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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 경기침체 현상이 선

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 고령

화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

기침체 상황에서 정부지출은 확대되는데 반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김이석, 

2004). 최근 정부는 11조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7년도 국가예산으로 예정된 400여조를 넘는 682조 7천억이 정부부채로 GDP대비 

40%에 달하고 있어 예산 및 재정정책에 있어 정부의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어려운 정치경제 

상황 하에서 조세구조나 정부 지출구조의 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자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그 중심은 민간 부문의 경쟁

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방식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성과를 중시하는 예산과 재정개혁을 2004

년에 단행하였다. 국가 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함께 예산규모 및 부채규모에 대한 거시예산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

에 따른 사업별･부처별 예산사용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탑다운(Top-Down)예산제도1) 그리고 예산집행결과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탑다운 예산제도는 2004년 전체 중앙부처에 도입되어 2005회계연도 예산부터 본격적

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제도는 지출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동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과다요구-대폭삭감’이라는 비합리적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기존의 예산제도는 기존예산의 증액과 신규사업의 요구로 인해 예산총액

1) 탑다운예산제도의 공식적인 명칭은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이나, 실무자들은 이를 간략히 줄여 

탑다운예산제도라고 주로 지칭한다(권민경, 2009: 43). 본 연구에서는 탑다운(Top-Down)예산제도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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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증적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재정당국 중심의 집권적 재정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제도의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함성득 외, 2010).

하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탑다운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

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중앙정부 예산을 분야별, 소관

별, 성질별 분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가 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총 26

년을 대상으로 하여 탑다운 예산제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절을 제외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서는 탑

다운 예산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예산개혁 과정을 조망하고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기

존연구와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Ⅲ절 연구모형에서는 Zellner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이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분석 자료와 변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Ⅳ절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소관별, 성질

별, 부처별 사업부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의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예산개혁에 대한 논의

예산개혁(budget reform)은 예산의 통제, 관리 및 계획 기능을 통한 행정기관의 합리

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윤성채, 1995). 이것은 행정부 주도하에 관료

의 재량권을 억제해 부정부패와 예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치･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지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통제하는 유효한 예산제도로서 

도입된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리자들이 관리적 측면에서 하위 관리자

들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예산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 남아 있다(주기완･윤성식, 2012). 

그러나 단순히 세출 통제에 중점을 두고 어떤 투입 요소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산제도로서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에 따른 성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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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책임에만 지나친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영진, 2014).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정부 재정의 적자 누적 타개와 재정 지출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해지자 공공부문에 일련의 성과 중심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공공부문의 비

효율성의 본질은 관료제의 특성에 의해 내재된 것이다(윤성채, 2001). 기계적 효율성으

로 요약되는 통제중심의 관료적 패러다임은 재정환경을 둘러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임도빈, 2009). 이러한 

맥락에서 관료제를 비판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고위 관료에 의한 

정책 결정보다는 중간 관리층에 의한 주민 중심의 제도와 절차에서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 개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재정 적자의 누적에 따른 정부의 빚이 커지게 되자 

정부의 비효율적 관리가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주요 요인이 되어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인을 불식시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OECD 국가들은 공공 개혁의 일환으로 예산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탑다운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재정사업을 보다 단순화하고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거시적 관점에

서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2.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

서구 선진국에서 탑다운 예산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

해 정부의 총지출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었던 성격이 강한 반면, 참여정부

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인을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다(강태혁, 

2006). 당시 동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나 정치적 이념은 참여와 분권

으로서 국정패러다임을 불신과 통제로부터 신뢰와 자율로 전환하고 중앙집권에 의한 불

균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재정운영방식은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용이 곤란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2)과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의식이 취약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정당국은 지출한도와 편성지침만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부처

의 정책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도입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권오성･
2) 기획재정부, http://investpool.go.kr/kor/policy/fiscal_innovation/total_division/view.jsp (검색일, 

2017.1.30.)



탑다운(Top-down)예산제도의 성과 분석: 분야별･소관별･성질별 예산을 중심으로 205

오시영, 2008). 

이러한 제도의 도입 목적을 따라 하향식 예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형성된다. 먼저 

국가경제상황에 기초한 중기예산계획(MTBF: mid-term budget framework)을 수립하

여, 총 세출규모의 한도를 설정하고, 총 세출한도 범위 내에서 하위범주로서의 기능별 

세출의 한도를 설정하며, 마지막으로 범주별 세출한도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자율적으

로 예산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총 세출규모 한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중기예산계획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국가재

정법에 따라 2007년부터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기능별 세출한도 설정단계는 국가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총 세출범

위 내에서 각 범주별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과거 상향식 예산방식을 따를 때에는 

각 행정기관의 요구에 기초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사정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하향식 방식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이 중심이 된 각료회의를 거쳐 행정부의 장이 국가의 

정책우선순위와 성과결과를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한다. 마지막 행정기관의 자율적 예산

결정 단계에서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관리

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된다. 즉, 각 행정기관의 목표가 제시되고 목표달성 성과에 따라 

책임이 부여되는 성과에 근거한 예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운용 행태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은지 외, 2016). 탑다운 예산제도의 핵심은 지출한도의 설정과 각 부처의 준수 여부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출한도를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출한도 보다는 주요 

재정개혁 과제의 논의를 위주로 하며, 예산안 지출한도 미준수기관의 수도 증감을 반복

하는 등 사업담당 부처는 지출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와 정치구조 간 부정합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본래 탑다

운 예산편성 방식은 영국과 스웨덴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규모 통제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수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제

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된다는 차이가 있다(강태혁, 2006). 

3. 선행연구의 검토

1)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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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나, 예산요구액의 변화를 분석한 실증연구, 그리고 소수이나 연역적 미시방법론

을 적용한 연구로 압축된다. 

이강호(2006)는 탑다운 제도 시행 2년차에 제도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과거의 

bottom-up 방식과 비교 정책 자료와 면담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과거 

bottom-up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과잉요구-대폭삭감’의 관행이 제도의 도입 후 크게 개

선되었으며,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부처의 지율적인 예산 요구로 부처의 경험과 전

문성을 살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성

과가 있다고 보았다. 

권민경･김병섭(2009)는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 방식으로 제도의 도입 이후에 부처의 

자율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부처 예산편성에 대한 기획예산

처의 사후통제가 이루어졌으나 칸막이된 지출한도 및 편성지침과 같은 사전통제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였다. 저자들은 지침에서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과 신규사업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구조적 문제로 설명하

였다. 

권오성･오시영(2008)은 각 부처 사업담당자와 예산관련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탑다운 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부처가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

아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

였다. 

윤성식(2006)은 제도 도입 전후, 2001년부터 2006년을 대상으로 사업부처, 비사업부

처, 청단위기관의 예산요구액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을 통해 예산항목의 구

조조정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예산요구액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제도의 시행 이후 부처 내부에 예산심의회 규정이 신설되고 예산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정해방(2004)은 2003년 제도의 시범실시 후 대상기관의 전면적 확대가 이루어진 

2004년에 제도운영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05년도 예산요구서를 분석

한 결과, 분석기간이 짧아 결론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매년 반복되어온 과다 요구

는 줄어들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들을 전망하였다. 

함성득 외(2010)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사업별 예산액의 실증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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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예산은 제도의 

시행이후 전년 대비 소폭의 증감을 나타내는 점증적 예산편성행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이전에는 연도별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매년 비슷한 범위 

내에서 변화하였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예산요구액 증감율 폭이 도입 이전에 비해 커

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점증적 예산편성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면담이나 예산요구액을 이용한 실증분석 이외에도 김은지 외(2016)는 총액배

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성공 요건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제도 운용 현황을 진

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선적인 사회계획자 상정 모형과 모든 것을 사업부처가 결정하

는 현실적인 모형을 설정한 후 각각의 해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으

로 구분하였다.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정부사업에 대한 정보력, 중앙예산기관과 사업 부처의 자기이익 추구 정도, 이익집단과 

정치인의 영향력, 환류 및 사후평가의 엄격함 등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1> 탑다운 예산제도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방법 저자 주요 내용

면담

이강호(2006) ‘과잉요구-대폭삭감’의 관행이 제도의 도입 후 크게 개선

권민경･김병섭(2009) 신규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같은 사전통제 역시 지속

권오성･오시영(2008) 사업 부처의 집행 탄력성 보장 개선 필요

실증분석 

윤성식(2006) 예산요구액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

정해방(2004)
매년 반복되어온 과다 요구는 줄어들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들을 전망

함성득 외(2010)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분야 예산은 제도의 시행이후 전년 대비 소폭의 증
감을 나타내는 점증적 예산편성행태가 점진적으로 개선

이론 김은지 외(2016)
자선적인 사회계획자 상정 모형과 모든 것을 사업부처가 결정하는 현실
적인 모형을 설정한 후 각각의 해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적 방법과 사후
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건 제시

기존연구를 살펴본 결과, 예산요구액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탑

다운 예산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면담 결과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연구들

은 이러한 결과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재정당국 우위의 예산편성 관행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정치구조상의 문제로 요약하고 있다(권민경･김병섭, 

2009; 권오성･오시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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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차별성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그간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점증적 예

산편성관행이 개선되었는지, 부처의 자율성이 증진되었는지, 또한 재원의 전략적 배분

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실

증분석 연구들이 탑다운 예산제도 시행 직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분석기간이 짧고, 부

처를 선정하여 예산요구액 변화 추이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정도만 시행하고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

하여 탑다운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들보다 더 많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당초에 의도하였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하여 제도가 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전 15년과 이후 10년, 

총 26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분야별(기능별) 예산, 소관별(부처별) 예산, 성질별(품목별) 예산 및 주요사업비가 부처 

예산의 50% 정도가 되는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

통부 등 4개 부처의 사업부문 예산을 대상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엄밀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모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분야별(기능별) 예산, 소관별(부처별) 예산, 성질별(품목별) 예산, 부처 사업

별 예산액의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

체적으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년의 예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제도 시행 이전

과 이후를 비교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1990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당해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예산액을 각

각 분석하고 4개의 부처를 선정하여 해당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을 추가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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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보다 정밀하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부처별 사업예산은 1995년부터 2015년까

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1995년 이전의 사업 항목이 그 이후와 상이하여 통일

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하여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동일한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분야만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 분석에서 4개 부처는 윤성식(2006)의 분류3)를 참조하여 국민 

생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부처 중에서도 사업비가 부처 예산의 50% 정도

인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SUR 

모형은 일반적인 개별 회귀모형식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 일종의 집합체이다. 

                (1)

여기서  K=1,....., n이며 개별 회귀모형 구조를 지칭, n개의 종속변수를 가진 방정식 

체계 가운데 k번째의 방정식의 형태를 갖는다. SUR은 GLS방법을 활용하여 n개의 회귀

모형에 포함된 동일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이 추정방법은 동일 시점

에 구축된 추정모형 간 오차항이 서로 상관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에 활용되며4) 여러 회

귀식에 걸쳐 제약(restrictions across equations)이 주어진 경우의 회귀계수를 추정할 때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종속변수가 존재할 때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예산의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정하는 OLS 분석방법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윤성식(2006)은 정부조직을 총 4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제1그룹은 국회, 대법원, 감사원 등 독립된 헌

법기관으로 행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예산 신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대통령비서실, 대

통령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비사업 부처는 탑다운 예산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2그룹은 정책결정부처로서 주요사업비가 부처 예산의 약 50% 정도인 사업부처이며 제3그룹은 대통

령비서실, 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통일부, 외교부 등 집행기관인 청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또한 4그룹은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국

세청, 관세청 등의 청 단위 기관이다. 

4) 각 모형의 회귀계수는 OLS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오차항이 방정식의 집합체 상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된다면 오차항은 상호 독립적이라는 회귀모형의 전제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추정과정을 통해 방정식의 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단, 이는 오차항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활용되며, 만약, 상관계수가 0이라면 SUR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얻는 결과와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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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설정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 

kr)에 등록된 1990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분야별･소관별･성질별 일반회계 

예산액 및 1995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국토교통부 사업 부문별 일반회계 예산액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인구, 

노인인구 관련 데이터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서 가져왔다. 

본 연구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본래 의도했던 제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분야별 분류, 소관별 

분류, 성질별로 나누고, 선정된 4개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을 대상으로 하여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된 2005년을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분야별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활동영역별 예산 배분

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부예산을 통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부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예산정보이며 입법부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주는 예산분류 방식

이다. 소관별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 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으로 조직 단위는 예산편성, 집행 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므로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사정 및 입법부의 예산심의에 가장 유용한 분류방식이다, 성질별 

예산은 예산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하여 한계를 정해 배정하는 통제 지향적 분류 

방법이다(윤영진, 2014). 이러한 3가지 예산유형의 분류는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

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탑다운 예산제도를 독립변수로, 중앙정부의 분야별･소관별･성질별 예산 각 항

목의 절대액 및 예산총액대비 비중과 4개 부처의 사업예산 항목의 절대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비중과 절대액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인 

중앙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가능한 

자료의 제약 및 여러 변수들 간 의미의 중복으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

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모형에서 주로 제시되는 

변수들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우선 통제변수로서 전년도 종속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 세출예산은 

보통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경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특정 연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통제변수가 사용되지 않았

을 경우 이전년도 종속변수는 모형에서 누락변수에 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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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Davis 외(1974)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를 예산과정에 적용시킨 대표적인 

연구로 점증주의는 정책결정자들이 전년도 예산에서 미시적 조정만을 거침으로써 결정

에 이른다고 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고려되지 않는 대신 기존 예산(일

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미시적인 변화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한, 1990년부터 2004년 탑다운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시점까지 제도 추진과정에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정치적 변화와, 1998년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성장률의 변동 

등 외부적으로도 환경적 변화가 있었던 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권더미와 경제성장

률을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예산은 예산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이념이 

반영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함

성득･윤기중, 2002) 정권더미변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와 같은 

국가의 경제상황이 예산규모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

다(Wilensky, 1980; 김행범, 1995; 함성득･윤기중, 2002). 또한 1인당 GDP는 국가의 전

반적인 소득수준을 의미하는데 국민의 소득수준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밖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노동력과 관련된 인구 변수와 인구고령화 수준을 고려

한다. 인구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 

인구 규모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향상시키며(Grossman & 

Helpman, 1992; 홍근석･김종숙, 2012),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들에 대

한 지출 수요가 커지므로 세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마지막으

로 예산은 점증적 성격을 가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향변수(time trend)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변수의 정리

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 

도입여부 (system)
1990년~2004년: 0
2005년~2015년: 1

종속변
수

분야(기
능)별 
예산5)

일반･지방행정

1990년~ 2015년 세출예산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별 비중 및 
절대액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정부의 활동 영역별 예산 배분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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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현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소관(조
직)별 
예산6)

기획재정부

1990년~ 2015년 세출예산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별 비중 및 
절대액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 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조직별 분류)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품목(성
질)별 
예산

인건비
1990년~ 2015년 세출예산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 항목별 비중 및 
절대액

예산을 지출 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 
(성질별 분류)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

상환 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부처내 
부문별예

산

교육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1995년~2015년 세출예산
4개 부처를 선정하여 그 부처 내 부문별 

사업예산의 절대액

보건복
지부

공적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보건

문화체
육관광

부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국토교
통부

주택,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통제변수 경제성장률 (growth) 전년대비 당해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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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변수를 바탕으로 탑다운 예산제도의 성과를 검정하기 위한 회귀방정

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위 식에서 하첨자 i는 분석단위를 의미하며, Budgeti는 분야별･소관별･성질별 예산과 

4개 부처의 사업부문 예산을, Xi 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한다. 한편 εi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인 분야별･소관별･성질별 예산의 중앙정부예산총액대비 비중 및 절대액과 4

개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 절대액과 제도 도입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dummy 

variable), 정권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는 아래 

5) 기능별 분류에서 통일･외교, 환경보호, 통신 항목은 각각 2006년, 1995년, 1995년부터 신설되어 연

속성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는 부처의 신설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제외하였다. 각 

부처는 편의상 2015년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국민총생산의 변화량

1인당 GDP (gdp) 1인당 국내총생산

인구 (pop) 주민등록인구통계

65세 이상 인구 (oldrate)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년도 종속변수 (pre_) 전년도 종속변수

정권 더미 변수 (dummy)

1990년~1992년 : 노태우 정부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1998년~2002년 : 김대중 정부
2003년~2007년 : 노무현 정부
2008년~2012년 : 이명박 정부
2013년~2015년 : 박근혜 정부

경향 변수 (timetrend)
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
1990년~2015년 :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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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년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5.38%, 1인당 GDP 평균은 1,598만원이며, 인구 규모의 평균은 47,293,248 명을 

나타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8.5%를 나타냈다.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성장률 (growth)
(단위: %)

26 5.38 3.59 -5.5 11.3

1인당 GDP (gdp)
(단위: 백만원)

26 15.98 6.72 7 28

인구 (pop) (단위: 명) 26 47293248 2308390 42869283 50438242

65세 이상 인구 (oldrate)
(단위: %)

26 8.5 2.58 5 13

경향 변수 (timetrend) 26 13.5 7.65 1 26

2. 실증모형 추정 결과

분야별 예산의 비중을 분석한 <표 4>에 따르면 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계수의 크

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국방’,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예비비’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제도 시행 이후 위 항목의 예산 비중은 다소 감소했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기타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을 살펴보면, 경향변수(timetrend)는 ‘문화 및 관광’ 분

야에서만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이는 분

석기간 내의 문화관광 예산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성장

률(growth)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회귀계

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이 분야의 예산 비중이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예비비’ 항목의 예산비중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pop) 변수는 ‘교육’, ‘문

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분야에서 회귀계수가 양

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면 위 분야들의 

예산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인구비율(oldrate) 변수는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수산 분야 예산비중에서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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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이 두 분야의 예산비중이 증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부(-)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하면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비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태우정부(dummy1)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의 예산비중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분야는 3.69% 감소하였고, 김영삼정부(dummy2) 때

는 ‘예비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정부(dummy3) 때는 ‘과학기술’, ‘예

비비’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명박정부(dummy4)때는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 ‘교

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의 회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위 분야의 예산비중이 노무현 정부시절에 비해 감소한 것을 의미한

다. 박근혜정부(dummy5) 때는 ‘문화 및’ 관광 예산비중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비중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예산 변수(pre_)는 ‘일반 및 지방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회귀계수 값을 가진다. 이는 나머지 

항목들의 예산총액대비 비중이 제도 도입 이후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 예산의 절대액을 분석한 결과7)(부표 1 참조),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비중(%) 

분석과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항목이 ‘문화 및 관광’ 과 ‘예비비’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제도 도입 전후 변화를 설명할 수 없

으며, 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괄목할만한 것은 분야별 예

산 절대액 분석에서도 전년도 예산 변수(pre_)는 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항목 가운데 ‘교육’, ‘산업중기에너지’,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이 양의 회귀계

수 값을 가진다. 이는 전년도 예산이 현년도 예산에 점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하여 점증적 예산편성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산분류별로 비중과 절대액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본문

에 너무 많은 분석표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관계로 절대액을 분석한 결과표는 부록으로 첨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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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소관별 비중(표 5)과 소관별 예산 절대액(부표 2)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의 회귀계수를 가지므로 탑다운 예

산제도 도입 이후 예산이 감소한 반면 환경부는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제도 도

입 이후 예산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탑다운(Top-down)예

산제도가 시행된 이후 큰 변화가 없고, 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로 전략적인 배분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야별 예산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전년도 종속변수는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양의 회귀계수를 나

타내는 항목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처별 예산은 분야별 예산

보다 점증성이 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의 부처별 

사업부문 예산 절대액 분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부문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만이 5%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모

든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질별(품목별) 예산 비중(표 7)과 절대액(부표 4)을 분석한 결과,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되는 항목이 없어 제

도 도입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예산 전반적으로 탑다운(Top-down)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으며 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처별로 전략적인 배

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년도 종속변수 추정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예산이 현년도 예산에 점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점증적 예산편성 관행의 개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

았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4개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

화예술’ 부문 예산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위의 분석들과 마찬

가지로 제도의 도입 이후 일률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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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질별(품목별) 예산 비중(%) 분석

변수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system
-1.48525**
(0.665463)

-0.20160
(0.479394)

1.368040
(3.321810)

-0.74579
(0.987160)

0.279779
(0.602199)

-1.96744
(4.415446)

-1.50078***
(0.343476)

timetrend
-0.10485

(0.235000)
-0.07861

(0.136646)
0.407702

(0.938652)
0.003400

(0.304894)
-0.12167

(0.167758)
0.090569

(1.291607)
-0.14982

(0.096573)

gdp
0.038098

(0.124326)
0.120811

(0.092388)
-0.20246

(0.636514)
-0.23765

(0.193139)
0.143469

(0.125205)
0.077266

(0.845156)
-0.00908

(0.066831)

growth
0.063384

(0.038366)
-0.10958***
(0.030129)

0.112644
(0.198511)

0.058922
(0.061877)

-0.00466
(0.035915)

0.112037
(0.264345)

-0.04692**
(0.023114)

pop
1.076E-7*
(5.433E-8)

2.716E-7***
(4.585E-8)

3.961E-7
(2.472E-7)

1.51E-7*
(7.103E-8)

-8.52E-8*
(4.085E-8)

5.344E-7
(3.317E-7)

1.489E-7***
(2.356E-8)

oldrate
0.158753

(0.348153)
-0.43496*
(0.244658)

1.256729
(1.676096)

0.326475
(0.475684)

0.439195
(0.277326)

-1.63805
(2.274274)

-0.05879
(0.161271)

dummy1
1.506262

(1.344861)
3.141167**
(0.998653)

4.067334
(6.890735)

5.006741**
(2.079932)

0.834506
(1.223268)

-8.94455
(9.2186660

-3.15385***
(0.723106)

dummy2
-1.56200

(1.062285)
5.409849***
(0.847766)

1.453047
(5.439702)

2.854050
(1.614371)

0.470874
(0.961946)

-1.76273
(7.218597)

-3.12960***
(0.582291)

dummy3
-2.27166***
(0.596341)

4.005476***
(0.442983)

-2.22926
(2.793876)

-0.98205
(0.794165)

0.644241
(0.502979)

3.163745
(3.691181)

-1.19793***
(0.293466)

dummy4
-0.57999

(0.681592)
0.176497

(0.496965)
-2.22379

(3.432038)
0.289794

(1.046159)
1.067628

(0.733838)
2.047368

(4.552968)
0.088523

(0.356696)

dummy5
-0.59872

(0.931957)
0.215847

(0.678700)
-3.52957

(4.650667)
-0.36553

(1.385188)
0.445326

(0.871151)
2.571539

(6.172919)
1.081300**
(0.479260)

pre_
0.645254***
(0.113384)

-0.21480**
(0.099223)

0.297729
(0.201275)

0.261157**
(0.116405)

0.134910
(0.192849)

0.260800
(0.200530)

-0.36446***
(0.089908)

R2  0.9995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p〈.1, **p〈.05, ***p〈.01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4년 예산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05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탑다운(Top-Down)예산제도의 성과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탑다운 예산제도

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중

앙정부 예산을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분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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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2005년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전 15년과 이후 10년, 총 26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분야별(기능별) 예산, 소관별(부처별) 

예산, 성질별(품목별) 예산 및 주요사업비가 부처 예산의 50% 정도가 되는 부처인 교육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사업부문 예산을 

대상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탑다운 예산제도

의 도입 이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분야별, 소관별, 성질별, 4개 

부처의 사업부문별 예산 전반적으로 탑다운(Top-down)예산제도의 도입 전후 변화를 설

명할 수 없으며 제도의 도입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

분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전년도 종속변수 추정 결과, 분야별 예산 대부분의 항목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부처별 예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점증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전년도 

예산이 현년도 예산에 점증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여 점증적 예산편성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부처내 사업예산의 변화가 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면 이는 부처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을 가지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고 

보기 어려워 자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탑다운예산제도는 정부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ceiling)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부처내 세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이러한 준칙 하에서 과다요구-대폭삭감의 관행은 제도 시

행과 함께 일정 부분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탑다운 예산제도의 성과가 세부 

사업부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예산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발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당초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탑다운예산제도의 실효

성을 확보를 위하여 중앙예산기관과 예산요구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 사업에 대한 철

저한 검토와 피드백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정밀한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성

과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존재한다. 먼저 분석모형에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더 다양

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처의 사업부문예산 분석에서 편의상 4개 

부처만을 선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 모든 사업부처의 예산을 분석한다면 보다 정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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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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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성질별(품목별) 예산 절대액 분석

변수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예비비 및 기타

system
306628.8

(564627.8)
397801.4

(610658.9)
4240184

(3286500)
650313.3
(1651747)

827030.1
(1040234)

-1701947
(4146514

-1366719*
(692864.7)

timetrend
458265.8**
(152029.1)

1071036***
(203937.2)

4814955***
(1041421)

1228740**
(454542.1)

12150.93
(275063.0)

2183826
(1266133)

109762.9
(193984.4)

gdp
14911.40

(102892.4)
-57265.9

(115592.4)
-214415

(628142.3)
-681530*
(317884.9)

-502.370
(210819.3)

-590085
(794676.2)

-145887
(131959.5)

growth 
-3857.63

(31933.00)
-64759.9*
(36396.67)

-98781.5
(194437.1)

67151.59
(98023.59)

22727.66
(59632.13)

256737.6
(250536.9)

-7329.18
(42596.90)

pop
0.041242

(0.035957)
-0.04928

(0.040063)
-1.19173***
(0.320023)

0.039024
(0.107075)

-0.12009
(0.073200)

0.139056
(0.276192)

0.118618**
(0.045550)

oldrate
384615.3

(287839.6)
-279427

(288379.5)
6805300***
(2090303)

-118759
(0.107075)

647298.5
(464865.2)

-594651
(1991807)

26785.93
(326534.0)

dummy1
-382216

(1104261)
5292784***
(1277000)

23658270***
(7594585)

4964544
(3357741)

1805579
(2058503)

-2445032
(8559537)

-3528010**
(1442185)

dummy2
-1734692*
(874316.2)

5370146***
(1022520)

11629982*
(5582700)

4103774
(2639661)

1312937
(1600735)

-384526
(6760928)

-3406708**
(1148756)

dummy3
-3154766***
(463035.7)

3897539***
(538268.2)

-489456
(2633574)

-1158787
(1315393)

639390.7
(869040.1)

2554740
(3350922)

-2209209***
(572090.5)

dummy4
710478.5

(593507.2)
350972.6

(636016.0)
13033286***

(3867237)
200046.8
(1716704)

721853.5
(1242787)

3950536
(4310422)

22410.14
(711019.3)

dummy5
1576562*
(794009.9)

488072.2
(863312.3)

23153631***
(5482919)

-1385166
(2262935)

665337.5
(1503198)

4012712
(5802198)

2135536**
(964338.0)

pre_
0.241935**
(0.111741)

-0.05752
(0.122473)

-0.22607
(0.170480)

0.205093
(0.151609)

0.550972*
*

(0.188170)

-0.06624
(0.186885)

-0.49268***
(0.106927)

R2 0.9991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p〈.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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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op-down Budgeting: A Focus on 
the Budget Classification by Function, Agency, and Objects

Na-Young Kim & Eunji Ki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op-down budgeting for improving unreasonable 

practices of “drastically reduced excess demand” and the efficiency of national revenue 

allocation, in terms of incremental budgeting practices. This is analyzed by using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classification by function, agency, and objects as well as four 

departments' business budget as subjects of analysis from 1990 to 2015. The results were 

obtained us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after the top-down budget system is implemented, except for some items. Second, the effect 

of the system is not consistent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allocate 

resources strategically. Final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cremental budgeting practices have 

not been improved.

【Keywords: Top-Down Budgeting System, Budget Reform,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