 제약을 차 

축소하면서 각 부서 산의 상한선을 포함

∙ 재 앙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지출상한을 부여할 법 인 근거를 보

유101)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각 부서가 총액 제한 하에서의 산 편성 경험

이 부족하므로 일정기간 시범운 이 필요

－재정 칙 용 첫 3년간은 산 제약이 아닌 참고 자료로 활용 유도

101) 국가재정법 제29조의 2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 은 산안편성지침에 앙 서별 지출한

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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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가 자율 편성의 경험을 축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

<그림 4-50>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운영 방식

◦성과주의 산제도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삭감하면서도 필요한 지출을 

유지하여 재정 칙의 피해를 축소할 수 있으므로 재정 칙의 원활한 운용

을 해서는 시 히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

－재정정책의 궁극 인 목 인 ‘서울시 주민의 후생 증진’에 기여한 정도

에 따라 산을 배분하는 것을 산 편성 기 으로 확립하는 것이 성과

평가의 요체

－성과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재정 칙에 한 서울시민들의 지지

를 얻을 수 있고 제도의 속성 확보 가능

◦성과주의 산제도 정립을 해서는 객 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공정

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에 한 서

울시 공직자들과 서울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선무

－성과평가를 통한 산의 배분이 안정 으로 이루어지려면 산을 직  

배분 받는 공직자들과 세 을 납부하는 서울시민들이 배분 결과의 공

정성에 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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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이해 계자인 공직자들과 서울시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제도가 

지속 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들의 비용-효과  산 

집행을 유도할 수 있음

－평가의 공정성에 한 신뢰를 획득하기 해서는 성과지표의 객 성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기 자료의 축

과 공정한 평가 기 의 설립  운 이 필요

∙서울시민의 후생 수 의 객 인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개

발  축 하여 성과지표 개발의 인 라로 활용

∙미국의 IPUMS와 같이 개인을 상으로 인구, 가구, 경제 변수를 모두 

포 하는 규모 설문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민간의 생활수 에 

한 객 인 정보를 축 102)

∙평가 수행을 담당할 립 인 민-  력 기구를 설치하여 민간의 의견

을 반 하고, 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산 배분을 자동 으로 공시하

여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용

－정량 인 평가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이를 평가

에 반 하여 ‘소비자의 의견(Voice of customer)’을 시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

◦성과주의 산제도는 객 인 성과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실행 가능하

므로 진 으로 가능한 산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102) 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  등이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  조사는 노동시장 련 정보에 특화되어 

있으며 가계동향조사는 개인이 아닌 가계를 상으로 한다는 약 이 있다. 한 노동패

을 제외하고는 패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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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방식

4) 재정준칙 실행 대책(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서울시 재정 칙은 기에는 내부 인 재정운용 칙으로 도입하여 시범

인 시행을 거친 후 차 공식 인 성격을 부여

－원활한 운 을 해서는 서울시청, 시의회, 그리고 칙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들의 경험 축 이 필요

－시민들이 시범시행을 통해서 재정 칙의 순기능을 체험하도록 하고 이

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정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수

－OECD 국가  10개국은 재정 칙의 부 혹은 일부를 명문화되지 않

은 내부 인 규칙으로 운용(박형수ㆍ류덕 , 2006)

◦재정 칙을 실행에 옮기기 해서는 우선 칙의 시행을 책임질 부서를 

선정할 필요

－원론 으로는 서울시가 재정 칙을 시행할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지

만 실 으로는 특정 부서가 문 으로 이를 수행

◦서울시의 재 구성상 산 기능을 맡고 있는 경 기획실이 수행하는 것

이 

－세수 리  결산 기능은 재무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 기능을 경 기

획실이 포 으로 리하도록 할 업무 조정

∙ 재의 조직으로부터 임시 인 TF를 결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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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경우 TF와 여타 조직 간의 권한에 한 계가 불분명하여 재

정 칙 수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

◦경 기획실은 시장 직속기 이므로 재정 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

인 기능을 행사하기에 한 권 를 보유

－각 집행부서의 산 지출 신청을 조정하여 지출 총액을 억제하는 포

인 조정 기능을 담당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와 연계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집행부서의 지출상

한을 할당하는 막 한 권한 보유

∙성과주의 산제도의 정착에 따라 모든 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종

합하여 산에 반 하는 역할도 수행

－여러 부서 간 이해를 총 하거나 부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

므로 기존의 부서들보다는 계 상 상 에 치해야 기능 수행이 원활

∙미국 주 정부  10개 주는 산 편성 부서가 주지사 직속으로, 21개 

주에서는 경 -행정 부서 내부에 치103)

◦집행부서와 더불어 재정 측을 담당하는 기구와 산사업 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이 두 기구는 서울시청에서 독립된 기구로서 

민-  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 측기구는 ‘3년간 수지 균형’ 제하에서 재정 운용이 경기 역행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객 이고 과학 인 재정 측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신뢰를 구축할 필요

∙정치 인 목 에서 재정 환경을 과도하게 낙 으로 해석하여 재정지

출을 확 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해서 재정 측기구는 독립기구로 

설치해 정치  향을 배제하는 것이 필수 104)

103)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2008,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104) 정치 인 견해가 재정 측에 반 될 경우 재정 수지 측에서 흑자 편향(bias)이 발생한

다. 실제로 국의 경우 2001~2008년간 재정 수입에 한 측치가 실제치보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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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측을 담당하는 독일의 Working Group on Tax Estimates는 민-

-의회의 연합기구, 미국의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의회 산하 기

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구

－성과평가 기구도 각 사업부서의 정치 인 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민-

 합동 기구로 편성하여 규모 산 사업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의 성과 평가를 수행

∙ 산의 배분을 성과 평가 결과와 연계할 경우 각 부서는 할 부서 사업

의 성과를 과 평가하여 산 배분을 확 하려는 유인이 존재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산 규모가 큰 사업에 해서는 독립 인 평

가 기구를 설립하여 부서의 향력이 배제된 평가를 수행

－일상 인 성과 평가는 앙정부의 경우처럼 부처의 자율  평가를 활용

하되 자율 평가  재심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는 사업에 한 심화된 

평가를 독립  기구를 통해서 수행

∙성과 평가 담 기구는 한 평가 지표의 개발 등 평가 인 라 구축 

작업을 담

<그림 4-52> 이상적인 재정준칙 실행 방식

으로 높아 재정건 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다(Chot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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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준칙 도입 일정

◦재정 칙은 서울시민과 시청의 각 집행부서에 단기 으로는 불편을 끼치

는 정책이므로 신 한 도입이 필수

◦우선은 조직을 정비하고, 기재정제도를 개편하며, 련 제도들을 도입

하는 3년간의 비단계가 필요(2010~2012년)

－이 시기에는 재정 칙을 총 할 경 기획실을 심으로 산 결산  

세입 등 재정 련 시정을 재조직하는 조직 정비를 시행 

－동시에 기재정제도를 행 5년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하되 3년차 측

치를 실제 산 편성에 반 하도록 하는 시험 운 을 시행

－시험 운 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해 비기간을 3년으로 설정

－ 규모 산사업에 한 비타당성 평가제도와 신규 자체사업에 한 

PAYGO 원칙을 용하여 재정운용 기조를 긴축 으로 설정

◦ 비기간이 지난 후 첫 3년간은 재정 칙을 경성 칙으로 운 하여 재정

칙 용 시작(2013~2015년)

－2013~2015년간 이자지불과 보조사업 자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합이 0

이 되고, 2015년 서울시의 공채 잔고의 실질가치가 2013년 서울시 공채

잔고의 실질가치와 일치하도록 2013년에 3년 재정 계획을 편성

∙이후 매년 같은 방식으로 3개년 재정계획을 편성

－ 반 시 주무부처에 책임을 묻고 재정 칙 반으로 인한 재정건 성 

악화는 차후 3년간의 재정 계획에 반 하여 칙 수 유인 강화

－이 시기에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을 해서 재정부서에서 집행

부서에 산안 편성지침을 하달하고 집행부서는 이에 맞추어 산을 

편성하는 행을 정착

◦ 비기간 3년과 경성 칙 운용 3년 이후부터는 재정 칙의 성과에 따라 

차후의 제도들을 지속 으로 도입해 재정 칙을 경성 칙으로 운

－경성 칙을 용한 첫 3년 이후부터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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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안 편성지침에 총액 제한을 포함하기 시작

◦동시에 3년간의 비기간에  성과주의 산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

를 시행하고 가능한 사업부터 성과평가를 확

－경성 칙으로 환되는 4년차부터는 평가가 가능한 사업부터 사업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산에 반 하기 시작

◦재정 칙 용 상을 융  자에서 구조  자(Structural deficit)로 

환하는 시 은 명확한 시 을 정하기보다는 재정 측 경험이 축 되어 

측 오차가 정한 수  이내로 축소된 이후에 결정

<그림 4-53>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일정

제4절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기대효과

◦서울시 재정 칙은 재정 자를 감축하고 부채발행을 축소하여 궁극 으

로는 지방채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재정 칙과 더불어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와 성과주의 산제도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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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 될 경우 재정지출 증가가 억제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

진될 것으로 기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는 부처 간 지출 확  경쟁에 제약을 부여하여 

부처 간 비용-효과성 심 경쟁을 유도

－성과주의 산제도는 사업별 재정지출 배분을 효율화

◦ 자상한 형태의 재정 칙이므로 지출 삭감과 수입 증  확 의 한 

균형을 찾는 것이 요

－지출 삭감은 수혜자들이, 수입 증 는 납세자들이 재정 칙 수행에 필

요한 재원을 부담

－지나친 지출 삭감은 재정정책을 통한 후생 증진 효과를 악화하는 반면, 

지나친 증세는 납세자들의 후생을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억제

1. 적자 감축 및 부채 삭감 효과

◦서울시 재정 칙을 2010~2012년간의 비기간을 거쳐서 2013년부터 시

행하면 2013~2033년간 재정 자는 연평균 88%, 2033년 채무는 81% 감

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망

－2001~2009년간 추세를 반 105)할 경우 재정 자는 2009년 0.5조 원에

서 2033년 5.3조 원으로 증하고, 2013~2033년 연평균 2.5조 원에 이

를 망106)

－재정 칙을 용하면 2033년 재정 자는 1.1조 원에 머무르고 2013~ 

2033년 연평균 재정 자도 0.3조 원에 그쳐 균형재정을 유지할 망

105) 2010년 산은 로벌 융 기에 한 응을 고려하여 편성한 산이므로 정상 인 경

로에서 이탈한 값(outlier)으로 간주하고 추정에서 제외

106) 본 측은 2008년 이후 격한 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자에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 으므로 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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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9년간 추이가 지속된다면 2033년 서울시 채무는 62.5조 원에 

달할 망이나, 재정 칙을 용할 경우 11.8조 원에 그쳐 81%를 삭감

하는 효과가 있을 망

<그림 4-54>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_채무(명목: 2010~2033년)

<그림 4-55>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_재정수지(명목: 2010~2033년)



228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자체수입 증 만으로 서울시 재정 칙 수를 한 재원을 마련할 경우 

2013~2033년간 연평균 10.6~16.3%의 세입 증 가 필요

－2001~2009년 추세를 반 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수입은 2009년 20.4조 

원에서 2033년 126.3조 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자체수입은 18.9조 

원에서 112.6조 원으로 늘어날 망

∙2013~2033년 연평균 재정수입은 71.8조 원, 연평균 자체수입은 64.2조 

원으로 추정

－재정 칙을 충족할 경우 2033년 재정수입은 130.2조 원, 자체수입은 

65.8조 원으로 증 하며, 이는 2013~2033년 연평균 재정수입을 73.3조 

원으로 증 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

∙재정수입은 연평균 2.1%, 자체수입은 연평균 2.3% 증 시켜야 재정

칙 충족 가능

<그림 4-56> 서울시 재정준칙 준수에 필요한 재정수입 증가분/재정수입 추정치

(명목: 2016~2033년)

◦연 2% 이상 자체수입을 증 시키는 것은 가능한 수 이나 납세자들의 반

발이 클 것으로 상되므로 한 지출 삭감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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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은 주민세 의존 비 이 높아 세율 인상에 따른 세원 이탈 

가능성이 높음을 의식할 필요

∙서울시에서 릴 수 있는 생활 편익도 인근 경기도로 빠른 속도로 이

하고 있어 거주이  비용 부담이 은 것도 고려 상

◦지출을 삭감하면서 후생 손실을 극소화하기 해서는 비타당성 평가,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의 정착이 요구

－비용-효과성을 기 으로 서울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정지출

부터 우선 으로 삭감 노력

1. 개관

2001~2009년 예산 총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재정준칙의 효과 추정

2. 가정

1)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2001~2009년 추세를 따른다.

2) 보조사업 지출은 보조금 지원의 1.31배를 유지한다(2009~10년 평균값).

3) 지방채 이자율은 2001~2010년 AA- 등급 회사채 이자율 평균인 5.79%로 가정한다.

4) 물가상승률은 2002~2009년 GDP deflator의 평균상승률인 연 2.3%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5) 이자지불을 제외한 총지출은 2001~2009년 추세를 따른다.

6) 총수입이 총지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액을 충당한다.

7) 재정수지 조정은 총수입에서 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을 증감시켜서 조정한다.

3. 재정준칙 적용

1) 2010~2012년을 준비기간으로 설정

2) 2013년부터 3년 단위 중기재정을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편성

   * Rule 1: 2013~2015년 이자지출 및 보조사업 적자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합이 0이 되도록 

2015년 자체수입을 조정

   * Rule 3: 2013년 가격으로 평가한 2015년 서울시 채무가 2013년 채무와 일치하도록 2015년 

자체수입을 조정

   * Rule 1과 Rule 3을 만족시키는 2015년 자체수입 중 큰 값을 채택

3) 2015년 이후 매년 같은 조건을 적용

4. 2001~2009년 추세 반영

2001~2009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와 시간의 제곱(

)에 대한 회귀식에 시간을 대입하여 

2010~ 2033년 지출/수입을 추정

<표 4-28> 재정준칙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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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1: 총지출, 자체지출, 보조지출, 보조금 수입 추정




∙∙







∙∙





∙
















 



 


   는 각각 2001~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선형 회귀식을 추정하여 

얻은 추정치

 ∙∙



∙∙


  ∼ ∼

2) Step 2: 자체수입(교부금 포함) 추정

Scenario 1: 자체수입은 과거의 추이를 반영






∙∙




  는  2001~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선형회귀식을 추정하여 얻은 추정치


∙∙


  ∼ ∼

Scenario 2: 자체수입은 Rule 1을 만족

   


 
 




 


 

 

Scenario 3: 자체수입은 Rule 1과 Rule 3를 만족

    



  














 




<표 4-29> 추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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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총수입 = 

총지출(이자지불 제외) = 

자체수입 = 


보조금 수입 =


자체사업 지출 =


보조사업 지출 = 


이자율 = 
채무 = 

물가수준 = 

재정수지 :  

자체수지 : 





보조사업 수지 : 





* 항등식
















  

<표 계속> 추정 과정

총지출 ( ) 보조금수입(


) 자체수입 (


)

상수항
11.0

***

(0.000)

5.1
***

(0.001)

9.9
***

(0.000)


1.8

(0.544)

0.2

(0.570)

1.7

(0.601)


 1.02

***

(0.009)

0.1
**

(0.028)

0.9
**

(0.026)


 0.985 0.968 0.976

N 9 9 9

주：원 자료는 백만 원 단위이지만 표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 원 단위로 바꾸어 추정

<표 4-30>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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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재정지출 추정치와 실측치

<그림 4-58> 자체수입(교부금 포함) 추정치와 실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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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보조수입 추정치와 실측치

2. 재정지출 감축 및 효율화 효과

◦서울시 재정 칙을 운용하면 연간 재정지출의 2.0%에 해당하는 자 감

축이 필요한데 그 일부는 지출 축소를 통해 달성해야 납세자들의 반발 무

마 가능

－연간 재정지출을 연 0.1~5.3%, 평균 2.0% 삭감해야 재정 칙 수 가능

－세수 증 는 납세자들에게, 지출 감소는 재정정책의 수혜자들에게 부담

을 주게 되므로 상호 히 부담을 분담할 필요

－어느 한 쪽으로 부담이 집 되면 부담이 많은 집단이 정치 으로 반발

하여 재정 칙 유지가 어려워지는 사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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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의 효과_재정적자 축소/재정지출(명목: 2010~2033년)

 

◦재정 칙은 지출규모가 큰 사업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선될 것으로 

단

－재정 칙이 용되는 상황에서는 지출규모가 큰 단 사업을 수행하면 

재량 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이 축소되어 시 행정에 어려움을 래

∙ 형 청사 설립 등 규모 건축 사업, 규모 국제 행사 등 재정 소요가 

큰 사업은 가  억제하여 가용 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인 발생

－2010년 기 으로 단 산업으로 100억 원 이상 산이 배정된 197개 사

업의 지출이 우선 으로 축될 가능성

∙ 산 사업비107)가 100억 원 이상 배분된 사업은 사업 건수 기 으로 

20.8%, 액 기 으로는 교육청 지원  자치구 지원을 제외한 지출108)

의 83.1%를 차지

－100억 원 이상 지출 사업이 산사업의 30%를 상회하는 사회복지 사업 

107) 개별 사업으로 악이 가능한 산지출을 의미하며 2010년 산  16.6조 원을 차지(서

울시청, 2010)

108) 11.0조 원  9.5조 원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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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 사업이 우선 으로 삭감 고려 상이 될 가능성 존재

∙ 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배분된 사업은 도로교통 부문이 35.2%, 

사회복지 부문은 30.5%에 달함109)

자료：서울시청, 2010, “2010년 예산개요”

<그림 4-61> 100억 원 이상 예산 지출 사업 현황(2010년 현재)

－ 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정착되면 규모 사업 투자는 더욱 보수 으로 

시행될 가능성

∙재정 칙이 존재하는 하에서는 편익이 비용을 크게 앞서지 않는 한 

규모 사업에 투자를 할 유인이 약화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가 성공 으로 정착되면 부처별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 감축 유인 발생

－ 산 편성 한도액이 지출을 제약하게 되면 각 부처는 불요불 한 산

을 우선 으로 축소

109) 도로교통부문 산사업 91건  32건, 사회복지부문 산사업 174건  53건이 100억 

원 이상 산을 배당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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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여 산이 투입되어도 지출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

리하면 타 사업에 산을 투입할 유인이 강화

∙2008년 재 서울시의 산집행률은 88.97%로 16개 역자치단체  

9번째로 낮으며 특별ㆍ 역시 에서도 부산(91.93%)보다 낮음110)

－부처가 직  집행하지 않는 이  지출  불필요한 지원 을 축소할 유

인 발생

∙2008년 재 서울시 산지출  민간이 경비가 차지하는 비 은 

2.14%로 역자치단체  6번째로 높은 상황

<그림 4-62> 광역자치단체 예산 집행률과 민간경상이전 비중

◦성과주의 산제도가 확립되어 사업 성과가 산에 반 되면 불필요한 사

업에 배정되거나 성과와 직 인 련이 없는 산은 삭감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은 산 삭감 요인이 되므로 부처 간에 성과 

부진 사업을 폐기하여 가용 산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강화

110) 행정안 부, 2009.12,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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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복 투자로 인해 낭비가 심하다고 지 을 받는 행사, 축제와 

같은 사업은 성과가 부진하면 우선 으로 삭감될 가능성

∙서울시 재정지출  행사, 축제 비용이 차지하는 비 은 0.21%로 16개 

역자치단체  9번째로 높은 간 수

－투자 사업 집행 시 시설 투자  융자 등 투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지출을 확 하고, 일상 인 경비지출을 축소하려는 유인 발생

∙성과와 직결된 비용을 우선 으로 투입하려는 유인이 강화

∙서울시는 2008년 재 재정사업비  투자(자본지출, 융자, 출자)가 차

지하는 비 이 33.83%로 모든 역자치단체  4번째로 낮아 성과와 

계 없는 재정사업비 지출이 많은 편111)

<그림 4-63> 광역자치단체 행사, 축제경비 비중 및 정책사업 중 투자액 비중

111) 행정안 부, 2009.12,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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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응방안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  성과주의 산제도가 히 운 되면 지출 삭

감에 따르는 후생 손실은 최소화 가능

◦그러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사업이 축소되면서 납세자들과 정책의 1

차  수혜자들의 반발이 불가피

－일부 납세자  수혜자들은 서울시에서 타 역자치단체로 거주를 이

할 가능성도 존재

∙경기, 인천, 충청권 등 인  지역의 교통망이 서울과 통합되고 있어서 

서울시 인 라의 편익을 향유하면서 인  지역에 거주하는 삶의 형태

가 차 확산

◦재정지출을 통해 서울시의 교육, 문화, 여가, 환경 등 복합 인 거주여건

을 개선하여 납세를 담당하는 산층의 거주이 을 방지할 필요

－고소득층의 경우 세율에 따라 거주지 이 이 활발하나 산층은 상

으로 거주가 안정 이어서 납세의 부담이 큰 성향 존재(Lindert, 2004)

－ 상 으로 열악한 산층의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양육을 목 으로 서

울시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

∙미래기획 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재 산층 가정의 출산 자

녀수가 1.58명으로 고소득층(1.71명), 서민층(1.68명), 빈곤층(1.63명)보

다 낮은 것으로 악(미래기획 원회, 2009.11)

∙2009년 재 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인데 서울시는 0.96명으로 부

산(0.9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역자치단체

－도심 기오염 방지 책 등 환경 책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에 한 

선호가 강한 산층의 서울시 거주를 유도

∙서울의 기오염 수 은 1990년  반 이래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112)

∙서울 강남구 주민들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원활하게 운 하는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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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산층 이상 소득계층은 깨끗한 환경에 한 선호가 강함

◦경 기획실의 권한이 확장되고 각 부서의 지출에 한 제약이 강해지면서 

부서 간 알력 심화 가능

－재정 칙은 연간 가용 산 총액을 제약하므로 각 사업부서의 가용 산

이 칙 시행 이 보다 평균 으로 축소되어 사기 하

－ 심화된 지출제약하에서 경 기획실이 재원 배분  조정 역할을 수행

하므로 경 기획실과 사업부서 사이에 갈등 발생의 소지 존재

－총액제한 자율편성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면 경 기획실이 각 부서의 

산 총액을 지정하게 되므로 합리 으로 운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갈등 발생

◦ 부서 간 알력을 방지하기 해서는 투명한 재원 배분 기 과 시장의 리

더십 발휘가 필요

－민-  공  독립기구에서 산출한 산사업 성과평가 정보와 기재정

망 정보를 투명한 원칙에 의해 재원 배분의 기 으로 활용하여 불필요

한 갈등의 소지를 차단

∙불만이 있는 부서가 공식 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 기획실은 이의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피드백 차를 마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의사 

충을 합리 으로 진행

－근본 인 가치 의 차이에 따른 가치갈등(Value Conflict)이 발생하여 

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장이 리더십을 발휘

∙시정 목표에 따른 우선순 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원

칙을 수하는 태도를 견지

∙ 한 불만이 심한 부서에 한 포용 인 태도를 보여 시정의 원활한 

운 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112) 기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1990년  

이래 정체상태이다. 이산화질소 기 으로는 서울시가 랑스 리, 미국 뉴욕보다 1.5배 

정도 높다(홍욱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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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지방재정 분석113) >

1) 재정분석 기준

◦행정안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황을 분석하기 해 재정건 성, 재

정효율성을 측정하기 한 지표를 선정하고 각 단체의 운 상황을 비교함

◦재정건 성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통해 알아보고, 재정효율성은 생산성과 

계획성으로 평가

2) 분야별 분석

(1) 재정 건전성 분야

① 안정성 평가

◦경상비용비율이 국 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음

◦ 탁 행사업비와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등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의 타

당성을 검토하여 경상비용비율이 자동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

◦지방채무잔액과 유동부채 규모가 크지 않아 채무 리나 장래 세 에 한 

부담률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음

② 성장성 평가

◦지방세가 안정 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의 기반을 확충

◦이에 반해 경상세외수입은 ’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감소

－경상세외수입을 안정 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청됨

◦세입 증가에 비해 일반 순자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가용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반 순자산의 변동 상황에 세심한 주의가 

113) FY 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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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망됨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재정

효율성

생산성

1. 통합재정수지 -7.38 0.02 -0.22

2. 경상비용비율 66.03 51.66 58.53

3. 지방채무잔액지수 0.15 15.67 30.94

4. 장래세대부담비율 1.98 3.74 6.83

계획성

5.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증감률 9.64 6.13 3.73

5.2 경상세외수입증감률 -5.31 11.75 15.39

6. 일반순자산 증감률 4.37 3.64 6.87

자료：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부록 표 1> 재정건전성 분야 지표

(2) 재정 효율성 분야

① 생산성 평가

◦행사, 축제경비비율과 민간이 경비 등 일회성 는 소모성 지출을 최

한 억제하여 수범사례가 되고 있음

◦자체세입징수율이 반 으로 낮은 편에 속하므로 징세노력이 보다 요구됨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우수한 편으로 효율 인 체납 리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② 계획성 평가

◦ 기재정계획 반 비율이 100%에 근 하고 있고 산집행률 한 양호

하여 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읽을 수 있음



부 록  257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재정

효율성

생산성

7. 행사, 축제경비비율 0.21 0.61 0.35

8. 민간이전경비비율 2.14 5.13 2.56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33.83 47.47 36.21

10.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96.19 96.43 96.19

10.2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8.01 98.83 98.45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 지방세체납징수율 19.72 18.99 15.73

11.2 세외수입체납징수율 20.42 8.78 12.96

계획성
12.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5.03 118.18 112.17

13. 예산집행률 88.97 80.46 86.90

자료：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부록 표 2> 재정효율성 분야 지표

(3) 비계량 분야

① 국정이행실적 및 재정투명성

◦서울시 체의 산시스템 호환 문제로 지방세 지출 산 체계 구축이 지

연됨

◦ 산 운 의 투명성과 련, 각종 공청회 개최와 온라인 설문조사, 클린재

정 창구 운  등을 통한 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한 편임

◦그러나 사업 산 편성과 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개선이 요망됨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비계량분야
14. 지방세지출예산 추진실적 20.00 17.42 22.14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00 37.48 42.14

자료：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부록 표 3> 비계량분야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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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지표 분석

(1) 서울시의 우수 재정지표값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채무잔액지수, 장래세  부담비율, 지

방세 증감률,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등이 우수한 편임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채무잔액지수 0.15
동종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채 잔액이 최저수준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나타나고 있음

장래세대부담비율 1.98
고정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이 낮아 후대에 미치는 채무 부담이 

매우 미미함

지방세증감률 9.64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안정적으로 

신장하여 자주재정의 기반이 견실함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20.42
대민 홍보와 특별대책반 운영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노력

이 매우 높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부록 표 4> 서울시 재정분석 중 우수 지표값 내용

(2) 서울시의 미흡 재정지표값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경상비용비율이 높고 경상세외 수입증

감율이 낮으며, 산운 의 투명성이 부족한 편임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경상비용비율 66.06
인건비 부담은 높지 않으나 운영비 증가로 인한 경상비용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5.31
지방세수입 증가와 대조적으로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재정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예산운영의 투명성 35.00

온라인 여론조사와 클린재정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쌍방향 

소통이 활발한 편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미흡한 편임

자료：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09)

<부록 표 5> 서울시 재정분석 중 미흡 지표값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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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지방재정 분석에 따른 총평

(1) 서울시 지방재정에 대한 총평

◦서울시는 역자치단체 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크고 산하에 25개 자치

구를 두고 있어 그 향력이 지 하며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므로 건 하

고 효율 인 재정운 이 요구됨

◦안정 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재정건 성을 유지하고 있

는 편이나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하고 경상비용이 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한 책이 요구됨

◦재정 운용의 생산성과 계획성이 우수한 편이고,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운

용상황 공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나 산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을 체계 으로 수렴하고 반 하는 체계가 다소 미흡함

(2) 서울시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경상비용에 한 감노력이 필요

－인건비 비 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비율이 차 증가하는 추세

에 있음 

－ 탁 행사업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 비용이 경직

성 경비처럼 증하는 것을 방할 필요가 있음

◦경상세외수입에 한 징수노력이 요망됨

－비록 지방세가 안정 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경상세외수입이 해를 걸러 

감소하는 경향은 건  재정의 신호로 해석해야 할 것임. 

－경상세외수입은 경제  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응하고 무임승차

를 방지하는 등 장 이 많음

－따라서 끊임없는 세원 발굴을 통해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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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황에 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지방재정 운용과 련한 홈페이지 활용은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음

－다만 홈페이지 이외의 방법으로 산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이 요망됨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기준 >

1)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114)

(1)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본방향

◦경기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 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

히 리

◦재정수지 균형은 가  조기에 회복(당  ’12년 → ’13~’14년)

◦국가채무는 GDP 비 40%를 과하지 않도록 리

(2)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세입기반 확충을 한 노력

－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 에서 ‘낮은 세율ㆍ넓은 세

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

－비과세ㆍ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

－과세 정상화를 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책을 지속 보완ㆍ발

◦세출 구조조정을 한 노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증가율을 최 한 

억제

114) 기획재정부, 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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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수정 산  추경 산에 반 된 한시 ㆍ일시  소요는 면 재

검토

－재정지출의 효과 극 화를 한 지원체계 개편

－성과 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 한 재정지출 억제

◦재정수지 균형을 한 노력

－ 자 규모를 연도별로 차 축소하여 ’13~’14년에 균형 달성

－’98년 외환 기 당시(4년 후인 ’02년에 흑자로 환)와 비슷한 기간 소요

◦국가채무 감소를 한 노력

－GDP 비 40%를 과하지 않도록 리하면서, ’13년에 30%  반 수

으로 리

’09 전망 ’10 ~ ’12 ’13

▪재정수지 △5% 수준 적자 지속 균형 수준

▪국가채무 35 ~ 36% 40% 미만 30%대 중반

<부록 표 6> 중기 재정총량 전망

2) 성과관리 전략계획115)

(1)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여 재정컨설  미흡단체에 한 재정건 화계획 이

행을 권고

◦ 산 감과 지방계약제도  공기업 경 신을 통해 지방이 재정을 효율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자치단체에 확산ㆍ보 하여 효율 인 지방

재정 운용

115) 행정안 부, 2010, 2010년도 성과 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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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제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분권교부세 상사업 구조조정 등 제도 개편

을 통해 지방교부세 운 의 경쟁원리 강화  재정성과 창출을 유도

－표 조세체계, 동종자치단체 세분화 등 ’14년까지 교부세 구조 개편 추진

◦호화ㆍ과 청사 신축 방지를 한 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공공기

(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포함) 청사의 에 지 감 목표 리 계획 

수립ㆍ추진

◦지방소득ㆍ소비세의 조기정착  발 방안 마련으로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 : ’10년 부가가치세 5% 이양, 3년 후 5% 추가이양

－지방소득세 : 기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 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분

법(分法)하여 문화ㆍ체계화ㆍ선진화 추진

◦납세자 친화  납부시스템  서비스 신을 한 제도개선 추진

(3)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인프라 구축

◦새주소 통합 정보체계 구축, 통합 인 지방세 업무 리시스템 구축 등으

로 치탐색과 지방세 납부에 한 국민 편익 제고

◦납세자 심의 지방세정을 구 함으로써 조세 항, 지방세 체납을 감소시

켜 납세자 심의 지방세정 운 시스템 구축

3)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116)

(1) 세입예산 작성 지침

◦세외수입  자체수입 증 방안을 마련하여 산 요구 시 함께 제출

◦국고 리법 제5조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는 수납하여야 할 수

116) 기획재정부, 2010, 2011년도 산안 편성  기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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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부를 세입 산에 편성

(2) 세출예산 작성 지침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면 재검토하고, 감재원을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우선 으로 활용

－경제 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한시사업은 그 효과  필요성 등을 

검하여 구조조정

◦지자체, 민간부문과의 합리  역할분담, 다양한 재원활용 방안 등을 검토

하여 재정이외의 투자여력을 극 확충

◦성과평가 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해서는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원칙 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3) 재정규율 준수 지침

◦ 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한 사  의 차 시행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해서는 산요구 

상에서 제외

◦사업효율성이 낮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산편성은 요구 상에서 제외

(4) 기금 운용 기본 방향

◦모든 기 사업을 면 재검토하여 구조조정 추진

－ 산ㆍ기  간 는 기 사업 간 유사ㆍ 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존 

기 ㆍ 산사업과 유사 목 의 신규 사업 추진을 억제

◦여유재원 통합 활용 등 기 운용의 경직성 완화

－기 의 목 수행에 지장을 래하지 않는 범  내에서 여유재원을 일반

회계 출, 공공자 리기  탁 등 통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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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출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민간 융과 경쟁ㆍ 체 계가 있는 재정융자  출자 사업은 융정상

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단계 으로 축소ㆍ폐지

－재정융자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식을 검토하여 융자사업 규모를 

조정

◦성과평가ㆍ집행 검 결과를 기 운용계획에 극 반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원칙 으로 10% 이상을 축소하고, 성과제고

가 가능토록 사업내용을 개선

－집행 부진사업은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집행 장애요인 개선 등 집행

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기 별 구조조정 노력을 기본경비와 연계하는 인센티 제 시행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117)

(1) 예산배정상 기준

◦ 산배정의 탄력  운

－ 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기획 리실장 등)은 산의 효율 인 집행

ㆍ 리를 하여 산배정을 일부 는 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

된 산에 하여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음

◦재배정 산제도의 합리  운

－ 산재배정은 재배정을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 에 충분한 의가 이루어져야 함

◦ 산 감 노력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 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홍보비  복성 등 비효율 인 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 한 억제

117) 행정안 부, 2010,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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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월의 합리  운

－특별회계 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 산의 이월을 지양

－이월된 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예산집행상 기준

◦유사ㆍ 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복되는 사업을 법령의 범  내

에서 통합발주를 하여 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 화할 수 있도

록 해야 함(우수사례 : 충남 산군 다락원 건립)

◦지출 약  산성과 제도 극 활용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 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성과를 종 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감한 

경우에는 감된 비용으로 성과 을 극 지

◦세출 산 집행의 제한

－세출 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산을 집행

할 수 없음

◦수입 체 경비의 집행

－지출이 직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 안에서 

일정 경비는 직 사용이 가능함

◦ 산집행 사 의제 운

－시책추진 는 기 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

와 계획수립 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  의하여 집행해야 함

－회계부서에서는 사  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법성, 정

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정하지 않다고 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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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여의 투명한 집행

－사회복지 여는 상자  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주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음

5) 지방채 발행 제한

(1) 지방채 발행 제한에 대한 기본방향118) 

◦내년부터 재정 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

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

① 건전성 강화방안 1

◦2011년부터 재정 기가 심각한 것으로 단되는 자치단체에 해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감 등 세출 감과 세수증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

력한 재정건 화 조치를 취할 계획

② 건전성 강화방안 2

◦2010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한 사 ㆍ사후  리를 폭 강화

③ 건전성 강화방안 3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 ㆍ패 티 규모를 폭 으로 확 하고, 지방

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면 으로 연계

④ 건전성 강화방안 4

◦호화ㆍ과 청사 신축  선심성 행사ㆍ축제 등 최근 주민의 심이 증

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한 리ㆍ감독을 강화

118) 행정안 부, 2010.07.2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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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전성 강화방안 5

◦행정안 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

⑥ 건전성 강화방안 6

◦2010년 8월부터 행 재정분석ㆍ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국 자치단

체의 재정상태 건 성(재정수지ㆍ채무 리ㆍ세입 리)과 효율  재정운

용 노력(낭비성 지출 감, 세입 확충)에 한 일제 검을 추진

⑦ 건전성 강화방안 7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한 지방세원 확충과 과세기반 정비

도 지속 추진할 계획

(2) 건전한 지방채 관리를 위한 주요과제119)

① 지방채무 건전관리 및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지방채무 리 체계 개선

◦상시 모니터링  사  경보시스템 구축 ㆍ 운

◦지방채 심사  사후 리 강화

② 지방채 관리를 위한 세부 5개 과제

119) 행정안 부, 2010, 지방채 건 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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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현행 개선

실질채무 

관리체계 구축

∙ 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

※ 지역개발공채, 기금, 채무 부담

행위 제외

∙ 지역개발공채, 기금, 채무 부담행위 포함

※ 공공기관 채무관리 별도

미래위험 등 

채무지표 강화

∙과거 4년간 채무상환비 비율 3가

지 유형

※10%, 5%, 0%

∙ 미래 4년간 재정상태 반영

∙ 4가지 유형

※시도   8%, 6%, 4%, 0%

시군구 5%, 4%, 3%, 0%

∙한도액은 전년대비 증가율 50% 초과 불가

채무감축 목표관리제 -

∙ 2유형 이상 단체 및 한도 초과발행 단체의 

5개년 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감채기금적립 및 상환실적 목표 제출ㆍ중

점관리

한도 초과발행 심사기준 

개편

∙ 소수의 정량지표에 의한  심사

∙ 필요 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포

함 심사

∙ 재정분석지표 및 사전 경보 정보 활용 등 

지표보완

∙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의 연계강화

∙ 투ㆍ융자심사 시 지방채발행은 

미계획 지방비 부담액의 60%내, 

계획시 금액 50%내 발행 가능

∙ 각각 40%, 30%로 강화

<부록 표 7> 지방채 관리를 위한 주요 세부과제

③ 지방채무 관리체계 개선

◦미래 험 등 채무지표 강화

－미래 상환부담의 반  : 과거 4년 + 미래 4년 채무상환비 비율을 용

하여 미래 상환부담 반

－일반재원의 범  조정 : 재정자주도 산정 시 일반재원과 동일한 기 을 

용

－자치단체의 유형구분 세분화 : 채무상환비비율과 산 비 채무비율에 

따라 4유형으로 세분화하여 한 채무상태를 표 하고, 유형 간 채무

지표 기  강화(서울의 경우 채무상환비비율 7% 이하, 산 비 채무

비율 15% 이하 용)

◦채무감축 목표 리제 추진

－자치단체의 채무 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행정안 부  시도는 자

치단체의 계획 이행여부를 주기 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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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개년간 채무감축 목표 설정 등 5개년 채무 리계획 수립

－추진일정 : 채무 리계획 수립(8∼9월) → 의회보고(11월) → 상 단체 

제출(12월)

－지방채 과발행 승인, 지방재정 분석ㆍ진단, 재정투융자 심사  재정 

인센티   페 티제도 등과 연계운

④ 지방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채 한도 과발행 심사기  개편

－재정분석ㆍ진단  지방재정 기 사 경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하고 자

체재원 충당 노력을 과발행 심사기 으로 용

◦부 정 지방채 발행 등에 한 패 티 강화

－지방채 발행 한도액 감액비율을 ｢50%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도 

과발행을 제한

◦심사 원회에 외부 심사 원 참여 의무화

－정기심사 시 정책자문 원회 재정분과 원 심의 외부인사가 50% 이

상 참여하도록 의무화

－해당 자치단체의 계 이 직  참석하여 사업 필요성  채무상환 계

획 등을 설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련 제도개선

－당  투ㆍ융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지방비부담액의 

40%로 하향조정(60%→40%)

－당  투ㆍ융자 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범 를 30% 수 으로 축소(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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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그림 참고 자료>

예산(총계) 세입 세외수입 자체수입

2000 9,924,054 5,244,204 2,989,257 8,233,461

2001 11,297,150 6,903,524 2,982,738 9,886,262

2002 11,671,900 6,923,958 3,490,573 10,414,531

2003 12,663,500 7,608,231 3,837,754 11,445,985

2004 14,180,000 8,498,611 4,279,586 12,778,197

2005 14,565,800 8,681,783 4,486,135 13,167,918

2006 15,160,000 8,766,303 4,681,667 13,447,970

2007 16,921,000 8,944,322 5,402,920 14,347,242

2008 19,434,300 10,797,539 5,720,114 16,517,653

2009 21,036,900 12,227,358 6,433,123 18,660,481

2010 21,257,300 11,595,724 6,256,239 17,851,963

주주：당초예산 총계 기준

자료：<http://lofin.mopas.go.kr/>; 2010년 서울시 예산개요

<http://www.seoul.go.kr/v2007/publicinfo/estimate/intro_2010.html>

<부록 표 8> 서울시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 추이(규모)(2000~2010)

(단위：백만 원)

기간 2001~2003 2004~2006 2007~2010

예산규모 8.5% 6.2% 8.8%

세입 13.2% 4.8% 7.2%

자체재원 11.6% 5.5% 7.3%

자료：<http://lofin.mopas.go.kr/>; 2010년 서울시 예산개요

<http://www.seoul.go.kr/v2007/publicinfo/estimate/intro_2010.html>

<부록 표 9> 서울시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 추이(증가율)(20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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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방채(억 원) GRDP(억 원) 지방채/GRDP

2000 18,661 1,513,559 1.2%

2001 18,974 1,639,341 1.2%

2002 17,862 1,845,582 1.0%

2003 16,556 1,948,919 0.8%

2004 10,774 1,989,256 0.5%

2005 10,121 2,088,992 0.5%

2006 9,189 2,201,346 0.4%

2007 13,651 2,365,167 0.6%

2008 15,544 2,483,832 0.6%

2009 30,963 - -

2010 42,068 - -

자료：통계청 KOSIS DB;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채무 현황”, <http://lofin.mopas.go.kr/>; 2010년 서울시 

예산개요<http://www.seoul.go.kr/v2007/publicinfo/estimate/intro_2010.html >

<부록 표 10> 서울시 지방채 규모 추이(2000~2010)

2008년 (억 원) 2009년 (억 원) 2009년 증가율

서 울 15,544 30,963 99.2%

전 남 7,228 12,262 69.6%

충 남 8,154 12,644 55.1%

인 천 16,279 24,774 52.2%

충 북 4,458 6,719 50.7%

경 북 9,900 14,054 42.0%

강 원 9,671 13,127 35.7%

제 주 5,476 7,432 35.7%

전국 190,486 255,531 34.1%

경 남 12,692 16,360 28.9%

전 북 8,194 10,175 24.2%

경 기 31,773 38,917 22.5%

대 전 4,975 6,057 21.7%

대 구 17,960 20,531 14.3%

부 산 24,273 27,217 12.1%

울 산 5,673 6,201 9.3%

광 주 8,236 8,098 -1.7%

자료：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채무 현황” 

<부록 표 11> 200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방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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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산규모 예산규모 증가율 자체재원 자체재원 증가율

2001 11,297,150 9,886,262

2002 11,671,900 3.3% 10,414,531 5.3%

2003 12,663,500 8.5% 11,445,985 9.9%

2004 14,180,000 12.0% 12,778,197 11.6%

2005 14,565,800 2.7% 13,167,918 3.0%

2006 15,160,000 4.1% 13,447,970 2.1%

2007 16,921,000 11.6% 14,347,242 6.7%

2008 19,434,300 14.9% 16,517,653 15.1%

2009 21,036,900 8.2% 18,660,481 13.0%

2010 21,257,300 1.0% 17,851,963 -4.3%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12> 서울시 본청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의 증가율 추이

(단위：백만 원)

연도 예산규모 예산규모 증가율 자체재원 자체재원 증가율

2000 55,337,147 34,866,784

2001 64,489,156 16.5% 40,718,428 16.8%

2002 71,393,338 10.7% 3,503,953 6.8%

2003 78,142,542 9.5% 48,842,315 12.3%

2004 87,284,021 11.7% 55,211,855 13.0%

2005 92,367,281 5.8% 57,072,115 3.4%

2006 101,352,242 9.7% 60,673,265 6.3%

2007 111,986,422 10.5% 65,924,093 8.7%

2008 125,966,562 12.5% 73,650,110 11.7%

2009 137,534,905 9.2% 80,837,813 9.8%

2010 139,856,494 1.7% 79,434,064 -1.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13>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및 자체재원의 증가율 추이(총계기준)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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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지원/기타 예산규모

규모

2000 269,731 4,180,882 3,721,275 262,871 1,489,295 9,924,054 

2003 278,625 6,795,388 3,232,834 338,173 2,018,479 12,663,500 

2006 450,709 7,661,543 4,357,489 374,342 2,315,916 15,160,000 

2007 503,012 9,393,071 3,861,464 401,690 2,761,764 16,921,000 

부문 증감/

총 증감

2001

~2003
0.3% 95.4% -17.8% 2.7% 19.3%

2004

~2006
6.9% 34.7% 45.0% 1.4% 11.9%

2007 3.0% 98.3% -28.2% 1.6% 25.3%

주주：<표>의 각 시기 재정지출 증가분 중 부문별 지출 증가분으로 나눈 값으로서 부문별 재정지출의 전체 지출

증가에 대한 성장 기여율을 나타냄. 재정고의 부문별 세출자료가 2008년부터는 새로운 부문별 분류 체계

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와 2009년 이후를 나누어 분석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14> 부문별 지출의 성장기여율(2001~2007)

(단위：백만 원)

2008 2010 2009~2010 증가율

예산규모 19,434,300 21,257,300 7.7%

일반공공행정 3,463,451 3,799,065 18.4%

공공질서 및 안전 449,210 127,877 -17.6%

교육 2,383,737 2,505,294 6.7%

문화 및 관광 512,763 550,885 2.1%

환경보호 2,214,179 1,945,972 -14.7%

사회복지 3,892,490 4,510,978 33.9%

보건 395,800 415,020 1.1%

농림수산해양 9,188 14,802 0.3%

산업중소기업 258,331 219,841 -2.1%

수송및 교통 3,354,190 3,838,239 26.6%

국토 및 지역개발 2,378,539 2,063,011 -17.3%

예비비 122,422 137,743 0.8%

기타 - 128,573 61.9%

주주：<표>의 각 시기 재정지출 증가분 중 부문별 지출 증가분으로 나눈 값으로서 부문별 재정지출의 전체 지출

증가에 대한 성장 기여율을 나타냄. 재정고의 부문별 세출자료가 2008년부터는 새로운 부문별 분류 체계

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와 2009년 이후를 나누어 분석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15> 부문별 지출의 성장기여율(2009~2010)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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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수입증가율 지출증가율

2005 188.6 127.5

2006 206.4 139.5 9.5% 9.4%

2007 240.0 137.6 16.3% -1.4%

2008 246.5 149.0 2.7% 8.3%

출처：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부록 표 16> 중앙정부 통합재정 추이

(단위：조 원)

수입 지출 수입증가율 지출증가율

2005 56.0 115.0

2006 64.6 121.3 15.4% 5.4%

2007 70.7 130.7 9.4% 7.8%

2008 68.1 148.3 -3.6% 13.4%

출처：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부록 표 17> 중앙-지방정부 통합재정 추이(지역정부, 교육재정 포함)

(단위：조 원)

중앙정부 지출증가 (A) 지역정부 지출증가 (B) B/(A+B)

2006 12.0 6.3 34.3%

2007 -1.9 9.5 125.8%

2008 11.4 17.5 60.5%

출처：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부록 표 18>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지출 추이(전년 대비)

(단위：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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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출증가 (A) 지역정부 지출증가 (B) B/(A+B)

2006 12.0 6.3 34.3%

2007 10.0 15.7 61.0%

2008 21.5 33.2 60.7%

출처：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부록 표 19>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지출 추이(2005년 대비)

(단위：조 원)

중앙정부수지 (A) 지역정부수지 (B) 통합재정수지 (A+B) -1*(B/A)

2006 61.0 -59.0 2.0 97%

2007 66.9 -56.7 10.2 85%

2008 102.4 -60.1 42.3 59%

2009 97.5 -80.2 17.3 82%

출처：기획재정부, 각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부록 표 20> 중앙-지역정부 통합재정 수지

(단위：조 원)

전국 특별-광역시 서울본청 도

2001 57.6 82.9 94.9 35.6

2002 54.8 79.8 94.7 34.6

2003 56.3 82.2 95.1 39.4

2004 57.2 81.4 94.5 41.3

2005 56.2 80.3 95 36.6

2006 54.5 78.5 93.3 36.1

2007 53.6 73.9 90.5 34.9

2008 53.9 71.8 85.7 34.8

2009 53.6 72.7 90.4 33.3

2010 52.2 68.3 85.8 31.6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21> 2001~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광역자치단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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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치구 시

2001 18.1 45 43.4

2002 17.4 45.1 40.2

2003 16.3 42.3 38

2004 16.6 42.6 38.8

2005 16.5 44.3 40.6

2006 16.1 40.5 39.4

2007 16.6 37.5 39.5

2008 17.2 37.1 40.7

2009 17.8 37.3 40.7

2010 18 35.4 40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22> 2001~201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기초자치단체)

(단위：%)

2005 2006 2007 2008

종합부동산세 세수 441.3 1327.5 2414.3 2129.9

자료：국세청, 2010, “2010국세통계연보”. 조기공개자료(http://www.nts.go.kr/)

<부록 표 23> 종합부동산세 세수(2005~2009년, 10억원)

(단위：10억 원)

2007 2008 2009 2010

국가보조금 (A) 21.2 23.7 26.5 29.7

세입순계 (B) 112 125 137.5 139.9

A/B 18.9% 19.0% 19.3% 21.2%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10.7, “지방자치단체국가보조사업 편람”. 국가재정사업편람 V

<부록 표 24>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규모 및 비중의 추이(2007~2010년)

(단위,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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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Number %(whole sample)

Q: Are there multi-year expenditure targets  or ceilings?   

A1: No, there are no such targets or ceilings 10 33.3%

A2: Yes, there are aggregate targets or ceilings 11 36.7%

A3: Yes,therearetargetsorceilingsforeachministry 3 10.0%

A4: Yes, there are targets or ceilings for line items 1 3.3%

A5: Other 5 16.7%

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부록 표 25> OECD 국가 다년제 재정준칙 도입 현황(2007)

Question and Answer Number %(whole sample)

Q: Does the Central Budget Authority impose  limits (ceilings) for 

each ministry’s initial spending request?
  

A1: No, there are no such limits 5 16.7%

A2: No, there are only suggested/indicative  limits 1 3.3%

A3: Yes, but only for some types of  expenditure (e.g. salaries) 

on a chapter level
6 20.0%

A4: Yes, but only for some types of  expenditure (e.g. salaries) 

at a line item level
2 6.7%

A5: Yes, for all types of expenditure at a  chapter level 6 20.0%

A6: Yes, for all types of expenditure at a  line item level 4 13.3%

A7: Other 6 20.0%

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부록 표 26> OECD 국가 하향식 예산제도 도입 현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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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nd Answer Number %(whole sample)

Q. Are expenditures  linked to performance goals or objectives?

No 7 23.3%

Yes, 0-20% of expenditures 5 16.7%

Yes, 21-40% of expenditures

Yes, 41-60% of expenditures 1 3.3%

Yes, 61-80% of expenditures 1 3.3%

Yes, 81-100% of expenditures 7 23.3%

Missing answer 9 30.0%

자료：http://webnet4.oecd.org/budgeting/Budgeting.aspx

<부록 표 27> OECD 국가 성과 반영 예산 비중 구간별 분포(2007)

예산규모 세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예산규모

세입

/예산규모

2000 9,924,054 5,244,204 2,989,257 30.1% 52.8%

2001 11,297,150 6,903,524 2,982,738 26.4% 61.1%

2002 11,671,900 6,923,958 3,490,573 29.9% 59.3%

2003 12,663,500 7,608,231 3,837,754 30.3% 60.1%

2004 14,180,000 8,498,611 4,279,586 30.2% 59.9%

2005 14,565,800 8,681,783 4,486,135 30.8% 59.6%

2006 15,160,000 8,766,303 4,681,667 30.9% 57.8%

2007 16,921,000 8,944,322 5,402,920 31.9% 52.9%

2008 19,434,300 10,797,539 5,720,114 29.4% 55.6%

2009 21,036,900 12,227,358 6,433,123 30.6% 58.1%

2010 21,257,300 11,595,724 6,256,239 29.4% 54.5%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28> 서울시 재정지출 대비 세입 및 세외수입(당초 예산 총계)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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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출 지방세수입 지방세 수입/지출

서울 21,257,300 11,595,724 54.5%

부산 7,850,179 2,650,572 33.8%

대구 5,210,140 1,725,645 33.1%

인천 7,107,645 2,511,708 35.3%

광주 2,852,955 932,079 32.7%

대전 2,685,327 989,408 36.8%

울산 2,171,934 911,377 42.0%

(특별광역시 평균) 38.3%

경기도 13,185,649 5,949,400 45.1%

강원도 3,332,500 630,500 18.9%

충북 2,842,295 596,440 21.0%

충남 3,923,540 785,000 20.0%

전북 3,748,135 588,500 15.7%

전남 5,204,635 527,000 10.1%

경북 5,140,500 930,000 18.1%

경남 5,617,073 1,683,800 30.0%

제주 2,749,785 473,049 17.2%

(도 평균) 21.8%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29> 지방세입/지출(2010년 예산 총계, 각 자치단체 본청)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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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52.8% 61.1% 59.3% 60.1% 59.9% 59.6%

부산 39.1% 37.4% 34.4% 42.1% 41.8% 42.8%

대구 31.4% 34.4% 37.2% 41.1% 39.2% 38.7%

인천 41.3% 42.9% 41.7% 43.3% 40.8% 39.0%

광주 24.7% 29.5% 31.3% 31.8% 31.7% 31.6%

대전 32.7% 40.2% 42.0% 44.5% 41.5% 41.4%

울산 44.5% 46.4% 38.7% 43.8% 41.5% 43.7%

특별광역시 38.1% 41.7% 40.7% 43.8% 42.3% 42.4%

경기도 49.3% 55.8% 54.0% 57.6% 59.8% 59.1%

강원도 19.0% 23.3% 19.4% 19.7% 20.2% 18.6%

충북 14.9% 21.8% 20.1% 18.1% 18.5% 19.1%

충남 16.1% 19.1% 18.4% 18.9% 19.7% 21.2%

전북 14.4% 17.3% 16.8% 16.2% 16.0% 15.4%

전남 8.4% 8.5% 9.9% 11.0% 10.5% 9.7%

경북 20.2% 23.1% 20.8% 19.8% 19.9% 19.1%

경남 19.8% 24.7% 22.4% 27.9% 27.5% 24.6%

제주 20.8% 26.5% 25.5% 27.9% 25.3% 23.9%

도 평균 20.3% 24.5% 23.0% 24.1% 24.1% 23.4%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57.8% 52.9% 55.6% 58.1% 54.5%

부산 39.9% 33.0% 33.9% 32.4% 33.8%

대구 41.3% 36.7% 35.2% 31.4% 33.1%

인천 39.5% 38.2% 37.0% 35.7% 35.3%

광주 31.5% 30.8% 31.8% 29.4% 32.7%

대전 40.6% 42.7% 38.7% 37.4% 36.8%

울산 43.9% 42.0% 39.0% 32.7% 42.0%

특별광역시 42.1% 39.5% 38.7% 36.7% 38.3%

경기도 56.2% 51.0% 49.9% 48.1% 45.1%

강원도 18.3% 21.3% 20.2% 19.0% 18.9%

충북 19.2% 20.2% 20.2% 19.0% 21.0%

충남 21.2% 22.6% 24.1% 22.3% 20.0%

전북 13.7% 14.0% 13.4% 14.0% 15.7%

전남 8.5% 8.1% 9.1% 8.4% 10.1%

경북 17.5% 17.1% 17.6% 16.6% 18.1%

경남 25.0% 23.6% 25.0% 24.7% 29.2%

제주 22.3% 18.1% 17.8% 16.6% 17.2%

도 평균 22.4% 21.8% 21.9% 21.0% 21.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0> 2000~2010년 예산지출 대비 지방재정 세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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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방세수

서울 1136

전국 962

인천 927

제주 841

울산 817

특별광역시 761 

부산 748

대구 693

대전 667

광주 650

경기도 519

경남 504

도 452

강원도 417

충북 390

충남 385

경북 348

전북 317

전남 275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1> 1인당 지방세수(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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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서울 673 675 745 835 853

부산 366 387 456 503 555

대구 317 384 432 467 502

인천 474 450 520 538 595

광주 350 353 407 431 458

대전 392 420 472 509 549

울산 386 384 467 513 566

광역시 평균 423 436 500 542 583 

경기 301 356 491 548 485

강원 196 190 208 235 270

충북 168 177 192 207 225

충남 175 184 207 242 274

전북 148 145 164 174 193

전남 87 135 155 160 160

경북 175 169 178 200 211

경남 187 206 273 276 278

제주 321 375 448 440 434

도 평균 195 215 257 276 281 

광역지자체평균 295 312 363 392 413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서울 862 879 1059 1199 1136

부산 577 554 637 650 748

대구 557 568 598 599 693

인천 653 714 764 869 927

광주 490 510 582 561 650

대전 580 653 629 635 667

울산 565 610 713 762 817

광역시 평균 612 641 712 754 805 

경기 506 531 556 554 519

강원 288 375 388 386 417

충북 259 305 316 325 390

충남 298 365 429 426 385

전북 191 235 232 269 317

전남 164 164 199 202 275

경북 223 249 272 284 348

경남 307 319 399 434 504

제주 444 748 787 798 841

도 평균 298 366 398 409 444 

광역지자체평균 435 486 535 560 602 

주주：일반회계 예산 총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본청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2> 2000~2010년 1인당 지방세수 부담 비교

(단위：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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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광역시 비중 서울시 비중

등록,취득,담배소비세

(소비,거래)
9164200 40% 5037397 36%

주민세 (소득) 4298803 22% 2884709 27%

자동차,재산 (재산) 1693972 9% 1118273 10%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레저세(기타)
3841474 13% 2118586 12%

  주：일반회계 예산 총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 본청,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주행세는 제외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3> 세수 구성 비교(특별․광역시 합계 vs 서울시, 2008년 총계예산기준)

(단위：백만 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취득세 세수 13,853 17,137 19,135 16,809 16,673 15,112

취득세 증가율 23.7% 11.7% -12.2% -0.8% -9.4%

등록세 세수 18,722 18,141 21,216 18,769 18,228 18,404

등록세 증가율 -3.1% 17.0% -11.5% -2.9% 1.0%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4>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추이(2005~2009년, 결산 기준)

(단위：억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득세 세수 16,427 15,779 16,275 16,568 16,998

취득세 증가율 -3.90% 3.10% 1.80% 2.60%

등록세 세수 15,420 18,526 19,500 21,000 22,000

등록세 증가율 20.10% 5.30% 7.70% 4.80%

자료：서울시 중기재정계획(2009~2013)

<부록 표 35> 서울시 취득세, 등록세 세수 변화율 전망(2010~2013년, 예산기준)

(단위：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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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A) 세외수입(B) B/A

서울 21257300 6256239 29.4%

부산 7850179 1718802 21.9%

대구 5210140 1130964 21.7%

인천 7107645 2405609 33.8%

광주 2852955 485737 17.0%

대전 2685327 559578 20.8%

울산 2171934 458314 21.1%

특별광역시 23.7%

경기 13185649 2439019 18.5%

강원 3332500 234101 7.0%

충북 2842295 243082 8.6%

충남 3923540 421142 10.7%

전북 3748135 237948 6.3%

전남 5204635 420266 8.1%

경북 5140500 458025 8.9%

경남 5617073 517140 9.2%

제주 2749785 440399 16.0%

도 10.4%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6>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10년 예산 총계 기준, 각 단체 본청)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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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 30.1% 26.4% 29.9% 30.3% 30.2% 30.8%

부산 40.6% 35.8% 31.0% 33.3% 34.9% 31.9%

대구 30.4% 28.3% 26.2% 29.2% 30.3% 31.5%

인천 35.5% 36.6% 34.0% 35.0% 35.2% 33.8%

광주 38.8% 33.3% 32.0% 31.5% 30.9% 29.7%

대전 40.5% 30.0% 25.8% 23.9% 26.9% 26.3%

울산 28.0% 27.2% 26.4% 27.0% 26.4% 23.7%

특별-광역시 34.9% 31.1% 29.3% 30.0% 30.7% 29.7%

경기도 17.3% 15.1% 17.1% 18.9% 17.7% 11.2%

강원도 14.5% 10.6% 9.0% 7.7% 9.2% 10.1%

충북 25.8% 19.9% 19.2% 22.3% 21.5% 20.5%

충남 22.3% 19.9% 15.3% 14.9% 16.7% 16.2%

전북 19.4% 11.6% 9.5% 10.2% 12.4% 11.3%

전남 24.9% 16.2% 18.1% 16.9% 17.9% 14.9%

경북 12.8% 12.2% 12.6% 11.2% 12.2% 12.8%

경남 23.5% 18.8% 21.0% 16.2% 16.9% 14.4%

제주 14.4% 12.9% 14.1% 14.7% 18.1% 11.8%

도 19.5% 15.3% 15.1% 14.8% 15.9% 13.7%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30.9% 31.9% 29.4% 30.6% 29.4%

부산 29.3% 24.5% 22.9% 22.9% 21.9%

대구 28.5% 27.5% 25.8% 23.8% 21.7%

인천 34.0% 33.9% 35.7% 38.0% 33.8%

광주 27.3% 25.3% 24.2% 22.6% 17.0%

대전 24.9% 26.0% 26.4% 22.5% 20.8%

울산 20.7% 23.4% 29.3% 38.2% 21.1%

특별-광역시 27.9% 27.5% 27.7% 28.4% 23.7%

경기도 12.1% 18.3% 18.9% 19.4% 18.5%

강원도 8.9% 7.5% 8.1% 7.2% 7.0%

충북 17.3% 16.0% 13.1% 11.7% 8.6%

충남 15.2% 14.8% 11.8% 11.9% 10.7%

전북 10.8% 9.9% 7.6% 8.0% 6.3%

전남 15.9% 9.6% 9.7% 8.3% 8.1%

경북 10.5% 11.0% 8.9% 8.9% 8.9%

경남 12.4% 11.7% 11.6% 14.2% 9.2%

제주 9.2% 16.6% 15.6% 15.1% 16.0%

도 12.5% 12.8% 11.7% 11.6% 10.4%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7> 재정지출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000~2010년 예산 총계 기준,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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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 30.4% 20.6% 25.7% 29.5% 58.9%

부산 14.3% 14.1% 10.6% 13.8% 10.8%

대구 29.4% 19.1% 20.0% 19.5% 18.8%

인천 44.0% 18.2% 20.3% 19.6% 11.2%

광주 16.8% 15.4% 9.7% 11.9% 13.7%

대전 23.7% 24.1% 23.2% 19.9% 22.0%

울산 14.3% 16.5% 17.2% 14.2% 13.2%

특별-광역시 24.7% 18.3% 18.1% 18.3% 21.2%

경기도 10.2% 8.8% 17.9% 11.0% 12.7%

강원도 20.6% 30.9% 34.5% 16.6% 37.7%

충북 15.1% 12.5% 16.2% 12.5% 12.0%

충남 17.1% 12.4% 12.3% 12.0% 11.8%

전북 38.4% 22.3% 20.0% 19.3% 14.8%

전남 23.3% 18.3% 27.1% 26.4% 18.3%

경북 17.5% 31.8% 29.9% 20.4% 16.7%

경남 19.0% 26.8% 20.0% 17.7% 16.0%

제주 18.6% 22.4% 33.1% 34.1% 33.1%

도 20.0% 20.7% 23.4% 18.9% 19.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24.4% 31.0% 35.0% 37.6%

부산 9.4% 9.1% 17.0% 12.9%

대구 18.1% 26.3% 11.8% 10.0%

인천 16.5% 11.6% 9.2% 15.1%

광주 19.4% 18.2% 26.1% 50.1%

대전 19.5% 22.1% 29.4% 42.0%

울산 12.2% 17.8% 28.0% 30.1%

특별-광역시 17.1% 19.4% 22.4% 22.1%

경기도 6.8% 10.1% 14.4% 12.7%

강원도 16.2% 32.6% 34.0% 27.4%

충북 8.7% 12.1% 13.9% 14.6%

충남 9.5% 13.0% 16.7% 21.9%

전북 18.6% 28.4% 21.5% 35.4%

전남 17.2% 27.8% 33.4% 28.3%

경북 9.2% 10.8% 27.9% 13.8%

경남 13.5% 16.3% 23.2% 21.9%

제주 32.6% 38.2% 51.3% 48.6%

도 14.7% 21.1% 26.3% 15.8%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8>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2008년 일반회계 예산 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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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서울 142

부산 130

대구 105

인천 170

광주 43

대전 77

울산 100

특별광역시 110

경기 53

강원 45

충북 71

충남 74

전북 29

전남 39

경북 63

경남 58

제주 258

도 7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39> 1인당 세외수입(2010년 예산 총계 기준, 각 단체 본청)

(단위：천 원)

서울시

(2008년)

특별광역시

(2008년)

미국 지역정부

(2008년)

독일 지역정부

(2005~07년)

일반공공행정 25.9% 20.3% 13.9% 21.5%

공공안전 3.2% 2.1% 13.0% 7.5%

경제 22.5% 28.0% 8.2% 11.0%

주택, 지역개발, 환경 4.7% 3.6% 0.6% 6.4%

보건복지 21.0% 22.7% 27.7% 28.5%

문화오락 3.7% 5.5% 1.4% 3.2%

교육 18.2% 12.9% 35.2% 27.0%

자료：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는 재정고(http://www.bea.gov/index.htm) 미국 지역정부 자료는 www.bea. gov, 

독일 지역정부 자료는 IMF GFS Statistics를 참조

<부록 표 40> 목적별 재정지출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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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 보조사업 지출총계
자체사업

/지출

보조사업

/지출

서울 12,972,923    3,628,143 21,257,299 61.0% 17.1%

부산 2,813,920    2,645,539 7,850,178 35.8% 33.7%

대구 2,228,986    1,822,516 5,210,139 42.8% 35.0%

인천 3,540,884    2,313,444 7,107,646 49.8% 32.5%

광주 1,071,177    1,199,069 2,852,954 37.5% 42.0%

대전 1,276,976    1,014,746 2,685,327 47.6% 37.8%

울산 1,006,595 699,624 2,171,933 46.3% 32.2%

광역시 45.8% 32.9%

경기 6,077,877    4,740,775 13,185,648 46.1% 36.0%

강원 860,323    2,031,301 3,332,501 25.8% 61.0%

충북 1,026,531    1,542,889 2,842,295 36.1% 54.3%

충남 836,505    2,703,498 3,923,540 21.3% 68.9%

전북 939,252    2,489,923 3,748,135 25.1% 66.4%

전남 1,263,575    3,574,605 5,204,634 24.3% 68.7%

경북 1,003,927    3,219,703 5,140,500 19.5% 62.6%

경남 1,825,728    3,252,400 5,617,074 32.5% 57.9%

제주 877,084    1,257,176 2,749,785 31.9% 45.7%

도 30.9% 55.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41> 재정지출 중 자체사업비 및 보조사업비 비중(2010년 예산, 총계)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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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68.6% 62.4% 61.0%

부산 39.7% 35.8% 35.8%

대구 33.7% 43.3% 42.8%

인천 49.8% 49.7% 49.8%

광주 45.7% 45.1% 37.5%

대전 49.8% 55.3% 47.6%

울산 58.6% 60.8% 46.3%

특별-광역시 평균 49.4% 50.3% 45.8%

경기 53.9% 52.1% 46.1%

강원 30.7% 30.2% 25.8%

충북 41.6% 39.0% 36.1%

충남 28.6% 25.5% 21.3%

전북 26.7% 26.9% 25.1%

전남 24.2% 23.5% 24.3%

경북 25.8% 18.1% 19.5%

경남 37.9% 39.5% 32.5%

제주 39.7% 39.0% 31.9%

도평균 34.4% 32.6% 29.2%

광역지자체 평균 40.9% 40.4% 36.5%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42> 2008~2010년 재정지출 중 자체사업비 비중(예산총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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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13.4% 15.9% 17.1%

부산 28.4% 30.2% 33.7%

대구 32.6% 32.8% 35.0%

인천 30.5% 31.5% 32.5%

광주 31.8% 36.6% 42.0%

대전 28.7% 31.6% 37.8%

울산 24.0% 21.8% 32.2%

특별-광역시 평균 27.1% 28.6% 32.9%

경기 29.8% 31.9% 36.0%

강원 58.5% 59.4% 61.0%

충북 47.8% 51.3% 54.3%

충남 62.1% 65.0% 68.9%

전북 65.3% 65.8% 66.4%

전남 67.9% 69.3% 68.7%

경북 61.5% 62.9% 62.6%

경남 53.4% 52.1% 57.9%

제주 40.9% 43.1% 45.7%

도평균 54.1% 55.6% 57.9%

광역지자체 평균 42.3% 43.8% 47.0%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43> 2008~2010년 재정지출 중 보조사업비 비중(예산총계,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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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행정운영비 총지출
인건비

/지출

행정운영비

/지출

서울 669,138 1,128,573 21,257,299 3.1% 5.3%

부산 276,303 439,400 7,850,178 3.5% 5.6%

대구 210,864 367,320 5,210,139 4.0% 7.1%

인천 206,343 421,701 7,107,646 2.9% 5.9%

광주 142,899 216,982 2,852,954 5.0% 7.6%

대전 140,439 221,998 2,685,327 5.2% 8.3%

울산 101,391 152,051 2,171,933 4.7% 7.0%

광역시 4.1% 6.7%

경기 415,153 584,405 13,185,648 3.1% 4.4%

강원 181,593 244,034 3,332,501 5.4% 7.3%

충북 136,929 186,022 2,842,295 4.8% 6.5%

충남 175,482 247,484 3,923,540 4.5% 6.3%

전북 166,774 218,351 3,748,135 4.4% 5.8%

전남 188,394 260,807 5,204,634 3.6% 5.0%

경북 220,741 297,065 5,140,500 4.3% 5.8%

경남 210,066 292,977 5,617,074 3.7% 5.2%

제주 287,352 379,605 2,749,785 10.4% 13.8%

도 4.9% 6.7%

자료：재정고(http://lofin.mopas.go.kr/)

<부록 표 44> 재정지출 중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2010년 예산, 총계)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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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규모(억 원, 상한값) 사업 수 (건) 빈도

          2 87 9.2%

          4 77 8.1%

          6 48 5.1%

          8 34 3.6%

         10 40 4.2%

         12 32 3.4%

         14 41 4.3%

         16 21 2.2%

         18 21 2.2%

         20 13 1.4%

         22 20 2.1%

         24 19 2.0%

         26 22 2.3%

         28 20 2.1%

         30 22 2.3%

         32 12 1.3%

         34 15 1.6%

         36 6 0.6%

         38 8 0.8%

         40 13 1.4%

         50 55 5.8%

         60 39 4.1%

         70 23 2.4%

         80 20 2.1%

         90 22 2.3%

       100 18 1.9%

       200 80 8.5%

       400 64 6.8%

       600 16 1.7%

       800 11 1.2%

     1,000 9 1.0%

     1,200 2 0.2%

     1,400 1 0.1%

     1,600 2 0.2%

     1,800 1 0.1%

     2,000 4 0.4%

     3,000 2 0.2%

     4,000 3 0.3%

     5,000 2 0.2%

계 945 100%

주주：총 961개 사업 중 지출액이 0으로 기록된 13개 사업과 지자체 이전지출인 조정교부금, 공동재산세 재정보

전, 지방세 징수교부금 3개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서울시청, 2010, “2010년 예산개요”

<부록 표 45> 지출 규모 별 예산 사업 분포(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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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액 수주액 비중 기성액 기성액 비중

경기 33,986,219 23.9% 27,116,451 23.7%

서울 24,502,139 17.2% 19,818,038 17.3%

충남 9,382,067 6.6% 7,154,024 6.2%

인천 9,111,333 6.4% 5,922,832 5.2%

기타 8,866,956 6.2% 7,051,808 6.2%

부산 7,362,167 5.2% 5,894,234 5.1%

경남 7,328,818 5.2% 6,988,056 6.1%

경북 7,099,194 5.0% 5,842,564 5.1%

전남 5,914,403 4.2% 3,437,331 3.0%

대구 5,208,914 3.7% 5,168,926 4.5%

충북 4,098,668 2.9% 3,649,556 3.2%

전북 3,981,732 2.8% 3,329,398 2.9%

강원 3,820,841 2.7% 3,523,722 3.1%

대전 3,678,644 2.6% 2,495,852 2.2%

울산 3,465,983 2.4% 3,118,629 2.7%

광주 3,152,541 2.2% 3,178,674 2.8%

제주 1,328,112 0.9% 941,631 0.8%

자료：통계청 KOSIS DB

<부록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건축공사 분포(2008)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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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세 소비과세 소득과세
사회보장기

여금
사업소세 기타

영국 100.0 0.0 0.0 0.0 0.0 0.0 

아일랜드 100.0 0.0 0.0 0.0 0.0 0.0 

뉴질랜드 90.1 9.9 0.0 0.0 0.0 0.0 

그리스 68.1 31.9 0.0 0.0 0.0 0.0 

프랑스 52.3 16.5 0.0 0.0 6.6 24.6 

한국 50.8 20.7 15.1 0.0 1.4 12.1 

네덜란드 49.8 50.2 0.0 0.0 0.0 0.0 

포르투갈 44.7 30.3 23.9 0.2 0.0 0.0 

OECD 31.5 23.3 39.3 0.4 2.6 3.5 

스페인 31.3 47.0 19.7 0.0 0.0 3.4 

미국 30.6 42.7 27.8 0.0 0.0 0.0 

호주 29.4 56.1 0.0 0.0 14.5 0.0 

일본 28.1 19.9 51.1 0.0 0.0 1.0 

캐나다 21.4 30.8 37.2 5.8 4.2 0.6 

스위스 15.7 4.0 80.3 0.0 0.0 0.0 

벨기에 15.2 36.3 48.2 0.1 0.0 0.2 

아이슬란드 14.4 12.8 72.8 0.0 0.0 0.1 

이탈리아 14.4 12.8 19.9 0.0 0.0 0.6 

노르웨이 9.6 1.8 88.7 0.0 0.0 0.0 

독일 8.1 32.4 59.5 0.0 0.0 0.0 

룩셈부르크 8.0 1.6 90.0 0.0 0.0 0.4 

덴마크 6.7 0.1 93.2 0.0 0.0 0.0 

오스트리아 6.4 38.5 38.4 4.2 11.6 1.0 

핀란드 5.1 0.1 94.7 0.2 0.0 0.0 

스웨덴 0.0 0.0 100.0 0.0 0.0 0.0 

자료：이영환 ․ 황진영 ․ 신영임, 2009.11,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과제”, 경제현안분석 43호. 국회예

산정책처

<부록 표 47> 선진국 지방정부 세수구성 비교(2008)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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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제주 93.7%

충북 93.6%

전남 92.8%

전북 92.7%

울산 92.5%

경남 92.3%

인천 92.1%

도 평균 92.1%

충남 92.0%

대전 91.7%

서울 91.60%

부산 91.3%

특별-광역시 평균 91.0%

경기 91.0%

경북 90.9%

대구 89.6%

강원 89.6%

광주 88.3%

자료：행정안전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www.wetax.go.kr)

<부록 표 48>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현황(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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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A) 감면조례 비과세 감면 (B) B/A

서울 2,676.2 849.1 31.7%

부산 608.0 102.1 16.8%

대구 496.2 77.6 15.6%

인천 930.1 155.9 16.8%

광주 223.2 39.0 17.5%

대전 296.1 52.6 17.8%

울산 221.6 24.0 10.8%

특별광역시 18.1%

경기 2,918.3 403.0 13.8%

강원 299.4 45.2 15.1%

충북 293.4 35.4 12.1%

충남 494.6 53.6 10.8%

전북 313.5 44.5 14.2%

전남 301.2 53.6 17.8%

경북 412.5 53.5 13.0%

경남 621.6 72.9 11.7%

제주 198.7 11.5 5.8%

도 12.7%

자료：행정안전부, 2009, “2008년 지방세정연감”(www.wetax.go.kr)

<부록 표 49> 감면조례로 인한 비과세 감면의 비중(2008)

(단위：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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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예산 사업 (A)
예산사업 (B) A/B

사회복지 53 174 30.5%

환경보전 46 204 22.5%

도로교통 32 91 35.2%

주택 및 도시관리 17 110 15.5%

산업경제 11 79 13.9%

도시안전관리 15 85 17.6%

문화관광진흥 12 81 14.8%

교육 0 9 0.0%

일반행정 11 111 9.9%

주주：총 961개 사업 중 지출액이 0으로 기록된 13개 사업과 지자체 이전지출인 조정교부금, 공동재산세 재

정보전, 지방세 징수교부금 3개는 분석에서 제외

자료：서울시청, 2010, “2010년 예산개요”

<부록 표 50> 부문별 100억 원 이상 예산 지출 사업 비중(2010년 현재)

(단위：건)

집행률

전북 94.97%

충북 94.42%

경북 94.23%

강원 93.61%

전남 93.61%

충남 93.09%

부산 91.93%

경기 91.25%

서울 88.97%

대구 88.57%

광주 88.11%

경남 88.04%

인천 87.47%

대전 83.34%

울산 80.69%

제주 79.03%

자료：행정안전부, 2009.12,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부록 표 51> 광역자치단체 예산 집행률 및 민간경상이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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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지출

서울 2.14

부산 1.15

대구 3.93

인천 2.45

광주 3.39

대전 1.93

울산 2.59

특별광역시 2.51

경기 1.74

강원 1.94

충북 2.13

충남 1.26

전북 1.81

전남 1.32

경북 1.58

경남 1.13

제주 12.24

도 2.79

전체 2.67

자료：행정안전부, 2009.12,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부록 표 52> 광역자치단체 민간경상이전 비중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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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축제경비

서울 0.21 

부산 0.39 

대구 0.18 

인천 0.65 

광주 0.48 

대전 0.35 

울산 0.16 

특별광역시 0.35 

경기 0.12 

강원 0.33 

충북 0.63 

충남 0.22 

전북 0.18 

전남 0.17 

경북 0.12 

경남 0.19 

제주 0.89 

도 0.32 

전체 0.33

자료：행정안전부, 2009.12,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부록 표 53> 광역자치단체 행사, 축제경비 비중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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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투자지출비율

서울 33.83 

부산 24.45 

대구 32.06 

인천 45.73 

광주 31.18 

대전 39.63 

울산 46.59 

특별광역시 36.21 

경기 33.91 

강원 63.58 

충북 44.77 

충남 45.34 

전북 46.10 

전남 59.91 

경북 49.83 

경남 48.41 

제주 60.61 

도 50.27 

전체 44.12 

<부록 표 54> 광역자치단체 정책 사업 지출 중 투자액 비중

(단위：%)



영 문 요 약

(Abstract)

영

문

요

약



영문요약  303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Jun-Sik Bae · Bum-Sik Kim · Sung-Won Kang · Hee-Jin Choi

Since the financial risk trigger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most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economic slowdown. Continuing financial unstability and economic stagnation 

have increased fiscal demand in most countries, especially the countries 

depending heavily on the financial industry. The expanding government 

finance to recover its economy has caused another fiscal crisis and harme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each country.

Thus, many countries are discussing the soundness of government finance, 

and also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exception. Korea has still a sound 

fiscal structure, and its national debt is not yet serious. However, the 

increasing speed of national debt is very fast recently, and the debt including 

public sector as well as government reaches a serious level.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to the rapid increase of national debt also. The 

aggravation of fiscal structure is inducing the discusses on how to promote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recently. 

Seoul has had a sound fiscal structure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2008 and 2009,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sued a huge 

amount of local bond to save the descending local economy. In case of Seoul, 

it can be regarded as a temporary phenomenon, but it needs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 at this time. Seoul has suffered from the slowdown of tax 

revenue and the increasing demand of fiscal expenditure. Thus, it is very 

appropriate time to require the efficiency and restructuring of 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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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iture. 

In this paper, we study the survey of fiscal rules, including the meaning, 

necessity and type of fiscal rules. We also study the examples of fiscal rules 

in the local as well as national level. To introduce the fiscal rule appropriate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 analyse the fiscal structure of Seoul 

and what are weaknesses. After the study of Seoul’s financial structure, we 

propose the conditions and necessities of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 in 

Seoul, suggest the guidelines of fiscal rule, and estimat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 In case of Seoul, it is not desirable to introduce a 

hard rule to prevent the dysfunction of finance, because it has a sound fiscal 

structure relatively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stead, it needs to stabilize the 

financial structure firstly, especially in terms of tax revenue and the priority of 

expenditures, and introduce the appropriate fiscal rule to Seoul gradually. 

In this paper, we suggest some possible fiscal rules most appropriate to 

Seoul. We propose three rules. Firstly, it is a deficit rule restricting the sum 

of three-year financial deficit to zero and the rule can be reflected on the 

mid-term fiscal scheme possibly. Secondly, this rule can be applied except the 

interest expense and the deficits caused by subsidized programs. Thirdly, we 

propose the debt limit restricting the increase of the real value of liabilit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oposed rules, it is identified to improve and 

manage Seoul’s financial structure and establish the fiscal plan ver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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