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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근간
을 이루는 재정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수행한 예 ․ 결산 분석과 조사 ․ 분석 결
과에 토대를 두고,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법률에 대하여 23개의 개선과
제를 발굴 ․ 정리하였습니다.
「재정법률 개선과제」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
로, 금년도 보고서의 편제는「국가재정법」에 대해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세항 ․ 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재정법」등 지방재정
법률에 대해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
출’ 등 2개 개정의견을, 그리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재정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개정의견을 통해 국회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부담금
부과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 재정의 민주
성,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재정법률 개선의견이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크게 참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재정법률 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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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 론

❑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예 ․ 결산 분석과 조사 ․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국가재정법」 등 18개 재정법률에
대해 23개 개선과제를 정리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2008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음
❑ 본 보고서의 편제는 「국가재정법」에 대해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세항 ․ 목 포함’ 등 8개 개정의견을, 「지방자치법」등 지방재정 법
률에 대해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등 4개 개정의견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 ‘BTL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등 2개 개정의견을, 그리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재정법률에 대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등 9개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 중 주요내용으로는, ①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 ․ 목
포함, ②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등 국회 제출기한 명시, ③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④통합지자체에 대한 일반재원 지원, ⑤통행
료를 차등 적용받는 도로규정 신설, ⑥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 ․ 목 포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장 ․ 관 ․ 항’만 기재
되어 있고, ‘세항 ․ 목’이 제외되어 있어 국회 심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
정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반면, 정부는 예산안과 달리 결산보고서는 ‘세항 ․ 목’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과 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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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등 국회 제출기한 명시
◦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예 ․ 결산 심의에 필요한 총액계상사업 세부집행
실적 및 세부시행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재정정보의 국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제출 기한은 정하
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과 총액계상사업 세부집행실적 및
세부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는 2009
회계연도 결산 심의 결과 ‘법률상 예결위에 대한 보고 ․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
◦ 따라서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등 재정정보를 적시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제출기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 자치구는 사회복지, 행 ․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 ․ 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소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입은 지방
세 2종(재산세, 등록면허세)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정도에 불과하여 구
조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 조정교부금은 각 광역단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의 일정률로 결정되기 때
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경우, 조정교부금의 감
소로 직결됨
◦ 2010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소비
세는 시 ․ 도세로서 조정교부금의 배분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
방소비세의 세원배분 대상에서 자치구가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취득세 외에도 ‘지방소비세’가 추가되도록 함
으로써 자치구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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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통합지자체에 대한 일반재원 지원
◦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은 통합지자체에 대한 지원방법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통합 창원시의 경우 지원액 146억원의 50%는 국고보조금으로, 50%는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조건부 재원임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에서 통합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한 것
은 각 지자체의 통합을 유도하고, 지자체가 통합된 이후에도 통합 이전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통합 이전에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받다가 통합 이후에 조건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
자체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임
◦ 따라서, 통합 지자체를 일반재원(보통교부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에서 통합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식을 보통교
부세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통행료를 차등 적용받는 도로규정 신설
◦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
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에서 통합채
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따라서, 규정 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
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섯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
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결산 성격의 보고서로서 부담금에 대한 사전적인 운용종합계획서는 제출되
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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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부담금 부과총액, 부담금별 적정 부과수준 등에 대한 국회의 심
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 부담금은 그 규모가 연간 14조 8,000
억원(2009년도 징수실적 기준)에 달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심
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부과할 부담금 규모
및 요율 등에 관한 전망치를 작성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제시한 재정법률 개선과제들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부담금 부과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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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재정법

1.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 ․ 목 포함 (｢국가재정법｣)
1)

가. 현 황
❑ 정부는 장ᆞ관ᆞ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는 예산 구분에 관하여, 세입예산은 성질별로 관ᆞ항
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ᆞ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ᆞ관ᆞ
항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21조제3항)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항목 단위로 작성하도
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68조제1항)
◦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운용계획 구분에 관하여,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
로 구분하되,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ᆞ관ᆞ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ᆞ목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법 제67조제3항)

❑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법 제21조제4항)1)
◦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위임(법 제67조제4항)

유인규 분석관(788-4623, jayoo@assembly.go.kr)
1)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을 기재하여 각 중앙관서에 통
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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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장ᆞ관ᆞ항’만 기재되
고, ‘세항과 목’ 등이 제외됨으로써 국회심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현재 예산은 장(분야)ᆞ관(부문)ᆞ항(프로그램)ᆞ세항(단위사업)ᆞ세세
항(세부사업)ᆞ세사업ᆞ목ᆞ세목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되
는 예산안에는 ‘항’까지만 기재되고, ‘세항’ 이하는 사업별설명서, 각
목명세서 등 첨부서류 내지 참고서류에 기재되고 있음
◦ 항(프로그램)은 여러 사업을 묶어 놓은 것으로서, 개별 사업에 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산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가 예산안에 기재되지 않음
◦ 국회는 세항(단위사업), 세세항(세부사업) 또는 세사업 등을 기준으로
예산안의 금액을 수정(증액 또는 감액)하고 있음
◦ 참고로, 정부는 예산안과 달리 결산에서는 ‘세항ᆞ목’을 포함한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장ᆞ관ᆞ항의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은 세항 이하에 대해서는 전용을
허용하고 있는바, ‘항’을 넓게 정하면 정부의 전용 허용범위가 그만
큼 커지게 되는 것임

다. 개선방안
❑ 국회의 예산안 등 심사의 실질화를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과 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
❑ ‘항’은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을 관리할 수 있게 분류하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

10

재정법률 개선과제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 ② (생 략)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ᆞ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
을 기능별ᆞ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ᆞ관ᆞ항으로 구분한다.
<신 설>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관ᆞ항ᆞ목-------------------------------------------------------------------------------------------------------------------장ᆞ관ᆞ항ᆞ세항ᆞ목--------.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
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
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
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
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
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항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분류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정책목적의 사업으로 구성할 것
2.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
3. 소요비용의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할 것
⑤------------------------------------------------------------------------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주요항목
및 세부항목-----------------------------------------------------------------------------------------------------------------------------------------------------------------------------------------------------------------------------------------------------------------.
② (현행과 같음)

II.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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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기한
명시 (｢국가재정법｣)
2)

가. 현 황
◦ 「국가재정법」은 국회의 예 ․ 결산심사에 필요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
계상사업 세부집행실적 등의 각종 재정정보를 국회에 보고 ․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회에 보고 ․ 제출하도록 규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국가재정법」상 국회 제출 자료 현황
항 목

법적 근거

제출 기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9조의2 회계연도 개시 90일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총액계상사업 세부 집행실적 및 세부시행
국가재정법 제37조
계획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국가재정법 제38조

없음

예산의 이·전용내역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

분기별로 분기 만료
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

예비비 총괄명세서

국가재정법 제52조

다음연도 5월 31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

국가재정법 제53조

없음

보조금 관리실적

국가재정법 제54조

다음연도 5월 31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국가재정법 제70조

분기별로 분기 만료
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말일

기금운용평가 결과의 제출

국가재정법 제82조

다음연도 5월 31일

이유미 분석관(788-4636, youme0803@assembly.go.kr)
예승우 분석관(788-4639, almotas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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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보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
정정보 중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예산의 이 · 전용
내역 등은 자료제출 기한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나, 총액계상사업
세부 집행실적 및 세부시행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은 자료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상 국회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결산 심의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없어, 국
회의 재정심의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실제로 「2009년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총
괄편)」에 따르면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기술료 수입 및 지
출내역과 총액계상사업 세부 집행실적 및 세부시행계획의 제출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국회는 2009년도 결산 심사 시 기술료 사용계획 및 수입 · 지출
내역을 예결위에 제출하고, 법률상 규정된 재정정보의 보고 · 제출의무
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기술료 수입·지출 내역 제출 관련 2009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수
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정보의
국회 통제 강
화 필요

- 기술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고시기를 국회의 예
산 ․ 결산 심의시점에 맞추는 등 각 중앙관서 장의 보
고의무의 구속력을 제고하도록 할 것

제도
개선

법률상 예결위
에 대한 보고 ․
제출의무 위반

-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기술료 사용계획을 곧바
로 예결위에 보고하고, 기술료 수입 ․ 지출내역은 결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5월 31일 이전에 제출할 것
- 법률상 규정된 보고 ․ 제출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
한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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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재정정보를 적시에 확보하여 이를 예·결산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액계상사업 세부 집행실적 및 세부시행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의 제출기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할 필요
◦ 총액계상사업 세부시행계획은 수립 이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
록 하고, 세부 집행실적은 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5
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예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함1)
◦ 기술료 수입 및 지출내역은 결산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국회 논의사항
◦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국회 제출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발의되어 2010년 12월 현재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 2010. 9. 9, 상정: 2010. 11. 15
1) 현행
하고
고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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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보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동 보고서, “예비타당성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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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의 국회 제
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바.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7조(총액계상) ① ~ ③ (생 략)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
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총액계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세부사업시행계획
을 수립 이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집행실
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
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
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④ (생 략)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①---------------------------------------------------------------------------------------------------------------------------------------------------------------------, 예
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II.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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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안 첨부서류에 총수입 및 총지출 포함
(｢국가재정법｣)
2)

가. 현 황
❑ 정부는 재정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수입 및 총지출을 사용하고
있음
◦ 총지출(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수입)에서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의 내부거래와 기금여유자금 운용,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임

❑ ｢국가재정법｣은 예산을 총계주의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총수입 및 총지출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의
무화하지는 않고 있음
◦ 재정총량지표와 관련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세입세출예산과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및 순계표를 국회에 제출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법 제34조제1호 및 제71조제3호), 총지출 및
총수입은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문제점
❑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를 제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음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의 규모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지출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국회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
유인규 분석관(788-4623, jayo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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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활동을 정확
하게 진단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호 간의 내부거
래와 보전지출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

❑ 정부가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총수입 ․ 총지출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정보를 제출하고 있음
◦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시 동일한 기준의 재정총량지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개선방안
❑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와 산출내역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
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1. (현행과 같음)
1의2. 총수입 및 총지출의 규모와 산
출내역
2. ~ 13. (현행과 같음)

2. ~ 13. (생 략)

II.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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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금 확대
(｢국가재정법｣)
3)

가. 현 황
❑ ｢국가재정법｣ 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금은 전전 회계
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으로 한
정하고 있음
❑ 2008년말 여유자금 운용잔액 기준으로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을 초
과하는 사업성기금은 남북협력기금과 농지관리기금임

나. 문제점
❑ 사업성기금 중 일부 기금은 2008년에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
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수익위주의 위험도 높은 투자(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손해를 키운 요인임
❑ 자산배분 전략 및 위험관리 등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 자산운용위
원회의 설치 대상 의무 기금이 여유자금 총액 기준 1조원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음
❑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파악하여 자산배분 전략이나, 위험관리가 필요
한 기금에서는 반드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금희 분석관(788-4627, goldhe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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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산배분 및 위험관리를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제76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자산운용위원회 구성원의 자문료가 추가 될
수 있으나, 기금 관리비 예산으로 충당 가능)

마. 국회 논의사항
❑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기금 확대 등과 관련한 내용의 ｢국
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2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
류 중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2009. 7. 16, 상정: 2009. 9. 15
관련내용: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기준을 하향 확대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II.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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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전전 회계연
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
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
형기금을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
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
률에 따른다.
<각호 신설>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
1.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
환평형기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
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
2. 현금성 및 확정금리형으로 운용되
는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 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금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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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요건 명확화 (｢국가재정법｣)
4)

가. 현 황
❑ 전용이란 세항, 목 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임. 「국가
재정법」제46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되,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
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현행 규정은 전용을 하는 경우 사업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으로는 규정
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
이동이 발생했을 때, 전용의 한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
렵게 되어있음

다. 개선방안
❑ 예산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의결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전
용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전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각 호로 구
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오세일 분석관(788-4640, manics53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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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국회 논의사항
❑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전용의 내용적 한계를 벗어난 사
례가 33건이고, 국회의 예산심사조정 의도와 다르게 집행과정에서 예
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업이 총 101개 사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
하였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에 대하여 각 부처의 감사기
구가 이․전용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해 조치하는 등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
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

바.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각호 신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
령으로---------------------------------------------------------------.
<후단 삭제>

②~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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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간 유사성이 있는 경우
2. 재해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
당을 위한 경우
②~⑤ (현행과 같음)

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 국회 제출

5)

(｢국가재정법｣)

가. 현 황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법 제38조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되고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요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문제점
❑ 기존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요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음
❑ 기획재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타
당성조사 요약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 홈페이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국가재정법｣이 2010년 5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09년 12월 이후 발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서 요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안태훈 평가관(788-4678, matins10@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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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요약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범위를 축
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규모사업에 대
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가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수행한 비용 및 편익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개선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의 요약만을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
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되도록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요약은 기존과 같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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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
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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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타당성조사 시행을 법률에 규정 (｢국가재정법｣)

6)

가. 현 황
❑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1)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타당성조사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2)
◦ ｢국가재정법｣은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에서 ‘타
당성조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3)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규정하
고 있음4)

안태훈 평가관(788-4678, matins10@nabo.go.kr)
1) ｢국가재정법｣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
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
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
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
에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제13조(타당성조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건설사업으로 형성
되는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
여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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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시설사업에 대해 타당성평가(조
사)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6)

나. 문제점
❑ 현행 법령 및 지침들은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본)타당성조사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을 제외한 다음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본)타당성조사 시행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
상인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사회적으로 행정부의 예산편성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사업 추진여
부를 결정하는 (본)타당성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본)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예산의 편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임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
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타당성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 수요, 비용 및 편익 등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투자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교통시
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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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국가재정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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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의 견
제38조의2(타당성조사)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을 시
작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
(｢국가재정법｣)

가.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국가
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ᆞ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임1)(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다만, ①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② 문화재 복원사업, ③ 국가안보
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
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⑤ 도로 유지보
수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⑥ 재해예방 등 시급한 추진이 필
요한 사업, ⑦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⑧ 단
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⑨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
는 사업, ⑩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동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서명관 분석관(788-4629, mks0611@assembly.go.kr)
1)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등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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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2009년 3월 25일 개정된 ｢국가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균형발
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제13조제2항제10호)
❑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여부가 좌우됨으로써 실질적으
로 모법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우려가 있음

다. 개선방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
를 방지하고,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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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
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호 신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
시설의 신ᆞ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
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ᆞ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ᆞ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ᆞ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
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
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ᆞ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ᆞ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
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II.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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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방재정 법률

1. 조정교부금 배분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
(｢지방자치법｣)
2)

가. 현 황
❑ 자치구는 대도시 행정의 특성상 사무범위 및 지방세 체계, 교부세 교
부방식 등이 시 ‧ 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 사무범위: 자치구는 시 ‧ 군과 달리 도로 ‧ 상하수도 등 14개 사무 미처리
◦ 지방세: 시 ‧ 군은 5종1), 자치구는 2종2)
◦ 보통교부세: 시 ‧ 군은 직접 교부, 자치구는 특 ‧ 광역시에 통합 교부

❑ 자치구는 인구수, 아동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 사회복지, 환경, 교통
등의 행 ․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소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입은 지방세 2종
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정도에 불과하여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
에 없음
❑ 따라서 대부분의 광역시 자치구는 구조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경상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특별 ․ 광역시 자치구는 일반재원 중 부동산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이 이전연도보다 감소하였거나 정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난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의 일반재원3)은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부동산교부세+조정교
부금+재정보전금｣으로 구성
◦ 2008년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의하여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4)
김경수 분석관(788-4643, gskim01@nabo.go.kr)
1)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2) 등록면허세, 재산세
3)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에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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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조정교부금은 각 광역단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의 일정률로 결정5)
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취득세와 세수의 감소와 조정교부
금의 감소로 직결됨
❑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의 징수교부금6)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에 대
하여 자치구에 교부함

2010년 특별시 ․ 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서울특별시

19,299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감
증감

소계

조정
교부금

재정
보전금

10,491

29,790

17,221

8,959

26,180

－2,078

－1,532

4,023

294

4,317

4,132

297

4,429

109

3

대구광역시

3,080

213

3,293

3,082

216

3,298

2

3

인천광역시

5,012

113

5,124

4,944

129

5,073

－68

16

광주광역시

1,717

157

1,874

1,780

57

1,837

63

－100

대전광역시

1,798

0

1,798

1,795

0

1,795

－2

0

울산광역시

1,381

251

1,633

1,421

246

1,667

39

－5

36,310

11,519

47,829

34,375

9,903

44,278

－1,935

－1,616

합

계

소계

주: 각 연도 당초예산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3.”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2008년 부동산교부세 당초 예산은 3조 1,770억원이었으나 종부세법 개정 등에 의하여 당초 예
산에 비해서 8,169억원 감액되었고 2009년 예산은 1조 7,882억원, 2010년 예산은 1조 461억
원으로 해마다 격감하고 있음.
5) 조정교부금은 특별시 ․ 광역시세인 취득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으로서 비율은 서울 50%, 부
산 55%, 대구 56%,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임.
6)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특별시 ․ 광역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할 때, 특별시 ․ 광역시가 그 처리
비로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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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광역시 자치구 재원보강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배분재원에 ‘지방소비
세’추가 필요
❑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2010년 예산기준 2.5조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전체
자치단체의 세입을 1.9조원만큼 순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이고 조정교부금의 배분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 대상에서
는 자치구가 제외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광역단체에게도 교부되었던 부동산교부세를 전
액 기초단체 시군구에 배분하여 재정을 보완한다고 하나 재원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자치구 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취득세와 등록세뿐
만 아니라 ‘지방소비세’가 추가되도록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개정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III. 지방재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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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지방자치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
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
하여야 한다.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 취득세
와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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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재원으로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

가. 현 황
❑ 중앙정부는「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1)」제28조2)에

의해

2011년도부터 통합 창원시에 매년 147억원을 10년 간 지원해야 함
❑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원방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147억원을 국고보조금(50% 매칭)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
장이었음
❑ 반면 행정안전부와 통합 창원시는 국고보조금보다는 일반재원인 교부
금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예결위 종합심사 시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
티브라는 측면에서 일반재원인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함을 제기한 바 있음
❑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지원
액인 147억원의 50%는 조건부 재원인 국고보조금(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것을 부대의
견에 제시하였음

김경수 분석관(788-4643, gskim01@nabo.go.kr)
1) 2010년 10월 1일 공포 ․ 시행
2) 국가는 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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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지원 특례에 대한 입장 대비표

지원
방식
지원
규모

근거

기획재정부 입장

행정안전부, 통합 창원시
입장

국고보조금(50%매칭)으로
지원

보통교부세( 일반재원) 로
지원

매년 147억원(통합전 보통
교부세 총액의 6%)을 10
년간 지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
한 특별법」상 보통교부세
액과 별도로 추가지원하
며, 지원방법이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될
수밖에 없음

국회예결위 논의결과
(부대의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0%
특별교부세 50%

좌동

좌동

통합후 추가지원을 위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
부받는 것은 대응 지방비
부담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손해, 통합의 인
센티브 차원에서 일반재원
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예결위 부대의견

나. 문제점
❑ 조건부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점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제28조는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금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
였기 때문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보통교부금, 즉,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된다고 볼 수 있음
◦ 동 법률 제28조의 중앙정부의 지원 조항은 각 지자체의 통합을 유도
하기 위한 재정상의 특례이며, 통합이후에도 통합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중앙정부 지원 조건(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이 불리해서는 안된
다고 하는 취지임
◦ 통합이전에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받다가 통합이후에 국고보
조금(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것은 통합 창
원시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재원으로 지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 불리한 지원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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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자체의 특별현안수요, 시책수요 및 재해대책수요에 지원되어
야 할 특별교부세를 통합 자치단체 지원이라는 목적을 부가하여 사
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일반재원(보통교부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률 개정 필요
◦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제28조 상에 통합 지자체
에 대한 추가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교부세법」에는 통합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없음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상에는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추가지원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상 별도조항
이 없기 때문에 통합 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원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원방식밖에는 없음

❑ 통합 창원시 지원을 위해서는 법정률에 의해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내에서 통합지자체에 대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제28조를 개정하여 통합 지자체
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통교부세로 할 수 있도록 개정
◦ 이 경우 통합 지자체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 교부될 지방교부세 재원
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지만, 통합 지자체의 지원을 보통교부세로 지
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례: 2005년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한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매년 8,500억원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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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정의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육세법｣ 제 4조 제1항
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
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보
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로 지원하
여야한다.
<신 설>

제28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현행 본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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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통교부세로 지원한다.

3.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지방재정법｣)
3)

가. 현 황
❑ 2009년 결산액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45.2조원, 비과세 ․ 감면액은
15.0조원이며, 감면율은 25.0%에 달함
◦ 2005~2009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연평균 7.9% 증가에 그쳤으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연평균 41.6% 증가
◦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2005년 5.3조원 → 2009년 15.0조원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 2005년 12.8% → 2009년 25.0%
◦ 동기간 동안 국세의 감면율은 2005년 14.4%에서 2009년 14.7%로
안정적이었음에 비추어 지방세의 비과세 ․ 감면액의 규모와 증가추세
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추이: 2005~2009년
(단위: 억원, %)

연평균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세징수액(A)

359,774

412,937

428,519

454,797

451,678

7.9

비과세․ 감면액(B)

52,922

80,882

113,012

128,146

150,270

41.6

감면율(B/A+B)

12.8

16.4

20.9

22.0

25.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경수 분석관(788-4643, gskim0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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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징수액 기준으로 국가에 의한 비과세･감면(법률에 의한 감면)
비중은 99.4%, 개별조례 비중은 0.6%로 미미
◦ 2015년이상 장기감면 비중 57%(1.8조), 전액감면 비중 80%(취득세)
◦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은

수도권이

54%(8.1조),

비수도권은

36%(5.3조)로서 재정력이 높을수록 감면규모가 증가

나. 문제점
❑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이 급증하였음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증가는 지방세입 중 가장 중요한 자체수입
인 지방세 세원을 감소시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출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주도의 비과세･감면 급증은 지방 세출과 세입의 대응관계에서
발휘되는 지방재정 책임성의 실현을 저해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만성화, 기득권화 경향 심각
❑ 2009년 지방세 세수는 금융위기로 2008년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비
과세･감면액은 17.3% 증가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악화
❑ 지방세수 : (’08) 45.5조 → (’09) 45.2조, 감면액 : (’08) 12.8조 →
(’09)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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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의 한도액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비
과세 ․ 감면에 관한 국회 심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관련 입법시 그 감면비율에 대해 한
도를 정하여 일정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감면비율
한도제 도입필요
❑ 지방세특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그
감면비율에 대해 일정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특례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27조), 국세감면비율을 직전 3년간 평균의 +0.5% 이
내에서 관리하는 국세감면비율한도제(｢국가재정법｣ 제88조)가 운영되
고 있음

❑ 또한 각 중앙부처에 의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
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과 그 밖의 필요사항을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라. 국회 논의사항
❑ 2010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지방세를 감
면하는 경우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하도록 하는 감면조례 총량제가 도
입되었음

III. 지방재정 법률

45

❑ 그러나 개별 조례에 의한 비과세 ․ 감면액의 비중은 전체 비과세 감면
액의 0.6%(2009년 결산기준)에 불과하여 감면조례 총량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됨

마.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바. 개정의견
「지방재정법」

현 행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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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의 견
제61조의2(지방세감면의 제한) ① 행정
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
해 연도 지방세 수입총액과 지방세감
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감
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
방세 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
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의회의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요구권 신설
(｢지방재정법｣)
4)

가. 현 황
❑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 효율적 운영을 기하
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제44조를 근거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
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

❑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제도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자체심사와 상위 자
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의뢰심사가 있음
◦ 자체심사: 기초단체는 총사업비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신규 투 ․ 융
자사업, 광역단체는 총사업비 4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 투 ․ 융
자사업
◦ 의뢰심사: 광역단체심사는 총사업비 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기초
단체 신규 투 ․ 융자사업,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 투
․ 융자사업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기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심사결과를 국고보조금,
시 ․ 도비 지원 및 지방채발행 승인과 연계하여 운영함

❑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재정 투 ․ 융자 사업의 중앙심사 실적은
총 2,141건 209조 9,966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실시함

김경수 분석관(788-4643, gskim0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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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간 동안 중앙심사 결과 전체 심사대상 사업의 85.2%인 1,824건
183조 9,144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정 판정을 받았고, 14.8%인 317건
26조 822억원 규모의 사업이 실시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음
◦ 2009년의 경우 총 265건 30조 7,764억원의 사업이 심사대상 사업으
로 심사를 받았으며, 그 중 85%인 225건 26조 6,204억원 규모의 사
업이 적정으로, 15%인 40건 4조 1,560억원의 사업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
연도별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 중앙심사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합 계

적 정

부적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수

251

329

313

301

365

317

265

금액

245,993

278,412

288,054

300,074

405,820

273,849

307,764

건수

199(79%) 276(81%) 266(85%) 244(81%) 338(93%) 276(87%) 225(85%)

금액

214,238

건수

52(21%) 53(19%) 47(15%) 57(19%)

금액

31,755

225,244

53,168

243,484

44,570

257,605

42,469

391,684

240,685

266,204

27(7%) 41(13%) 40(15%)
14,136

33,164

41,560

주: 1. 적정 = 적정 + 조건부추진, 부적정 = 재검토 + 부적정 + 반려.
2. ( )안의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 3.

나. 문제점
❑ 현재 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제도는 지자체의 대규모 신규 투 ․ 융자사
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그 외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심사를 통
한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미흡함
◦ 현행 법령상 기초단체는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광역
단체는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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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현행 법령1)상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 지자체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 의뢰심사를 받을 만큼 액수가 크지 않
아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최근 지
역개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임

다. 개선방안
❑ 지방정부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지자체 집행부 견제 ․ 감시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를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현행 「지방재정법」을 개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사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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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지방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7조(재정투ᆞ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
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
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재정투ᆞ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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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타 법률

1. 통행료를 차등 적용받는 도로규정 신설
(｢유료도로법｣)
2)

가. 현 황
❑ 통행료 징수 총액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법 제16조제3항)
❑ 그러나 동법 제18조에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
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
고 있음
❑ 유료도로관리청은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나. 문제점
❑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
도록 규정한 동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8조에 통합채
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동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
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적용에 있어 동법 제18조와 상호 충돌하
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서명관 분석관(788-4629, mks0611@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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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
은 해당도로는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국회 논의사항
❑ 통행료 폐지 및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의 조건을 법률
에 규정하는 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 발의되어 2010년 12월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임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2008. 7. 10, 상정: 2008. 12. 3
관련내용: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에 대해
통행료 폐지 및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 2008. 8. 4, 상정: 2008. 12. 3
관련내용: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에 대해
통행료 폐지 및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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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2008. 12. 30, 상정: 2009. 4. 15
관련내용: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
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개정의견
｢유료도로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청 또
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
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
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유료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8조(통합채산제)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
권 자는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유료도
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중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
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설유지
비총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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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부담금관리기본법｣)
3)

가. 현 황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200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 부담금 총 징수
실적은 2008년 대비 4,660억원이 감소한 14조 8,047억원으로 3.1%
감소되었음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 부담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부담금 운용에
관한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전년도 부담금 운용
에 관한 결산 성격의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부담금에
대한 사전적인 운용계획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음

나. 문제점
❑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조세
외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가 존재함

예승우 분석관(788-4639, almotas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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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수입금으
로 포함되지만, 이를 총괄하여 별도의 부담금계획서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입계획안을 통해서만 그 규모를 간
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등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와 공단 등에 귀속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국회에서 사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부담금은 국민에게 일정한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
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14조 8,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국
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예산심의 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1) 등과 함께 부담금 부과총액, 부담금별 적
정 부과수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개선방안
◦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 다음연도에 부과할 부담금 규모 및 요율 등
에 관한 전망치를 작성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국회 논의사항
❑ 동일한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
의, 2009.12.31)'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1) ｢국가재정법｣ 제7조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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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정의견
｢부담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신 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매년 다음연도에 부과할 부담금
의 요율 및 규모 등이 포함된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
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
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④ --------------------- 제3항--------------------------------------------------------------------------------------------------------------------------------------------------------------------------------------------------------------------.
⑤ 부담금운용계획서, 부담금운용종합
계획서,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
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
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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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국가재정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 현 황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1)이 ‘기금’으로 운영되
는 것과 달리 정부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편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조
로,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음

❑ 재정위험이 큰 사회보험성기금 등은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2010.5)되었지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기금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동법 적용에서 배제됨

나. 문제점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운용규모가 가장 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주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중
장기 재정관리가 미흡함
◦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10년 36조 3,341억원으로 8대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매년 가속되는 급여비 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규모는 2010년 2조 8,998억원이며, 2008~
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86.8%임
김태은 분석관(788-4637, tekim@assembly.go.kr)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상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6종의 사회보험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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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및 정부지원 재정 현황
(단위: 억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지출규모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63,341

12.8

건강 정부지원금(A)
보험 - 일반회계

38,362

36,718

40,262

46,828

48,614

6.1

28,698

27,042

30,023

36,566

37,984

- 기금

9,664

9,676

10,239

10,262

10,630

-

-

8,311

21,387

28,998

86.8

-

-

3,410

8,501

10,774

77.8

-

-

1,319

2,035

3,323

-

-

2,091

6,466

7,451

-

-

-

831

793

지출규모
노인 정부지원금(B)
장기
-국고지원금(운영비지원)
요양
보험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급여부담금
기타

주: 1. 2006~2009년은 결산기준, 2010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서(2010.1) 기준
2. 2010년 수입 및 지출은 2009.10월 기준 추계치
3.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차상위지원금은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다른 사회보험들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중장기 재정관리계획이 국가재
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
4,800만명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2010. 5. 17에 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 계획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중심으
로 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정부재정의
관련 자료로서 국회에 제출될 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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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
◦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73조의 3(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자동으로 중장기 재정관리계
획 수립 의무가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됨
◦ 기금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2008.12.22)2)되
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개정의견을
배제함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 체계
로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
장기 재정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
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라. 재정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2) 이혜훈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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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국가재정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
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
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
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
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
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
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
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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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2.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의2에 따
른 중장기재정관리계획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정관리계획
④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현 행
<신 설>

개 정 의 견
제92조의2(중장기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정관
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2. 재정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재정관리계획 대비 변
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
한 평가·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
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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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 행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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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의 견
제58조의2(중장기재정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
하여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회계
연도 이상의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2. 재정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재정관리계획 대비 변
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
한 평가·분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
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도작업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처리규정 신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3)

가. 현 황
❑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은 세계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중 법률
에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적립금 · 이익잉여금 등으로 적립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방법
으로 처리하여야 함
❑ 그런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설치 근거법률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나. 문제점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동 회계의 세계잉
여금은 일반회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며,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최철민 분석관(788-4624, cmpower@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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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교도작업특별회계 결
산상 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는 내용의 잉여금 처리
에 관한 규정 신설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개정의견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현 행
<신 설>

66

재정법률 개선과제

개 정 의 견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5.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절차 명확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현 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
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을 보고 받고 보조금을 확정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
◦ 이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
업자는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하여
야 함

❑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 완
료 후 집행잔액과 함께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2)
◦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지
침에서만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예승우 분석관(788-4639, almotasim@assembly.go.kr)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
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
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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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현행 법률은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보
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반납에 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예산집행지침에서만 이자반납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이자수입의 반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
한 실정임
❑ 실제로 2009년도 국회 결산심사 시 보조금으로 인한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정산 및 국고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면서, 보조금법 개정을 통하여 이자 반납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보조금 이자 관련 2009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국고보조금 집행잔
액 및 이자발생액
정산처리 개선 필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이자 반납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 기한 및 절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정산 관
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 각 보조사업별 정
산금액이 사후 확인․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개선방안
❑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 명령 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이자수입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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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국회 논의사항
❑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도입, 유사 보조사업 예산 통합, 보조금 환수
제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에 계류 중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안: 2010. 7. 21, 상정: 2010. 11. 15
관련내용: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에 대한 반납의무를 명확하게 규
정함

바. 개정의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의 견

第31條(補助金의 반환) ①中央官署의
長은 補助金의 교부결정을 取消한
경우에 그 取消된 부분의 補助事業
에 대하여 이미 補助金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取消
한 부분에 해당하는 補助金의 반환을
命하여야 한다.
②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할 補助金의 금액을 第28
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補助金이 그 확정된 금
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超過額의 반환을 命하여야 한다.

第31條(補助金의 반환) ① ---------------------------------------------------------------------------------------------------------------------------------------------------------------------------------------------------------------------------------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
생한 이자의---------------------------------.
②-------------------------------------------------------------------------------------------------------------------------------------------------------------------------------------------------------------------------------------------------------초과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자를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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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TL 사업 추진실적 등의 국회 제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국가회계법｣ )
3)

가. 현 황
❑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BTL 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의결하고 있으나, BTL 사업의 추진실적은 제출되지 않고 있음

나. 문제점
❑ 최근 5년 간 BTL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BTL 한도액과
협약체결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 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현황
(단위: 조원)

2005

2006

6.2(128개)

고시
협약체결

BTL 한도액

2007

2008

2009

8.3(142개)

9.9(94개)

5.0(65개)

6.5(56개)

3.8(86개)

7.2(124개)

5.5(78개)

2.9(57개)

5.0(29개)

3.3(83개)

6.8(124개)

4.2(77개)

2.7(53개)

2.9(6개)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대상사업 수를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BTL 한도액을 적정 규모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실적에 관
한 정보가 필요하나, 정부가 제출하는 BTL 사업의 총한도액 등에는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만 포함되어 있어
결산정보의 예산으로의 환류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오세일 분석관(788-4640, manics531@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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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도록 되
어있음1)

다. 개선방안
❑ 미래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BTL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정부가 결산
서를 제출할 때 BTL 추진실적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동 법률이 시행된 2009년 1월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약 1년 6
개월 동안 1건의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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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
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
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② ----------------------------------------------------------------------공개하여야 하고, 국
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국가회계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
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
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11. (생 략)
<신 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
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
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11. (현행과 같음)
1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
형 민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
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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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가. 현 황
❑ 2010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BTL사업 정부지급금추계
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국회에 제출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
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
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관련
◦ 현재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대상을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한 재정정보 전달을 위해서1) 정부지급금추계
서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김소정 평가관(788-4681, kimsoj@assembly.go.kr)
1) BTL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이 끝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성과요구수준, 사업비, 향후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BTL사업은 실시협약 내
용을 기준으로 사업관리가 되고 있으며, fast-track을 적용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에 우
선협상 대상자만 지정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도 많고, 현재까지 실시협약 후 실시계획승인이
나지 않고 취소된 사업이 한 건도 없음. 참고로, 실시협약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적게는 3-4
달, 길게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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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정부
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은 예산심사에 있어 정보가치가 미약하므로2) 정부지급금추계
서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범위 관련
◦ 현재는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시 국고부담분에 대한 추계만을 작성
하고 있으나 BTL사업으로 인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
담, 재정경직성 요인을 확인하고 국가 전체 재정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고 뿐만 아니라 지방비로 충당되는 정부지급금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므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시 지방비를 포함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개선방안
❑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관련
◦ BTL로 인한 향후 정부부담에 대한 정보의 신속 전달 및 실효성 있
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대상을 ‘실시계획승인
을 받은 사업’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정부지급
금추계서 작성기준을 ‘해당 회계연도부터’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
터’로 변경

❑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범위 관련
◦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시 국고 뿐만 아니라 지방비로 충당되는 정부
지급금을 포함하도록 개선

2) 2010년을 예로 들면, 2010-2014년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2010년에 지
급될 정부지급금은 이미 2010회계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2009년에 국회심의가 끝난 상황임.
시설 준공이 지연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BTL정부지급금은 지출되게 되어 있고,
동 자료를 10월1일에 제출하게 되므로 결산금액도 아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지급
금 추계는 국가예산심사에 있어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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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정의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
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
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
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
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작성) ①----------------------------------------------------실시협약을 체결한
------------------------------------------------------------다음 회계연도부터--------------------------------------정부지급금(지방비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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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명확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가. 현 황
❑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함1)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원칙, 부담금 존속기한,
권리구제절차,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 등 부담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가산
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별표에 따라 95개 법률에서 부담금 징수
근거를 두고 있음

나. 문제점
◦ 「부담금관리 기본법」제4조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부과요건,
산정기준, 부과요율 등을 부담금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
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2)
예승우 분석관(788-4639, almotasim@assembly.go.kr)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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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
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3)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3조4)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을
농어촌 지역 전기시설 공사비의 재원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으며,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도 두지 않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제37조5)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
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목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금액
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
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
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윤준승·정지은·이남수,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2010.9, 국회예산정책처, p.19.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
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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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수입원 중 하나로 특정물질 제조업
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부담금 관련 규정의 경우 국민에게 일정한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바, 법률에 하위법령에 위임할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
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규정은 부과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제
4조의 취지 및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6)에 대한 위헌
소원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걷는 ‘모
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및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금액 및 모금방법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
이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
성 ․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함7)

다. 개선방안
❑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요건 등을 부담금의 근거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6)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기금의 모금)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
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헌재결, 2002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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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회 논의사항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산정기준, 징수방법, 이의신
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
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10.9.17)’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마. 개정의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
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재정융자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내선시설(內線施設) 공사비는 전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
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① -------------------------------------------------------------------------------------------------------------------------------------------------------------------------------------------------------------------------------------.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④ ․ ⑤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
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IV. 기타 법률

79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7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
토해양부장관(제45조제1항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분담금
의 수납ᆞ관리ᆞ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
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
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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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
(｢하천법｣)8)

가. 현 황
❑ 정부는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함
◦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 개발 및 보전을 위
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1)은 이수, 치수, 하천환경 및 수
자원 조사 ‧ 연구개발의 미래 로드맵을 제시함2)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 이용의 적정화, 하천환
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임3)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임4)

❑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 ‧ 해설｣(2009)은 ‘유역종합치수계
획’이 아닌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술하고 있음5)

안태훈 평가관(788-4678, matins10@nabo.go.kr)
1) ｢하천법｣ 제23조
2)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2006, p.3.
3) ｢하천법｣ 제24조
4) ｢하천법｣ 제25조
5) 국토해양부, ｢하천설계기준 ‧ 해설｣, 2009,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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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하천법｣ 제24조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
이용의 적정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명칭과 내용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음
❑ 하천계획 수립시 이수와 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만, 국토해양부는 명칭에 근거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하천유역의 개발 · 이용의 적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국토해양부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준설과 같이 이수와 치수를 함
께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치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음

❑ 치수만을 고려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
는 ‘하천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므로, 효율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음

다. 개선방안
❑ ｢하천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
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유역종합계획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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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하천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
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
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
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
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4조(하천유역종합계획----------) ①-----------------------------------------------------------------------------------------------------------------------------------------------------------------------------------------------------------------------------------------------------------------------------------------------하천유역종합
계획(이하 "하천유역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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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6)

가. 현 황
❑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및 외교통상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확정(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 기본계획에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운용계획 포함
❑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중복사업 등의 조정
을 거쳐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
를 확정(동법 제10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동법
제13조)
◦ 평가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나. 문제점
❑ 2010년 1월 25일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7월 25일 시
행)에 따라 2010년 12월 21일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간종합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나, 근거법률에는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강혁 분석관(788-4642, tivm9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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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
황에서 2015년 이후 연간 4조원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대외
원조사업이 대내 정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대외원
조 사업의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집행의 전제가 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
❑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국방개혁’이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은 정부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
률에 규정되어 있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

다. 개선방안
◦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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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정의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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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금 사용잔액의 세입 이입
(｢국고금관리법｣)
7)

가. 현 황
❑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예산총계주의를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
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세입세출예산 외의 일정 용도에 사용됨(「국고금관리법」 제34조)
❑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2007년 921억원, 2008년 457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676억원이며, 운용수익금 중 사용액은 2007
년 6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637억원, 2010년 361억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 누적액은 1,191억원에 달함

나. 문제점
❑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현재 세입조치 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
❑ 특히 2010년 6월 29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통합계
정 대상에 3개 특별회계(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를 추가하고,
국고금 잔고 목표제가 2010년 7월부터 실시됨으로써 국고 여유자금
의 운용규모 및 운용수익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고금 잔고 목표제는 통합계정 계좌에서 매일 지출해야 하는 최소
자금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현재 잔고 목표는 1조원임(제도시행 이전
국고금의 연간 평잔은 5조원)
이강혁 분석관(788-4642, tivm9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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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방안
❑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중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제34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 소요액
❑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음

마. 개정의견
｢국고금관리법｣

현 행

개 정 의 견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
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
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
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
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
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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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
의 용도에 사용하되,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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