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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산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은 현금주의로만 편성하고 

있어, 예･결산 회계처리방식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에 예산에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

이 있지만, 대부분 국가차원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당 논의는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

된 다른 나라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경우 어떻게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제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예･결산 불일

치 극복 차원에서 살펴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논의

한다.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시 긍정적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 측면은 낮추기 위해 결

정규칙으로서 점진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사업/사례분석과 이에 대한 가상의 예산

서 작성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성･재정건전성의 제고 

및 주민편익 증진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선정된 사례는 도시 BRT 구축사업, 지방공무원 인건비, 

도시철도 건설공사이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에서 과소 계상되는 경우

와 과다 계상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경

우 예산 심의･편성과정의 정확도 및 예측성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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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실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방

재정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다. 현재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정성호･김봉환, 2019). 발생주의 결산의 도입에 따라 결산서

는 재무제표가 추가로 작성되고 있지만, 예산안은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ㆍ결산 간 회계처리 방식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안 편성과정에서도 발생주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가부채관리방안으로

써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김봉환･허예슬, 2016)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논

의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마저도 국가차원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일 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생주

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생주의 결산제도는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제정된 점, 2013

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가 시행되어 확대되었다는 점, 2016년에는 

지방회계통계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문광민･김동욱･임동완･윤성일, 2018; 

김경호, 2018). 이렇게 정착된 발생주의 결산제도를 완성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회계책임

성 확보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단계에서부터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이다(이효･김헌, 2002).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결산제도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

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연도말 

자산과 부채 규모를 예상한 추정재정상태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측된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

주는 추정재정운영표가 포함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의회

나 주민들에게 한 해의 예산집행결과로써 나타나는 미래의 재정상태 (예를 들어 연도 말의 부

채수준) 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동시에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힘든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의 합의가능성을 높여준다.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주민의 알권리 확

보와 이를 통한 합의 가능성의 제고는 발생주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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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해 가상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가상의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외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도입방식, 그리고 도입수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발생주의 예산안의 예

시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금주의 예산안과 비교해 발생주의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혹은 

정책에 대한 비용 즉, 사업에 대한 원가 정보를 주민 및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자들에게 알려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부추진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유인을 제공한

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증대는 민주성 가치를 제고시키며,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행정환경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을 예상해 가상의 발생주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해 가상의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유･출입과는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

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방식이다(하연섭, 2018). 이는 현금의 수납과 지급을 기

준으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인 현금주의회계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는 

공공부문 관리자에게 정부 활동 수행에 필요한 총비용과 재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

적인 정보 제공 및 책임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임동완･문광

민,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주의 결산의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통해 정

부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사업 계획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에도 발생주의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그 

유용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산(budget)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전적으로 재정활동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후적 통제를 의미하는 결산과 대비되

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발생주의 예산제도란 현금의 이동보다는 사건의 발생에 

따라 사전적으로 재정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임동완, 2014). 발생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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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공공부분, 그중에서도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원칙과 더불어 투명성, 효율성 등의 예산원칙을 달

성하도록 돕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발생주의 예산은 경비를 해석함에 

있어 실제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금주의 예산

을 보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현금 지출뿐만 

아니라 비용과 수익을 순계 없이 총계로 각각 분리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예산 원칙

과 충돌 없이 예산 완전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제도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발생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은 투명성을 높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임동완, 2012).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추정재무제표 작성은 외부 감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업별로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계산은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

성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현대의 예산 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라 하겠다. 

추가로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현금비용뿐만 아니라 비현금비용 및 미래현금비용을 계산해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현금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현금비용만 반

영한다는 점에서 이후 발생주의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비교할 때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비현금비용과 함께 미래현금비용까지 반영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추정재

무제표가 작성된다면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정한 비용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로 연결될 것이다. 

재정효율성은 정부 스스로가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만족을 높임으로서, 각종 낭비적 요소와 비경제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재정관리의 

혁신을 통한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임성일, 2008). 본 연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산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의 수준으로 정의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가 극

복되고, 이를 통해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사전적 판단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재정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 변제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개념으로 사용된다(임동완, 2018).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의 추진 시 이에 대한 단순 지출 총액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고려가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obins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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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회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발생주의 결산제도

에 대한 연구와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발생주의 결산제도에 

대한 연구로는 첫째, 제도 도입 전 도입의 필요성과 현금주의 결산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한 

연구가 있다(강인재, 2001; 이효･김현, 2002; 이종원･강진석, 2004; 권광호, 2004; 노직수･김

석범, 2005; 임동완･문광민, 2007 등). 둘째, 발생주의 도입 후 자산, 부채 등 구체적인 계정

을 활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성호･정창훈･박정수; 2012), 광역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대손충담금에 관한 연구(김봉

환, 2013)가 대표적이다. 셋째, 발생주의 결산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으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따른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분석(배득종, 2010), 공

공기관 회계정보 유용성 변화에 대한 연구(정도진･배기수, 2017),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토착화 모습에 관한 연구(임동완, 2019)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해외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유용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해외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로는 주요 OECD 회원국들의 발생

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현황을 조사하고 그 한계를 분석한 연구(우석진･조진권, 2008), 발생주

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유형화하여 비교한 연구(임동완, 2014)가 대표적이

다.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로는 국가부채의 

관리방안으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김봉환･허예슬, 2016)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가 정부부문에 미치는 유용

성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공고화 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제도로 정착된 발생주의 결산제도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마저도 국가차원의 발생주의 예산

제도에 대한 연구일 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보완이 요구되며, 특히 주민과 더욱 밀접

한 접촉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

도의 도입을 가정하고, 실제 예산안의 예시를 통해 직접 활용가능 한 사례를 제시하여 지방자

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과 현실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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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적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들의 경

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정부의 재

정상태와 공공부문의 책임성 등을 이유로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있는바(Lim & Jong, 2007), 

다른 국가들의 예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

날 수 있는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발생주의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며 국가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특징

국가
구분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도입시기
1992년

(예산제도도 동시에 
도입)

1999년
(이후 예산제도는 

점진적 수정)

2001년
(예산제도는 

2003년 도입)

1996년
(예산은 제한적 

발생주의)

도입이유 경제위기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경제위기

1990년대 재정적자 
심화

특 징
민간과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민간과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재무보고와 연계한 
발생주의 예산 실행

공공부문에 부합하는 
발생주의 원칙 제시

재정기구 재무부 재무행정부 재무부 GAO

자문기구

ICANZ
(Insulation Council of 

Australia an New 
Zealand)

AASB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FRAB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Board)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뉴질랜드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으며, 발생주의 결

산과 동시에 발생주의 예산도 도입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달리 호주는 1999년 발생주의 

결산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예산제도의 경우 점진적 수정을 거쳐 도입하였다. 비슷하게 영국

도 발생주의 결산을 도입한 다음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발생주의 결

산은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지만, 예산은 제한적으로만 발생주의를 적용하였다. 더하여 미국의 

경우 뉴질랜드, 호주와는 다르게 공공부문에 민간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

부문에 부합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하에서는 외국 지방정부에서의 발생주의 예산이 어떻게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중앙정부(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국가들로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있다. 그 중 호주의 지방정부인 남호주

(South Australia) 정부의 예산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호주 연방정부와 남호주 정부의 예산안은 그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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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총 4호의 예산서를 보고하며, 이 중 1호 예산서(Budget paper No.1) 하 9번 보고서

(Statement 9: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Financial Statements)에 일반행정에 대한 운

영보고서(operating statement), 재정상태표(balance sheet) 그리고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가 있다(윤재원, 2013). 반면, 남호주 정부 경우 총 5호의 예산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3호 예산서(Budget paper 3: Budget Statement)에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기초가 되

는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보고서(operating statement)와 재정상태표(balance sheet)가 있다.

운영보고서는 전기 예산(Budget)과 전기 실적(Estimated Result)과 당기 예산 그리고 이후 

3기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보고서

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해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를 도출하고(순운영수

지 = 총수입 - 총비용),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총순취득(Total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을 차감해 ‘순대출 또는 순차입(Net lending / borrowing)’을 계산한다

(순대출 또는 순차입 = 순운영수지 - 비금융자산총순취득). 이렇게 주정부 운영보고서에 세

금, 보조금, 이자수입, 연금비용, 감가상각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행정원가 파

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남호주 정부 일반행정 예산 운영보고서 (2019-20)
(단위: 백만 달러)

2018-19
Budget

2018-19
Estimated

Result

2019-20
Budget

2020-21
Estimate

2021-22
Estimate

2022-23
Estimate

수 입(Revenue)
 세금수입(Taxation revenue)
 보조금(Grants)
 이자소득(Interest income)
 …
총 수입(Total revenue)

4,587

26
…

19,580

4,565

23
…

20,359

4,580

136
…

20,198

4,774

169
…

20,543

4,974

206
…

21,333

5,178

279
…

22,118

비 용(Expenses)
 인건비(Employee expenses)
 연금비용(Superannuation expenses)
 감가상각(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
총 비용(Total expenses)

8,623

1,073
…

19,532

8,645

1,073
…

20,258

8,522

1,302
…

20,104

8,563

1,313
…

20,439

8,717

1,399
…

21,091

8,967

1,368
…

21,867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48 101 94 105 142 251

비금융자산총순취득
(Total 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914 680 1,163 759 1,131 836

순 대출/차입(Net lending/borrowing) -866 -579 -1,069 -654 -989 -585

 (출처: https://statebudget.s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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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표는 총 5회계연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

상태표는 주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되고, 부채에는 예수금, 선수금, 차입금 등이 있다. 

호주 주정부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순자산(Net worth) 항목에서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 그리고 순부채(Net debt)의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파악 시에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표 3> 남호주 정부 일반행정 예산 재정상태표 (2019-20)
(단위: 백만 달러)

2018-19
Estimated

Result

2019-20
Budget

2020-21
Estimate

2021-22
Estimate

2022-23
Estimate

자 산(Assets)
 총금융자산(Total Financial assets)
 현금및예금(Cash and deposit)
 선급금(Advances paid)
 예치금(investments, loan and placements)
 …
 총비금융자산(Total Non-Financial assets)
총 자산(Total assets)

23,438
1,489
112
421
…

46,743
70,172

32,862
10,244

235
531
…

49,264
82,126

34,296
11,343

235
536
…

49,979
84,274

35,531
12,289

229
533
…

51,074
86,605

36,902
13,446

226
529
…

51,862
88,763

부 채(Liabilities)
 예수금(Deposits held)
 선수금(Advances received)
 차입금(Borrowing)
 연금부채(Superannuation)
 …
총 부채(Total liabilities)

294
208

7,808
12,899

…
28,155

313
-

20,166
12,358

…
40,451

334
-

22,531
11,782

…
42,136

345
-

24,984
11,170

…
43,938

363
-

27,047
10,520

…
45,476

순자산(Net worth) 1)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2)

 순금융부채(Net financial liabilities) 3)

 순부채(Net debt) 4)

42,107
-4,717
25,462
6,289

41,675
-7,590
27,025
9,468

42,138
-7,840
27,534
10,752

42,667
-8,407
29,321
12,278

43,287
-8,574
28,632
13,208

 (출처: https://statebudget.sa.gov.au/)

1) Net worth = Total assets - Total liabilities

2) Net financial worth = Total financial assets - Total liabilities

3) Net financial liabilities는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지분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총 부채로 계산됨.

4) Net debt = (Deposit held + Advances received + Borrowing) - (Cash and deposits + Advances 

paid + Investments, loas and 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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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적용 가능성 검토

1.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5)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정부의 재정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임동완, 2013). 이런 맥락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재정운영 대하여 예산편

성 과정에서 국민 혹은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정보제공기능은 원가 계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이종운 외 5, 

2017), 미래 부채에 대한 계산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

우 결산에만 발생주의가 도입되어 있고 예산에는 현금주의가 도입되어, 현재의 정부회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발생주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자

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유용성을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차원에서 논의

해 보도록 하겠다. 

<그림 1>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행위자

주 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첫째,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원은 주민들에 의하여 충당되나 그 사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

5)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세출 측면 뿐만 아니라 세입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자체수입 / 예산규모 × 100)는 최대 80.11%(서울 본청)에서 최소 

7.74%(충북 보은군) 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출처: 지방재정 365,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

도). 이러한 격차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의존재원)에 의해서 보완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

는 이전재원은 예산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그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

체는 추가경정예산 등 추후 재원을 확보해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때 이전재원과 추가

경정예산은 그 재원의 크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입측면의 예산 추정에 관한 연

구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세출측면에 집중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유용성을 살펴

본다. 세입과 관련된 발생주의 예산제도 연구는 추후의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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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

부로부터의 지원(이전재원)을 통해 예산이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은 감시 또는 절약에 대한 유인의 부재 시 그 사용 및 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의 발생은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정책 및 서비스의 질

을 하락시킬 것이며 이는 재정효율성 저하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예산의 

심의･편성 그리고 집행하는 정치인 및 공무원들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정치인과 공무

원들이 장기적 시각을 갖고 예산의 심의와 편성을 하는 경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이어지

고 궁극적으로 재정효율성이 제고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 하 작성되는 추정재무제표는 정부 

외부인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확대시켜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높이며,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정보제공의 확대

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건전성 제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속성을 높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고령사회에 진

입했으며 203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9). 고

령사회의 진입과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증대와 함께 세수감소 문제를 동

시에 가져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연결될 것이다(성시경, 2013). 더하여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실질 GDP 성장률)도 최근 10년 동안 3%를 겨우 웃돌거나 그 이하

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표 4>)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 확대는 더 이상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변제능력을 의미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

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방안 중 하나

가 바로 발생주의 예산제도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에서는 현금비용뿐만 아니라 비현금비용

과 미래현금비용이 계산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상환능력까지 고려한 예산편성

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 시각을 갖는 예산편성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발생주

의 예산제도는 현재의 의사결정이 갖는 미래의 영향력을 측정케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임동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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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단위: 조원, 동년동기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내총생산
(명목GDP)

1,104 1,152 1,265 1,333 1,377 1,429 1,486 1,564 1,642 1,730

경제성장률
(실질 GDP성장률)

2.8 0.7 6.5 3.7 2.3 2.9 3.3 2.8 2.9 3.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셋째,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지방의회가 감시자로서 용이한 역할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

단체의 예･결산 회계처리방식의 불일치를 해소를 통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

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은 현금주의 방식으로만 기재되고 있지만 결산서는 

현금주의 방식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한 방식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

산서의 기재방식의 불균형은 회계지식 및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감시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

산안에도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된다면 예산안과 결산서의 회계처리 방식의 불일치가 극복되

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의 향상, 재정건

전성의 제고, 예･결산 회계처리방식의 불일치 해소라는 장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장점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유도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용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 백상규･민기(2015)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

운용능력이 높을수록 예산변경률(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최소화

로 연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이다. 

2.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상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들의 관점

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나 왜곡이 있는 경우 그 

발견의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민에 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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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계기준 혹은 순원가를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할인요소나 이자율에 대한 가정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자산에 대한 미래가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

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미래에 예측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며 재

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때, 자산 및 부채 측정에 있어 왜곡의 발생은 궁극적으로 재

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은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의 왜곡에 비해 세밀하고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견이 어렵다(Schick, 2007;134). 

왜곡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결산과의 연결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예산편성에만 발생주의가 도입되고 결산에는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 시 왜곡이 있어

도 발견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결산에 발생주의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계기준의 조작이 발

견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예산편성 과정에서 회계기준이 조작된 경우 이후 작성되는 

결산서와 불일치하게 될 것이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중 하나가 예산과 결산의 

회계처리 기준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예･결산의 통일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계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형식적 도입은 행정력낭비와 불필요한 예산 과정의 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최근의 흐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편성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Warren, 2015).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

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발생주

의 예산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과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하겠

다. 더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다수 국가들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 

기능이 논의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형식적 도입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셋째,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 회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김봉환･허예슬. 

2016).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의회의 회계 전문가의 

부족은 예산 심의의 지체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시･도의회는 회

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발생주의 예

산제도 도입이 의회 내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안 의결 소요 시간을 증가시킨다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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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Blöndal, 2004). 이러한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의 지

체는 예산의 적시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져온다.

하지만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간증대 문제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제도의 적응과정 차원

에서 이전의 현금제도에 비해 예산편성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의회 내 회계 전문가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의 

지연 문제는 민간의 회계전문가를 정부부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예산제도와 비교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세대 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주민참여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등 다양한 예산제도가 있음에도 ‘왜 발생주의 예

산제도인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다양한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현행 재정정책이 향후 

재정 수입과 지출에 미칠 영향을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산출하는 세대 간 

회계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발생주의 예산을 통한 추

정재무제표의 작성은 미래를 예상하는 전방주시적 방식의 세대간 회계를 예산 편성과 심의시

점부터 활용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에서 작성하는 추정재무제표는 계

획예산제도와도 연결되며,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활성화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다른 예산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화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Ⅳ.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1. 도입방식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유용성과 도입 시 발생될 수 있는 문

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적용의 정도와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Schick(2007)은 발생주의 회계를 소극적 개념의 분석

도구(Analytic tools)와 적극적 개념의 결정규칙(Decision rule)으로 구분한다. 분석도구로서 

발생주의 회계란 발생주의에 의해 나타난 회계정보를 예산안 작성 시 참고하는 것을 말하고, 

결정규칙으로서 발생주의 회계란 발생주의를 통해 계산된 원가정보를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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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결정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외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결정규칙으로 발생주의 예산을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김봉환･허예슬, 2016). 

둘째, 임동완(2014)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건전재정모형과 성과관리모형으로 구분한다. 

건전재정모형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예

산집행의 결과가 정부의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반

면 성과관리모형은 지출의 효율성과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이는 의사

결정자에게 보다 정확한 비용정보를 제공해 원가를 통한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발

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특정 모형에 치우치기보다는 양 모형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이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모두 제고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도입수준 차원에서 살펴보면,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 점진

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제도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임동완, 2011). 하연섭

(2018)은 발생주의가 갖는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이

해가능성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의회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의회의 

경우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 그 정당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위축되는 

경우 민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가 갖는 한계를 최소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건전재정모형과 성과관리모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전면적 도입은 예산 편성의 실무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에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

부 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갖는 한계를 최

소화하고,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발생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생주의 예산안 예시

아래에서는 사업/사례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효율

성･재정건전성의 제고 및 주민편익의 증진이 가능한지를 분석한다. 선별된 사례는 현금주의 

예산편성 시 과소 계상되는 사업과 과다 계상되는 사업이다. 과소 계상되는 사업은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과소 계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과

다 계상되는 사업은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과다 계상되어 실제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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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 실제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이 과소 계상되는 사업6)

(1) 도시BRT 구축 사업

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비해 현금주의 예산제도에서 과소 계상되는 사례로 도시BRT(간선급

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구축 사업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재 현금주의 예산

안인 <표 5>에서는 BRT 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시설비)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사장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소음

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가능성과 생활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비용이 예산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 

<표 5> 현금주의 예산안: 부산광역시 도시BRT 구축사업
(단위: 백만원)

 (출처: 2018년 부산광역시 교통국 예산안)

<표 6>은 발생주의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 도시BRT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안을 작성한 것이다. 발생주의 예산안에서는 BRT 사업에 소요되는 단순한 건설비용뿐만 아

니라 소송 혹은 민원 발생에 대비한 미래현금비용도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기재된다. 실제로 

자치단체가 사업(공사)을 추진하는 경우, 공사 진행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은 소음 및 먼지 등

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불만 혹은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은 보상을 청구

6) 제시된 사례에 대하여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예산제도와 달리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미래예측가능성의 제고 및 결산서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와의 연결성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실국･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대중교통과 127,262,957

대중교통 육성 및 체계개선 124,381,166

대중교통 체계개선 시설정비 4,923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462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리 161

내성 ∼ 서면 도시BRT 구축 3,8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800

 01 시설비
 BRT 구축

3,800
3,800

서면 ∼ 충무 도시BRT 구축 지원 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

 01 시설비
 BRT 구축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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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

측했던 공사비용에 비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안이 도

입되는 경우 부가적인 미래현금비용에 대한 사전적인 계상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편성된다. 미래현금비용까지 계상된 발생주의 예산안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용이 과

소 계상되는 문제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가깝게 편성된다. 이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표 6> 발생주의 예산안 예시: 부산광역시 도시BRT 구축 사업
(단위: 백만 원)

2018년 예산

1. 현금비용 4,300

2. 미래현금비용 추정액수 추정근거

 - 손해배상 :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소송재

기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위자료 비용
5007)

공사 진행 중 소음 등으로 주변상인들의 피해 발생 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추가 비용은 5억 원이 예상되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총 비용 4,800

 (출처: 2018년 부산광역시 예산안)

(2) 지방공무원 인건비

현금주의 예산안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소 계상되는 사례로 지방공무원들의 인건

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현황 및 변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

산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주의 예산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차원에

서 한계가 있다(윤영진, 2000). 현금주의 예산안의 경우 총 정원에 따른 전체 인건비만 기재

되어 세부적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 가령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

건비가 얼마인지, 임금상승률로 인해 증가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현금주의 예산안은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존 및 신규 채용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는 매월 지급되는 보수와 같은 현금비용뿐

만 아니라 미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및 퇴직급여 등의 충당부채도 포함된다. 서울

특별시의 경우 2018년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총 1조 4,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7) 위자료 추정액수 = 1개 업소 당 위자료 500만원 × BRT 노선 1개당 평균 정류장 수 10개 × 정류장 

주변 상업시설 수 10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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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들의 퇴직에 따른 연금비용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들에게는 현금비용과 함께 미래현금

비용도 소요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지방공무원들의 인건비는 현금주의 예

산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현금비용의 추가 계산에 따른 인건비 상승 예

측은 현재 현금주의에서 기재되는 예산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다음과 같은 긍정

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예산안을 통해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

되는 경우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에 임금상승률과 이에 대한 계산법,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 다양한 비용이 계산되고 정보가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발생주의 예산안은 정보 불충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금주의 예산안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인건비 계산이 가능해진다.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작성되는 

추정재무제표에는 현금주의 예산안에서 기재되었던 현금비용뿐만 아니라 기재되지 않았던 

미래현금비용까지 기재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 이는 현금비용만 기재되어 예산의 과소계상이 발생하는 현금주

의 예산안의 한계가 극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세부 정보의 공개와 진정한 인건비 계산은 주민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집단의 감시와 견제를 수월하게 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인건비 

계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규 채용 공무원 수의 

결정을 유도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유가 불충분 함

에도 재선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 신규 채용 공무원 수 확대 또는 공무원 임금 인상 

등과 같은 문제를 사전적으로 억제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2) 사례 2: 실제 비용보다 현금주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사업: 도시철도 건설 공사

앞서 제시한 사례와 반대로 현금주의 예산제도 하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계상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사업의 경우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과다 계상된 경우 반대자들

의 사업 추진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반감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에게 사업추진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때 해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임에도 반대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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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에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의 도시철도 공사 예산은 현재 현금주의 하에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안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산은 ‘도시

철도사업 특별회계’에 반영되고 있다. 아래 제시된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 도시철도 2호선 건

설 예산액 총 424억 원 중 국비 250억 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174억 원만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5조 원인 광주광역시의 단일 사업으로는 대규도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시철도 공사를 반대

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공사 재검토 지시 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8)

<표 7> 현금주의 예산안에서의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공사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내용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17,411 15,869 1,542

 (출처: 2019, 2018년 광주광역시 예산안)

그렇다면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재정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반

대하는 단체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긴

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도시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추정재정상태표상에서 자산으로 기재된다.9) 또한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형태의 연간 비용으로 배분되어 매년 예산 및 결산에 기재된다. 이는 건설

을 위한 현금비용만 예산안에 반영되는 현금주의와 차이가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8>, <표 

9>와 같다. <표 8>과 <표 9>은 2018년 광주광역시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상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도시철도사업 특별회

계)로 재정상태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재정운영표에는 사업순원가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

용이 기재되어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시 작성되는 추정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수익과 원가가 기재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9>와 같다. 추정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순원

8)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002년 10월 기본계획 최초 승인고시가 있은 후로 지지부진한 

사업이었다. 최초 승인고시가 있은 후 17년 뒤인 지난 2019년 9월 5일에 기공식이 열렸다. (광주광역

시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현황 출처: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 http://www2018.gwangju. 

go.kr/subway/contentsView.do?pageId=subway15)

9) 사회기반시설이 건설 중인 경우에도 재정상태표 상 자산계정 사회기반시설에 기재 된다(국가회계기

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점에서 건설이 완료된 경우와 차이가 없다.

http://www2018.gwangju.go.kr/subway/contentsView.do?pageId=subway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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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해 사업수익과 그에 대한 순원가를 예측해 기재하게 되며, ‘관리운영비’를 통해 수선

유지에 대한 원가를 기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배분비용’을 통해 예상되는 감가상각비가 

기재된다. 

정리하면, 발생주의의 도입으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

규모 사업 추진 시 건설의 시작과 함께 자산으로 계상된다. 따라서 건설비용이 대규모로 소요

되더라도 건설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가치에 비례해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설에 

투입되는 현금비용과 함께 자산의 증가가 재무제표에 기재되는 경우, 대규모 건설비용 측면

에만 집중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들 것이다. 즉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한 반대가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한다. 

<표 8> 발생주의 예산안 예시 - 1: 광주광역시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 (2018년)

기타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계

자산
V. 사회기반시설
 - 도시철도

6,813 6,813

 (출처: 2018년 광주광역시 재정상태표)

<표 9> 발생주의 예산안 예시 - 2: 광주광역시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 수송및교통

312,213 67,299 244,914 244,914

Ⅱ. 관리운영비
 …
 2. 경비
 …
 -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44,094
…

30,881
…

14,815

544,094
…

30,881
…

14,815

Ⅲ. 비배분비용
 …
 2. 기타비용
 …
 -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10)

218,444
…

131,416
…

47,809

218,444
…

131,416
…

47,809

Ⅳ. 비배분수익 366,620 (29,072) 337,54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580,972 (265,579) 2,315,393

 (출처: 2018년 광주광역시 재정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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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지

방자치단체 예산은 정부예산이 갖는 재원의 원천과 사용이 불일치하는 특성과 함께 그 부족분

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통해 구성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감시와 절약에 대한 

유인이 부족할 경우 그 사용 및 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그 구체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추

정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은 예산안에 사업 원가에 대한 자세

한 정보가 나타나게 하고 이러한 정보는 정부 외부 감시자인 주민 및 시민단체 등에게 

제공된다. 정보를 얻게 된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표출할 수 있는 

유인을 얻게 되며 이는 주민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산출되는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켜 결과적

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을 제고시켜준다.

물론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투입되는 노력이 정보를 통해 누리는 혜택보다 큰 경우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부

문에 회계 전문가가 많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발생주의 회계의 제도 도입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생주의 

결산제도의 도입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제도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보완과 

함께 참여자들의 숙련도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이 제도 도입에 투입되는 비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물론 제도 도입 시 비용의 최

소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통한 정보제공과 주민에 의한 감시 가능성의 증대는 공무원들에

게 필요 이상의 예산요구 가능성을 억제시킨다.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통한 재정낭비의 억제는 고령화와 세수감소의 우려가 

예상되는 최근의 행정환경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1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

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고 하여 도시철도

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철도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고 가정한다. 실제로도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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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전면적 도입보다는 부분적 그리고 점진적 도입을 주장한다. 우리나

라는 발생주의 결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 시범실시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실시

하거나 본문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몇몇 사업을 선정해 실시하는 방법을 택했었다. 이를 통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완 방법을 사전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고 현재 발생주의 결산제도가 안착되었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유

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예산 심의 및 편성에 예측성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반시설관리법과 연결될 수 있

다. 따라서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하는 기반시설의 건설부터 운영 및 관리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게 될 것이

다. 후속연구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와 기반시설관리법의 조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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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on Local 
Governments

Bong Hwan Kim & Doopyo Lee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budget and the settlement in local Korean 

governments. While only the cash-basis method is applied to the budget, both the cash-basis 

method and the accrual-basis method are used to record the settlement of accounts. 

Therefore, this study looks at the usefulness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budgeting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financial efficiency, fiscal soundness, and the reduction of 

budget-accounting mismatch. The problems expec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are discussed and various methods to overcome these issues are suggested. Next, an 

analysis of business cases and the creation of a virtual budget document are used to analyze 

whether local governments can improve fiscal efficiency, financial soundness, and residents' 

convenience by introducing an accrual budgeting system.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accrual budgeting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curacy and predictability of the budget 

deliberation and compilation process as well as on residents' well-being. 

【Keywords: Budget, Local public finance, Accrual accounting, Accrual budg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