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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기초를 근간으로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 

있는 전라북도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년부터 본격적으로 2016

시행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도 

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 행정 관리 측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그 , , 

효과성을 평가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적 달성도 측면 검토 결과, , , 

전라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내부지침 BSC

등을 활용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목표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직무성과체계와 . 

예산성과체계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조직성과를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제도 운영체계 측면 검토 결과 전라북도는 , , Top-down 

방식을 활용하여 성과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cascading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위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예산관리체계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않지만 직무성과체계를 활용하여 도정 전반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 BSC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 측면의 경우 전라북도는 성과보고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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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 전문가가 

코칭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성과평가 지표와 예산성과가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라북도 현안이나 공약 등이 주요한 예산 성과지표로 . 

반영되어 설정되도록 고도화 하여 이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 

이상 사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도정을 살펴보며 장기적으로 평가 자문을 제공할 있는  , ·

지역사회의 전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방향성을 , 

제공하는 타당한 내부 지침을 개발하여야한다. 

둘째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위해 ,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연계시켜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예산 성과보고가 단순한 부서별 성과지표 분석을 넘어 고도화 , 

되어 평가 결과가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목표 정책사업 와 성과지표 단위사업 를 적절히 연계하는 , ( ) ( )

것이 중요하다 실. 제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기초하여 실 과별 ·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하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 그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행과제가 호조 시스템에서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으로 자동적으로 e-

추출되는 방향으로 호조 시스템 고도화를 강구e-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성과주의 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성과관리: , , , BSC, , 

정책효과성

학  번 : 2019-2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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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제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여러 국가들이 정부혁신을 1900

도모하기 위해 정부개혁을 추진해왔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 

측면에서 행정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그 중 재정개혁의 . 

과제로 기존의 사업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시스템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비목별 . (input)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 을 , (output)

중점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제도를 통하여 조. 직성과 

제고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책임행정의 구현 , ,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부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관료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 

반영하며 성과달성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정부를 추구할 수 있다 즉 . 

조직의 자율성은 확대하되 성과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 

꾀하는 것이다.  

년 사업예산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년부터 모든 2008 20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제도와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 

제 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5 201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의도했던 대로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더 , 

나아가 조직 간에 성과 제고의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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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전 예산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면 한 평가가 요구된다. 

한편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 

시행이 반드시 의도했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은 . 

향후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 

국내에서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내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 

성과 주의 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하여 본래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조직성과 제고라는 

효과를 창출해냈는지에 대한 평가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 

지방자지단체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은 존재하지만, 

이를 토대로 하여 예산사업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객관적인 평가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및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과계획과 사업예산간의 상호연계성이 저조하고 성과측정 기반이 미흡한 , 

상태로 나타난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일정한 원칙에 의해 . 

설정되지 못해 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역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몇 해에 걸쳐 , 2015

예산의 성과관리가 시행되었으나 이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수준에 그칠 뿐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성과예산의 전반 과정을 ,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 

피상적인 제도 운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 

연구는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온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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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를 구조적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며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통해 성과주의 , 

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 

접근 방법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둘째 이론적 기초를 근간으로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 

전라북도의 예산운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사례는 전라북도이다, .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조직의 

성과 제고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할 수 ,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관리 . , 

용역보고서 각종 통계 자료 및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고 분석에서 해석이 , , 

필요한 경우 관료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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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2 

제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1 

1. 용어의 개념정의 

성과1) 

성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 로 정의내릴 수 있다‘ ’ . 

하지만 연구의 방향이나 특성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다양하고 상당히 

포괄적이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개인 혹은 조직의 어떠한 행위에 . 

따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 . 

예산제도를 논의하면서 성과의 개념을 공공 부문의 활동 측면에서 

정의하고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성일 은 성과의 개념을 공공부문의 . (2000)

행정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산출물 과 그로 인한 영향 및 (output)

파급효과 로 정의하고 있다(impact ·effect) . 

한편 성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산성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 ’ 
이는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효율성의 의미에 가깝다 효율성은 .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과 투입 산출의 관계인 능률성을 혼합한 -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의 개념을 공공부문이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 “
위해 이행하는 정책과정 및 행정활동의 결과물 혹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 

영향 및 파급효과 로 정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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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과의 개념과 측정< 1> 

자료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3).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2) 

 

성과지표(1) 

성과지표 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performance measure or indicator)

활용하는 도구를 의미하며 산출물 혹은 결과물을 질적 계량적으로 나타낸 , ·

것이다 성과지표는 관점에 따라 고객관점 지표 재정관점 지표. , , 

내부과정관점 지표 학습 성장 관점 지표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계량화 , . 

여부에 따라 계량 지표 혹은 비계량 지표로 구분하고 인과관계에 따라 

선행 원인 지표 및 후행 결과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 ( ) . 

이처럼 성과지표의 형태는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업 

활동의 수준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등으로 , , , 

목적Objective ( )

Input

투입( )

Throughout
과정( )

Output

산출( )

outcome

영향( )

예산-
인력-

실직자등록접수-
실업수당 적격심사-
실업수당 지급-
공공근로사업 조성-
취업훈련 제공 등-

실직수당 수급자-
공공근로사업건수  -
혹은 참가인원  

배출 훈련생수-
취업상담건수 등-

-재취업률
재취업규모-
실직자 -

생활안정 등

Efficiency
효율성( )

Effectiveness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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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활용한다 투입지표 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 (input indicator)

투입된 요소를 의미하며 사업비 총액 및 투입된 인건비 등이 그 예에 , 

해당한다 과정지표 는 실 국별 혹은 사업별 업무를 . (process indicator) ·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지표로 업무처리시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산출지표 는 특정 과제의 결과로 나타난 단위 수를 (output indicator)

의미하며 정책개발 건수 제도개선 건수 등이 그 예로 확인할 수 있다, · . 

그리고 결과지표 는 실 국별 혹은 사업별 업무 수행의 (outcome indicator) ·

결과로 의도했던 기대효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수혜인원 증가비율 전년도 대비 행사 개최 횟수 증가 비율, , 

실업자 수 감소 비율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에는 성과지표 활용에 있어서 성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계량지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이며 계량화 정량화 가 난해한 , ( )

경우에는 질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그림 성과지표의 유형별 분류< 2> 

 

자료 이세구: (1999:57)

효과성

(Effectiveness)

정책집행결과가 미치는 영향

고객만족도 규정준수율 실제적용률 등( , , )

효율성

(Efficiency)

생산성지표(Productivity)=Output/Input

고객당 투입원가 조사건수당 원가 등( , )

산출

(Output)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

고객의 수 건수 등( , )

투입

(Input)
투입자원 인력 자금 고정자산( , , )

성과지표
(Performnc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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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측정(2) 

성과측정 은 투입된 자원이 재화 및 (performance measurement)

서비스라는 산출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능률적이며 질은 어떠한지, 

또한 사업수행의 결과가 본래 의도한 목표와 비교하여 결과가 어떠한지 등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성과측정은 설정된 기관의 미션 전략 목표 등을 실제로 . , , 

수행된 예산과 비교 및 평가하는 성과지향적 관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 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performance)

투입보다 산출 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정부 (output)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결과중심적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에서 . ,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 

예산제도는 행정활동의 공급에 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운영의 분권화 을 통하여 , (decentralization)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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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 비교 < 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체계에 예산이 연계된 성과계획 ‘
성과지표 개발 성과측정 및 평가 성과보고 의 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 → →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 효과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의 사업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  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예산의

관리 단위

투입중심의 지품품목별 통제- 

예산절감 도모 장점- 

사업성과목표의 달성- 

-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및 전략

적 재원배분

예산의

편성

조직부서의 책임성이 미흡한 - 

상태에서 세부사업별로 품목과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예산총량 통제< >

-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하여 조직

부서의 분야별 예산규모 한도 

내에서 사업에 기초한 예산 편

성

- 조직부서의 자율권 확대와 책임

성 강화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경비의 성질별로 예산집행

- 예산집행결과를 결산하여 확

정마감

- 예산의 편성과 재원의 할당에 

중점을 두는 재정운용

정책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할당- 

- 예산집행의 부처 부서 자율권 /

확대 예산 집행의 사후평가→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사업단위의 재정운영성과 제고

예산서 체계

- 숫자로 나열된 예산서

- 분야별 예산과목 금액의 나열 

표시

- 자치단체 사업내용 파악이 용이

한 예산서 작성 사업별 편성(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

자료 임성일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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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결과로 얻은 산출물 및 성과를 .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 중심적인 예산체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적인 요소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평가 측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예산집행을 , 

통해 본래 의도한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관료들의 근무 행태 및 의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예산 편성 및 심의 단계에서는 그저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 

행태에서 벗어나 사업수행을 위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성과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을 제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제고하기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후 성과 측정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가 곧 

추후 예산 확보 및 조직 인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역시 책임감을 ,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예산이 지출항목별 인건비 ( · 

이전지출 여비 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처 외부의 사람들은 예산이 어느 · )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의식 .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하여 성과 목표가 명확하고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처에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보다 제공함으로써 .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관료들의 책임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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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행연구 검토2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시간적 범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 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의 효과성에 . 

대해 분석 및 평가하였으며 제도의 도입이 기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나, , 

이는 기관의 특성이나 제도 운영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경우임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시행을 넘어 안정적인 정착을 .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의 개선 및 행정환경의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2> 

연구 연구방법론 연구 결과

성문식

(2001)

년도 서울200

시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성과주

의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담당 실무자들의 명확한 

목표의식 결여로 인하여 제도의 효용성이 낮음 한편 . 

예산집행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회계책임을 강화하

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 

관리방식 인사 예산회계 조직 감사 등의 다양한 측, , , , 

면의 개선이 요구됨 감사의 초점도 투입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의 성과관리가 일관적으로 진

행되어야 함. 

김효진

(2011)

회계연도 2011 

경기도 사업예

산 성과계획 기

반 제도 운영실

태 분석

지방자치단체간의 지표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통된 사업에 대해 모든 지방자

치단체가 공통된 성과지표 활용하여 성과측정의 신뢰

성 및 객관성 확보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의 공감성. 

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훈련이 중요하며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 

제도의 객관성을 보다 확보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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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2001)

년 개 2000 248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헌

조사 통계분석, , 

현장조사를 통

한 실증분석

예산제도와 성과측정문제를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행정활동의 성과

측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되 특히 , 

비용 산정과 관련된 예산제도의 구조변화와 회계처리 

및 인식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강영석

(200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 기반 문헌

연구 및 사례연구

제도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기관별 목표로 인하여 성

과 지표 개발이 어렵고 성과측정 방법의 신뢰성에 문

제가 있음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해 양적 및 .  

산출 위주의 지표뿐만 아니라 무형의 질적 지표까지

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김혜정

(2004)

년대 1980-2000

각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분석

성과주의예산제도 운용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고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집행 상 사업부서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대안과 공식적 표명이 필

요함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각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있어서 난이도 및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박재영

(2002)

년을 기준1998

으로 제도 도입 

전인 제 13-15

대 국회 초기 

및 제 대 국15

회 후반 대 -16

국회 기간동안 

국회 결산심사

과정 비교분석  

실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가 예

산과정에 환류되어 국회에 의한 재정 통제를 합리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감사원에 특정 예산‘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보고 를 요구하는 특정현안 ’
감사요구권이 부여되어야 함 현장시찰과 함께 공청회 . 

및 청문회 등을 활용한 보다 심층적인 집행현황 및 

성과분석을 진행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야함 결산결과의 예산시스템에 대한 환류체계를 정비. 

하여 결산심사결과의 실효서 확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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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oong 

Kwon

(2018)

년 2007 OECD 

예산운영 실태조

사 개국의 자50

료 횡단적 분석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목표를 활용한 부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부채가 적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보임 부패한 환경에서 성과목. 

표가 많거나 성과예산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재정정

책의 효과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음. 

Willou

ghby

(2004)

년 미국 주 2000

정부 및 지방정

부 예산 기관, , 

부서장 및 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

성과측정의 활용이 의사전달의 개선 성과 측정 결과, 

에 대한 인식 제고 서비스 질의 향상 그리고 어떠한 , ,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의 변화 등에 있어서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소요비용이나 프로그램의 . 

감축 혹은 지출수준의 변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 

못한 것으로 나타남.

John B. 

Gilmour

(2006)

미국 회계2004

연도 개의 234

프로그램 예산 

분석

정치적 요소가 고려됨에 따라 평가 점수가 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 

과는 성과 측정 과정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을 경우 성, 

과 평가 및 적용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Willou

ghby&

Melkers

(2000)

년 년 1997 -1998

주정부 예산집

행담당관을 대

상으로 사례연

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의 정도와 그것의 성패는 

정부 기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주정부에 비해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주정부의 예산개혁의 효과성이 반드

시 더 큰 것은 아님.

강윤호

(2007)

국립해양조사원

및  기(2000) 

획예산처 정부

기획실 (2002) 

지표 목표달성

도 비교 분석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항상 의도하였던 결과를 보장하

지는 않으며 독립성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

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특성에도 영, 

향을 받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비 

용 및 편익을 비교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 주기를 사업수행 주기에 맞게 . 

조정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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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Lu

(2012)

년 2002-2010

성과 예산 법률 

및 개 주의 37

재정 건전성 데

이터 추세 분석.

성과예산제도는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 예산 편성에 대한 지속적. 

인 노력이 미국 주들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향상

시키고 구체적으로 성과예산 편성이 일관성 있게 시, 

행될 경우 공무원 관리자 의사결정권자 등 에게 무, , 

엇을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함.

Franklin

(2002)

아리조나주 & 

오클라호마주  

1990 & 2000 

회계연도 기준 

법률 쌍대비교

재정개혁을 시행한 아리조나 주정부가 개혁을 시도하

지 않은 오클라호마 주정부보다 지출예산에 대한 통

제 수준을 더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발견 선출직 . 

기관장 기관장 교체의 횟수 일반 자금, , (general fund)

에 대한 의존 수준 등의 변수가 예산 과정에서 행사

되는 통제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김영록

(2010)

년도 재정2008

사업 자율평가

제도 단위사업 

및 성과지표 실

증분석

예산 개혁과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국가수 

준의 우선순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재정사. 

업 자율평가 제도의 기관별 차별적 접근 및 일률적인 

단년도 사업 평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요

구됨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근거로 단순 삭감.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하며 평가자 피평가자 사이의 , -

상호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

선할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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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

(2012)

국회 및 국회예

산정책처의 역

할을 비교제도

론적 차원에서 

시론적 연구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국회예산정책처

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 

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 

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음 보완적 기능과 관. 

련하여 행정부와 국회의 협업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

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 사업의 집행 . 

및 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

적 기능임.

신두홍

(2006)

서울시 성2002 

과주의 예산서 기

반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성과지표 측정상의 문제로 지표 설정 이전에 업무 ,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당성 있는 지표를 지속적

으로 개발해야함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통해서는 재정. 

에 대한 총괄적 체계적 인식이 어렵기에 발생주의 복/

식부기를 도입하여 정부활동의 원가계산의 객관성을 

도모해야함 개인보다는 부서별 조직 단위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 성과관리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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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전개과정3 

세기 초에는 품목별 예산제도 이  20 (line-item budgeting system)

예산제도의 주류로 평가되며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엄격하게 ,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공공부문의 자의적인 지출행위를 대규모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본 제도가 예산편성 과정의 발전에 상당한 .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항목의 분류를 엄격하게 하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받았고 이후 , 

영기준예산제도(ZBB)1)나 계획예산제도 (PPBS)2) 목표관리제, (MBO)3)와 

같은 예산개혁안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년대에 중앙정부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1960

경험이 있었으나 제도의 도입이 형식적이었으며 제도 도입 및 운용 제반 , 

여건의 미비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간의 예산개혁을 위한 . 

노력과정에서 여러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과거의 예산제도가 기능적인 ,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신공공관리 예산개혁의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보다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 1990

및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OECD 

1) 영기준예산제도 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에 기초하지  (zero-based budgeting)
않고 영 즉 원점을 기준으로 예산요구액 각각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 (0), 
법이다 이 제도는 상향식 으로 이루어지며 최고결정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 (bottom-up) , 
결정항목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액을 도출한다. 

2) 계 획예산제도 은 사업계획 작성 을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programming)
통해 장기적인 계획 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을 유기적으로 연계시(plan) (budgeting) 켜 예산배분
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예산제도이다. 

3) 목표관리제 는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조직목표를 설 (Mangagement by objectives)
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활동을 수행한 뒤 성과를 측정 및 평가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 증
대를 기하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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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기였던 년대의 공공부문에서 낭비적인 , 1980

지출을 감축하고 재정운영체계의 효율성을 민간부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다 즉 기존에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통제중심의 . 

예산제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제도의 변천과정은 신공곤관리론 의 관점을 . ‘ ’
통해 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 예산개혁1. 

신공공관리론 은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Public Management) (new institutional 

과 비즈니스타입 관리주의economics) (business-type managerialism)가 결합된  

개념으로, 년대 미국의 장기화된 경기불안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업들이  1980

조직혁신 방안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자 공공혁신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년 의 . 1992 Osborne&Gaebler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4)에 근간하여 미국에서 Al Gore 

부통령은 고객 중심적이고 기업가적인 정부를 목표로 삼아 국가성과평가단 

을 추진하였고 행정성과 (National Performance Review) , 및 결과에 대한 

법률 을 법제화하였다(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이 법안은 

4) 의 정부재창조론 의 가지 원리 Osborne & Gaebler(1992) (Reinventing Government)’ 10
는 다음과 같다 촉매적 정부 정부는 직접 생산하고 규제 및 명령 등의 강제적 수. (1) : , 
단을 이용하지 않고 중재 및 조정의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소유 정부 정부는 시민. (2) : 
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해야한다 경쟁적 정부 공공서비스의 공. (3) : 
급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확대하고 정부 기업 간 경쟁 민간위탁에서의 경쟁 행정부 내- , , 
부의 경쟁을 강조해야한다 임무 위주 정부 정부는 규칙이나 규정보다는 임무 및 . (4) : 
사명과 같은 궁극적 목표를 중시해야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는 제고하고 성과측정 방안
을 마련해야한다 결과 지향적 정부 투입과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 성과에 . (5) : 
따른 보수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고객 위주 정부 정부는 관료들의 만족보다는 고객. (6) : 
의 만족도에 민감하여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 절약과 지출을 축소시키고 수익 창출. (7) : 
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예견적 정부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예방에 힘쓰고 기다리는 . (8) : 
행저에서 찾아가는 행정중심으로 운영하여야한다 분권적 정부 정부는 계층적이기. (9) : 
보다는 참여 및 팀워크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장 지향적 정부 정부활. (10) : 
동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고객 관리 및 이용자 부담 원칙 등의 시장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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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성과를 연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서 미국의 연방기관이 , 

달성하고자하는 목표 및 수단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측정된 결과를 본래 계획하였던 성과목표와 비교하도록 , 

의무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 

신공공관리론 개념 도입을 시도하여 예산 개혁과정에서  벤치마킹하였다. 

신공곤관리론 혁신기법들은 기존의 정부관료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한 태도 비효율성들을 보다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 X-

기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을 .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이 골자로 하는 내용은 아래의 몇가지 특성과 같다 오영민 ( , 

2014). 5)

첫째 자원의 억제와 절약을 통한 감축 관리,  

둘째 공공부문의 성과 및 결과 중심의 관리, 

셋째 경쟁을 통한 공공부문의 민간화, 

넷째 의사결정과 조직구조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 

다섯째 불합리한 절차와 규제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등이다, .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정책 수단 및 사업 운영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의 . 

원칙은 방식의 통제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일선관리자에게 권한을 top-down 

보다 많이 위임하여 업무의 융통성 및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 

및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공공관리론의 사조 . 

속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개혁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5) 오영민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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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2. 6)

 현재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신공공관리 , , , , , 

모델을 채택하여 정부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년대부터 이들 국가들은 . 1970

장기적인 경제불황기를 겪었고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대를 맞이하였다 이 불황의 , . 

원인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고 년대 이후 공공부문에 혁신의 , 1980

바람이 불었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혁신과정에서는 인사제도 및 조직의 . 

개편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편 등 여러 측면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 , 

예산 부문 개혁과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은 핵심적인 개혁 

방안이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를 비롯한 핀란드, , , , ,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권의 국가들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 ,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각국은 성과측정 결과 및 산출 을 중심으로 하는 . ( )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성과만을 .  

핵심지표로 참고하는 국가는 거의 전무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과와 관련된 , 

자료들을 활용하여 예산과 성과정보를 간접적으로 연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성과 자체가 예산편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예산 배정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인 국가로 성과정보와 예산 간의 완전한 , 

일치를 보이는 연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있는 , 

양상을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 PART7) 평가점수를 예산에 연계  

시키지는 않지만 분석 연구 데이터를 참고하면 분명히 평가점수와 예산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경우에도 성과와 예산 .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센터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국제비교 박노욱 연구 ( ,2008) 「 」 
용역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7) 사업평가측정기법 정부성과와 예산관리의  (PART; Program Assesment Rating Tool) :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일관된 기, 
준하에서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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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에서 성과주의 . OECD 

예산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1) 

가 법체계) 

미국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법률은 크게 과정중심적인(process-oriented) 

법률과 책임 및 성과에 관련된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과정중심적인 . 

법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역할을 규정하였는데,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1975, Budget an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책임 측면에서 재무관리를 Accounting Act 1921 .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는 Inspector General Act 1978, Federal Manager's 

등이 있고 정부의 생산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해 Financial Integrity Act 1982 , 

년에 가 제정되었다1993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미국은 년 후버 위원회 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1949 (Hoover Committee)

제안된 이래로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도모하기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년에는 가 . 1950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 Act

제정되었고 이는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년 계획예산제도 연방정부의 재정관리 상태를 . 1965 (PPBS),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목표관리제도 년 영기준예산 등 (MBO), 1977 (ZBB) 

연방정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졌다 한편 년에 . 1993

가 제정되면서 성과주의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연간성과계획 및 , 

성과보고서를 행정부의 관리예산처 에 제출하였다 또한기존 의 (OMB) . G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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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유지하면서 를 추진함으로써 성과정보와 예산간의 연계를 PART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를 활용하여 기존의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 PART

예산배정이 엄 하고 일관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결과 점수에 따라 , 

기계적으로 예산 배정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책상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년에는 가 제정되어 보고가 유용한 2002 Reports Consolidation Act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와 협의하에 성과정보 및 예산을 통합한 연간보고서를 OMB

제출하게 되었고 이 보고서에는 부처가 직면한 관리사항 및 성과 문제 그리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관의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관리제도의 유형) 

미국의 성과관리 제도는 크게 그리고 등 으로 구분하여 GPRA, PII, PIO PART 

살펴볼 수 있다. 

의 기본적인 목적은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사업의 능률 및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에 제시된 성과관리 체계는 크게 . GPRA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계획서에는 최소 - - . 

년간의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목표5 , (goals), 

하위목표 달성 방법 추진과정 등의 요인을 포함하여야 한다(objectives), , . 

성과계획서에는 향후 년간의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책 사업의 1 , 

수행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성과의 수준을 설정하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성과 보고서에는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하였던 . 

성과목표와 실제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를 비교하고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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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가 미달성인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한 분석과 향후 목표 달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투입된 비용 대비 PII(Performance Improvement Initiative)

결과 산출물 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의 실행에서 ( ) . GPRA

발생하였던 저품질의 목표 및 불충분한 성과정보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비효과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효과적인 사업의 예산에 . 

재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용분석을 통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성과정보를 충분히 예산배분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는 회계연도 예산편성에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 2004

처음으로 적용된 프로그램 사업 진단 도구로 성과를 체계적으로 예산에 ,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에 대해 . PART

사업 목적 및 설계 전략계획 사업관리 사업 성과 분야로 구분하여 질문을 , , , 

구성하고 있다. 

구분 질문

사업 목적과 설계

사업 목적이 명확한가1.1 ? 

사업이 특정한 그리고 현존하는 문제 이해관계 또는 필요를 해결하려고 1.2 , , 
하는가?

사업이 다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민간의 활동과 중1.3 , , 
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제한하는 주요한 결함이 없도록 사1.4 
업이 설계되었는가?

자원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직접 사용되고 의도된 수혜자1.5 
에게 돌아가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사업 성과

결과 중심적이며 사업의 목적을 유의하게 반영하는 구체적인 소2.1 , 
수의 장기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장기성과목표에 대해 너무 쉽지 않은 목표치 및 일정2.2 (ambitious) 
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표 공통 질문< 3>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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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조세연구원: , 2008.

는 성과향상담당관으로 정부 생산성 PIO(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 

향상을 위해 이들로 구성된 성과향상위원회(PIC: Performance Improvement 

를 조직한다Council) . 는 조직의 성과관리 업무 조율 및 기관의 전략계획PIO , 

성과계획 등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업의 . 

장기성과목표를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보여주는 소수의 구체적인 2.3 
연간성과지표가 있는가?

연간성과목표에 대해 기준선과 너무 쉽지 않은 목표치가 있는가2.4 ?

모든 사업당사자들이 연간 및 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2.5 
있는가?

사업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상2.6 
시적 또는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예산요구가 연간 및 장기 성과 목표의 달성과 명시적으로 연계되2.7 
어 있으며 예산 필요내역이 완결되고 투명하게 예산에 나타나는, 
가?

전략계획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였는가2.8 ?

사업 관리

부처가 적시에 믿을 수 있는 성과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이3.1 
를 사업관리 및 성과개선에 사용하고 있는가?

연방정부의 관리자 및 사업담당자가 비용 일정 성과결과에 대해 3.2 , , 
책임이 부여되는가?

자금이 적시에 배정되고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가3.3 ?

사업 수행 중 효율성 및 비용 효과성을 측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3.4 
과정이 있는가?

관련된 사업과 효과적으로 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가3.5 ?

재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3.6 ?

관리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가 취해졌는가3.7 ?

사업 결과

장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진척이 이루어지는가4.1 ?

연간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4.2 ?

매년 성과목표 달성에서 효율성 또는 비용효과성의 개선이 있었4.3 
는가?

유사한 목적 및 목표를 가진 다른 사업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여4.4 
주는가?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결과통해 성과를 달성 여부가 평가4.5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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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면서도 진취적인지 계량적 측정이 정확하게 ,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 사업 업무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 

도모할 수 있도록 성과정보를 직원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업무를 실시한다. 

분석은 유사한 성격의 정책사업 담당자들 간의 의사 소통 및 Crosscutting 

조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공통의 목적을 설정하며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을 통해 성과지표 및 책임성 . Crosscutting 

확보를 위하여 개별 평가로부터 나온 공통의 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PART 

확인하고 부재시 이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 

영국(2) 

가 법체계) 

영국의 법체계는 정부의 제도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회의 입법 역시 단일한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영국은 정부의 재정 효율성 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재정개혁을 

도모해왔다 정부는 년 를 재정하여 두가지 재정준칙. 1998 Finance act (fiscal 

에 적합하도록 정책을 설정하였고 이는 경기순환 주기 rule) , (1) Golden rule; 

내 재정수지 균형 혹은 흑자유지 경기순환 , (2) Sustainable Investment Rule; 

주기 내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수준의 부채를 골자로 한다 년 신정부의 . 1997

출법이후 가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 Spending Review , 

재정준칙에 부합하여 부처별 지출한도(DEL;Department Expenditure 

를 확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는 예산의 이월사용이 가능하게 Limits) .  

함으로써 이같은 는 연말에 효율성이 낮은 정책사업에 end-year flexibility

예산을 다 소모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 . 

점검과정은 기본적으로 과정이지만 공공부문의 지출한도 bottom-up , 

이내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년 가 시행되었고 이후 1998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CSR) , 



- 24 -

영국의 예산의 성과관리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정부지출을 .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 그 예산규모보다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은 부처의 사업을 . CSR

목적 과 정책목표 에 따라 영기준 으로 분석한다(aim) (objective) (zero-based) . 

보다 효율적인 공공지출을 위하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가지 원칙을 CSR 4

특성으로 한다. 

첫째 재정운영이 정부의 장기재정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

둘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재정사업의 성공 여부로서 고려한다,  . 

셋째 사업추진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 

추진되도록 장려한다.

넷 째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 

비용이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초점을 둔다.

한편 영국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하기위해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년 2011

예산책임 및 감사법 를 (Budgeting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도입하여 공공부문 채무를 감소시키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 

영국은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법률은 없으나 년 재정안전법, 1998 , 

년 정부자원 및 회계법 등을 제정하여 재정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2000 . 

년 을 도입하여 정부부처들로 하여금 예산사업에 대한 지출활동과 1998 CSR

투입된 자원의 산출물 결과 을 문서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정부 ( ) . , 

부처별 공공서비스 협약 및 서비스 전달 (Public Service Agreement : PSA) 

협약 등이 발간되었다 특히 제도의 (Service Delivery Agreement : SDA) . CSR

는 영국의 재정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의 구조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PSA , PSA

측면을 분석하고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는 정부가 달성하고자하는 상위 목표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PSA (aim), 

구체적인 하위 목표 각각의 목표 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objective),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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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그리고 (performance targets), 성과지표나 

목표가 측정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기술적부록 과 (Technical Note)

상위목표 하위목표 성과지표가 달성되기위해 담당부처가 추진할 , , 내용을 

담고있는 추진전략 로 구성된다(Delivery Strategy) . 

는 기존의 과도하게 많았던 DSO(Departmental Strategic Objective) Target 

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부처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설정하기위해 Agreement

도입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산출지표의 수를 줄이고 모든 . , 

성과목표가 결과중심적으로 전환되었다. 

프랑스(3) 

가 법체계) 

프랑스는 예산체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러한 재정법률, (Loi de 

은 조직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예산법률안을 finances) . 

제안하고 헌법 제 조 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예산법률안은 하원에서 , 39 2

우선적으로 심의된다 법안 제출 일 이내에 하원 심의에서 의결되지않는 . 40

경우 상원에 이를 부의하게 되며 상원은 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을 , 15

의결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법률에 관한 조직법 제 조 항에 따르면 . 42 1

예산법률안에 대한 수정사항 등의 경우에는 국고 지출의 삭감 혹은 통제, 

국고수입의 증가 이외에는 제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 

프랑스는 조직법률들을 활용하여 공공 예산관리의 개선 및 의회의 예산권 

집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나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프랑스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에 기초하여 예산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 성과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정법률에 관한 년 ,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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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의 조직법률8 1 (la loi organique du 1er aout 2001 relative aux lois de 

을 살펴볼 수 있다finances ; LOLF)” .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총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의회는 투입된 예산의 결과에 중점을 두지 않았으며. , 

의회는 예산 총액 예산 및 소비 증가율 등의 양적인 요소에 초점을 , 

맞추었다 이처럼 의회의 책임성이 부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상당히 . 

저조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성과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예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년 가 제정되었고 투입중심의 예산과정에서 . 2001 LOLF , 

결과중심의 예산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사업별로 전략 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사업 담당자는 개발된 , , , 

목표에 맞춰 총액예산 이내에서 유연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는 . LOLF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예산안 제출 시에 사업별 성과계획서를 2006

함께 부속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산개혁 방향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효율성 통제와 재정운영 1) 2)

및 성과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증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3)

추진하고 있다.  

다 성과관리제도의 유형) 

프랑스는 성과관리예산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성과에 기초하여 예산을 , 

배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에 따라 전략 목표 성과지표 등은 각각의 . , , 

예산사업 수준에서 설정되고 성과예산은 중기계획을 토대로 (programme) , 

작성된다 프랑스의 성과분석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시민 사용자 그리고 . , 

납세자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 

사회경제적 효과성 시민 서비스 품질 사용자 관리효율성 납세자 관점에서 ( ), ( ), ( ) 

성과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적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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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예산사업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 

불러일으켰는지를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는 수요자에게 전달된 , 

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 

관리효율성 측면에서는 투입된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산출을 이끌어내어 

효율성 제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프랑스 정부부처에는 각각의 자체감찰총국 이 설치되어있어 (Inspection Generale)

부처의 사업 및 성과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재정산업부 소속의 , 

재정감찰총국 은 (Corps de l'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각 부처의 자체감찰 

총국의 자체평가의 공정성을 평가한다 이처럼 프랑스는 혁신적인 자체평가 .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성과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4) 

가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호주는 년 이후 정부 예산관리의 혁신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공공예1983

산지출 감축 계획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예. 

산의 총량을 통제하되 정책사업담당자에게 예산 및 재무 권한을 위임함으

로써 예산 운용의 유연성 및 비용 측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회계연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 제도1987 (Program Management 

를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년 년을 주기로 and Budgeting; PMB) , 3 ~5

각 프로그램에 대한 중점평가 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예(major evaluation) . 

산의 초점도 자연스럽게 투입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년 발생주의 방식에 기초한 예산 및 회계제도가 발의되었고1997 , 1999 

회계연도부터 도입되어 성과관리제도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호주의 예산관리 제도의 발전은 년 국가회계감사위원회1996 (National 

와 관련된 법률에 긴 하게 기초하고 있다 근간이 Commission of Au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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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년에 . , 1997 Financial Management 

가 제정되어 재정관리권을 각 부처의 장에게 위and Accountability Act

임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매년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둘 . 

째 년 , 1998 Charter 를 제정하여 재정건전성 확대를 도of Budget Honesty Act

모하고자 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단기적 정책수단의 확정을 위해 장기목표 및 . 

우선순위를 재정 전략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매해 년 중기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종 예산 5 . 

성과보고서를 발행하고 반기별로 재정정책과 전략을 발표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년에 가 제정되었는데 본 법률에서는 1999-2000 Public Service Act

예산편성이 발생주의에 기반할 것을 강조하였고 성과 및 산출물에 기반하여 , 

기관을 운영하도록 장려하였다.

나 성과관리제도의 유형) 

호주는 년부터 모든 정부부처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의거하여 1999

예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성과 산출 에 기초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 )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생주의에 기초한 보고서 작성은 서비스 제공에 . 

소요된 총비용 계산이 가능하게 하고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재정건정성을 , 

판단하게 함으로써 정책사업의 평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기 예산 계획 수립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를 민간에 공포함으로써 . 

투명성 확립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에도 이바지 하였다 그리고 년 국회의 . 1997

국정감사와는 별개인 호주감사원 를 창설하여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각 부처의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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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및 현황 ) 

뉴질랜드는 년 노동당 정부가 새로 집권하게 되면서 경제 위기와 1987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였다 년 . 1989

공공재정법이 제정되어 성과계획서 및 (Statement of Intent : SOI) 

연간보고서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규정하는 성과는 결과 영향, (outcomes), (impact), 

산출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outputs) . 

한편 정부 부처가 결과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지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 

궁극적으로 기존에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년 뉴질랜드의 정부 예산혁신은 결과 산출물 중심으로 2001 ( ) 

정부 조직 및 예산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를 위해 ,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민영화 상업화가 시행되었으며, , 계약주의 가 광범위하게 (contractualism)

적용되었다 뉴질랜드의 예산개혁의 주요한 논점은.  결과에 대한  1) 

관리 시민관점의 결과 중심관리(managing for Outcomes), 2) (integrating 

service delivery), 다 부처간의 이슈에 대한 조정 및 협력 3) (tacking fragmentation 

공공 인적자원 양성 과 and improving alignment), 4) (enhancing people and culture)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과 중심의 관리를 위하여 에는 산출물의 범위가 확대되고Output plans , 

산출 과 결과 달성 사이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outputs) (outcomes) 

되었다 즉 부처들은 사업성과 달성 여부 자체만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 

성과 달성을 위한 관리 역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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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3. 

우리나라는 년 초 국방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1960

도입을 시초로 년 성과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일부 부처의 일부 1962

사업에 대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형식적인 . 

도입 및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나 예비 검토 등의 운용 제반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착을 이룩하지 못하고 년 중단되었다1964 . 

한편 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및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 OECD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년 , 1990

기획예산위원회는 당시의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판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성과를 예산과 .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년 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민정부부터 추구해왔던 1998 2

작은정부 가 국가 재정운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과도하게 커진 정부의 ‘ ’ .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의 방만운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정부행정 혁신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년 월 성과주의 예산제도 . 1999 1

도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 

도입하기로 계획하여 그해 월 년 예산과 관련한 개의 5 , 2000 16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년부터 재정지출 효율화를 목적으로 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2004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Top-down), (dBrain) 

구축 중기재정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는 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였고 재정의 , 4 ,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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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대 재정개혁의 시스템화< 3> 4｢ ｣

자료 구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으로 본 참여정부 년: ( ) , 4 , 2007, p.18.｢ ｣

당시 잠재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낙관적이지 못했던 세입여건과 과거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재정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방향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악조건 하에서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시켜야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하여 일선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게 하는 성과관리제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2006 , 

정부는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로 이루어진 , ,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선진 제도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 

이후 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2018 , 

핵심사업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를 포함하여 평가 대상의 선정부터 , 

시작하여 평가 및 환류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한편 대 재정개혁이 실시된 지 년을 넘어서면서 년 정부는 혁신적 4 10 , 2019

포용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발표하며 새로이 2019~2023｢ ｣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개혁안은 세입기반 확충 지출혁신 및 . , 

재정관리의 혁신성 증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년 이래로 재정혁신은 , 2017

기획재정부 주도의 사업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평가를 . 

실시하는 것만으로 재정혁신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평가의 결과가 , 

성과관리체계에 반영되어 환류 형태를 지닐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 ’ . 

국가재정법 Top-down 국가재정운용계획디지털예산회계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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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사업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 

성과관리에 관여하게 된다면 본래 구축하였던 성과관리체계의 의미와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혁신의 조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시범적으로 . 

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제도와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2013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제 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 항 지방회계법 5 ( ) 2 , 

제 조 결산서의 구성 및 제 조 결산서의 작성 등 에 15 ( ) 16 ( ) 따라 회계연도부터는 2016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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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4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크게 성과계획수립 재정운용 성과측정 및 - – 

보고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성과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성과계획서 . 

작성 과정을 포함하고 재정운용 단계에서는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를 , 

고려하여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조직의 유연한 예산 집행이 ,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결산 단계에서는 성과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 

하기 위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성과주의 . 

예산제도는 운영의 목적이나 체계 등에 있어서 형태가 다양하게 실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 예산과정을 성과계획수립 재정운용 성과측정 - – 

및 보고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림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4> 

성과계획 
수립 년(y-1 )

⇨ 재정운용 년(y ) ⇨ 성과측정 보고･ 년(y+1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및 환류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성과계획수립1. 

성과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는 임무 와 비전 의 제시1) (mission) (vision) , 

전략목표 설정 정책사업목표 설정 성과지표 및 성과 측정방법의 2) , 3) , 4)

제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임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는 기관의 . , , 

측면에서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방법은 사업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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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와 비전 의 제시 1) (mission) (vision)

임무는 조직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의미한다 즉 조직의 . 

목표 가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곧 조직의 존재 목적이다 비전은 , , .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인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상으로 조직이 갖추어야할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성과계획 전략체계의 상위단계의 개념이다 이에 . 

기초하여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 

정책사업의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수행의 전략 및 방법까지도 명시하여야 

한다. 

전략목표 설정2) 

전략목표란 조직의 사명에 충실하여 조직의 임무 및 비전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목표나 활동을 의미하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의 달성목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때 핵심성공요인 . , 

의 개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Critical Success Factor : CSF) , 

전략목표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업무활동 항목이나 요인 

등을 의미한다 전략목표는 조직의 임무 및 비전과 접하게 연계되어야 . 

하며 일반적으로는 년간의 중장기적인 목표로 구성된다 전략목표가 , 5 . 

설정되면 이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책활동의 방향 

및 근거가 된다.

정책사업목표 설정3) 

정책사업목표란 조직이 수행한 정책활동의 실제적인 성과 달성여부를 비교 

가능하게 하는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본래 의도했던 , . 

기대 성과와 실제로 달성된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 

달성도를 정책의사결정과정이나 예산배분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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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도 한다 정책사업목표는 상위요소인 조직의 임무 및 비전을 비롯한 .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인 동시에 하위 

성과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 추상적이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활동 수준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개와 . 1 1

대응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간 혹은 정책사업목표 , - 

단위사업 간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가 . – 

체계적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에 기초하여 설정된 하위의 성과지표 , 

역시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구체성 및 ,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정책사업목표는 가급적 . 

정책활동의 최종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 설정과 성과측정 방법 제시4) 

성과지표 는 조직의 궁극적인 존재 (Key Performance Indicators : KPI)

이유를 내포하는 동시에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 , 

측정하는 기준이다 성과지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활동에 대한 성과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측정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도 효율적인 . 

성과지표는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조직혁신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 

결과중심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결과지표의 ,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지표 및 산출지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 

때 단순히 산출량 뿐만 아니라 산출의 질 를 충분히 측정할 , (quantity) (quality)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야한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정책사업의 . 

중요도에 따라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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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추세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 

등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 

예측이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목표치 설정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근거 등을 제시할 때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등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성과측정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목표치 달성을 보다 수월하게 . , 

하기위해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달성이 보다 용이한 수준으로 관대하게 

조정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한편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데 이는 , 

향후 업무 추진 및 성과 측정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정책사업목표를 . 

기준으로 단위사업의 사업 목적 주요내용 규모 및 관련 예산사업 등의 , ,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이때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설정하되 인건비 및 . ,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제도 규제 등의 정책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또한 예산소관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두 조직으로 이원화 된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이 해당 단위사업을 성과계획 목표체계에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재정운용2. 

이 단계에서는 성과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의 배분 및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과 성과가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지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는 각 조직이 예산을 ,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의 . 

전년대비 예산의 일정 비율을 증액하는 전년도 답습적 예산편성 형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조직의 정책사업목표나 객관적 성과평가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목표 대비 성과달성 정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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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성과보고서 자료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함으로써 평가결과가 

환류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입법부의 측면에서 고려하자면 .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반한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심의가 성과지표에 ,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이 보다 간편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 

예산배분단계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관행적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나 성과가 ,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 

비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고3. 

성과측정은 투입된 자원이 재화 및 서비스라는 산출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산출의 질이 어떠한지 산출의 성과는 어떠한지 , , 

등을 측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성과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평가가 . 

이루어지며 조직별로 혹은 사업 활동 별로 달성한 성과가 본래 설정하였던 

목표에 대비하여 효과성 효율성 적시성 등을 평가한다 이 때 성과지표를 , , . ,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며 성과측정 및 평가가 수행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성과보고서는 외부에 . 

공개되며 환류의 과정을 거치며 내년도 성과계획 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과보고서는 내년도 에 해당 연도 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Y+1) (Y)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및 보고하는 자료로, ,  다음연도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전년도 사업성과를 포함해야하며 정책사업목표의 , , , 

달성여부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완료된 

사업의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포함하여야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 

정책사업목표의 달성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한다 또한 추진실적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 

보고되어야 하며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성과지표 , 

미달성의 경우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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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 

활용하여야 하며 실적치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연구원은 성과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로 구분하여 5

검사지적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점검항목을 다음과 같이 , 

제시하였다.8) 

표 성과관리체계 단계 점검항목< 4> 5

8) 감사연구원 정부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 ｣
(2017.2).

단계 구분 점검 항목

단계1
성과관리

체계 수립

성과관리체계가 기관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립

되어 있는가?

단계2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이 프로그램 목표 또는 단위 사업

의 달성도와 달성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가?

단계3 목표치 설정
목표치가 기관의 목표달성 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

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단계4 성과측정
성과측정이 성과계획 대비 사업별 추진 사업에 대한 객

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단계5 결과분석

결과분석이 성과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향후 

성과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정

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료 유승현 감사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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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분석틀 설계3 

제 절 분석의 기본방향 및 내용1 

본 연구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예산제도의 

도입목적의 달성 정도 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 행정 관리 측면 세 가지 , ,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전라북도 사례로 설정하였다. . 

전라북도의 경우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타 

시 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 

예산성과계획과 직무성과관리 체계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분석대상 및 분석 내용을 그림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와 같다< 5> . 

그림 분석대상 및 내용  < 5> 

제도 도입 목적

! 예산지출 효율성

직무책임!

! 조직성과 제고

! 정책 효과성

행정 관리 측면

! 성과정보 예산의- 연계 

관리의 ! 지속가능성

! 내부관리지침의 유무

! 호조 시스템 활용도e-

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

! 목표 및 지표 적절성 

! 측정 및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평가결과 환류!

성과주의 예산제도 평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
환
류
‿

⁀
환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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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도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 OECD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이다 예산운용의 자율권을 일선관리자에게 . 

위임하여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 을 확고히 하고 (accountability)

경직적으로 운용되던 기존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관리자는 사업 예산 . ,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 및 성과에 관심을 가지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 

투입 중심 통제방식에서 산출 중심의 통제방식으로 예산 운영방식을 

전환해온 흐름의 핵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제도 활용을 통해 조직 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및 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조직구성원의 .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진작 및 능력발휘 극대화를 위해 조직구성원 개인의 

직무성과9)를 조직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공공부문의 성과는 , 

일반적으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그리고 서비스의 질 등에 초점을 맞추어 , , 

측정할 수 있다 은 물리적인 생산량뿐만 아니라 .  McComic& Ilgen(1980)

조직의 업무 및 목표 달성에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직무성과의 측정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도 분석을 위해 정책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결과중심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 , 

9)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는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성에 따라  ,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무만족 및 직무애착 그리고 헌신 등의 정도를 측정도구로 활. 
용하여 간접적으로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달성도 업무의 양과 질 생산. , , , 
성 업무처리 정확도 업무 성과개선 실적 의존도 노력 및 협업 정도 등의 포괄적인 의미, , , , 
에서 업무의 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들로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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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및 결과의 향상에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직성과 제고가 곧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의 핵심적인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제도의 도입이 본래 의도하였던 조직의 , 

성과 향상 즉 정책의 효과성 제고라는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 

한다. 

효과성의 측정 지표로는 제도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달성된 목표의 절대치 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 본디, ｢ ｣  

의도하였던 계획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달성된 ｢
목표 계획된 목표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정길/ 2 ( , 1997: 634). ｣
이를 다음과 같이 가시화 할 수 있다. 

표 성과 측정 지표< 5> 

표 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도 제도의 효과성 성과 을 측정하기  < 3> , ( )

위한 지표로 이들 가지 지표중 달성된 목표 계획된 목표 를 활용하여 2 /① ｢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후 계획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것이다, . 

선행연구에서는 제도 도입 후 산출 결과 제도 도입 전 산출 결과( )/ ( )② ｢ ｣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전 후 사이에 달성된 목표 산출 / (｢
혹은 결과 의 절대치 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이  ) , ｣
조직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조직이 기존의 행정체계를 넘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시행착오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제도 정착 및 운영 ,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도 도입 전후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를 단순비교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개년 동안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시계열적 . 3

성과 측 정 지 표

효과성
달성된 목표 계획된 목표 각 연도별/ ( )① 

제도 도입 후 산출 결과 제도 도입 전 산출 결과(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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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전라북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하였던 수차례의 대안적인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 

통해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반적인 도입 

목적을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 정도 책무성 강화 및 예산 절약 측면, , 

조직관리 능력의 향상에 따른 직무성과 개선의 여부 목표 달성 정도를 , 

활용한 정책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일지 파악하여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는 기관의 임무 및  (mission) 

전략목표 의 설정 업무별 성과목표 의 (strategic goal) (performance goal)→ 

설정 성과평가의 항목과 지표의 개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성과의 → → →

측정과 평가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 →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에 중점을 두어온 

흐름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형태가 곧 제도의 성패 결과 에 영향을 ( )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임무. ,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은 성과 향상을 위해서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 

하고 성과지표 역시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객관성 계량화 등의 요건을 , , , 

갖추었을 때 정확한 성과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성과 정보가 환류 되어 예산결정과정에서 이를 . 

활용하는 등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 같은 평가 결과가 . 

공개되어 활용될 때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 

창출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과계획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평가 범주를 활용하여 평가 

기준을 구성하였다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신뢰할 만한지 성과목표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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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의 연계가 적절한지 성과지표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 

구성이 되었는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과정에서 그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 및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다 다음으로 .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 되었는지 달성한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지 성과 측정 , , 

및 평가의 방법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되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책이 본디 . 

계획했던 대로의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이상에서 제시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하기위한 

평가 기준을 종합하여 요약한 것이다. 

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제 평가 기준< 6> 10)

한편 재정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 를 제고하기 위하여 , (accountability)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활용 및 재구성 2020 

구분 검토사항 주요 평가 기준

제도 운영 
체제의 
특성

전략목표 및 
성과 목표 등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성과 지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가 적절한가?!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계량화가 용이한가?!

투입 과정·! 지표보다는 산출 ·결과 지표로 구성
되었는가?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사업 집행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성과 측정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성과 측정의 방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가?!



- 44 -

성과정보와 예산 사이의 연계성 강화가 강조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관련 정보들이 사회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예산과정 및 예산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성과관리는 . 

대체로 조직과 조직 내 구성원의 직무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를 관리하기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 

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성과관리에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용체계간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형식적이고 비일관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성과정보와 예산이 . 

상당히 체계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다고 평가받는 전라북도 사례를 

살펴보며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와 사업예산제도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기로 한다.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를 합리적이고 .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측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이며 이에 더불어 성과의 평가과정에서 전문성 및 객관성을 , 

확보하였는지 그 과정이 효율적이고 적절하였는지 또한 성과계획서와 성과 , , 

보고서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며 미달성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추후 . 

계획서 작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고 외부에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조직이 기존의 행정체계를 넘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보다 ,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대안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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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상의 특성3.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체제 자체의 검토도 

필수적이지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를 둘러싼 여러 행정 , 

환경의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이때 성과정보와 예산 간의 상호연계성을 . , 

검토하고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 2008

정책사업 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 및 재원 배분을 하고 있으나 노력 (program)

부족 및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래의 도입 

목적과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운영체제와 성과관리체제 간에 . 

성과목표 사업체계 성과지표 등의 차원에서 연계가 미흡하고 성과평가 , , , 

측면에서도 예산투입과 재정성과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성과관리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정부는 . 

예산성과관리를 목적으로 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예산에 대해 201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관련 정보들이 정보이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과 예산과정 및 

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그간의 지방자치단체의 . 

성과관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직 및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성과관리 제도를 추진하여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의 연계에서 

저해요소로 언급되는 것이 보고 및 평가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정보와 예산을 연계관리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간의 상호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이 비일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 . 

따라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사이의 구조적 상호연계성을 도모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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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을 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관료의 전문성 및 지속적인 관리 평가 기관의 여부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 

계획에서 보고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관료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부 . 

조직적 행태와 함께 평가기관의 행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예산이란 편성되고 집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환류되는 일련의 .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매 년 일회성으로 예산운영을 평가하는 전문가 , 

집단보다는 전반적으로 도정을 살펴보며 장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있는 , 

전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제도 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타당한 내부 지침의 . , 

유무 여부 역시 제도의 운영이 있어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초기 도입 시기의 배경 및 추진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높게 평가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의 , 

대상이 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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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전라북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4 

제 절 전라북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현황1 

1. 도입배경 및 방향

지방자치의 실시 및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 및 재정 

혁신으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기존에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 

맞추었던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지향하는 재정혁신의 조류 속에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방재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년 사업예산제도를 2008

도입하였다 정책사업 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 . (program)

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 ,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한 후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관리 정보를 

재정운용에 전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성과를 관리할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업예산제도와 2010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 2016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 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 항5 ( ) 2 , 

지방회계법 제 조 결산서의 구성 및 제 조 결산서의 작성 등 에 따라 15 ( ) 16 (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전라북도는 민선 기 이후 도정 목표와 핵심사업을 기반으로 개인별 4

목표를 재설정하고 기존의 목표관리제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내부평가의 , 

저조한 공정성 개선을 중심으로 직무성과평가 제도의 도입을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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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왔다 직무성과평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 BSC 

성과중심의 관리를 실시하며 조직성과 제고를 도모해왔다 모든 . 

행정업무에서 성과 및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은 곧 공공부문 혁신의 

중점적인 가치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 도정의 효율성 , 

제고 책임성 증대 등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기관의 생산성 및 , 

경쟁력 향상을 강조해왔다 민선 기 이후 전라북도지사의 주요 공약을 . 6

중심으로 미션과 비전을 구성하고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였다 성과관리 . 

시스템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관점별 및 핵심성과요인별로 

성과지표들이 인과관계를 갖도록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직무성과 평가제도를 도정의 BSC 

전략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직무성과관리 체계에서 . 

예산성과계획 과의 연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부서에서 , 

가장 중요하거나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 

직무성과평가체계의 성과지표에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며 제외된 , 

경우에는 성과지표화 하도록하여 예산 집행에 따른 적절한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2. 제도 추진체계

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에 기초하여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2008

마련을 위해 년부터 시범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예산서를 2010

작성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 정책사업 성과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 , - , -

각각 연계하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성과지표에 대해 수개의 단위사업이 , 

연계되거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을 대표할 수 없다는 ,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 

설정하고 단위사업은 성과지표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당해연도 월에 작성하는 성과관리계획서에 맞추기 위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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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예산서를 예산안 제출 시점이 아니라 성과관리 계획이 확정된 

이후 월 에  작성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2~3 ) . 

이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 조의 제 항 예산의 첨부서류로서 44 2 1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년 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2014 5 201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성과중심의   2 2 (

재정운용 제 항에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는 성과 목표 성과 )  1 ,  

목표의 관리 체계 성과 평가와 그 지표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그 , , , 

이외의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기관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및 , ,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예산사업 중 지방의회에 

제출한 해당 회계연도 최종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들을 그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성과중심의   2 2 (

재정운용 제 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  3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 항에 따라 작성한 후 다음연도 예산의 1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 

지방회계법 제 조 결산서의 작성 등 항에 따르면 제 조 제 호에 16 ( ) 4 , 15 4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5 2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목표 와 성과보고서 ‘ ’
상의 정책사업달성도 성과계획서 상의 단위사업 과 성과보고서 ‘ ’,  ‘ ’
상의 단위사업 이 각각 로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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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일치< 6> 

한편 성과예산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년 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4 8 ‘2015 

시범작성 매뉴얼 을 통보하여 년부터 사업예산구조와 성과 계획체계를 ’ 2015

일치시켜 시범적으로 작성토록 하였다.11)

3. 제도 운영현황

전라북도는 예산의 성과관리에 앞서 체계적으로 를 활용한  BSC

직무성과관리를 실시해왔다 년에 성과관리제도 시범기관으로 . 2005 BSC

선정되어 년 개 부서를 시작으로 년 상반기에는 개 전체 2006 11 2007 73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그 해 하반기에 직무성과평가 대상을 급 , 6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다 년부터는 부서평가와 개인별 . 2008 BSC 

직무성과 평가를 통합하고 다원화된 평가 업무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 

조직과 조직 내 개인의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단순히 업무에 대한 결과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과정 및 정책효과에 대한 관리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도민의 성과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 

1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예규 제정 통보      ( , 2016. 6.24. ) ※ ｢ ｣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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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을 다졌다. 

그림 전라북도의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비교표< 7> BSC 

특히 전라북도는 직무성과 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상여급 지급에 

활용하는 등 활발하고도 효율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높은 , 

평가를 받으며 타 시 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성과관리 벤치마킹의 대상이 ·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 

대상 설명회 노조협의 설문조사 전문가 코칭 성과관리 연구포럼 등의 , , , ,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성과 평가제도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 도정의 BSC 

전략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미 전라북도는 직무성과평가 . BSC 

자료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연구 용역: 2019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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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수년간  운영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관리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 등을 개발 및 고도화하는데 

요구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축소할 수 있었다 성과관리과와 예산과의 . 

담당부서간 협의를 통해 직무성과평가제도 체계와 예산운영체계를 BSC 

연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전라북도 재정운용 전략체계도< 8> 

자료 전라북도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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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의 연계를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 

성과관리체계는 방식을 활용하여 도정의 미션과 Top-down cascading 

비전에 기초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성공요인 들을 , (CSF)

도출하여 짜임새 있게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예산운영체계는 , 

이렇게 설정된 성과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 양자간의 상호 연계를 . 

통해 목표 달성도 정책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각 실국 별로 월 말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월에 9 , 10

성과관리과 및 예산과에서 성과계획서 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검토가 끝나면 성과계획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예산과와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 성과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계획서가 보다 .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되면 월 말 월에 의회로 제출되고 월10 ~11 , 12 ~ 

다음연도 월에 성과계획서가 확정된다1 . 

한편 직무성과평가체계에서 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 BSC 

위해 내부 자체평가 방식이 아닌 입찰 방식을 통해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예산 성과관리 체계에서의 평가 방식 

역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의 평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성과지표 오류 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 . 92

부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를 대상으로 과년도 ( 59, 8, 16, 9)

성과보고서에 기록된 실적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평가과정의 결과는 평가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 

하며 평가에 대한 총평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 , , ,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과지표를 재설정 조정하고 성과계획서 . ·

및 성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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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전라북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2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도 분석1.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를 BSC

활용한 성과관리 관점을 활용하기로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성과관리체계와 . 

예산운영체계의 연계를 통해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목표 달성도 

및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계산하지 않은 채 . 2015

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실태를 지적하였고, 

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BSC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내외를 삭감하고 반면 높은 평가 20% 

결과를 보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여 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예산편성의 . 

과정에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 간 보수 및 물품구입단가 

등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예산편성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위해 보조사업의 기대 성과와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업 시행 이전에 

점검하고 사업 집행률 향상을 위해 사전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복 유사 사업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 , 

절감된 재원은 보다 필요한 신규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였다 지방보조금은 .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지원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고 이후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여 강력하게 , 

세출구조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성과를 활용한 . 

여러 노력들을 통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예산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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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정보를 활용한 예산편성에 대한 , 

원칙이 있으나 철저하게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결과 보고자료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미흡하다는 평가를 ,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원금액이 증감한 경우가 존재였다 한편 . 

예산의 성과관리를 도입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들 중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가 미진하지만 종료하지 않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 

이는 지방특성상 수요가 적다는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명백한 예산의 , 

낭비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예상 소요 .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 종료 , , 

후에 반납하는 안일한 운영방식의 문제예산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제도와 내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목표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해왔으나 한편으로는 를 활용한 직무성과평가에서 높은 , BSC

성과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R&D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제도는 본래 예산절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동시에 예산의 낭비를 야기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12)

다음은 조직성과의 제고 및 정책목표의 달성이다 전라북도는 년 이후로 . 2016

직무성과평가에 예산성과계획서에 기입된 정책사업 등을 토대로 추출하는 BSC

성과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코칭해오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성과관리계약 성, ( ), 

공약사업 공 정부합동평가 합 비계량지표 비( ), ( ), ( ),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의 지표 예( ) 

등으로 지표유형을 구분하여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성과관리체계를 

12) 여기서 대리인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주인 . 
의 목적함수와 대리인의 목적함수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이 때 정부조직 . 
대리인의 목적함수 에서 는 사회적 후생 공(U1) max U1(x) = max [W(x)+ P(x)] W(x) , α
익을 의미하고 는 대리인 개인의 목표를 의미한다 즉 효율있는 예산운용을 통한 공P(x) . α
익의 극대화가 정부조직의 목표라면 일선관료는 성과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을 목, 
표로 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초래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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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고 있다. 년 기준 전라북도 예산 성과지표 개 중 개가 2019 293 224

직무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연계되어 의 높은 상호 연계성을 BSC 76.45%

보였고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 .13) 이는  

전라북도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각 부서별 예산의 성과계획에 BSC 

포함돼있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성과평가의 대상으로 설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외의 성과지표들도 조직 내 업무활동이 조직의 . 

존재이유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평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를 . 2017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의 는 초과달성 가 달성으로 처리되어 , 14.73% , 81.01%

총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로 나타났다95.74% .14) 회계연도 예산의 2018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의 는 , 8.41%

초과달성 가 달성으로 처리되어 총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 89.64%

로 나타났다98.06% .15)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성과지표 중 대부분은 

성과관리를 위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성과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단위사업의 달성에 따른 인과관계 등에 중점을 . 

두어 지표를 구성하고 단위사업과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재정운용전략이 , 

궁극적으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다면 

통합적인 지표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계획된 목표 대비 

절대적인 목표 달성도 분석과 더불어 제도 도입 이후 개년 동안의 3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도 도입 직전 연도와 직후 . 

연도의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지 , 

못한 시행착오의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절대치 쌍대비교를 하는 것은 

13) 년 기준 도의회 부서 및 소방서는 예산의 성과지표가 없는 관계로 성과지표 분석에 2019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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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 년간의 시계열적 . 3

비교를 통해 전라북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하였던 수차례의 대안적인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회계연도 개년 동안의 비교가 가능한 개의 2016, 2017, 2018 3 247

성과지표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년 개의 성과지표 중 개 는 목표를 달성한 2016 247 216 (87.45%)

것으로 나타났고 개 성과지표는 초과달성 개, 25 (10.12%) , 6 (2.43%) 

성과지표는 목표 미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목표 미달성 지표는 . 6

및 년도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 목표 2017 2018 . 2016

달성으로 나타난 지표 중 개 지표는 에  목표 미달성으로 20 (8.10%) 2017

변동되었으나 년도에는 개 의 지표를 제외한 개 의 2018 3 (1.21%) 17 (6.88%)

지표가 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성과의 제고 및 .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지표설정을 

통해 지표의 목적 달성 난이도를 조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개로 나타났고 이들  2016 25 , 

지표는 년에 초과달성 개 년도에는 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2017 17 . 2018 6 . 

정책효과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론하기보다는 도입 직후, 

의 정비가 덜 된 지표에 비해 전년도 성과를 토대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 

난이도를 타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구조적으로 목표 미달성이 예상되는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 

기존의 목표 달성도를 재측정하여 일몰제적인 목표 관리를 통해 적정목

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는 최근 년간 실적, 3

의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지표인지 혹은 하향지표인

지를  파악하여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년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개 중 개 2016 222 170

의 지표가 년에도 달성 그리고 개 지표가 (76.58%) 2017 , 147 (66.22%) 

년까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2018 .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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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제도 도입 초기에 난이도가 낮은 , 

지표 즉 목표 달성이 수월한 지표를 구성하거나 매년 목표치 상승 폭을 , 

적게 설정하고 기존 실적 등을 정상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채 안일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제도 운영체계상의 특성 및 핵심 사업 분석2. 

제도 운영체계 분석(1)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 형태는 곧 제도의 성패 결과 에 영향을 미치기  ( )

때문에 기관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등은 성과 향상을 위해서 명확하고 , ,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 역시 성과 목표와의 연계성. , 

객관성 계량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확한 성과측정 및 평가를 ,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방식을 활용하여 도정의 미션Top-down cascading 

과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성공요인 들, (CSF)

을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 성과중심 예산운영, 

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단위 예산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성과 및 예산 . 

성과 체계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우선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과계획단계를 평가하는 요소로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신뢰할 만한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가 적절한지 성과지, , 

표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과정에서 그 방법과 절차가 전문적이고 객관

적인지 성과 측정 및 평가의 방법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 

았다. 

전라북도의 예산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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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십수년간 교정되어온 직무성과관리 체계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BSC

있다 전라북도는 성과계획 단계에서 과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 등을 .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과지표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그리고 성과평가 , , 

결과 환류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성과면담을 실시한다 성과면담은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자체적인 작성 지침을 . 

제시하여 목표 및 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성과지표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① 

전국 통계 전년도 실적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 ②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도정의 주요시책 공약사업 부서의 주요업무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성과지표와 실행과제 단위사업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한다( ) .⑤ 

계량화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는 비계량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⑥ 

성과관리계약과제 지표 공약지표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 비계량 , , , ⑦ 

지표 등의 지표 성격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출 및 분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을 가진 연구팀이 성과지표에 대한 성격평가를 

실시한다 지표 성격평가는 난이도와 도전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 

난이도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정도를 평가하며 도전성은 전년도 실적을 ,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목표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 평가와 함께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지표를 평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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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기존의 자체평가 방식에서 목표를 이상 달성 하였음에도 , 100% 

불구하고 실제 도민 수요자 의 정책사업 성과 체감도가 저조하게 조사되는 ( )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직무성과평가에 참여하도록 도모하였다 전문가 지표평가는 교수 및 퇴직한 . 

해당부서 실국장 등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고 평가 항목은 기여도와 , 

타당도로 구분된다 기여도는 해당 성과지표가 얼마나 전라북도의 비전과 . 

미션 그리고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타당성은 

정책목표 성과지표 와 실행과제 단위사업 간의 연계가 얼마나 적절하게 ( ) ( )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몇 년간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과관리계약

과제 공약과제 및 합동평가 지표 비계량 지표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 , 

렇지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난이도가 높아 달성도가 낮게 도출되지만 이, 

러한 성격의 지표는 도정 기여도에서 그렇지 않은 지표에 대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아 달성도에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즉 난이도와 도전, . , 

성이 높은 지표의 경우 달성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표평가를 통한 보완이 요구되고 달성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관리가 , 

필요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지표 성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

다. 

한편 전라북도는 계량화가 가능하며 결과중심적인 성과지표를 구성하

도록 권고하여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비계량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비계량지표 고객조사는 만족도 인지도 청렴도 체감도 등의 장기적. , , , 

으로 전북도정의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라북도의 , 

비전 및 미션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사항 중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의 

평가 및 정책 사업 활동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활용된다 또한 부서환경역량 평가 조사를 통해 부서별 . 

내부고객이 자신이 속한 부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내부 환경 외부 환, 

경과의 차이 유불리한 상황 등을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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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고 실행된 정책 사업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직무성과, . BSC 

평가에서 연 회 당해연도 월 내년도 월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2 7 , 1

실과별 지표에 대해 입력된 실적 값과 제출된 증빙자료의 일치여부에 대

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예산의 성과지표들도 연 회 . 1

당해연도 월에 성과보고서에 기입된 실적 값과 제출된 증빙자료의 일치4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평가과정은 평가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입찰 방식을 활용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의 평가기관에 용역

을 발주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제시하는 단계 점검항목을 활용하였다 단계 성과관5 . 1

리체계 수립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조직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 및 그

에 따른 예산 투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적절하게 

수립하였다 단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 과정에서는 예산의 성과. 2

관리 관련하여 성과 지표 및 단위사업의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별도의 체계나 지침은 수립되어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지표 상당, 

부분이 직무성과평가와 상호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구축BSC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직무성과평가 결과가 . BSC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연계되거나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단계 목표치 설정 단계에서는 목표치가 조직의 목표달성 노력 및 3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목표치의 달성 미달성 초과달성 등 달성도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 , 

있으나 단순한 성과보고 내용만을 활용하여서는 지표의 난이도나 

도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평가를 연계하여 . BSC 

상향지표 하향지표 직전년도 실적 년간의 목표 및 실적 평균치 등을 , , , 3

고려한 전문가 코칭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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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성과측정 단계에서는 성과계획 대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4

바탕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만 현재로서는 목표치 초과달성 지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성과 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치 설정 등에서 ,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비교 자료의 발굴 등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의 . 

성과계획서 작성 과정 중 목표치 설정 시에 타 시 도나 전라북도 ·

전체적인 통계의 비교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보완하기위해 

직무성과관리 코칭 과정에서 목표치 설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BSC . 

마지막으로 단계 결과분석 단계에서 전라북도는 성과측정 결과의 5

신뢰성을 확인하고 향후 성과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서별 지표별 공약사업별 등의 세부 분석을 통해 , , 

어느 부분에서 예산의 성과가 도출되고 향후 어느 방향으로 , 

나아가야하는가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현행의 . 예산성과 보고는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단순히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 ·

예산 부서에서 해당 지표들의 달성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도정에 얼마나 ,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각의 지표들이 얼마나 . 

기여도가 높은 핵심사업과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여부는 

직무성과평가와 연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BSC . 이와 관련하여 

직무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지표 키워드 텍스트마이닝 분석BSC , 

공약사업 핵심사업 및 예산의 성격 등에 따른 성과 달성 비율을 ,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에서 정책사업 실행의 성과를 적절하. 

게 측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평가 결과

가 충분히 환류되는 것 역시 제도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전라북도는 성. 

과보고서 작성 시에 해당 회계연도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

고 미달성 혹은 초과달성 이상 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 분석, (130% )

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목. 

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목표치 적절 달성을 위한 계획 , 

및 일정을 제시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내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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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성과보고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고 자문할 수 있는 외부 예산성과 및 직, 

무성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 

코칭을 통해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지표는 개선하

고 있으며 조직개편 정책방향 변경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부득이하게 , ,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전문가의 코칭을 반영하여 정책목

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화된 성과보고 평가 결과가 . 

환류되어 추후 계획서 작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

고 있으며 외부에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주요 공약 수행을 위해 비전 수립 전략목표 및 성, 

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있고 이 점을 감안하여 공약사업 기반 성과보고, 

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단순 부서별 성과지. 

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보고 고도화를 위해 향후 지표성격별, , 

사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더 나아가 회계별 예결산증감별 예결산집, , , 

행수준별 등의 구체적인 성과보고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처럼 성.  

과보고가 한 단계 더 고도화 되고 평가 결과가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

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사업 분석(2) 

이상으로 제도 운영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면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 

위해 전라북도의 몇 가지 정책사업에 분석틀에서 제시하였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 선정은 최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 . 

내기 위해 전라북도의 투자 중점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 ’, ‘
신산업 여행 체험 번지 일자리 지역경제 를 참고하여 각 중점별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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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개씩을 선정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실태를 점검하였다1 .

삼락농정 농생명산업① 

우선 전라북도 투자중점 중 하나인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 을 중심으로 ‘ ’
농축산업식품국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 

같은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목표: !

삼락농정 추진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향상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정책사업목표 현황:!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농업인 경영안정 복지향상 후계인력 , , 
양성 등으로 지역농업활성화 및 농민
이 행복한 농촌구현

3 4 76,347

단위 개 백만원: , 

주요내용: !

삼락농정 추진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향상 농업생산기반 정비1. 2. 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이외에도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 

단위사업 세부 내역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 분석틀에서 제시한 .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전략목표별 성과 추진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ㄱ.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연계가 적절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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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식품국은 보람찬 농업농민 스마트 농생명산업 사람 찾는 ‘ , , 

농산어촌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정책구현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 , , 

둑 높이기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육성 도모 등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를 기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 , 

기반으로 전략목표를 삼락농정 추진 농업인 경영안정과 복지향상’ , , 

농업생산기반 정비 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목표를 농업인 ‘ . ’
경영안정 복지향상 후계인력 양성 등으로 지역농업활성화 및 농민이 , , 

행복한 농촌구현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성과지표 개‘ , 3 , 

단위 사업 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가 핵심사업을 통해  4 . 

삼락농정기반 농어업 가치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 목표 농업인 경영안정 복지향상 후계인력 양성 . ‘ , , 

등으로 지역농업활성화 및 농민이 행복한 농촌구현 의 정도를 측정하기 ’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농민중심 농정거버넌스를 활용한 정책 사업 ‘ ·

발굴 건 농업 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명 을 ( )’, ‘ · ( )’, ‘ ( )’

자료 전라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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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며 실 국의 기본방향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가 , · -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일관성있게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ㄴ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계량화가 용이한가 투입 과정 지표보다는 산출 결과 . ?/ · ·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성과 측정의 방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

개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용이하도록 각 3

농민 주민 참여 정책 및 사업 발굴 건수 농업 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 행사 ( ) ,  ·

횟수 후계농 선정 인원수 등 투입보다는 산출 중심 지표로 구성되었다, . 

또한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예산성과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ㄷ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 ? / 

집행되었는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농민 중심의 지역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내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활력있는 농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 자체 또는 시군 협력 공공기관 , , 

협력까지 고려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각 정책사업목표 아래 . 

단년도가 아닌 년 내외의 중장기 동안 시행되는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5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 

가까워지고 본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 

하였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ㄹ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 ?

과년도 기준년도 내년도 총 년간의 성과 목표 및 실적을 Y-2, , Y+2 5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개의 성과지표 중 한 개 지표만 . , 3

회계연도에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7 

원인 분석 및 개선 노력을 통해 다음 해 목표하였던 수치를 달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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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만 제시된 년간의 실적 및 목표가 어떠한 증감 없이 동일한 . 5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원만한 목표치 달성을 넘어 , 

전년도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한 목표치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특성 상 목표치 상향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 ,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융복합 미래신산업② 

전라북도 투자중점 중 하나인 융복합 미래신산업 을 중심으로 ‘ ’
경제산업국 탄소산업과의 정책사업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 

성과계획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목표: !

탄소산업 대 전략기지 추진전략 마련과 대형 예타사업 국가사업화 추진4

정책사업목표 현황:!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을 통한 고부
가가치 융복합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
출 도모

2 4 9,345

단위 개 백만원: , 

주요내용: !

탄소산업 대 전략기지 추진전략 마련과 대형 예타사업 국가사업화 추진1. 4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제도적 기반 구축2. 

탄소 융복합 소재부품 상용화 촉진 사업발굴3. 

탄소 소재산업 연구개발4.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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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ㄱ.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연계가 적절한가· · ?/ ?

경제산업국은 산학연간 창조혁신 융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에 R&D 

반영하고 탄소관련 전문인력양성 도내에 기업유치 신규일자리 창출을 , , ,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를 , 

탄소산업 대 전략기지 추진전략 마련과 대형 예타사업 국가사업화 ‘ 4

추진 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목표를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을 ’ .  ’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육성과일자리 창출 도모 로 설정하고 이를 ‘ , 

달성하기 위해 하위 성과지표 개 단위 사업 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2 , 4 . 

통해 전라북도가 핵심사업을 통한 연구개발 경쟁력 제고로 혁신성장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 목표 .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육성과일자리 창출 ‘
도모 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탄소소재 상용화 ’ ‘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사업화 기업지원 건 도내 탄소기업 마케팅을 ( )’, ‘
위한 국내외 산업전 참여 지원기업수 개 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 국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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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일관성 -

있게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ㄴ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계량화가 용이한가 투입 과정 지표보다는 산출 결과 . ?/ · ·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성과 측정의 방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결과 보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예산성과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개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 2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가 용이한  탄소클러스터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건 및 도내 탄소 기업 애로기술 지원 건수 도내 기업마케팅 지원 , 

횟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산출보다는 투입 중심 지표로 .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추후 성과를 활용한 평가 및 환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산출 및 결과 중심적인 지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표 

관리가 요구된다.  

ㄷ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 ? / 

집행되었는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탄소산업 활성화를 , 

위한 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반을 내실있게 구축함으로써  R&D

탄소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도 자체 또는 시군 협력 공공기관 , , 

협력까지 고려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각 정책사업목표 아래 . 

단년도가 아닌 년 내외의 중장기 동안 시행되는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5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 

가까워지고 본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 

하였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ㄹ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 ?

해당 성과지표는 과년도 기준년도 내년도 총 년간의 성과 Y-2, , Y+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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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적의 경우 산출시기가 성과계획 작성 시기보다 , 

늦은  관계로 누락되었다 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의 경우 개의 . , Y-2 , 2

성과지표 중 개 지표는 목표치를 적정 달성하였으나 다른 한 지표의 경우 1 , 

목표치는 개 이었으나 실적은 개 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50( ) , 81( ) . 

그러나 다음연도 목표치 역시 개 으로 설정된 점을 보아 이는 목표치 50( ) , 

초과달성에 대해 충분한 원인 분석과 목표 조정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순하게 목표 달성이 수월하도록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 

설정하는 것 대신에 전년도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한 

목표치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특성 상 목표치 상향 조정이 .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 

할 것으로 평가된다. 

여행 체험 번지 1③ 

전라북도 투자중점 중 하나인 여행체험 번지 를 중심으로 ‘ 1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 

같은 성과계획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전략목표: !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목표 현황:!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문화예술 체험ㆍ활동 지원 및 문화자
원개발로 도민 문화복지 향상

5 7 67,761

단위 개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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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관광 진흥 견인1.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2. 

문화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콘텐츠 산업 육성3. 

생활 착형 문화시설 조성지원4.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공영공원 디자인 개선5.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ㄱ.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연계가 적절한가· · ?/ ?

문화체육관광국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문화 향유 ‘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 거점공간 조성 을 기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를 문화예술 체험과 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
개발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으로 설정하고 있다’ .  

또한 정책사업목표를 문화예술 체험ㆍ활동 지원 및 문화자원 개발로 도민 ’
문화복지 향상 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성과지표 개 단위 ‘ , 5 , 

사업 개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가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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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역량을 제고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추구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 목표 .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가지 지표로 세분화하여 5

제시하고 있으며 실 국의 기본방향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가 , · -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일관성 있게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ㄴ 성과지표가 구체적이며 계량화가 용이한가 투입 과정 지표보다는 산출 결과 . ?/ · ·

지표로 구성되었는가 성과 측정의 방법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

성과지표의 달성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방법을 

구성함으로써 예산성과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개의 성과지표중 개는 5 4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설 수 문화예술육성 분야 국가예산 확보액 콘텐츠 , , 

제작 기업지원 수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등 계량화가 용이한 지표로 , 

구성되었다 나머지 개의 성과지표는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 1

만족도의 비계량 지표로 구성되어 결과중심적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만족도 , 

조사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된다 한편 콘텐츠 제작 . 

기업지원 수지표는 산출보다는 투입 중심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성과를 활용한 평가 및 환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산출 및 결과 . 

중심적인 지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  

자료 수집 방법 및 출처가 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로 단순하게 입력되어있어  /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며 이는 향후 보다 세부적인 정보 입력이 요구된다, .

ㄷ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 ? / 

집행되었는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문화 발굴 , 

창조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 전통문화 확산 및 , 

진흥을 꾀하여 문화체험 인프라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도 자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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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협력 공공기관 협력까지 고려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각 , . 

정책사업목표 아래 단년도가 아닌 년 내외의 중장기 동안 시행되는 세부 5

사업들로 구성된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본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을 ,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ㄹ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 ?

해당 성과지표는 과년도 기준년도 내년도 총 년간의 성과 Y-2, , Y+2 5

목표 및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개의 성과지표는 대개 목표치 달성 경향을 . 5

보였으나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 목표치 이상 , , 200%

초과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정하였던 개년 목표치를 수정하지 , 5

않고 활용하였음을 보아 이는 목표치 초과달성에 대해 충분한 원인 분석과 

목표 조정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순하게 목표 달성이 . 

수월하도록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대신에 전년도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한 목표치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 

특성 상 목표치 상향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 

설명을 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개의 성과지표 중 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치 단위가 변경되었는데5 2 , 

외부환경 등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내년도 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대개 . Y+2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역시 성과 제고를 위해 전년도 실적을 , 

고려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④ 일자리 지역경제 ·

전라북도 투자중점 중 하나인 일자리 지역경제 를 중심으로 년 ‘ · ’ 2020

기준으로 새로 신설된 일자리경제본부의 정책사업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계획 추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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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

성장동력 산업중심 핵심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기획 창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 , 

일자리창출과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 도모

정책사업목표 현황:!

정
책사업목표

성과지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과 안정적인 
창업여건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
출

3 3 53,964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역혁·
신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도모

2 2 27,178

단위 개 백만원: , 

주요내용: !

일자리 기획 및 정책지원1. 

청년정책 추진 2. 

창업활성화 지원3.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 

지역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5.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ㄱ.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연계가 적절한가· · ?/ ?

일자리경제본부는 청년취업 중장년 재취업 창업지원등 일자리시책 , , 

추진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 등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를 , ‘ 
성장동력 산업중심 핵심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일자리기획 창업활성화 지원’ ‘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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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사업목표를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과 ‘ . ’
안정적인 창업여건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 ’ ·

경쟁력강화 및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도모 로 설정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위 성과지표 개 단위 사업 개를 구성하고 있다5 , 5 . 

이를 통해 전라북도가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탄탄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책사업 목표 . 

달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가지 지표로 세분화하여 5

제시하고 있으며 실 국의 기본방향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가 , · -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일관성 있게 적절하게 연계되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ㄷ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사업의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 ? / 

집행되었는가?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장 가능한 ,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도 자체 또는 공공기관 협력까지 , 

고려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각 정책사업목표 아래 단년도가 아닌 . 

년 내외의 중장기 동안 시행되는 세부 사업들로 구성된 단위사업을 5

포함하고 있고 이들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근접해지고, , 

본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ㄹ 목표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 ?

해당 성과지표는 과년도 기준년도 내년도 총 년간의 성과 Y-2, , Y+2 5

목표 및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부분은 개 , , 5

지표 목표치 모두 달성 및 초과달성의 결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 

어느 지표도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 조정의 폭을 최소화 

하였다 단순하게 목표 달성이 수월하도록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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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대신에 전년도 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한 목표치 적절 

수준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 특성 상 목표치 상향 조정이 어려운 경우. ,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다음은 위에서 분석한 전라북도 투자중점 핵심사업 가지를 4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

표 전라북도 투자중점 핵심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비교< 7> 

전략목표명

실국명 ( )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16 ‘17 ‘18 ‘19

삼락농정을 통해 

규모화 경쟁력과 , 

더불어 농민이 행복한 

활력있는 농촌구현 

농축수산식품국( )

농업인 경영안정, 

복지향상 후계인력 , 

양성 등으로 

지역농업활성화 및 

농민이 행복한 농촌구현

농민중심 

농정거버넌스를 활용한 

정책사업 발굴·

○ ◎ ◎ ○

농업기업 간 상생협력 ·

추진

　

-
○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 ◎ ○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으로 창의로운 

문화체육유산자원 · ·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 체험ㆍ활동 

지원 및 문화자원 

개발로 도민 문화복지 

향상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 ○ ○ ○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본격 운영
◎ ◎ ○ ○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관람객수
○ ○ ○ ○

문화콘텐츠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수

○ ○ ○ ○

문화기반기설 이용자 

달성 통합문화이용권 , 

발급률 및 이용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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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에서 전라북도의 핵심사업들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연계 구조가 논리적으로 - -

구성되어 일관성있게 관리되고 있었고 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성, 2016~2017

과보고를 통해 관리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성과지표들이 산. 

출 결과 중심적이기 보다는 투입 중심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특· , 

성상 개선이 불가피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투입 중심적. 

으로 구성된 지표는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본래 기대효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출·

결과 중심적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탄소산업 중심지 도약과 

균형있게 커가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산업국( )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과 안정적인 

창업여건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창출 채용( ) 

및 취업지원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기업수
○ ○ ○ ○

전통시장소상공인 ·

경쟁력강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도모

소상공인 희망센터 

입주업체 창업률
○ ○ ○ ○

지방물가 

안정관리 매월조사 회( )( )
○ ○ ○ -

탄소산업 중심지 도약과 

균형있게 커가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산업국( )

탄소산업 전략기지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도모

탄소소재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사업화 기업지원

-　○ ○ ○

도내 탄소기업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 

참여지원기업수 개( )

　

-
◎ ○ ○

목표치 달성 목표치 초과달성 이상 목표치 미달성: , : (1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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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성과지표 분석에서도 지적하였듯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 년간의 실적 및 , 5

목표치를 살펴보면 일률적인 방식으로 목표치가 설정되고 있다 이는 곧 . 

직전년도를 포함한 년간의 실적 평균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3

설정되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 

노력과 결부지어 평가할 수 있다. 본디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제도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목표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으나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 

실제로는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성 도모와는 괴리가 ,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사업 시행을 통해 도정이 본디 추구하고자 하였던 가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사업의 특성 및 외부 환경 

등의 요소와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함으로써 타당한 측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관리상의 특성 분석3.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수립 정– 

책사업시행 성과보고 및 환류의 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의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정착을 위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때 성과관리체계와 . , 

예산운영체계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고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강조된다. 

전라북도는 년부터 직무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기존의 단위 2008 BSC 

업무에 대한 단순 결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과정과 효과에 대한 관리 

중심적인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 

위해 수년간 기업 중앙부처 벤치마킹 전문가 포럼 성과관리 연구 세미나 · , ,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성과 평가 체계를 보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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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전시켜온 직무성과평가 체계를 토대로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BSC

예산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성과관리와 예산체계의 연계구조< 9> BSC 

직무성과평가 체계 예산운영 체계  [BSC ]                 [ ]

 

회계연도 연구보고에 따르면 예산성과계획의 성과지표 혹은 2019 

단위사업에 직무성과평가가 상당수 연동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로 분석되어 직무성과평가에 따른 , 76.45%

예산성과계획의 반영은 매우 긍정적인 상태로 평가되었다 성과보고 .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 

전문가가 코칭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성과평가 지표와 예산성과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라북도 현안이나 . 

공약 등이 주요한 예산 성과지표로 반영되어 설정되도록 고도화 하여 

이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양자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 

각 부서별 임무 비전·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대관점 핵심성공요인4 / (CSF)

성과지표

부서장 성과협약서 정책관점지표/

실행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이행사업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분야 국( )

부서 실 과( · )

정책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

단위사업 주요활동별 성과지표 개발/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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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성과목표 정책사업 와 성과지표 단위사업 를 적절히 연계하는 ( ) ( )

것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 과 단위의 조직부서에서 정책사업을 . ·

중심으로 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년간의 실적 및 , 5

목표치를 기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 유의해야할 부분은 조직의 미션 . , 

혹은 실 과별 전략목표가 매 회계연도에 실제로 수행되는 예산사업에 ·

중점을 두고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 

기반한 조직의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기능과 업무에 기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 및 . 

단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평가체계와 예산운영체계의 상호연계를 도모할 때에는 단순 

양자 간의 지표명 연계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기초하여 실 과별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 ·

하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 그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에 성과평가체계와 예산운영체계가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연동되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체계의 성과 평가 

시기가 상이한 관계로 연계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 직무성과평가 . BSC

체계의 경우에는 연 회 월말 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과 그 2 6 , 12 7

다음 해 월에 실과별 고유 및 공통지표에 대해 성과관리 시스템에 1

등록된 실적 값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에 대해 서면 점검 실시하였다. 

하지만 예산 성과체계의 경우에는 각각 월말 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6 , 12

하여 평가를 하였다 양 체계가 연계되어 유사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 

제기됨으로써 전라북도는 년부터 월말 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2019 6 , 12

변경함으로써 평가체계를 예산집행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BSC . 

또한 전라북도는 성과관리체계의 경우에는 십수년간 제도 운영에서 BSC 

발생하는 한계를 교정해오는 과정을 통해 타 시 도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

평가 기준과 내부 지침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기본적으로 . 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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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19 , 

제 조 평가 결과의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반영 제 조 평가 결과에 28 · · , 30

따른 보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근무성적평정 지방공무원 , < > 31 2 ( ),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성과상여금 제 장 지방공무원 성과 상여금 6 2( ), 6 (

업무처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근거하여 ), < > 7 8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 

전라북도 운영지침을 개발하여 성과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전라북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 8> 

이에 반해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운

영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훈령만을 활용하고 있, 

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그치고 있기 때. 

문에 이들만을 활용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체계성에서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 예산 성과체계 운영지침의 부재는 곧 조직 내부의 미흡. 

한 제도 운영행태와도 연결되는데 제도가 시행을 넘어 안정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계

획에서 보고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조정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 현행 직무성과평가체계에 비해 BSC 

체계적인 운영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년 성과주의 예산제도2016

구분 주요 운영지침

전라

북도

도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부서와 소속직원의 임무 중 장기 목표 연, · , 

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관리, 

단위업무에 대한 결과 중심 평가방식에서 과정과 효과에 대한 관리중심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객을 평가에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책임행정 강화, 

부서 단위 성과를 개인평과와 연계하여 조직과 구성원 간 협력체계 강화

평가결과를 인사 예산 조직 등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 모형 구· ·

축과 확산에 기여

자료 소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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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격적인 도입 이래로 현재까지 담당 관료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양상

을 보였다 예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세 한 가이드라인이 . 

없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본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적과 그 방

향에 대해 인식이 미흡하였고 제도 운영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지 못하, ·

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이러한 미흡한 조직행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 

변수가 존재한다 전라북도는 년 월 사업예산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 2008 5

이후로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사전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으며, 2009

년에 직무성과평가 대상을 전라북도 전체 부서에 적용하여 최근까지  BSC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성과중심 평가의 조류 속에서 년 회. 2016

계연도부터 모든 부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의회 성과보고 시에 예산의 성과계획을 통해 , 

정책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상황

에 이르렀다 이 때 보고자료 작성을 위해 요구되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 

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으로 검증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성과지표 분석을 실시하여 오류를 . 

도출하고 지표 및 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예산의 성과관리에 앞서 직무성과평가 개발 단BSC

계부터 도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컨설팅 및 코칭을 담당해온 전문적인 연구

기관이 존재하였고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관리 발전을 도, 

모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전라북도는 해당 기관에 예산의 성. 

과관리를 위탁하게 되었고 십수년간 도정의 전반을 관리해온 경험을 바탕, 

으로 예산운영의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성과주의 예산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의 구조적 및 

운영적인 차원의 검토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 호조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한계로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을 e-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성과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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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로의 추출이 e-

용이하지 않아 실국별수준의 추출에 머무르며 부서별 추출이 어렵다 또한 .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만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보고서 추출이 어려운 , 

현실이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의 연계도 확인할 수 없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성과지표와 단위사업간 . 

구조적 및 논리적 연계성을 강조하였던 만큼 이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안하기 위하여 . 

예산의 성과계획과 보고자료 입력 시에 호조 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 e-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하되 전라북도의 직무성과평가 시스템에 입력한 ,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행과제가 호조 시스템에서 성과지표 및 e-

단위사업으로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방향으로 고도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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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제 절 연구요약1

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의 조류에 따라  1900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측면에서 행정에 대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왔다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업예산제도의 한계를 . 

보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시스템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 

투입 중심으로 예산비목별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성과주의 (input) 

예산제도는 산출물 에 초점을 맞춘 예산운영을 통해 조직성과 제고(output) , 

예산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책임행정 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년 사업예산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2008 , 2010

시범적으로 사업예산제도와 결부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재정법 , 

제 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5 2016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 

조직성과 제고라는 효과가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작성 수준에 그칠 뿐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성과예산의 전반 과정을 ,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성과를 제고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년부터 본격적으로 . 2016

시행되어온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조적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며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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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제 장에서는 성과주의 1 2

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주요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용 행태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제 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성과관리 . 3

예산제도 운용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며 제 장에서는 , 4

전라북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체계를 제도 도입 목적 달성도 제도 1. , 2.

운영체계상의 특성 행정 관리적 측면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 3.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적 달성도 측면의 경우 전라북도는 , ,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무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BSC 내부지침 등을  

활용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목표로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도모해왔으나 한편으로는 를 활용한 , BSC

직무성과평가에서 높은 성과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난이도를 낮게 R&D , 

설정하는 사례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물론 . 

예산의 성과 평가가 직무성과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예산성과체계의 성과지표와 직무성과평가의 성과지표가 상당수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의 효율성 도모라는 목표 추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는 년 이후로 직무성과평가에 예산성과계획서에  2016 BSC

기입된 정책사업 등을 토대로 추출하는 성과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코칭해오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성과관리계약 성 공약사업 공, ( ), ( ), 

정부합동평가 합 비계량지표 비( ), ( ),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의 지표 예 등으로 ( ) 

지표유형을 구분하여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성과관리체계를 연계하고 

있다 성과지표들은. 조직 내 업무활동이 조직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평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예산의 ,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별 달성도 역시 대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년간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전라북도가 제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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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하였던 수차례의 대안적인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부 미달성 지표의 경우는 해가 

거듭됨에 따라 달성으로 전환되며 조직성과의 제고 및 정책효과성 증대를 , 

위해 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고려한 지표설정을 통해 지표의 목적 

달성 난이도를 조정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성과지표들은 점차 적정수준의 달성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정책효과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 

추론하기보다는 도입 직후의 정비가 덜 된 지표에 비해 전년도 성과를 , 

토대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 난이도를 타당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을 . 

몇가지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 

설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특성 상 목표치 상향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제시해야하나, , 

현재까지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제도 운영체계 측면 검토 결과, , 전라북도는 Top-down 

방식을 활용하여 도정의 미션과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를 cascading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핵심성공요인 들을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부서별 , (CSF)

성과지표를 개발한 후 성과중심 예산운영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들을 ,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위 예산편성 및 

집행하고 있었다 또한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결과지표로 구성되어있고,  

계량화가 어려운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비계량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예산관리체계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지침이 존재하지 않지만 직무성과체계를 활용하여 도정 전반을 , BSC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라북도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 혹은 초과달성 이(130% 

상 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향후 ) , 

목표치 적절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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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예산의 성과를 , 

분석하고 자문할 수 있는 외부 예산성과 및 직무성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도화된 성과보고 평가 결. 

과가 환류되어 추후 계획서 작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모니

터링하고 있으며 외부에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 

제고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부 정책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성과지표들이 산

출 결과 중심적이기 보다는 투입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측·

정하는 지표로 거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본래 기대효과 

달성도를 측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 

서도 년간의 실적 평균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설정된 3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 측면의 경우 전라북도는 성과보고 결과를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해 전문가가 코

칭하는 과정을 통해 직무성과평가 지표와 예산성과가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라북도 현안이나 공약 등이 주요한 예산 성과지. 

표로 반영되어 설정되도록 고도화 하여 이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

다. 

한편 전라북도는 성과평가체계와 예산운영체계 양자를 연계하어 

유사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 , 

시기가 상이하여 성과 평가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전라북도는 년부터 월말 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2019 6 , 12

평가체계를 예산집행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BSC . 

또한 전라북도는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운영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며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선언적 , 

의미 수준의 훈령만을 활용하고 있다. 현행 직무성과평가체계에 BSC 

비해 체계적인 운영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년 성과주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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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래로 현재까지 담당 관료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산 운영 체계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세 한 .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본래 추구하고자 하였던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 인식이 미흡하였고 제도 운영이 철저하게 , 

관리 감독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 이러한 미흡한 조직행태를 

보완하기위해 예산의 성과관리에 앞서 직무성과평가 개발 단계부터  BSC

도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컨설팅 및 코칭을 담당해온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탁하게 되었고 십수년간 도정의 전반을 관리해온 ,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운영의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관리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현행 호조 시스템의 e-

경우에는 시스템의 한계로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을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성과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해 호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e-

과정에서 한글파일 및 엑셀파일로의 추출이 용이하지 않아 실국별수준의 

추출에 머무르며 부서별 추출이 어렵다 또한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별로. , 

단위사업은 단위사업별로만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 

알아볼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과보고서 추출이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의 연계도 확인할 수 없게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2

이상 전라북도의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며 확인하였듯이 성과주의 , 

예산제도는 단순히 예산제도의 변화를 넘어 도정 전반의 결과중심 

행정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타 . ,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유의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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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순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행을 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도정 관리 평가 역할이 중요하다· . 

예산이란 편성되고 집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환류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매 년 일회성으로 예산성과를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 

전반적으로 도정을 살펴보며 장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있는 전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된다.

둘째 제도 운영 및 평가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타당한 내부 지침을  ,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지표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인 성과지표가 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지침을 구성하여 성과계획 작성시에 BSC 

지표성격평가 체계를 활용하여 지표의 난이도 적절성 타당성 기여도 등을 · · ·

보다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간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고 ,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정보들이 사회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예산과정 및 예산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정책사업을 명확하게 

연계시켜 편성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넷째 예산 성과보고가 단순한 부서별 성과지표 분석을 넘어 고도화 ,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단순 부서별 성과지표 분석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성과보고 고도화를 위해 향후 지표성격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 , 

분석하고 더 나아가 회계별 예결산증감별 예결산집행수준별 등의 , , , 

구체적인 성과보고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처럼 성과보고가 한 단계 . 

더 고도화 되고 평가 결과가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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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운영체계 양자 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  

과정에서는 성과목표 정책사업 와 성과지표 단위사업 를 적절히 연계하는 ( ) ( )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유의해야할 부분은 조직의 미션 혹은 실 과별 . , ·

전략목표가 매 회계연도에 실제로 수행되는 예산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기반한 조직의 ,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기능과 업무에 기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이 수행하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예산사업에 기초하여 실 과별 전략목표가 설정되고 ·

이에 따라 하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는지 그 체계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호조 시스템의 경우e- 성과지표와 단위사업을  

연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성과의 평가 및 . 

분석을 위해 호조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국별수준의 추출에 e-

머무르며 부서별 추출이 어렵고 정책사업은 정책사업별로 단위사업은 , 

단위사업별로만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 

체계적인 성과보고서 추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무성과평가 .  

시스템에 입력한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행과제가 호조 시스템에서 e-

성과지표 및 단위사업으로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틀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적용하였지만 실제로 분석의 

흐름을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듯이 모든 차원과 과정들은 비슷한 맥락으로  , 

연결이 되어있다 이는 결국 제도가 시행을 넘어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또 상호보완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케이스를 활용한 사례분석으로 연구자의  , 

개인적인 가치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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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단위가 정 하고 한정적이지 않고 제도의 구조적 및 운영적 측면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은 . 

해석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제도의 다측면을 . 

고려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나, 

제한적인 분석틀의 활용으로 평가 결과가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정 한 산식의 . 

개발에 대한 탐구도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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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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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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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and further studie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s had an effect on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concept and main contents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were examined through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I analyzed a case analysis 

of the budget operation of Jeollabuk-do, which currently operates a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as 

reviewed by dividing into three categories: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ed to e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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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ffectiveness and examin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firs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chievement level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objectives, Jeollabuk-do reinforced 

responsibility for overall work by utilizing the results of BSC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budget planning process and utilizing 

internal guidelines.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iciency of 

budget expenditure was promoted with the aim of saving the budget. 

Also, it was found tha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effectively 

improved by linking the BSC performance system and the budget 

performance system.

 Second,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e oper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Jeollabuk-do uses the top-down cascading method to 

establish a business plan in detail and organize and execute a budget for 

each business unit in order to achieve performance goals. In the case of 

Jeollabuk-do, there is no internal guideline for the budget management 

system, but it is evaluated that the province is systematically managed 

overall by utilizing the BSC performance system.

Lastly,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Jeollabuk-do 

reviewed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report, and based on this, an 

expert coached the preparation of the performance plan for the next 

year's budget so that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and the 

budget performance could be properly linked. That is, Jeollabuk-do's 

pending issues and pledges were reflected on major budget performance 

indicators. Afterwards, Jeollabuk-do utilized the budget performance 

report as a mechanism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budget formulation and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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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above cas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in the local community that can analyze the province as a 

whole and provide long-term evaluation and consultation, and develop 

appropriate internal guidelines that provide direction for system operation 

and evaluation.

Second, in order to organically link the job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budget operation system, the performance targe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the policy project of the project budget must be 

clearly linked and organ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chanism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budget formulation and execution by making the budget 

performance report advanced beyond simple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each department, and the evaluation results are disclosed.

Fourth, it is important to properly link performance goals (policy 

projects) and performance indicators (unit projects).In fac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nalyze whether the strategic goals for each department have 

been set based on the budget project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and 

whether subordinate policy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have been 

set accordingly.

Lastly, i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e-hojo system in a direction in 

which the goals and task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entered in the 

BSC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can be automatically extracted as 

performance indicators and unit projects from the e-hojo system.

Keywords : Performance-oriented budget system, local governments, 

financial efficiency, BSC,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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