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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짧
은 예산심의기간은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에
국회는 201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예산 무수정 통과가 줄어들고 예산심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대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토대로 실증분석했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를
활성화시켰다. 예산심의기간이 확대되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이 증가하면 그
들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
성 완화에 기여한다. 그 결과 예산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가령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 국회의원과 관료 사이의 전문성과 정보 격차가 감소하면 국회의원은 관료를
설득해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위험요인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이전보다 활성화되며 이는 예산수정 가능성과 수정 규모의 증가로 나타난다.
둘째,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 활성화에 더 큰 영향
을 미쳤다.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목적은 예산심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때 강조
점은 아무래도 예산증액활동보다는 감액활동에 있다. 국회의원은 매년 수만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한다. 이 중에는 그들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전자에
속하는 사업예산을 증액할 유인을 갖는다. 하지만 후자에 속한 사업예산에 대해 특
별히 증액 유인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예산감액활동이 예산증액활동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을수록 강화되었다.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제한된 합리성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초선
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심각한 제한된 합리성의 문제에 직면한
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할 때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되는 정도는 초
선의원인지 다선의원인지에 따라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
하면, 초선의원은 늘어난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
다. 반면 다선의원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 동안 얻을 수 있
는 정보나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늘어난 시간 동안 초선의원의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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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완화 정도는 다선의원의 완화 정도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을수록 예산심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심의대상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에 강화되었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
성 완화 정도는 그들이 심의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가령 심사대상이 자
신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주어진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심
의행태를 보일 것이다. 선심성 지역사업의 예산증액은 국회의원이 예산심의과정에
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편익이다. 만약 심의대상이 국회의원 본인의 정
치적 편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심성 사업이면, 평소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하던 국회의원도 다른 심의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늘어난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예산증액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심사에 임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
을 심사할 때,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은 더 크게 완화될 수 있고, 이는 예산증액 가
능성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 역할 강화를 의미한다. 이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선 예산심의기간 확
대는 예산심의를 활성화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견 반영을 늘렸다. 또한 우
리나라와 같이 초선의원이 많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그들의 전문성과 정
보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측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감액활동을 증액활동보다 더
활성화해 재정규율의 확립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역할 강화를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선심성 지역사업의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 재정
관련 역할 증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정규율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주요어: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심의기간, 예산심의 활성화, 재정규율, 재정민주주의,
제한된 합리성, 초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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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민주주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
만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법부의 영향력은 점차 감
소해왔다(Schick, 2002). 권력의 추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이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법부 적극주의
(legislature activism)는 이러한 반작용의 일환이다. 국회의 역할을 증대하려
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프랑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
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tapenhurst, 2004).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
임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커졌다(박형준･김춘순, 2013). 가령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결정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은 거수기에 지나
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권력의 추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
했다.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법부의 권한 및 역할 강화라고 할 수 있다(강혜원･하연섭, 2016).
예컨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심의활동을
지원하고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
했으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했다.
입법부 역할의 확대는 기대와 함께 우려를 낳았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재정권한이나 역할이
클수록 그들은 국민의 선호를 예산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
의 역할 강화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1) 확립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1) 재정민주주의의 정의는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Wicksell(1896)에 의하면, 재정민주
주의는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이를 국민의 선호에 맞게 집행할 때 달성된
다(김춘순, 2014b에서 재인용). 김춘순(2014b)은 재정민주주의를 보다 넓게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재정민주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재정입헌주의를 기반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재정이 집행되고, 재정작용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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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칫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2)의 약화를 초
래할 우려가 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익만을 추구한다
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
에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국회의 권한 혹은 역할 증대는 재
정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재정규율 약화의 수단으
로 악용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시행해온 재정권한 또는 역할 강화 방법들3) 중 법정 예산심의기간
확대에 주목하고, 이것이 어떻게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거나 재정규율을 훼
손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구명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의
정활동을 수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Chen and Lu, 2020).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기간은 60일에 불과했고,
OECD 주요국들의 평균 예산심의기간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김춘순, 2014b).
짧은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의미한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의 관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정의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의 의견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될수록 재정민주주의가 강화된다고 가정한
다.
2) Alesina and Perotti(1996)는 재정규율 강화 수단을 계량적 재정준칙(numerical targets), 절
차적 규칙(procedural rules for budget approval), 재정 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분했
다. 본 연구는 절차적 규칙에 해당하는 예산심의기간이 재정규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3) 입법부의 권한 증대와 역할 확대는 동일하지 않다. 국회가 기금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되면, 국회의 재정권한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권한 증대는 보통 그들의 역할 확
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국회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지만, 예산심의기간이 증가
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회의원이 주
어진 예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것이 그들의 역할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뿐이다. Wehner(2006)는 예산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를 6개로 구분했으며, 예
산수정 권한, 임시예산의 범위,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 예산심의기간, 위원회 역량, 예
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Wehner(2006)에 따르면, 전자의 3개는 공
식적인 권한을, 후자의 3개는 조직역량을 나타낸다. 즉 예산심의기간은 공식적 권한이 아
니라 조직역량을 보여준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입법부의 역량이 제고되고, 이는 그
들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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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역설했다(강장석, 2010a; 조택･이근주, 2012, 박정수, 2013).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2013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
었고, 법정 예산심의기간은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과거에 비해서 예산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
보하게 되었다.
국회가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한 것은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예산심의 활성화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여기에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활성화와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활성
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
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만, 때때로 공익이 자신의 사익과 충돌할 때 사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먼저 국회는 늘어난 심의시간을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부
를 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예산안 중 불필요한 부분
을 감액하고, 빠진 부분을 증액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정할 것이다. 이러
한 유형의 예산심의 활성화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선의원이 많다. 일반적으로 그들
은 다선의원보다 의정활동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늘
어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초선의원
이 많을수록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초선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매년 수만 개의 사업을 심의한다. 아마도 심의대상이 되는 대
부분의 사업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편익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사업을 심사할 때, 공익의 수호자 혹은 대변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익과 무관한 사업을 심사할
때 재정규율의 강화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즉 그들은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예
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의 활성화에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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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반드시 위와 같은 재정규율 강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업은 그들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다.
가령 지역구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이에 속한다. 평소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하던 국회의원도 이런 유형의 사업예산을 심
의할 때는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늘어난 시간 동안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회의 재정 관련 역할 증대가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첫째,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
산심의를 활성화시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지, 둘째, 예산심의
기간이 늘어날 때 초선의원이 예산심의 활성화 및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긍
정적인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지, 셋째, 예산심의가 활성화된다고 할 때, 이러
한 활성화가 재정규율의 강화라는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넷째, 일
부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 재정규율
의 약화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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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의 역할이 입법부에
비해 지나치게 컸다(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득, 2004; 박형준･김춘
순, 2013). 더욱이 예산게임은 누가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김종순,
1991). 국회의원의 의견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김
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그 결과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거나,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를 활성화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국회의원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과 관료 간의 전문성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심의과정
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관료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어 갈 수 있고, 사후 위험요인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이
는 예산심의 활성화와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예산심의
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국회가 예산심의기간을 늘린 것은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예
산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보통 예산감액활동과 증
액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급증, 재정건전성의 악화
등 재정규율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변화의 취지
는 아무래도 예산증액활동보다는 예산감액활동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근본 취지는 재정규율 강화에 있다. 국회의원은 매
년 수만 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는데, 심의대상에 포함된 대부
분의 사업은 그들의 정치적 편익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
세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다. 비록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원에게 예산

- 5 -

감액활동을 촉진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들은 국민의 대표인 자신들의
본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예산감액활동에 더욱 전념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
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을 더 크게 활성화시킬까?
예산심의 활성화는 예산심의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행태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가령 열정
적이고 성실하며 학습능력이 뛰어난 국회의원은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
해 늘어난 심의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선의원 비율이 유달리 높다. 초선의원의 행태적 특성은 다
선의원의 행태적 특성과 상이하다. 이를테면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에 비해 의
정활동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초선의원은 보통 예산심의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초선의원의
취약한 전문성은 다선의원의 전문성보다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
업과 관련된 지식도 비교적 빠르게 습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반적
으로 신입직원은 기존직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식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데, 이는 국회의 신입직원인 초선의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할 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초선
의원이 이미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다선의원보다 추가시간 동안 더 많
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4) 이에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의 관계
를 강화시킬까?
국회의원이 심사하는 사업 중의 일부는 자신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
련된다. 평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하던 국회의원도 이런 사업
의 심사과정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구민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선심
성 지역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들은 늘어난 심의기간 동
안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따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4) 물론 다선의원이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초선의원과 비교할 때만 타당하다. 다선의원
의 전문성은 관료의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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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일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선심성 예산
을 확보한 경우, 그들은 늘어난 심의기간 동안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감액을
저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할 때 심의대
상 사업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서 그들의 심의행태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번째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국회의원의 심의대상이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
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증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
고, 예산감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까?
<표 1> 연구문제 요약
구분

연구문제
-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까?

재정민주주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
화의 관계를 강화시킬까?
-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을 더 크게 활성화
시킬까?

재정규율

- 국회의원의 심의대상이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
대가 예산증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고, 예산감액활동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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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정책결정자, 특히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Chen and Lu, 2020). 하지만 우리 국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짧은 예산심의기간은 입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
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다(황윤원･김성철, 2005; 강장석, 2010a; 조택･이
근주, 2012).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30일만
큼 늘렸다.
Simon(1955, 1956, 1957, 1976, 1978, 1990, 1997)이 최초로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은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을 나타낸다. 예산심의활동
량이 늘어나면 그들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직면하는 합리성 제약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예산심의는
활성화될 수 있다. 가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이 축적되어 제한된 합
리성이 완화될수록, 그들은 관료와의 예산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
고, 관료를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예산심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5)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심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정부제
출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이 상이한 경우를 예산심의 활성화라고 가정한
다. 보통 국회의원과 관료가 생각하는 적정 예산 규모는 상이하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예산 규모에 근접한 예산을 확보하기
5)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국회의원들 사이의 예산협상도 활발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여
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 간의 예산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당의 입
장은 관료가 제출한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여당과 야당 간의 예산심의도
관료와 야당 국회의원 사이의 협상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정치적 예산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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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행정부에 종속되어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했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예
산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심의의 활성
화 여부를 예산수정 여부로, 활성화의 크기를 예산수정 규모로 측정한다. 만
약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수정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예산수정 규모가
증가한다면, 이는 예산심의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예산심의기간이 확대되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이 늘어나
고, 그들이 직면하는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된다. 국회의원은 예산협상과정에
서 관료를 설득해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할 수 있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심의는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예산수정 가능성 혹은 규모 증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산심의기간의 연장은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완벽한 제도 개선방
안이 아니다. 신제도주의, 구체적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에 따르면 적절한 유인을 포함한 제도 변화는 의사결정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정책당국은 이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 증가를 일차적 목표로 삼
고, 이것이 결국 예산심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예산심의기
간 변화는 예산심의활동을 촉진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강
제하는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예산심의는 활
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설사 심의기간이 늘어나 예산심의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성
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들어 심화되
고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국가부채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라는 제도 변화의 취지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 활성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감액활동을 더욱 촉진할
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익과 관련이 없으며, 그들은 이런 사업들을 심의할 때 국
민의 대표로서 자발적으로 예산감액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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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공익적으로 행동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비로
소 재정규율 강화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결국 제도설계 당시 의도했던 효과가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흡한 제도설계 때문에 효과 발생이 제한되고 있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먼저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심의 활
성화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가 제도 변화의 취지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동일한 수준의 합리성 제약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원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직면하는 제한된 합리성의 정도는 그들이 보유
한 의정활동 전문성 수준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
성은 선수(選數, seniority)로 측정할 수 있다.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은 서로 다
른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예산심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은 의
정활동과 관련된 정보 및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다선의원보다 심각한 제한된
합리성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초선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
에 부딪힌다. 따라서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행태적 특성 차이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
의 활성화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초
선의원의 낮은 의정활동 전문성은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의 관계
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추가시간이 주어질 때, 초선의원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해 제한된 합리성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다. 하지
만 이와 달리 오히려 다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
다.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유불리 여부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으며, 어느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첫째,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선의원은 추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필요한 지식과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기존
의 정보나 지식을 기반으로 축적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선의원은 초선의원보
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 동안 다선의원은 초선의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은 초선의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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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합리성보다 더 크게 완화될 수 있다.
둘째, 다선의원이 불리하고 초선의원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선의원은 이
미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이 주어져도 새롭게 획득
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초선의원은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많은 정보와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입직
원은 오래 전에 조직에 들어온 기존직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만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속도는, 기존직원보다 신입직원이 훨씬 더 빠르
다. 국회의원이라고 이와 다를 이유가 없다. 초선의원은 조직에 새롭게 들어
온 신입직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추가시간을 활용해 제한된 합리성
을 완화할 수 있는 정도는 다선의원이 동일한 추가시간 동안 제한된 합리성
을 완화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클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6)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은 것은 전자인가, 아니면 후자인가? 우리는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
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회의원은 엘리트 출신이다.
그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법조인이었거나 관료, 언론인,
기업인, 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경력을 보유한다. 즉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의원은 의정활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
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들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도 상당
히 빠르게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예산심의와 관련된 초선의원의 전
문성은 다선의원의 전문성을 하회하지만, 추가시간이 주어진다면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초선의원이 늘어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화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국회의원의 행태는 심의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국회의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사업을 공정하게 심의
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
6) 이외에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다. 추가시간 동안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
와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같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포함해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론적 배경과 가설 수립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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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사업을 심사할 때, 국회의원은 이것과 전혀 다른 심의행태를 보일 가
능성이 높다. 아마도 국회의원은 심의하는 사업이 자신의 정치적 편익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면 늘어난 시간 동안 보다 열심히 예산심의활동에 임할 것
이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지식을 쌓고 정보를 확보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자
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을 심의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조절변수로 도입한다.
선심성 지역사업은 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이전받아 진행되므로 비용은 다
수에게 분산되지만, 편익은 전적으로 특정 지역에 귀속되는 사업이다. 대부
분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업을 본인 지역구로 유치해 다음 선거에서 경
쟁자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들은 늘어난 예산심의기간 동안 이
런 사업예산의 증액을 위해 혹은 감액의 저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
면, 예산심의기간이 예산증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되고, 예산감
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그림 1>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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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
는 행정기관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를 선별해, 이들 기관의 일반･특
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한다. 각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세
부사업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보통 국회의 예산심의는 세부사업 수준
에서 이루어진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김춘순, 2019). 이를 반영해 세부사업
지출세목을 분석단위로 삼는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년 동안 우리나
라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총 469,735개의 세부사업 지출세목을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한다.
실증분석은 로짓모형(logit model), 다항프로빗 모형(multinomial probit
model), 그리고 토빗모형(tobit model)을 활용해 수행한다. 첫째,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합동로짓(pooled logit) 모형과 패널로짓(panel logit) 확률효
과(random effect) 모형을 주로 이용한다. 패널로짓 고정효과(fixed effect) 모
형, 즉 조건부(conditional) 로짓모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표본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하는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를
모형에 추가할 수 없다. 이 더미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측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합동로짓과 확률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다.
둘째, 종속변수가 세 가지 범주(예산감액/무수정/증액)로 나뉘는 명목변수
인 경우, 다항프로빗 모형을 사용한다. 다항프로빗 모형 대신에 다항로짓
(mutinomial logit)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상태에서 다항로짓 모형을 사
용하면, 모형이 수렴하지 않으며, 회귀계수를 도출할 수 없다. 반면 다항프로
빗 모형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항프로빗 모
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종속변수가 예산수정 규모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
도절단된 표본(censored sample)이라고 볼 수 있다. Tobin(1958)이 개발한 토
빗모형을 이용해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수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구체적으로 합동토빗(pooled tobit) 모형과 패널토빗 확률효과(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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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한다. 토빗모형은 주로 최우추정법을 이용
해 추정량을 구한다. 그러나 표준적인 토빗모형의 추정량은 Heckman(1976)
이

개발한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해

도출할

수도

있다(Amemiya, 1984;

Cameron and Trivedi, 2009). 최우추정법을 통해 산출한 추정량과 2단계 추
정법을 통해 계산한 추정량은 모두 일치성(consistency)을 충족한다. 하지만
최우추정법을 활용해 도출한 추정량이 2단계 추정법을 통해 도출한 추정량
보다 효율적(efficient)이다(Amemiya, 1984; Hill et al., 2017). 이에 본 연구는
최우추정법에 기반한 토빗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제도적 배경, 제3장 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제4장 실증분석, 제5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선행연구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주요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이어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이론적 배경
에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
한된 합리성 이론과 본 연구의 관계를 상세히 서술한다. 한편 제도적 배경은
Wehner(2006)가 구분한 예산심의제도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우리
나라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예산수정 권한 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수립된 이
후 국회의 예산심의제도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해왔고, 현황은 어떤지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연구를 설계한다. 제1절 가설
설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격적으로 가설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나라가 2013년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늘린 이유를 살
펴본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활동량이 예산심의기간에 비례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진행된다. 이러한 전제가 적절하지 않다면, 후속 논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에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국회 회의록 분량 등을 비교해
기본전제가 실제로 타당한지를 확인한다. 가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예산심의 활성화는 예산수정 여부와 예산수정 규모로 측정한다. 둘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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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관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과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제2절 연구설계는 표본선정과 연구모형으로 구성된다. 표본선정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분석범위, 시간범위, 분석단위 등을 설명한다. 특히 세부사
업 지출세목을 분석단위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연구모형
에서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소개했던 로짓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토빗모형을
상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각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
변수, 그리고 조절변수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로
짓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토빗모형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모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이 모형들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연구설계에 기반해 각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을 실시한다.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한다. 본문은 로짓모형(합동로짓 모형과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토빗모형(합동토빗 모형과 패널토빗 확률
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만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
다항로짓 모형,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해 분석한 내용은 각주에서 간략
히 설명하고, 자세한 결과는 부록에 첨부한다. 또한 분석단위가 세부사업 지
출세목이 아니라 세부사업인 경우의 분석 결과, 분석기간이 2007~2020년이
아니라 2011~2020년인 경우의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러한 결과가 학술적, 정책적으로 어
떤 시사점을 갖는지 제시한다. 그리고 끝으로 본 논문이 갖는 이론적, 현실
적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개선방향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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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제도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시간적 제약과 의사결정
국회의원들은 일할 시간이 충분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할까? 다시 말해 의
사결정시간의 길고 짧음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이
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요인의 영
향을 받는다. 다양한 요인 중에는 분명히 시간도 포함된다. 적어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의사결정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들은 이전보다 의정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시간적 제약 혹은 압박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심리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
구들(Woodworth, 1899; Wright, 1974; Kruglanski and Freund, 1983; Zakay
and Wooler, 1984; Hahn et al., 1992; Payne et al., 1993; Gigerenzer et al.,
1999; Sutter et al., 2003; Kocher and Sutter, 2006 등)을 통해 밝혀졌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비자, 기업 등 민간부문 의사결정자의 시간제약에
관한 것이었다.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결정자가 시간제약에
직면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
행되지 않았다. 특히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이 시간제약의 강화 혹은 약화
에 직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비록 입법부의 활동과 관련된 실증분석은 아니지만, Kim and Oh(2017),
Payne(2006), 그리고 Kim and Min(2017)의 선행연구는 공공부문 – 행정부와
사법부 - 에서 의사결정시간의 증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Kim and Oh(2017)는 특허심사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의사
결정과정에서 체계적 편의를 일으킴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가 과중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특허심사관은 특
허거절 결정보다는 특허승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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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시간이 부족한 경우, 특허심사관은 특허를 거절할 사유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Schuett, 2013). 그 결과 특허심사관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
는 것들을 특허로 인정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Kim and Oh(2017)
에 따르면, 이러한 무분별한 특허승인 결정은 대부분 재심사과정에서 번복되
었다.7)
한편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할 때 과거의 경험, 고정관념 혹은 편견에 바
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Bodenhausen and Lichtenstein,
1987; van Knippenberg et al., 1999; Spiliopoulos and Ortmann, 2018).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의사결정시간은 짧은 반면 결정해야 할 것은 많을 때 강하게
나타난다(Gilbert and Hixon, 1991; Stangor and Duan, 1991; Macrae et al.,
1993; Dijksterhuis and van Knippenberg, 1995). 가령 Payne(2006)에 따르면,
경찰관은 용의자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시
간의 압박에 직면하면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 혹은 고
정관념에 근거해 무기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Kim and Min(2017)은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이 직면하는
시간제약과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했다. 판사의 업무부담이 적을수
록, 판사는 개별사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항소
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회의원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
약이 의사결정, 구체적으로 예산심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8)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심정근,
7) 반면 King(2003)은 특허심사관이 직면하는 과중한 업무부담 및 이에 따른 시간제약과 특
허의 품질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미국의 특허심사관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한 결과, 특허심사관은 업무부담과 관계없이, 각각의 특허심사에 평균적으로 동일
한 시간을 투입했다.
8)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심의제도의 구성요소이다(Wehner, 2006). 예산심의기간과 관련된 선
행연구는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부분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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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김규정, 1992; 황윤원, 1993; 김성철 외, 2000; 김현기, 2001; 장문선･윤
성식, 2002; 김인철 외, 2002; 이영조･문인수, 2002; 황윤원･김성철, 2005; 황
혜신, 2004; 윤영진, 2006; 김난영･김상헌, 2007; 공동성, 2012; 윤영진, 2011;
박정수･신혜리, 2013; 김춘순, 2014b; 신종숙, 2015; 정종선, 2017; 하연섭,
2018; 김영록･김상수, 2018; Schwab, 1980; Stanford, 1992; Lee and Johnson,
1998; Santiso, 2005; Wehner, 2006; Lee et al., 2008 등)을 종합하면 국회의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요인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1) 행태적 요인
예산과정 참여자는 소비자(spender)[옹호자(advocate)], 절약자(saver)[감시
자(guardian)], 또는 수문장(gatekeeper)의 역할을 담당한다(Wildavsky, 1974;
Wildavsky and Caiden, 2004; 윤영진, 1997, 2006). 특히 의회가 예산의 소비
자인지 아니면 절약자 혹은 수문장인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
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다. 보통 상임위원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증액지향
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면 국회의원은 지역
구민에게 잘 보일 수 있고, 소관부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예산증액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관료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윤영진,
1997).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감액지향적이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출을 늘리기 원하는 지역구민
의 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윤영진(1997)은 두 종류의 압박 중 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감액지향적이라
고 보았다.
국회의원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실증연구는 주로 회의록 분석을 통해 이
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에는 김종순(1995), 나중식(2003), 민형동(2011), 강혜
원･하연섭(2016) 등이 있다. 김종순(1995)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회의록을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회
의원에 비해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그들도 지역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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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객관적인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수정 통과 또는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비해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질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를 뒷받침할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인석 외(2009)와 서인석 외(2010)의 연구결과는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먼저 서인석 외(2009)는 국회와 서울시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예산심의과정에서 형식성 및 당파성보다 전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의 전문성이 높으면, 그 의견의 수용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았
다. 서인석 외(2010)는 수자원과 관련된 예산심의 회의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타협성과 전문
성이었다.
나중식(2003)은 의원의 질의성향을 통제(삭감)지향적, 정치(증액)지향적, 경
제지향적으로 분류하고 기초의회 의원의 질의성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초의회의 야당 성향이 강할수록 예산질의의 성향이 정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민형동(2011)은 경찰예산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회의록을 분석했다. 질의를 유형화해 분석한 결과, 여당의원이 증액과
관련된 질의를, 야당의원은 감액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강혜원･하연섭(2016)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이
용해 고등교육예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행태를 분석했다. 우선 국회의
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특정적(particularistic)인 심
의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보다 더욱 특정적인 것으로 드
러났다.
한편 국회의원은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다른
행태를 보인다(윤영진, 20069); 김영록･김상수, 2018). 국회의원이 특정 유형의
9) 윤영진(2006)은 예산심의의 영향 요인을 의회의 환경적 요인, 의회의 구조적 요인, 의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 예산 내용의 특성 요인으로 구분했다. 의회의 구조적 요인은 제도적
요인, 의원의 개인적 특성 요인은 행태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영진(2006)처럼 예
산 내용의 특성 요인을 행태적 요인과 구분할 수도 있으나, 본 논문은 이를 행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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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한다.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가가 이윤극대화
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또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 극대화를 추
구한다. 정치인의 목표는 선거를 통해 원하는 공직을 얻는 데에 있다
(Mayhew, 1974; Fiorina, 1977). 이를 위해 정치인은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Downs, 1957).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투표자의 환
심을 사야 하고, 이는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10)
Buchanan and Wagner(1977)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선심성 지역사업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이는 재정적자 심화의 원인
이 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선심성 예
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회의원은 예산감액을 지향하는 감시자로 활
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예산증액을 지향하는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전하는 선심성 예산의 규모와 지역구 의원의
재선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tein and Bickers, 1994).
미국의 경우, 실제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직의원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tt and Snyder,
1995). 또한 정치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
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Lindbeck and Weibull,
1987; Grossman, 1994; Dixit and Londregan, 1998).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Golden and
Picci(2008)는 이탈리아 92개 지역의 1953~1994년 인프라 지출을 연구했다.
분석 결과, 지역 주민들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권당 후보

차원에서 접근한다. 예산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국회의원은 다른 심의행태를 나타내기 때
문이다.
10)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추진한다. 예산을 이용
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거공
약집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Kim(2019)은 대통령의 공약 혹은
국정과제와 예산증감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은 선거공약집 혹은 국
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선거공약집 혹
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불용액이 감소하면, 이러한 유리한 정보를 활용해 그 사
업의 예산을 더욱 많이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용액 증가와 같은 불리한 정
보는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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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했다. 저자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해당지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
러한 예상을 지지했으며, 실제로 그런 정치인을 뽑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인
프라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영국(John and
Ward, 2001), 프랑스(Cadot et al., 2006), 독일(Stratmann and Baur, 2002), 일
본(Horiuchi and Saito, 2003) 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실증
적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선심성 지역사업은 지역의 자
체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활
용해 진행된다.11)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중앙정
부가 재량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다수의 선
행연구들(김석태, 2001; 김상헌･배병돌, 2002; 최연태･김상헌, 2008; 허석재･권
혁용, 2009; 최연태･이재완, 2011; 전상경, 2011; 전상경, 2012; 박상원, 2014;
강윤호 외, 2015; 김애진･박정수, 2016; 석호원, 2016; 허원제･김영신, 2017;
장유미･김영록, 2021 등)은 이러한 재원을 이용해 선심성 지역사업을 추진하
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허석재･권혁용(2009)은 17대 국회의 특별교부세 배분을 분석했다. 야당은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배분한 반면, 여당은 그
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야당은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아 승
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했지만, 집권당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특별교부세 배분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들은 실제로 배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김상헌･배
병돌(2002)과 최연태･김상헌(2008)도 지역구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포함되
는지 여부 등 정치적 변수들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

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선심성 예산의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박찬영(2017)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교부금 제공자와 수령자의
정치적 특성이 조정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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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2012)은 정권변화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
상했고, 이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고보조금 배분 실태를 살펴보
았다. 그러나 실증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정권변
화와 국고보조금 배분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석호원(2016)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치적 자원
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초지
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야당 소속인지 혹은 여당 소속인지 여부, 그리고
재선 여부 등이 국고보조금 배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다른 경
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저자는 이를 정치
적 자원의 다변화 혹은 부동표(swing voters)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저자는
둘 사이의 당적이 다른 경우, 국고보조금 획득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적 자원이 많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석호원(2016)은 부동표가 많은
지역은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은 지역 민심을 잡기 위
해 그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할 유인이 있다고 보았다.
위와 유사한 관점에서, 허원제･김영신(2017)은 광역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
세를 배분할 때, 경제적 요인 이외에 비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석호원(2016)과 유사했다.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되는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부, 재선인
지 여부 등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경제적 요인에
의거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애진･박정수(2016)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 중 정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양(+)을 영향을 미치고, 국고보조금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들은 Downs(1957)의 경제적 투표모형을 이용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비의 부담이 없는 이전재원인 반면, 국
고보조금은 지방비의 부담이 수반되는 이전재원이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그리 달가워하
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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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석주(2016)는 이른바 쪽지예산12)에 대해서 탐색적 연구를 진행했다. 분
석 결과, 2012~2015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쪽지예산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미처 반영
하지 못한 시급한 예산도 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기관을 위한 선심성 예산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보다 특정 기관
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에
게 선심성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 특정한 이익과 목적을 가진 기관에 선심
성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그들의 득표극대화에 더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분된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될까? Dollery and Wallis(1997)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재선의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과다하게 배분해 공공재를 과잉공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홍윤표(2020)는 국
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선심성 지역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먼저 선심성 지역사업은 그렇지 않은 증액 사업에
비해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사업13)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예산은 그렇지 않은 증액 사업에 비해 불용액비율
이 높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이 부진하고 불용예산이 많이
남는 선심성 지역사업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사회후생 증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선 횟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일반적으
로 초선의원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당지도부의 결정에 순응하는 세력 혹은
이와 정반대로 열정적인 개혁세력으로 인식된다(Davison and Oleszek, 1977;
Sinclair, 1981; Cox and McCubbins, 1993; 유성진, 2012; 가상준, 2013). 미국
의 국회의원은 선수(選數, seniority)가 높을수록 법안발의에 적극적이다. 그
12) 쪽지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
사과정에서 추가된 예산을 의미한다(배석주, 2016).
1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43조 제4항), 이를 수시배정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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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첫째, 선수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점차 향상되기 때
문이다. 이때 전문성은 법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뿐만 아니라 특
정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포함한다(Hibbings, 1991; Schiller, 1995, 2000;
최준영, 2006). 둘째, 다선의원은 이미 안정적인 지역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내활동인 법안발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의 초선의원은 안정적인 지역구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외활동인 지역구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Fenno, 1977,
1978). 이는 초선의원에 비해 다선의원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주된 이유이다. 게다가 다선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은 더 좋은 입법성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Miquel and Snyder(2006)와 Volden and Wiseman(2014)
에 따르면, 선수가 높아질수록 입법 효과성(legislative effectiveness)이 향상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초선의원이 항상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
다. 때때로 초선의원들은 개혁의 선봉장이 되기도 한다. 가령 1974년과 1994
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의원은 미국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당시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Ornstein and Schenkenberg, 1995; Killian, 1998; 가상준, 2013; 김기동 외,
2018).
위와 같이 선수에 따라 정치인의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
연 선수 제한(term limits)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다.14) 특히 선수 제한이 정당 양극화(party polarization)를
조장하는지 아니면 당파적 갈등 수준을 줄이고, 정당 간의 타협과 협력을 촉
진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Olson and Rogowski(2020)에 따르면, 선수 제한은 의원의 선거와 관련된
유인체계를 변화시키고 선출직의 가치를 줄이지만, 선거 후보자를 모집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정치인은
각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이념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정당 양극화가
가중될 수 있다. 그들은 주(state, 州) 의회 의원들의 투표(roll call voting) 행
태를 분석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 선수가 제한되면 투표
14) 미국은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state, 州) 의회
는 의원의 선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실제로 의원의 선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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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차이가 강조되고,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극화된 투표 성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 곧 선수 제한에 걸려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정치인들
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들은 더 이상 정당의 압력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이념과 관계없이 본
인의 의사에 따라 소신껏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 제한에 걸린 정치인
이라도 향후 다른 공직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소속 정
당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Clark and Williams(2014)의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선수 제한에 걸리고, 다른 공직에도 관심이 없는 정
치인과 조만간 의원 임기가 끝나고, 재출마할 생각이 없는 정치인은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이념과 다른 행태를 보였다. 그
러나 선수 제한에 걸려도 다른 공직에 관심이 있거나 의원 임기가 끝나면
재출마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은 절차적 투표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태를 나타냈다.15)
한편 Wright(2007)는 실증분석을 통해 선수 제한과 정당 양극화 사이에 아
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선수 제한을 도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
역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비교했지만, Wright(2007)는 선수 제한이 도입된 지
역에서 정당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 Titiunik and Feher(2018)의 실증분석 결과도 Wright(2007)의 분석 결과
와 동일했다. 그들은 아칸소주의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연실험을 실시했
다. Titiunik and Feher(2018)는 선수 제한이 정당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증거
를 찾을 수 없었다.
선수 제한은 - 정당 양극화의 정도뿐만 아니라 - 의원이 지역의 대표로
활동할지, 국민의 대표로 활동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수가 높
아 다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현직 의원은 정당 혹은 선거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그들은 소속 정당의 눈치를 보거나 지역대표로 활동하는
15)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최종투표(final passage vote)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투
표는 가시적이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절차적 투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
치인은 최종투표를 할 때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Clark and Williams(2014)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원들은 선수가 제한되는지 여부, 향후 그들의 재출마 혹
은 다른 공직으로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투표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이념과 다른 행
태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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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줄이고, 공익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Carey et al.,
1998). 선수 제한이 도입되면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선거결탁(Mayhew, 1974)
을 끊을 수 있다(Sarbaugh-Thompson and Thompson, 2017). 그 결과 의회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
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선수 제한의 도입은 재정지출 규
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eele et al., 2013).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선의원들이 열정적이
고 성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 나은 성과
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제한
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명확하지 않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선의원들의 입
법활동을 분석해 그들의 행태를 도출하고 있다. 최준영(2006)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크게 개인적, 제도적, 지역적 동인으로 구
분했다.16) 선수는 대표적인 개인적 동인에 해당한다. 17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는 반대로 의원들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발
의건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최준영(2006)은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이 초선의원들에게 입법활동을 권유
하고 다선의원들은 입장 조율 등 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선수와 법안
발의건수는 음(-)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선수가 높은 다선의원이 초
선의원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크다. 다선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자신이 원
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는 입법활동에 대한 회의로 이
어져 법안발의의 감소로 나타난다. 셋째,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이 낮기 때
문에 다선의원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만을 발의하는 행태를 보
일 수 있다.
최준영(2006)이 왜 다선의원의 법안 발의건수가 적은지에 주목했다면, 손
병권(2004)은 왜 초선의원의 발의건수가 많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7대 국
회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초선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16) 개인적 동인은 의원들이 지닌 개별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변수로는 선수,
성별, 연령, 전직 등이 있다. 제도적 동인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제도와 관련된 요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내 리더십 포지션, 상임위원회 가입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부, 여
당인지 야당인지 여부가 포함된다. 한편 지역적 동인은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야 하는 지
역구의 특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경합도와 지역구 도시화 정도 등이 이에 속한다
(최준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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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를 크게 상회했다. 손병권(2004)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열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이므
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17) 또한 그의 분
석에 따르면,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높았
다. 이는 초선의원이 국민의 대표기능을 더 성실히 수행함을 의미한다.
정회옥･장혜영(2013)의 분석 결과도 위와 동일했다.18) 그들은 18대 국회의
원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법안 발의건수
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국정감사 출석률과 법안 발의건수는 선수와 음(-)
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초선의원이 다선의원보다 회의 출석률도 높고 입법
활동도 열심히 수행했다.
임동욱(2004)은 17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예결산활동을 평가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초선의원들의 출석률과 질의건수는 다선의
원들의 출석률과 질의건수를 상회했다. 그 또한 손병권(2004)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성실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현출(2009)도 17대 국회의 의원입법과정에서 초선의원의 법안 발의율이
다선의원의 발의율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19) 게다가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초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다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보
다 높았다. 4선 이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이 가장 높게 나왔지
만, 초선의원 발의법안의 본회의 가결률은 재선 혹은 3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을 상회했다.20) 초선의원은 입법활동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
17)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언론과 지역구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가능
성이 높다. 손병권(2004)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18) 정회옥 외(2016)는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회옥･장혜영(2013)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정회옥･장혜영(2013)과 같았다.
19)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선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선의원비율
이 유달리 높다. 따라서 초선의원의 법안발의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
현출(2009)도 이를 인식하고, 국회의원의 선수별 비율과 법안발의 비율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선수별 구성비율은 초선의원 62.5%, 재선의원 17.7%, 3선의원 14.0%, 4선의원 이상
5.7%였다. 한편 선수별 법안발의 비율은 초선의원 75.2%, 재선의원 15.3%, 3선의원 8.4%,
4선의원 이상 1.1%였다. 초선의원의 법안발의 비율은 구성비율을 상회했지만, 나머지 선
수들은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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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도 비교적 양호했다.
가상준(2013)은 19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사회적,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17대, 18대 국회 초선의원들과 비교했다.21) 정당 내에서 선수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들 사이에 발생하는 초선의
원들 간의 이념 격차는 점점 커졌으며, 이는 정당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선의
원들 간의 이념성향 차이보다 컸다. 이는 정당 내 국회의원들의 이념은 유사
한 반면 정당 간 이념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 초선의원비율은 갈수록 증가했고, 그들의 평균연령은 점점 낮아졌다.
반면 남성 초선의원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졌다. 여성의원들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고, 남성 초선의원들은 그들의 높은 연령대를 감안할 때
젊고 개혁적인 성향을 띠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가상준(2013)은 초
선의원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저자는 그들이 개혁세력의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정당지도부의 결정에 순응하는 추종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 환경적 요인
외부환경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치적 환경22) 측면에 주목해왔

20) 이를 지지하지 않는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전진영(2014)은 19대 전반기 국회의 입법활동
을 분석했다. 국회의원의 선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가결률을 종속변수로 삼아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수와 가결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21) 윤종빈(2004)은 17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사했다. 17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이전 국회의 초선의원들보다 젊었다.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춘
초선의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그들 중 상당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였다.
한편 가상준 외(2009)는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념
을 비교했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대 국회 초선의원들은 17대 국회 초선의원
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한나라당은 초선의원의 세대교체에 성공했
고, 민주당의 초선의원은 노령화되었다. 둘째, 17대 국회 초선의원 중에는 관료와 교수
출신이 많았다. 반면 18대 국회의 경우, 기업인 출신의 초선의원이 크게 늘었다. 셋째,
18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17대 국회 초선의원들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22)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환경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
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래에서 제도적 요인을 별도로 다루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에 속
한 정치제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산심의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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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 선행연구(Wildavsky, 1961, 1975; Davis et al., 1966; Bozeman,
1977; Cameron, 1978; Dye, 1984; Lewis-Beck and Rice, 1985)가 미국, 영국
에서 특정 정당 - 보수정당 혹은 진보정당 - 이 정권을 잡거나 우세에 있는
경우, 예산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등 예산이 팽창하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Blais et el.(1993)은 진보정당이 집권한 경우,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그것도 그들이 장기간 집
권한 경우에만 그렇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교체나 정권의 특성이 국
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신, 2004). 반
면 Solano(1983), Rice(1986), Swank(1988)는 여러 국가들의 정당을 비교 연구
했는데, 집권정당의 성향과 예산 규모 간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권의 특성뿐만 아니라 당파성의 영향을 받는다. 황윤원
(1993)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
으며, 정당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따라 심의활동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당 간의 경쟁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장문선･윤성식(2002)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1972~1998년까지 25년간
(1973년과 1981년 제외)의 데이터를 수집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
석 결과, 국회의 예산수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의원비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여당의원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부 제출
예산안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석기간 동안 여당은 예결산
특별위원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의 균형 측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장문선･윤성
식(2002)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여당의원비율이 늘어나면 삭감액이 증가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인철 외(2002)는 예산안의 총수정23)비율, 증액비율, 감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심사 전과 후의 정치환경 요인, 심사자의 합리적인 행태

23) 총수정은 예산감액 규모의 절대값에 예산증액 규모를 합산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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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그리고 심의기관의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36년(1965~200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새로운 정부가 출
범하면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다른 연도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 국회에서 증액 또는 감액, 그리고 총수정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의원비율이 높으면 총수정비율
과 삭감률이 커졌다. 앞서 언급한 장문선･윤성식(2002)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
론이다. 일반적으로 야당의 의석비율이 높으면 여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해진다. 그 결과 예산안이 더 많이 삭감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유사
하게 임동욱(1994)은 야당의 힘이 강력할수록 예산증감이 야당의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정부형태 역시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실증분석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먼저 Lienert(2005)는 정부형태를 순수 대통령제부터 영국식
의원내각제까지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부형태에 따라서 의회의 예산통제
권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의회의 재정권한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식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재정권한은 매우 약했다. 즉 정부형태
별로 의회의 권한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한편
Wehner(2010)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구분하고
본인이 개발한 의회예산지수를 이용해 의회의 예산권한 차이를 분석했다. 실
증분석 결과, 의회의 예산권한은 정부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제도도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Perrson and
Tabellini(1999)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국회가 행사하는 예산
통제 권한이 지역구 선거구제를 선택한 국가의 의회가 행사하는 예산통제
권한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자체도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Nordhaus(1975)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을 주장했는데,
그는 정치인들이 선거 직전에 확장정책을 통해 경기호황을 유도하고, 이를
선거 승리의 기반으로 이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경제환경이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정위기
혹은 재정건전성에 주목한다. OECD 주요국들은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 둔
화로 대규모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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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각국은 입법부의 예산권한 및 역할 강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Brȍndal, 2003). 이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재정위기는 예산개혁과
의회의 예산 관련 역할 확대를 위한 촉발기제로 작용했다.
그렇지만 이는 입법부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과 배치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OECD, 2014). Wehner(2010)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강해질수록 지출
규모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강경표･김준기(2020)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지방의회의 재정권한 강화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낮추고 채무증
가율을 높였다. 또한 정치인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역구
에 혜택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선심성 예산을 포함시킨다(배석주, 2016; 홍형
선, 2018; 홍윤표, 2020). 이러한 선심성 예산은 재정적자 악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Buchanan and Wagner(1977)는 정치인들이 선거에서의 승리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선심성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국
가 전체적으로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
법부의 권한 혹은 역할 강화가 재정규율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Von Hagen, 1992; Alesina and Perotti,
1995).
하지만 Brȍndal(2003)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Brender and Drazen(2005)은 실증분석을 통해
Buchanan and Wagner(1977)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개발도상국이나 민주주의
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민주주의가 확립
된 선진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역사적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되면, 국회는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입법부가 예산결정에 대
한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고 역할을 확대할수록 – 비록 일부 반대되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 재정규율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 제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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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제도는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행사 방식을 제도적으
로 규정한 규범이나 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예산결정 단계에서의 민주성 확
립, 집행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김춘순 외,
2015).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에서 예산심의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조택･이근주(2012)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설
문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은 짧은 예산심의기간, 지역구 예산 중시 관행, 여당
과 야당 간 정치적 대립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심의기간의 연장,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행정부의 긴
밀한 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강장석(2010a), 박정수(2013), 이영환･이남수(2017), 배득종(2018), 이영환(2018)
등이 예산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수를 만들어 국가들의 의회예산 권한을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 진
행되어왔다. 이는 Von Hagen(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 Alesina
et al.(1999), Gleich(2003), Lienert(2005)로 이어졌다. 뒤이어 Wehner(2006)는
예산심의제도를 6개의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이용해 의회예산제도지수
를 구축했다. 그에 따르면, 예산심의제도는 예산수정 권한, 임시예산의 범위,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 예산심의기간, 위원회 역량, 그리고 예산정보에 대
한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이때 전자의 3개는 공식적 권한을, 후자의 3개는
조직역량을 나타낸다. Wehner(2006)의 방법을 수용해 진행된 국내연구로는
김춘순･문지은(2012), 김춘순(2013, 2014a), 김춘순 외(2015) 등이 있다. 이하
에서는 Wehner(2006)가 사용한 방식을 수용해 예산심의제도를 구분하고,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첫째, 예산심의기간과 관련된 연구로는 최유(2011), 박정수･김애진(2015),
김봉환 외(2020), 안중기･김봉환(2021)이 있다. 최유(2011)는 예산심의기간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
며 단원제 국회를 갖고 있다. 즉 예산심의제도를 둘러싼 정치환경 요인이 복
잡하지 않다. 또한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절차
또한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유(2011)는 비교법적 측
면에서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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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김애진(2015)은 OECD 30개 회원국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
해 예산심의기간 등 재정통제방식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외에도 예산변경에 대한 제약이 없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거시예산한도 설정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24)
반면 김봉환 외(2020)는 위의 연구와 달리 예산심의기간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예산심의기간은 일반적으로 상수로 인식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기간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불용액이 줄어들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제
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안중기･김봉환(2021)은 예산집행기간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
서, 예산심의기간을 조절변수로 활용했다. 김봉환 외(2020)가 예산심의기간을
변수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기간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중
기･김봉환(2021)은 예산집행기간을 변수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기
간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예산집행기간이 증가하면 일종의
예측오차인 불용액이 늘어났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산심의기간이 감소
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김봉환 외(2020)의 주장과 부합한다.
둘째, 위원회의 역량과 관련해, 김난영･김상헌(2007)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4) 앞서 경제적 요인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 강화는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Von Hagen, 1992; Alesina and Perotti, 1995; OECD, 2014). 예산심의기간이 길어지
면 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따라서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의회의 재정규율 약화를 초래
하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5) 김봉환 외(2020)의 연구는 Kim et al.(2021)의 연구로 이어졌다. Kim et al.(2021)은 추가
경정예산의 심의기간 대신 국가재정법 개정에 의한 법정 예산심의기간 변화를 독립변수
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김봉환 외(2020)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불용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들의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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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화의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를 충실화하
고,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상설화되었다.26) 그들
은 1979~2007년까지 28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갖고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구
체적으로 김난영･김상헌(2007)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여부를 독립변
수로 하고 예산의 총수정비율과 순수정비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일수와 법
정예산확정일 지연일수를 종속변수로 선택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를 제외한 다른 종속변수들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상설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예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저자들은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가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정종선(2017)은 1982~2016년까지
35년간의 일반회계 시계열 자료를 갖고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이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으며27), Wehner(2006)가
구분한 의회예산제도 구성요소 중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밀접히 관련된
다. 정종선(2017)의 분석에 의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됨에 따라 국회에
서의 예산감액비율과 총수정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분
석 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
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종숙(2015)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 35,591개 중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증액 혹은 감액 의견을 제시한 1,005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5년간(2008~2012년) 평균 18.3%였으며, 정책유형 및 행정기관별로 편
차를 보였다. 또한 신종숙(2015)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예
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환경적 요인 등의 작용으로 인해 제한적이라
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태진(2013)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상임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반영되는 정도를
분석한 바 있다.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회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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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김종면(2019)은 입법부의 예산수정권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Wehner(2004)의 연구는 의회의 예산수정권에 국제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현
황을 파악하는 데 머물렀다. 또한 예산수정에 대한 사전적인 제약만을 다루
었다. 그러나 김종면(2019)에 따르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예
산수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제약뿐만 아니
라 사후적인 견제 수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예산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예산은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
므로 타당성이 낮은 증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헌법 제57조와 같은 증
액동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가급적 국회가 행사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 실현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나라가 향후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대
통령에게 부분수정 거부권을 부여하되,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재의결을 통해 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 국가 예산수정 권한에 대한 연구는 권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들 연구는 예산수정 권한의 행사 정도를 국회에서의 예산증감을 통해 측정
했다. 김춘순(2019)은 제19대 국회 4년 동안의 예산수정 양상과 변동 추이를
분석했다. 순수정률과 총수정률이 증가하는 등 제19대 국회의 예산증감과 관
련된 미시적 예산 논의는 제18대 국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예산 규모가 수정된 사업의 수는 연평균 약 1,070개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약 13%에 이르렀다. 또한 예산증액
은 주로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발생했다. 한편 행태적, 환경적, 혹은
제도적 요인이 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는데,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장문선･윤성식(2002), 김인철 외(2002), 김난영･김
상헌(2007), 정종선(2017) 등이 이에 속한다.28)

28) 한편 김봉환･이권희(2019)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예산증감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회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할수록 불용액이 더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비록 어떤 사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이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의 예산을 증
액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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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예산집행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통제와 신축성 확보는 서로 상충
관계에 놓인다(Rubin, 2000). 예산집행의 통제권 강화는 국회의원의 예산권한
강화와 관료의 예산권한 약화를,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는 반대로 관료의
예산권한 강화와 국회의원의 예산권한 약화를 유발한다. 이는 예산집행의 신
축성 통제가 국회의 예산권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일반적
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관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료의 행
태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직접
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예산집행의 신축성
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관료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Korac et al.(2019)은 오스트리아의 예산이월제도
변화가 관료들의 연말과다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관료는 예
산이월이 용이해지고 이월된 예산에 대한 사용 재량권이 확대되자 연말과다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이월이 어려워지고 재량권이 줄
어들자 관료의 행태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백상규･민기(2020)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예산이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월률 및 이월건수는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운용능력이 낮은 지방
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외에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관련된 국내연구로 유훈(1974, 1977),
강주영(2007), 민기 외(2018), 국회예산정책처(2018b, 2019b, 2020b) 등이 있다.
여섯째, 김춘순･이동규(2014)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 임
시예산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그들은 내용적
구체화 관점, 절차적 구체화 관점, 사법적 통제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임시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령 저자들은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사항 및 범위를 사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소관부처에게 준예산에 포
함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되,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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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산심의제도 관련 주요 선행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을 파악함
- 설문 결과, 국회의원들은 짧은 심의기간, 지역구 예산 중시 관행, 여당과 야당

예산심의
제도 일반

조택･
간 정치적 대립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근주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심의기간의 연장,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행정
(2012)
부의 긴밀한 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등을 제시
- 조택･이근주(2012) 이외의 관련 논문: 강장석(2010a), 박정수(2013), 이영환･이남
수(2017), 배득종(2018), 이영환(2018) 등

Wehner
(2006)

최유
(2011)

- Wehner(2006)는 Lienert(2005)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의회예산지수를 구축
- 예산심의제도는 공식적 권한인 예산수정 권한, 임시예산의 범위, 예산집행의 신
축성 통제와 조직역량인 예산심의기간, 위원회 역량,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으
로 구성
- 국내 관련 연구: 김춘순･문지은(2012), 김춘순(2013, 2014a), 김춘순 외(2015)
- 최유(2011)는 예산심의기간을 비교법적으로 분석
- 우리나라는 예산심의제도를 둘러싼 정치환경 요인이 복잡하지 않고 예산심의절
차 또한 비교적 단순함
- 비교법적 측면에서 심의기간 연장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
- OECD 30개 회원국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 예산심의기간이 재정건전성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박정수･
- 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김애진
나타남
(2015)
- 그러나 저자들은 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함
예산심의
기간

- 예산심의기간을 변수화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기간을 활용
-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불용액이 줄어들어 예산심의의 합리성이 제고되는 것
김봉환
으로 나타남
외
-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심의기간은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2020)
- 또한 불용액의 발생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으며, 국회의원과 관
료의 공동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추가경정예산 집행기간을 활용해 예산집행기간이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중기･
- 예산심의기간이 짧을수록 예산집행기간이 불용액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더욱
김봉환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2021)
- 그러나 김봉환 외(2020)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 집행기간은 외생적으로 결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함

위원회
역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의 효과를 실증분석
김난영･
- 1979∼2007년까지 28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갖고 회귀분석을 실시
김상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를 제외하고, 다른 종속변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
(2007)
회 상설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예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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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 2008∼201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 중 국회예산정책처 보고
서가 증액 혹은 감액 의견을 제시한 1,005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
신종숙
-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5년간 평균 18.3%였으며,
(2015)
정책유형 및 행정기관별로 편차를 보임
- 또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
환경적 요인 등의 작용으로 인해 제한적이라고 주장

예산정보
접근성

- 1982∼2016년까지 35년간의 일반회계 시계열 자료를 갖고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정종선 -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예산감액비율과 총수정비율이 증가
(2017)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
휘하고 있다고 평가
-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

김종면
(2019)

-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의 사전적인 견제수단(증액동의권)뿐만 아니라 사
후적인 견제장치(거부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행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헌법 제57조와 같은 사전적인 증액동의권은
국회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
-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부분수정거부권을 부여하고 국회는 재의결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예산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국회가 보유하므로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함

예산수정
권한

- 제19대 국회 4년 동안의 예산수정 양상과 변동 추이를 분석
- 제19대 국회의 예산증감과 관련된 미시적 예산 논의는 제18대 국회에 비해서
김춘순
전반적으로 늘어남
(2019) - 국회에서 예산 규모가 수정된 사업의 수는 연평균 약 1,070개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약 13% 수준
- 예산증액은 주로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발생
- 예산수정 권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예산수정 권한을 행사한 결과인
예산증감에 대한 연구
장문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의원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부 제출 예산안이 더 많이
윤성식
삭감된다는 결론을 도출
(2002)
- 김인철 외(2002), 김난영･김상헌(2007), 정종선(2017) 등도 예산증감을 종속변수
로 활용해 연구를 수행
- 오스트리아 예산이월제도 변화가 관료들의 연말과다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Korac - 관료는 예산이월이 용이해지고, 이월된 예산에 대한 사용 재량권이 확대되자 연

예산집행
통제

et al.
말과다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2020) - 하지만 예산이월이 어려워지고 재량권이 줄어들자 관료의 행태는 과거로 회귀하
는 모습을 보임
백상규･ -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예산이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민기 -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이월
(2020)
률 및 이월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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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의 사례를 비교해 임시예산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

임시예산
범위

김춘순･ - 내용적 구체화 관점, 절차적 구체화 관점, 사법적 통제 가능성 관점에서 우리나
이동규
라 임시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2014) - 가령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사항과 범위를 사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처에게 준예산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되, 그 기준이 되
는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본 연구의 차별성
민간부문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시간적 제약이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상세히 밝혀
졌다. 유사하게 시간적 제약은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상일 뿐이여 관련된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시간제약과 의사결정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시간제약으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들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60일에
서 90일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간적 제약 완화
에 주목한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간적 제약 완화가 예산심의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예산
정책처의 설립 등 제도 변화가 예산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
구는 다수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참고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국회에서의 예산증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그동안의 실증분석 연구(김
인철 외, 2002; 장문선･윤성식, 2002; 김난영･김상헌, 2007; 정종선, 2017)는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고 정보의 손실
이 컸다. 외부환경 변화, 제도 변화 등은 모형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개별사
업의 특성, 행정기관의 특성, 지출의 특성 등은 반영할 수 없었다.29) 일반적
29) 김영록･김상수(2018)는 정책 산출물의 유･무형성 여부, 세부사업의 편익 범위가 전국단
위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행정기관이 장관급인지 혹은 차관급인지를

- 39 -

으로 예산심의는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진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김춘순,
2019). 그러므로 제도 변화 등이 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세부
사업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
을 명확히 인식하고, 세부사업의 지출세목 단위에서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분
석을 진행한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 특성을 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봉환 외(2020)는 예산심의기간과 불용액의 관계를 분
석했다. 그들은 예산심의기간을 변수화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기간
을 활용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기간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김봉환 외(2020)의 연구는 내생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다. 반면에 본 연구는 2013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심의기간이 60일
에서 90일로 늘어난 사실을 활용한다. 법개정에 의해 발생한 예산심의기간
변화는 외생적 충격이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했고, 그것이 국회에서의 예산증감에도 영향을 미쳤으
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기간 변화가 야기하는 효과를 추정하
기 위해 본 연구가 활용하는 독립변수는 김봉환 외(2020)가 사용한 변수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봉환 외(2020)는 종속변수로 불용액을 사용했다. 불용액은
일종의 예측오차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국회는 예산에 대한 최
종적인 확정권을 갖는다. 또한 국회의원은 주인으로서 대리인인 관료를 관리
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는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리 걸러낼 책임이 있으며 불용액 발생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그들은 불용액 발생의 책임이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심의기간 변화와 불용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실제로 수정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오
히려 불용액의 발생책임은 주로 관료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처
럼 불용액 발생책임의 귀속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관료와 국회의원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예산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하지만 그들은 본문에
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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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안중기･김봉환, 2021). 따
라서 전적으로 국회의원과 관련된 심의기간 변화와 관료와 국회의원의 공동
책임인 불용액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의기간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불용액 대신
국회에서의 예산수정 여부와 예산수정 규모를 사용한다. 불용액과 달리 국회
에서의 예산수정은 관료들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행태에서 비롯
된다. 순전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심의기간 변화가 일으키는 효과
를 분석할 때, 예산증감 여부와 규모는 불용액보다 더 적절한 종속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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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1. 신제도주의
‘제도는 중요하다(Institutions matter)’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신
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태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김난도, 1997; 하연섭, 2002; 정정길 외, 2018).
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신제도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다. 이는 신
제도주의에 대비해 구(舊)제도주의라고 불린다. 구제도주의는 단순히 공식적
인 제도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신제도주의는 공식적･비
공식적 제도가 인간의 유인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와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Ferris and Tang, 1993; 정용덕 외, 1999a).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란 규칙이나 법령 등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
라 문화, 관행 등 비공식적인 제도를 포함한다(March and Olsen, 1984). 신제
도주의는 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크게 세 분파로 나뉘어 발전해왔다
(Hall and Taylor, 1996).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의하면, 제도는 인간 행위의 결정요인이라기보다는 제약요인에 가깝다(정용
덕 외, 1999a). 개인의 선호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Katznelson, 1992). 제도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역사적 맥
락과 우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Immergut, 1998). 역사적 신제도주의
는 제도의 지속성,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역사
적으로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서 발생하는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Krasner, 1984; Ikenberry,
1988; Hall and Taylor, 1996).
둘째,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는 문화적 틀 안에서
제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사회적 관
계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배태된다(Granovetter, 1985; 유홍준, 1994). 또한 제
도의 채택 혹은 변화는 합리성을 제고하거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형화(isomorphism)의 결과
일 수 있다(Meyer and Rowan, 1977; DiMaggio and Powel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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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에 따르면, 제
도는 개인들의 제한된 합리성30)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창출된 내생
적인 메커니즘이다(장하준, 1996).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31)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제도는 인간의 선호나 유인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의도
적으로 제도를 잘 설계하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들의 유인체계를 결정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때 유인체계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영향을 받는다. 즉
제도는 거래비용을 결정한다. 거래비용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제반 비용(the costs of running the economic system)이다(Arrow, 1970).32)
Coase(1937)는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거래비용을 이
용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
하며, 이를 고려하면 기업이라는 위계적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은 존재 이유를 갖는다.33) Williamson(1975, 1985)은 Coase(1937, 1960)의 거
30)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31) 신제도경제학은 신고전학파(neoclassical) 경제학의 핵심가정 – 즉 주어진 선호와 제약 하
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개인 - 을 수용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하연섭, 2011). 첫째, 경제주체의 완전
한 합리성을 부인하고 Simon(1955, 1956, 1957, 1976, 1978, 1990, 1997)의 제한된 합리성
을 받아들인다. 둘째,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달리 거래과정에서 상
당한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제도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자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32) 거래비용은 물리학의 마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Williamson, 1985; 정용덕
외, 1999b). 현재 거래비용에 대해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명확한 정의는 정립되어 있
지 않다(Hodgson, 1988; 장하준, 1996).
33) Coase(1960)는 뒤이은 연구에서 외부성, 가령 환경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
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영향을 받게 된다(장하준,
1996). 재산권과 관련된 Coase(1960)의 견해는 North(1981, 1984, 1990a, 1990b, 1994)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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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용 이론을 더욱 정교화시켰다. 우선 Williamson(1979, 1985)은 거래의 성
격을 좌우하는 요인 – 즉 하나의 거래를 다른 거래와 구분하는 기준 – 으로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34), 불확실성, 거래빈도를 제시했다. 거래의 성격,
특히 자산특정성 정도에 따라 거래비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35) 그리고
Williamson(1975)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했다.36) 인간적 요인은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를 포함한다. 환
경적 요인은 불확실성, 정보밀집성(information impactedness)37), 거래자의 수
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심각한 인지적 한계 혹은 정보밀집
성 문제에 직면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나, 환경이 불
확실하거나, 거래자의 수가 적으면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시
장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다.
이처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어왔다. 하
지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학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해 정치나
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현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행정의 각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
정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Shick(1998)은 공공재정의 성과는 정보, 유인체
계,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
런 흐름은 재정 제도주의(fiscal institutionalism)라는 하나의 사조를 형성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4) 자산특정성은 어떤 자산이 다른 용도 혹은 목적으로 재배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whether assets are redeployable or not)를 측정하는 개념이다(Klein and Leffler, 1981).
특정한 용도(special purpose)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자산특정성이 높고, 범용
(general purpose)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그렇지 않다(Williamson, 1985).
35) 거래 대상 자산이 어떤 특성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거래비용의 크기는 달라진다. 하지만
거래 대상의 자산특정성이 반드시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거래비
용은 자산특정성과 후술하는 거래비용 발생요인이 서로 결합해 발생한다(Williamson,
1985).
36) Williamson(1975)은 거래비용의 발생요인으로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외에 분위기
(atmosphere)를 들고 있다.
37) 정보밀집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때, 균등한
정보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당사자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
동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asymmetry coupled with the high costs of achieving
information parity and the proclivity of parties to behave opportunistically that poses
the problem)를 의미한다(Williamso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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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예산은 일종의 공유자원이므로 과다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재정규율 확
립과 재정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Hallerberg and Von Hagen, 1997;
Wehner, 2009). 재정 제도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뉜다.
첫째, 거시적 차원의 연구는 재정을 둘러싼 정치･경제 제도가 재정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특정한 예산제도가 재정
규율, 효율성 등의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하연섭, 2016).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분파 중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이를 재정분야에 적용한 재정 제도주의의 입장
을 수용해 미시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한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제
도의 변화이다.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심의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원의 행
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국
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제도 변화를 추진했다. 아래에서는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어떻게 국회의원의 심의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Simon(1955,
1956, 1957, 1976, 1978, 1990, 1997)의 제한된 합리성 논의를 통해 상세히 살
펴본다.

2. 제한된 합리성
사회과학 연구에서 합리성(rationality)은 모든 논의의 출발이 되는 핵심적
인 개념이다(최종원, 1995). 보통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 또는 효율성과 거
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합리성은 주어진 목표와 제
약조건 하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로 개념화할 수 있다(최종원, 1995;
정정길 외, 2018).38) 이때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통
해 나타난 결과이다(Simon, 1976, 1978). 합리적 선택 이론 혹은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경제학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합리성은 의사
결정과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단지 의사결정을
38)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와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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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은 일관성(consistency), 기대효용 극대화(maximization of expected
utility), 베이즈 정리에 기반한 확률 수정(Bayesian updating of probabilities)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제인(economic man)이라고 가정할 뿐이다(Gigerenzer,
2021).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첫째, 의사결정자는 미래의 발생가능
한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예상하고, 둘째, 의사결정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특
정 대안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Savage, 1954). 이러한 가정에 입각한 합리성은 수학적 엄밀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완전한(perfect,
unbounded) 합리성이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이 지향해야 할 합리성으로 규
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
이다. 완전한 합리성 이론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존재한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는 H. A. Simon(1916~2001)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Simon(1955, 1956, 1957, 1976, 1978, 1990, 1997)은 실제 의사
결정과정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규범적인(normative) 합리모형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으며,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positive) 합리모형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실증적인 합리모형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그가 생각하
는 합리성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Simon(1997)에 따르면, 합리성은 선호하는
행동대안의 선택과 관련된다(Rationality is concerned with the selection of
preferred alternatives).39) 이와 같이 다소 간략하게 정의된 합리성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합리성이 정의된다(Simon, 1997). 이를테면
의식적(conscious) 합리성과 무의식적(unconscious) 합리성, 개인적(personal)
합리성과 조직적(organizational) 합리성, 객관적(objective) 합리성과 주관적
(subjective) 합리성,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과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
등이 각각 정의될 수 있다(Simon, 1997).
39) Simon(1997)에 따르면,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을 선택해 실천한 결과는 특정한 가치시스
템에 의해서 평가된다(some system of values whereby the consequences of behavior
can be evaluated). 의사결정자는 이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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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1997)이 정의한 합리성에는 당연히 완전한 합리성이 포함된다. 객관
적(objective)40) 혹은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이 이에 속한다.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주어진 조건과 제약의 한계 내에
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에 적절한 경우(Behavior is substantively rational
when it is appropriate to the achievement of given goals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given conditions and constraints)를 의미한다(Simon, 1976).
물론 Simon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지금부터 설명하
는 주관적(subjective)41) 혹은 절차적(procedural) 합리성에 있었다. 이는 이론
적으로만 가능한 완전한 합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심리학에서 주로 논의
되고 사람들이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리성이다. 어떤 행위가 절차적으
로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적절한 사고(思考)과정을 거친 이후 이루어
지는 경우(Behavior is procedurally rational when it is the outcome of
appropriate deliberation)를 말한다(Simon, 1976). 반면, 행동이 절차적으로 비
합리적이라 함은 의사결정자가 충분한 사고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감성 메
커니즘에 기반해 충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impulsive response to affective
mechanisms without an adequate intervention of thought)를 의미한다(Simon,
1976). 이처럼 절차적 합리성은 의사결정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한다. 이
에 심리학자들은 절차적 합리성을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 혹은 지적 과
정(intellective process)과 거의 동일시한다(Simon, 1976).
Simon은 절차적 합리성에 기반해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개발했다.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란 합리적이기를 원하지만 오직 제한적으로 합
리적일 수밖에 없는(intendedly rational, but only limitedly so) 인간의 속성을
가리킨다(Simon, 1997). 즉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이 인지적 한계 – 지식의 한
계와 계산 역량(computational capacity)의 한계 - 를 고려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Bounded rationality is used to designate rational choice that takes
40) 만약 어떤 의사결정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면, 이는 객관
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A decision may be called objectively rational if in fact it is
the correct behavior for maximizing given values in a given situation)이라고 볼 수 있
다(Simon, 1997).
41) 의사결정자가 보유한 실제 지식을 고려할 때 성과가 극대화된 경우, 이는 주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It is subjectively rational if it maximizes attainment relative to the
actual knowledge of the subject)이다(Sim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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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account the cognitive limitations of the decision-maker)을 나타낸다
(Simon, 1990).
보통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대안의 탐색 및 개발, 각 대안을 선택한 경우
발생하는 결과의 예측, 각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최종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
행된다. 이때 인지적 한계는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제약
한다(Simon, 1990). 먼저 대안을 탐색할 때, 인간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
는다. 어떤 대안이 생각나면 그는 이를 중심으로 일부 대안에 대해서 순차적
인 탐색을 진행한다(Simon, 1955). 그리고 각 대안의 결과를 비교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자는
단지 어림짐작으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할 뿐이다. 그러고 나서 만약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족할(satisficing) 만한 혹은 충분히 괜찮은(good enough) 대안이
있으면 그는 이를 선택한다(Simon, 1955, 1997). Simon(1955, 1997)은 이처럼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의사결정하는 현실적인 인간을 – 이상적인 경제인과
대비해 - 행정인(administrative man)이라고 칭했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소비
자 등 민간부문 의사결정자의 행태를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의사
결정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가령 Lindblom(1959)과
Wildavsky(1964)의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예산과정에 적용해
행정인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완전한 합리성을 신봉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
들도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용 방식은 Simon이 원하던
형태가 아니었다(Gigerenzer, 2004). 그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인지적 제약조
건 아래에서의 최적화로 이해했고(bounded rationality as optimization under
constraints), 이를 자신들의 이론적 틀에 접목했다(Gigerenzer and Selten,
2002; Bendor, 2010; Gigerenzer, 2021). 원래 완전한 합리성은 주어진 제약조
건 하에서 최적화를 추구한다. 만약 인지적 한계가 여러 제약조건 중의 하나
에 불과하다면,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실질적 합리성의 이론적 틀 속으로 쉽
게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Stigler, 1961; Arrow, 2004). 신고전학파 경제학자
들은 이러한 논리 하에 자신들의 이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직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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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적 한계를 수용할 수 있었다.42)
한편 1970년대 들어 인지심리학자들은 완전한 합리성을 도출하기 위해 가
정한 조건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기 시
작했다(Gigerenzer, 2021). 이들 또한 제한된 합리성을 기본가정으로 삼았다.
하지만 인지심리학자들의 접근방법은 Simon의 접근방식과 상이했다. Simon
의 제한된 합리성은 인지적 한계 하에서 인간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Bendor, 2010). 즉 그는 인지적 한계에도 불구하
고,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꽤 잘(reasonably well) 처리하고 있
음에 주목했다(Bendor, 2010). 이와 달리 인지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쉽게 오류를 범하며, 이러한 오류가 체계적으로 발생하는지
에 주목했다(Bendor, 2010).
Tversky and Kahneman(1974)의 논문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이용가
능성(availability), 기준점 조정(adjustment and anchoring) 휴리스틱스 등을 빈
번하게 활용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휴리스틱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때때로 체계적 오류, 즉 인지적 편의(bias)를 발생시키
는 원인이 된다(Tversky and Kahneman, 1974). Kahneman and Tversky(1979)
는 단순히 이러한 이상현상들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불
확실성 하의 기대효용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이후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범하는

체계적

오류를

반영한

전망이론

(prospect theory)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며,
분석 과정에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을 활용한다.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국
회의원이 직면하는 제한된 합리성을 주로 다룬다. 국회의원도 다른 인간들과
42) Bendor(2010)에 따르면, 신고전학파의 제한된 합리성 수용 주장은 제한된 합리성을 만족
(satisficing)과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코 타당하지 않다. 만일 제한된 합리성
이 의사결정자의 만족으로 요약된다고 하자.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대안 대신 만족할 만
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한된 합리성 이론은 완
전한 합리성 하의 합리모형에 비용이라는 제약조건을 추가해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하
다. 그러나 제한된 합리성은 단순히 의사결정자가 만족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제한된 합리성은 인지적 한계에 놓인 인간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을 설명
하는 일반적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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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한적으로 합리적일 뿐이다. Simon(1990)은
제한된 합리성의 발생원인으로 지식의 한계와 계산 역량의 한계 등 인지적
한계를 제시했다.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식의 한계와 계산 역량
의 한계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지식의 한계와 계산
능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의사결정시간이 촉박하다면,
인지적 한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인지적 한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사결정시간에 주목한다. 국회의
원은 원칙적으로 법정 예산심의기간 내에 예산심의를 끝마쳐야 한다. 국회의
원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러한 제약요인이 완화되어 법정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그들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
킬 것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될수록 그들이 복잡한
문제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국회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
면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해 의정활동 전문성이 축적될수록 국회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료와의 정치적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예컨대,
관료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100억 원이고, 국회의원은 적당한 예산
규모로 80억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관료와 국회의원 사이의 전문
성 격차가 클수록 예산은 관료가 원하는 100억 원 근처에서 결정될 가능성
이 높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수정하기 어렵고, 만약 수정하더라도 그 규모는
소규모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관료의 전문성 수준이 서로 비
등해지면, 국회의원은 관료를 설득해 예산을 수정하기 쉬울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예산 규모인 80억 원에 가깝게 수정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
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정부 제출 예산안이 수
정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수정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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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합리성이 제약될수록 그들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 가
능한 문제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간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
로 예산이 수정되지 않고 무수정 통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진행할 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제한된
합리성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직면하는 제한된 합리성의 수준
은 선수(選數, seniority)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은 의정활
동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선의원보다 심각한 합리성 제약의 문제에
부딪힌다.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은 일종의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할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제
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동일한 추가시간이
주어질 때,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
성 완화 정도보다 클 수 있다. 초선의원은 심각한 합리성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추가시간이 주어져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다선의원은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어디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첫째와 반대로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보다 더 클 수 있다. 다선의원은 이미 충분한 지식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이 주어져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지식
이나 정보가 별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은 배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추가시간 동안 다선의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보통 조직에 새롭게 들어온 신입직원은 조직에 오래 머물고 있는 기존
직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신입직원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는 기
존직원이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초선의원은 국회에 처음 들
어온 신입직원이라고 볼 수 있고, 주어진 기간 동안 기존직원인 다선의원보
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셋째, 추가시간 동안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같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에
미치는 효과는 국회의 구성이 초선의원 위주인지, 다선의원 위주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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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
도가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특정 분야 –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 의
전문가였다. 비록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
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심각한 합리성 제약에 부딪혀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은 국회의원으
로 당선되기 이전의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되는 정
도는 그들이 심의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국회의원은
심사대상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동안 다
른 심의행태를 보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선심성 사업을 지역구
로 유치할 유인을 갖는다. 선심성 지역사업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편익과 관
련되며, 그들은 이를 심사할 때 더욱 열심히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으로 국회의원은 원하는 목표 – 선심성 지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증액의 성공
혹은 예산감액의 저지 – 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신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획득해 반대되는 입장
에 선 이들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열심히 심사에 임할지는 의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과 같이 자신들의 정치적 편익
과 관련된 사업을 심사할 때, 그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예산심
의활동을 벌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은 더 크게 완화된다고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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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도적 배경
예산은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족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서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21).43)
예산과정은 크게 편성→심의→집행→결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예산의
결정 혹은 형성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예산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
이전 과정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
월 31일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44) 그러고 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
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45) 이어서 각 중앙관서
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과 세출
등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46)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
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국가재정법 제32조)47), 회계연도 개시 120일
43) 기금은 예산과 명확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금은 예산에 비해 계획변경이나 집행과정
에 있어서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하지만 기금은 예산과 유사한 형식으로 편성되
고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친다(국회예산정책처, 2021). 적어도
편성과 심의측면에서 볼 때, 예산과 기금은 서로를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예산’이라는 단어를 – 특별히 이를 구분하지 않는 한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44) 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
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6)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
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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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3조).48)
<표 3> 예산편성과 심의 일정
기간

사항

매년
▪중기사업계획서
1월 31일까지

비고
- 국가재정법 제28조
-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5회계연도 이상)
- 국가재정법 제29조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포함할 수 있음
- 편성지침의 국회보고(국가재정법 제30조)

5월 31일까지

9월 3일까지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예산안 확정(국가재정법
제32조)

▪정부예산안 및 국가재정운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헌법 제54
용계획의 국회 제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의 국회심의･확정
12월 초

- 국가재정법 제31조
-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

▪예산공고

조 및 국가재정법 제33조)
- 회계연도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심의･
확정(헌법 제54조)
- 확정된 예산의 정부이송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고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

이때부터 국회의 예산심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예산심의
기간 동안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국
회의 심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나 체계를 예산심의제도라고 한다. 보
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예산심의제도49)는 예산심의와 관련된 국회의 공식적
인 권한행사 방식을 규정한 규범이나 체계를 의미한다(김춘순 외, 2015). 이
는 예산결정 단계에서의 민주성 확립, 집행단계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47)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8)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9) 예산심의제도는 예산심사제도 혹은 의회예산제도(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라고 부르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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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목적으로 한다(김춘순 외, 2015).
Wehner(2006)에 의하면, 예산심의제도는 예산수정 권한, 임시예산의 범
위50),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51)52), 예산심의기간, 위원회 역량, 그리고 예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심의제도 구성요소는
크게 입법부의 공식적인 권한과 조직역량으로 범주화된다. 여기서 의회의 공
식적인 권한은 예산수정 권한, 임시예산의 범위,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를,
조직역량은 예산심의기간, 위원회 역량, 그리고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수정 권한이 강할수록,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
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산의 범위가 좁을수록, 관료가 행사할 수 있는 신축적인 예산집행 권한이 적
을수록, 예산심의기간이 길수록, 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국회의원이
예산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수록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혹은
권한은 강해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통제도 활발
히 진행된다.
본 연구는 조직역량 중 예산심의기간과 공식적인 권한 중 예산수정 권한
의 관계에 주목한다. 아래에서는 예산심의제도 구성요소 중 본 연구와 관련
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1. 예산심의기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법정 예산심의기간은 90일이다. 하지만 1948년 정

50)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
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 제3항). 이를 준예산제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되어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51) Wehner(2006)는 이를‘executive flexibility during implementation’표현했다. 따라서 예
산집행의 신축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심의 측면에
서 보면,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
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김춘순(2013) 또한 이를 예산집행의 신축성 통제라고 번역해서
사용했다.
52)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예산집행 신축성 확보 수단으로 이용과 전용, 예비비, 추가경
정예산, 이월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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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립 이후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이 항상 90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정기국회 개회 초(12월 20일)에 제출하
고 회계연도 개시(4월 1일) 전까지 의결해야 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제
헌헌법 제91조). 즉 예산심의기간은 100일이었다. 한편 정기국회 개회 초와
회계연도 개시일이 각각 9월 1일과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1957~1962년의
예산심의기간은 120일이었다(김춘순, 2014b; 국회사무처, 2016).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제50조 제2항)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
을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
해 1963년 이후의 예산심의기간은 90일이 되었다.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제89조 제2항)을 통해 90일에서 60일로 30일 축소되
었다. 예산심의기간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이후 두 차례의 헌법개정에도 불
구하고 변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제9차 개정)의 제54조 제2항은 제7차 헌법
개정 당시의 예산심의기간 규정과 동일하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이후, 헌법개정은 더 이상 없었다. 그렇지만 법정
예산심의기간이 60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왔던 것은 아니다. 2012년 국회법
이 개정되어53) 예산안의 자동상정 규정이 신설되었다(국회법 제85조의3 제1
항, 제2항).54)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심의기간이 줄어들 수 있
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안
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이에 국회는
2013년에 예산심의기간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조문을 개정했다. 이전의 국가
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
다.55) 그러나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이를 30일 앞당겼다.56) 즉 법정 예산심의
53)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한다.
54)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
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
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
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구)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
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헌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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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법률 개정 이전보다 30일 늘어나게 되었다.
<표 4>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변천사
연도

근거 규정

심의기간

- 제헌헌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12월 20일]에 국
1948

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4월 1일]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100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 헌법(제2차 개정)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9월 1
1957

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1월 1일]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

120일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는 국회는 1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 내에 예산을
1962

의결하여야 한다.
- 헌법(제5차 개정) 제50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1963년부터 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
적용)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972
- 헌법(제7차 개정) 제89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

90일

(1973년부터
적용)

60일

2013

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
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헌법(1987년 제9차 개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
- 국가재정법(2013년 개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
적용)
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0일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1) 연도는 헌법 혹은 법률 개정 연도를 의미함
주: 2) 제헌헌법의 정기회 개회 초(12월 20일)와 회계연도 개시일(4월 1일)은 국회예산정책처(2014)를
참조함
주: 3) 1957~1962년에 적용되었던 예산심의기간 120일은 김춘순(2014b)과 국회사무처(2016)를 참조함

90일 전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3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예
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명시한다. 헌법 규정에 의한 명시적 위
임 없이 하위규범인 국가재정법이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권력분립원칙과 법
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의 예
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
서 60일인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국가재정법으로 줄이는 것은 위헌이지만, 늘리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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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갑작스런 예산심의기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는 점진적으로 변경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 제1항57)은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
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고 규정했
다. 즉 행정부가 2014년에 제출하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의 심의기간은 70
일, 2015년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의 심의기간은 80일이었다. 그리
고 행정부가 2016년에 국회에 제출하는 2017회계연도 예산안의 심의기간부
터 비로소 90일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표 5>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심의기간의 점진적 변화
연도

예산안 제출

예산안 확정

심의기간

2013년 이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60일

2014년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70일

2015년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80일

2016년 이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90일

주: 연도는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연도를 의미함

2. 위원회 역량: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기간 동안 국회의 예산심의는 크게 2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첫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국회법 제84조 제1항).58)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부
57)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58)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
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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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는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
견 대립이 심하면 예산안은 전체회의의 표결을 거친다. 하지만 대부분 소위
원회의 합의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59)
둘째,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종료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
를 시작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나 이를 존중해야 한다(국회법 제84조 제5항).60)6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84조 제3항).62)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체회
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결과, 전문위원
의 수정의견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
회, 20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 만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기한까지 예산안
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59) 한편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4조 제6항).
60)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수정 권한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한다.
61) 실제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반영
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경우의
반영비율보다 증액을 요구한 경우의 반영비율이 더 낮았다(윤영진, 1997; 노재석, 2015).
또한 장문선･윤성식(2002)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였고, 이를 근거로 2단계 예산심의의 비효율성을 주장했다.
62)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
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
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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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
회법 제85조의3 제2항). 이 제도가 성립하기 이전, 국회는 거의 매년 심사기
한을 넘기곤 했다. 그러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현상
은 사라지게 되었다.63)

63)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예산심의
기간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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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제출
(9월 3일까지)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
회부

-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

⇩
-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중해야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1월 30일까지)

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 찬
반토론 → 의결(표결)
- 종합정책질의: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의 질의
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부별심사: 경제부처 또는 비경제부처로 심사대상부처를 나누어 위원들의 질
의와 관계국무위원의 답변으로 진행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함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본회의
심의･의결
(12월 2일까지)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함

⇩
정부 이송
및 공고

-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자료: 국회 홈페이지의 예산안과 결산 처리과정64)

64)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account/account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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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수정 권한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OECD(2014)는 이를 크게 다
섯 개로 분류한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지만, 영국 의회는 오직 기존 비목만 삭감할 수 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따라서 영국에
비해 미국은 비교적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력하다(윤영진, 2006). 미국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이 영국 의회의
권한보다 강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의회는 수정 권한은 없고 승인 혹은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
모를 유지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기존 비목을 삭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동의를 얻으면 신규 비목 설치나 증액도 가능하
다.
<표 7> OECD 회원국(33개국) 의회의 예산수정 권한
유형
제한 없이
수정 가능
행정부 제출 총예산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수정

국가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오직 기존 비목만 삭감

승인권 혹은 거부권만 보유
기타

17개국
(51.5%)
8개국
(24.2%)
2개국
(6.1%)

가능(신규 비목 추가 혹은 칠레, 영국
증액은 불가)
수정 권한은 미보유

비고

그리스,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프랑스, 한국

2개국
(6.1%)
4개국
(12.1%)

자료: OECD(2014)
주: 호주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 없이 수정 가능. 캐나다 의회와 한
국 의회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능. 프랑스 의회는 총예산 내에서 재배분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줄이거나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없음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은 크게 증액 권한과 감액 권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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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57조)과 국회법(제84조 제5항)은 국회의원의 증
액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우리나
라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지만, 이러한 국회의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되는데, 이때 국회는 서면으로 행정부의 동의를 요구한
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증액 동의 요구를 심의하고 대통령의 승인
을 얻어 서면으로 국회에 증액 동의 사실을 통보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증액 권한과 감액 권한이 상이하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지만 이에 구
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예산
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
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국회법 제84조 제5항 본문). 다만,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4조 제5항 단서).
<표 8>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
근거 규정
헌법

-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국회법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어도 수정 절차상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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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감액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2013년 이후 국회에서의 예산감액 규모
는 증액 규모를 상회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예컨대 행정
부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의 예산안은 7.9조 원 증액, 9.1조 원 감액되었다.
즉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순수정액 기준으로 1.2조 원을 감액했으며, 이 규모
는 행정부 제출 예산안의 0.2% 비율에 해당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
액하는 것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부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관료 입장에서 예산증액을
마다할 이유가 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표 9>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연도별 예산증감액 추이
(단위: 조 원, %)
회계연도

정부제출안

증액 (비율)

감액 (비율)

순수정액 (비율)

국회확정액

2013

342.5

4.4

(1.3)

-4.9

(-1.4)

-0.5

(-0.1)

342.0

2014

357.7

3.5

(1.0)

-5.4

(-1.5)

-1.9

(-0.5)

355.8

2015

376.0

3.0

(0.8)

-3.6

(-1.0)

-0.6

(-0.2)

375.4

2016

386.7

3.5

(0.9)

-3.8

(-1.0)

-0.3

(-0.1)

386.4

2017

400.7

5.4

(1.3)

-5.6

(-1.4)

-0.2

(0.0)

400.5

2018

429.0

4.2

(1.0)

-4.3

(-1.0)

-0.1

(0.0)

428.8

2019

470.5

4.3

(0.9)

-5.2

(-1.1)

-0.9

(-0.2)

469.6

2020

513.5

7.9

(1.5)

-9.1

(-1.8)

-1.2

(-0.2)

512.3

자료: NABO 재정통계시스템
주: 1) 총지출(예산+기금) 기준
주: 2) 총지출=지출총계(일반･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지출-보전지출을 의미함(국회예산정책처, 2019)
주: 3) 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나타내는 금융성 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음(국회
예산정책처, 2019)
주: 4) 가설 1-2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제시하는 연도별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는 내부거래지출과 보
전지출을 포함한 지출총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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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정보 접근성: 수석전문위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심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적절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OECD, 2019). 하지
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러한 능력을 키워 관료와의 전문성 격
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재
정전문기관을 설립해 입법부의 예산심의기능을 지원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이를 처음으로 실천에 옮긴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74년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를 설립해 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김춘순, 2013). 뒤이어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일한 이유로 의회의
예산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재정기관을 설립해왔다(OECD, 2019).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입법부는 2003년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설립했다(국회법 제22조의2 제
1항).65)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는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예
산, 인력 등 전반적인 규모는 미국의 의회예산처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표 10> OECD 주요국의 독립재정기관
(단위: 백만 달러, 명)
국가

기관명

연도

예산

인력

호주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7

5.1

40

오스트리아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7

1.1

8

캐나다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8

3.9

27

그리스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7

0.6

16

아일랜드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8

1.0

12

이탈리아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7

7.1

27

한국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2017

13.1

138

멕시코

Center for Public Finance Studies (CEFP)

2016

2.7

60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2016

46.5

235

자료: OECD IFI Database (2018)
주: 인력은 FTE(Full Time Equivalent) 기준

65)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
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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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예산
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둘
째,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을 추계한다. 셋째,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 및 전망한다. 넷
째,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을 진행한
다. 다섯째,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을 수행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66)

66)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
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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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설 설정 및 연구설계
제1절 가설 설정
1. 예산심의기간 확대 배경67)
대의민주제 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는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정책을
구체화하고 정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정당성을 부여한다(김춘순 외,
2015).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제1항68)은 이러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
한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행정부에
종속된 예산심의로 항시 비난받아왔으며(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
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채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이와 같은 현상
이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회의원과 관료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고, 대리인인 관료가
전문성이나 정보 측면에서 주인인 국회의원보다 우위에 있다. 관료와 국회의
원 사이의 전문성 및 정보 격차 심화는 입법부의 예산심의기능을 형해화시
켜왔다. Wilson(1887)은 엽관제(spoil system)의 폐해를 경험하고 정치로부터
행정의 분리를 주장했다.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의 목표는 정
치가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다. 실제로 많은 국
가들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했으며, 이를 통해 관료의 전문성을 제고하
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
기 시작했다. 관료가 행사하는 힘의 원천은 그들이 보유한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Weber, 1947). 이를 고려할 때 그들 사이의 전문성 격차에서 비롯되
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관료에게 전략적인 행동의 기회를 제공한다(Bendor
et al., 1985, 1987). 관료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Niskanen, 1971).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
67) 예산심의기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제도적 배경의 예산심의기간 부분에서도 일부 서술
했다. 이를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68)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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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예산심의기능의 무력화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원인이다.
둘째, 행정의 복잡화가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예산과정에서
입법부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예산과정에서 전문성과 정보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정치가는
관료의 전문성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도움 없이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부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예산 권한을 부여했다. 반면 국회의 예산심의기능은
미약했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
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한국은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
서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대통령의 권
한이 매우 강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적극적으로 심의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했다. 국회는 단지 거수기의 역할만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 완
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아니다. 입법부
가 예산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Shick, 2002). 입법부의 심의기능이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행정부
와 입법부 간의 상호 견제기능이 사라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입법부 적극주의(legislature activism)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
하고 예산결정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Stapenhurst, 2004).
역사적으로 입법부의 역할 강화는 민주주의의 확립과 그 맥락을 함께 해
왔다(김춘순, 2013).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먼저 국회는 2000년에 예산결
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이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심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서 행
정부에 대한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를 충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
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의 연중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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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1년 이전에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이로 인
해 국회의 기금에 대한 통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국회
는 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해 2002년
부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화했다.70)
이어서 200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됨에 따라
입법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71)
그리고 2003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행정부 출신에
서 입법부 출신으로 교체되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
해서 행정부 출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제대로 심의되었을 리가 없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형식화될 수
밖에 없었다(박강로, 2002).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이 입법부 출신 인사로 교체
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
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강장석, 2010b).
이처럼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 형식적인 예결산 심의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
었다(신무섭, 2014). 특히 입법부는 행정부에 비해 예산과 관련된 정보와 전
문성이 부족하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
지 않았다.72)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여러 가
지 문제점 중에서 짧은 심의기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조택･이근주,
2012). 짧은 심의기간은 다른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했다. 예산심
6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회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7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기금관리기본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7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72) 이외에도 당시의 선행연구들(황윤원･김성철, 2005; 강장석, 2010a; 조택･이근주, 2012)을
살펴보면,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은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으로 인한 예산의 정치화, 행정
부의 정보 독점,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계적 심사구조, 전문적인 보좌기구
및 인력의 부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겸임, 예결위원의 짧은 임기 등 다
양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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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간이 짧다 보니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전문성
을 쌓기도 쉽지 않았다. 당시 우리 국회의 법정 예산심의기간은 60일이었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했다(헌법 제54조 제2항;
(구)국가재정법 제33조). OECD 국가들의 평균 예산심의기간은 우리보다 길었
다(김춘순, 2014b).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 국회는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 제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다.73) 예를 들어 미국의 예산심의기간은
240일, 독일의 예산심의기간은 120일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짧게 예산을 심의
하는 나라는 그리스, 칠레, 포르투갈 등 소수에 불과했다.

73)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3개국의 평균 예산심의기간은 약 8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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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OECD 주요국의 예산심의기간
국가

회계연도 개시

예산안 제출 마감

예산안 승인 마감

심의기간

그리스

1월 1일

11월 21일

12월 31일

약 40일

노르웨이

1월 1일

10월 중

12월 15일

약 75일

네덜란드

1월 1일

9월 셋째 주 화요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100일

독일

1월 1일

9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120일

덴마크

1월 1일

8월 말

회계연도 개신 전

약 120일

미국

10월 1일

2월 둘째 주 월요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240일

멕시코

1월 1일

9월 8일

11월 15일

약 68일

스위스

1월 1일

9월 말∼10월 초

12월 중반

약 75일

스웨덴

1월 1일

9월 20일

12월 15일

약 90일

스페인

1월 1일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90일

슬로베니아

1월 1일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90일

영국

4월 1일

4월 중

8월 5일 전

약 120일

오스트리아

1월 1일

10월 말

11월 말~12월 초

약 60일

일본

4월 1일

1월 중

회계연도 개시 전

약 70일

에스토니아

1월 1일

10월 1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90일

칠레

1월 1일

9월 30일

11월 중반

약 45일

캐나다

4월 1일

2월 중

6월 말

약 120일

터키

1월 1일

10월 중반

12월 31일

약 75일

포르투갈

1월 1일

10월 15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약 45일

프랑스

1월 1일

10월 첫째 주 화요일

12월 중반

약 70일

핀란드

1월 1일

9월 중~말

12월 초

약 75일

헝가리

1월 1일

9월 30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90일

호주

7월 1일

5월 둘째 주 화요일

회계연도 개시 전

약 50일

자료: 주영진(2011), 김춘순(2013, 2014b), 국회예산정책처(2014)

짧은 예산심의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 전인 2012년에 국회법을 먼저 개
정했다. 개정된 국회법은 예산안의 자동상정 규정을 신설해,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74)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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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심사를 마
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규정한다(국회법 제
85조의3 제1항, 제2항). 그러나 예산심의기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실질적
인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이에 국회
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
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산안 자동상정 규정 시
행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국회법 개정의 부대의견으로 첨부
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부대의견에 의거해 2013년에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과거에 행정
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
출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조항(국가재정법 제33조)75)은 이를 앞당겨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한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어나게 되었다.76)

7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회법 제정･개정이유 참조.
75) (구)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
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6) 그렇다면 늘린 기간은 왜 30일인가? 30일보다 짧게 혹은 길게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늘
리면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입법부의 예산심의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행정부의 예산편성기간이
줄어들고, 이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김춘순, 2014b). 둘
째, 예산심의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어나면, 예산심의 활성화라는 제도 변화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단계적으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국회는 갑작스런 법정 예산심의기간 증가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경했다(국회예
산정책처, 2014). 아마도 단계적 변화는 주로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에
대한 배려였을 것이다. 하지만 30일 확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충격을 줄 수 있
을 만한 것이라면, 입법부의 예산심의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당시 OECD 주요국의 평균 예산심의기간이 약 84일이었다. 국회는 예산심의 활성화
라는 제도 변화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행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하
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30일을 늘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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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활동
그렇다면 과연 예산심의기간의 변화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회가 심의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예산심의를 충실화, 내실
화하여 예산결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적절히 통제
하기 위해서이다.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
하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예산심의활동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고, 이는 예산심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심의
활성화, 즉 예산수정 여부 혹은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기 전에
우선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국회의 예산심의활동량을 실제로 늘리는지부터
살펴보자.
국회의 예산심의활동은 크게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활동부터 살펴
보자. 예산심의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
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구분된다.77) 국회법(제84조 제5
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나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오직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다.7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증감 결정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기반하
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은 아니다(장문선･윤성식, 2002; 강장석,
2008). 즉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반영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윤영진, 1997; 노재석, 2015). 그러므로 국회
의 예산심의는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79) → 검토보고80) → 종합
77)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도적 배경의 위원회 역량 부분을 참고하
기 바란다.
7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도적 배경의 예산수정 권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79)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 및 재정정책의 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예산결
산특별위원회, 2020).
80)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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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81) → 부별심사82)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83)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소위원
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국회법 제57조 제5항).84) 따라서 회의록 또
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18조 제1항).85) 국회의원들의 예산심
의활동량이 예산심의기간 변화 전과 후에 실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국
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서 국회의원의 활동량은 회의록 쪽(페이지)
수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회의시간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산심의기간 변화 전과 후의 회의록 쪽 수를 비교한 결과, 회의록 분량은 예
산심의기간 확대 후에 크게 증가했다. 첫째, 예산심의기간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2007~2014년(회계연도)[2006~2013년(심사연도)]86)과 2015~2020년(회
계연도)[2014~2019년(심사연도)]의 연도별 회의록 분량의 평균을 비교하면, 예
산심의기간 변경 전 연평균 회의록 분량은 1,201쪽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연
평균 1,450쪽으로 20.7% 증가했다. 둘째, 과도기인 2015년(회계연도)과 2016
년(회계연도)을 제외하고 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회의록 분량을 비교하면,
2017~2020년(회계연도)의 연평균 회의록 분량은 1,558쪽으로 변경 전(1,201쪽)
에 비해 29.7% 늘어났다. 셋째, 심의기간 변경 전과 후의 기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평균을 계산하면, 변경 후[2015~2020년(회계연도)]의 연평균 회의록

81) 종합정책질의는 정부의 경제･재정정책, 외교･안보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본회의의
대정부질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82)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는 달리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주로 경제
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예산
결산특별위원회, 2020).
83)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시의 수정의견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84)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5) 국회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
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6) 예산을 심사한 연도와 이를 집행한 연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국회법은 2013년 개정됐고,
이는 2014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행정부가 2014년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
은 2014년에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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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변경 전[2009~2014년(회계연도)]보다 18.5% 증가했다. 넷째, 과도기를
제외하고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2011~2014년(회계연도)]과 변경 후[2017~2020
년(회계연도)]의 기간을 4년으로 동일하게 유지한 채, 두 기간의 회의록 분량
을 비교해도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회의록 분량이 증가 전보다 크게
(19.6%) 늘어났다.87)
<표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량 현황
(단위: 쪽)
심사연도

회계연도

심의기간

회의록 분량

2006

2007

60일

1,314

2007

2008

60일

951

2008

2009

60일

1,362

2009

2010

60일

767

2010

2011

60일

1,435

2011

2012

60일

1,365

2012

2013

60일

1,251

2013

2014

60일

1,161

2014

2015

70일

1,270

2015

2016

80일

1,200

2016

2017

90일

1,401

1,450

1,450

1,721

(20.7%↑)

(18.5%↑)

2017

2018

90일

2018

2019

90일

1,724

2019

2020

90일

1,385

연평균 회의록 분량

1,201

1,201
1,224
1,303

1,558
(29.7%↑)

1,558
(19.6%↑)

자료: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10.do)
주: 1)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회의록 페이지 합계
2)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의 분량 증가율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예산심의기간 증가 이후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
량이 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제
87) 이러한 결과는 회의록 분량을 글자 수로 측정한 경우에도 동일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연평균 글자 수 평균을 비교하면,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글자 수가 증가 전에 비해 각각 21.9%, 31.0%, 19.3%, 20.6% 많
았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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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의 취지에 걸맞게 열심히 일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단지 국
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 중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예외적으
로 소위원회의 회의는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이러한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록을 구할 수 없다(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더욱이 우리나라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
의 매년 이른바‘소(小)소위’라고 불리는 임시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소수의 인
원으로 구성되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 실
질적으로 소소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공개회의의 회의록 분량만으로 국회의원의 예
산심의활동량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표 13> 국회의 소소위 가동 사례
(앞 내용 생략) 소위원장 OOO : 2주에 걸쳐 연일 계속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과 공통사항, 부대의견 및 증액
심사 등 심사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반면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한
인 11월 30일까지는 이제 불과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향
후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그 내용을 위
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중간 내용 생략)..............................................................
현재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한 심의 중단을 풀어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의 원만한 합
의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위원장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산적한 보류사업에 대한 심
의 재개를 위해서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위임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뒷 내용 생략)
자료: 국회 회의록(2019년 11월 27일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소위 제11차)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있다.8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

88)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이외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있
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예산활동보다는 입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
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외
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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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종합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이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산증액 혹은 감액
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활동량은 검
토보고서의 분량, 즉 쪽(페이지) 수로 측정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변화 전
과 후의 검토보고서 쪽 수를 비교하면, 네 가지 방법 모두에서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검토보고서 분량이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보다 크게 늘어났다.89)
<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분량 현황
(단위: 쪽)
심사연도

회계연도

심의기간

검토보고서
분량

2006

2007

60일

1,233

2007

2008

60일

1,593

2008

2009

60일

1,814

2009

2010

60일

1,932

2010

2011

60일

2,171

2011

2012

60일

1,877

2012

2013

60일

1,988

2013

2014

60일

2,468

2014

2015

70일

2,986

2015

2016

80일

3,032

2016

2017

90일

3,881

2,637

2,637

(39.9%↑)

(29.1%↑)

2017

2018

90일

2,159

2018

2019

90일

1,777

2019

2020

90일

1,988

연평균 검토보고서 분량

1,885

1,885
2,042
2,126

2,451
(30.0%↑)

2,451
(15.3%↑)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의 분량 증가율

국회는 자신들의 예산심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3년에 국회
예산정책처를 설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실과 같이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수석전
문위원실은 종합심사 과정에서 검토보고서라는 형태로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89) 이는 검토보고서의 글자 수를 이용해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활동량을 비교한 경
우에도 동일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 77 -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시 제공한다. 그리고 국
회예산정책처의 인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인력보다 많
기 때문에 지원하는 규모는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를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는 활동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법정 예산심의기간 중 국회예산정책처
가 심의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보고서의 양을 산출한 결과, 예산심의기
간 증가 이후 제공되는 보고서의 양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연평균 보고
서 분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40.1%, 적게는 12.2%만큼 증가했다.
<표 15>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분량 현황
(단위: 쪽)
심사연도

회계연도

심의기간

보고서 분량

2006

2007

60일

2,518

2007

2008

60일

3,514

2008

2009

60일

4,016

2009

2010

60일

3,744

2010

2011

60일

4,928

2011

2012

60일

5,746

2012

2013

60일

5,761

2013

2014

60일

4,437

2014

2015

70일

4,665

2015

2016

80일

3,157

2016

2017

90일

3,629

5,352

5,352

(23.5%↑)

(12.2%↑)

2017

2018

90일

6,757

2018

2019

90일

7,721

2019

2020

90일

6,180

연평균 보고서 분량

4,333

4,333
4,772
5,218

6,072
(40.1%↑)

6,072
(1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https://www.nabo.go.kr)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의 분량 증가율

한편 국회의원은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을 둔다.90) 국회의원
보좌진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정광호･김권식,
90)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 각 1
명씩을 두고 있다(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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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
한 영향력을 발휘한다(Romzek and Utter, 1997; Romzek, 2000). 특히, 전문성
을 갖춘 보좌진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정광호･김권식, 2008).
보좌진의 업무 영역은 크게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원내활동
에는 법안 발의와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정당
은 개별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국회의
원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예산심의와 관련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의 활동을 통해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와 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활용한다(임성근, 2013).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활동과는 달리 우리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활동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없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서 – 적
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측정한 활동량 측면에서는 국회의원의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보좌진의 활동도 함
께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을 이용해 예산심의과정 전반의 활동량을 측정한
다. 즉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활동량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가정한
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그
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보고서로 측정한 활동량을 기준으로 예산심의기
간이 증가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한 후 국회의 예산
심의활동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소소위 활동이나 보좌진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관측할 수 없다. 이런 활
동들도 예산심의기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관측할 수 없는 활동들 또한 관측할
수 있는 활동들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 증감이 국회의 예산심의활동량 증감을 유
도하며, 예산심의활동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관측할
수 없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91)
91) 다만, 본문은 국회의원의 활동, 특히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회예산정책처, 보좌진의 활동은 국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지원활동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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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수립
1)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는 어떠한 필요성 혹
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새로운 제
도를 설계하거나 기존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연섭, 2003; 조
수현･하연섭, 2006). 이는 예산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산제도의
변화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심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Wildavsky and Caiden, 2004). 이처럼 제도를 중시하는 사
람들은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는 예산형식, 심의규칙 등 제도적 요인으
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를 적절히 조작하면 그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박정수, 2015). 국회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입법부를
개혁해왔다. 대표적으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심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했다. 그렇다면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국회의원의 심의행태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변화시켜 예산심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을까?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형식적인 심의 혹은 무수정 통과는 국회의 예
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이런 이유로 한때 입법부는 통법부(通法部, rubber stamp parliament)
라고 불렸다. 예산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
다. 국회의원은 관료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
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정부 주도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국회의원과 관료의 전문성 격차가 심화되었고, 관료의 정보 독점 또한 가중
되었다(김종순, 1991; 정종선, 2017). 더욱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이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김춘순, 2014b).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예산
심의를 할 때 행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욱･
함성득, 2004). 행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무수정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었다.
하지만 예삼심의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현상은 감소할 수 있다. 예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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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확대는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 증가를 의미한다. 예산심의활동량이
늘어나면 국회의원은 이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은 완화된다. 국회의원과 관료 사이의 전문성과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은 관료를 설득해 자신의 의견을 쉽게 관철
할 수 있다. 게다가 예산심의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사후 위험요인을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리 반영할 수 있다. 그 결
과 예산수정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심의기간 변화는 예산수정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수정 규모
를 늘려 예산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이전
에 비해서 충실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춘
순, 2013).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국회의 예산수정 규모는 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가령 국회가 예산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확정하면, 국회는 행정부
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국회가 예산을 크게
수정하면 국회는 재정통제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인
철 외, 2002; 김난영･김상헌, 2007; 정종선, 2017).
물론 국회에서 예산수정 규모가 크다고 해서 충실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졌
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적정 규모의 예산 확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적정 규모의 예산이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여 확정한 예산이다. 따라
서 예산수정 규모가 예산심의의 심도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된다고 해서 예산
수정 규모가 반드시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충실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는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예산수정 규모로 질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수정 규모가 미미하면 예산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박정수, 201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
결정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국회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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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박정수･신혜리, 2013). 따라서 예산수정 규모는 –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 질적인 측면의 예산심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데 유
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수정 가능성을 높이
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수정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반드시 예산심의를 활성화해 예산수정 가
능성과 예산수정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입법부의 심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설계 수단으로 미흡한 면
이 없지 않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라는 제도 변화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활동
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예산심의활동량을 늘리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하
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92) 실제로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 적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
에서 단순히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났다고 국회의원들이 이전보다 열심히 심
의활동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 중의 하나
이지만, 충분한 대안은 아니다. 이는 예산심의기간 증가라는 제도 변화가 지
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결국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예산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 1-1을 제시한다.

가설 1-1: 예산심의기간의 증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킨다.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심의기간을 늘린 이유는 예산심의를 보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원칙적으로 예산심의의 목적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액하고, 누락되거나 과소계상된 부분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는 데 있다. 이때 강조점은 아
무래도 예산증액활동보다는 감액활동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에서의
예산감액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 제57조93)는
92) 한국행정연구원(2021)에서 실시한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국
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대상이 된 모든 기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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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국회에게 자유로운 예산삭감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증액을
어렵게 만든 이유는 국회의 기본적인 본분이 예산증액보다는 감액에 있기
때문이다.94)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기대와 의무에 따라 행동해
야 한다. 이것이 공인으로서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그렇지만 당위적인 것이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입법부의 역할 확대는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Von

Hagen,

1992;

Alesina

and

Perotti

1995;

OECD,

2014).

Downs(1957)가 지적했듯이 정치인들은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며, 그들은 이 과
정에서 예산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예산증액 유인은
명확한 반면 예산감액 유인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
면,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감액활동보다 오히려 예산증액활동을 더욱 활
성화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때때로 공익이 자
신의 사익과 충돌할 때 사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매년 국회의원들은 수만 개
의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한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적 편
익과 관련된 사업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 것이
다. 국회의원은 전자에 속한 사업예산의 증액 유인을 갖지만, 후자에 속한
사업예산의 증액 유인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후자에 포함되는 대부
분의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들 사업의 예산심의를 진행할 가능
성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감액활동을 증액활동보
다 더 촉진할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제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93)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
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94) 예산감액보다 예산증액을 어렵게 만든 것은 국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회법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
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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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예산심의기간의 증가는 국회의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동
을 더 활성화시킨다.

2) 초선의원비율의 조절작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선의원비율이 높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줄어들지 않아서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박홍민･이준한, 2004; 이현출,
2004; 가상준 외, 2009).95) 초선의원들은 보통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
며 당선되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선의원의 열정
과 패기는 다선의원보다 우위에 있다(임동욱, 2004; 손병권, 2004). 초선의원
의 열정과 패기는 법안발의 현황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다(손병권, 2004).
초선의원들의 법안발의 건수 혹은 비율은 다선의원들의 발의건수 혹은 비율
을 크게 상회한다(손병권, 2004; 최준영, 2006; 김장수, 2006; 이현출, 2009;
전진영, 2014). 그리고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성실하다. 초선의원의 본회
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다선의원의 출석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손병권, 2004; 임동욱, 2004; 심정희, 2008; 정회옥･장혜영, 2013; 정회옥
외, 2016). 이는 초선의원들이 다선의원들에 비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본인에게 돌아오는 사적인 이익 –
가령 재선 가능성의 증가 - 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선의원은 열정적으로 예
산심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선의원비율
이 증가하면, 예산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이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
다. 다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법적으로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
니지만, 현실에서 다선의원이 행사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초선의원의 그것을
크게 상회한다(Holcombe, 1989).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에 비해 정
치적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예산심의와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96) 그
95) 예컨대 17대 국회의 초선의원비율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는 불법 대선자금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정치신인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이현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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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초선의원은 관료와 예산협상을 벌일 때, 다선의원보다 심각한 제한된
합리성의 문제에 직면한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 동료 국회의원, 이익집단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 폭넓게 교류하고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
다.97)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열위에 있다. 그러
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 증가는 위와 반대로 오히려 예산심
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은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
화의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
간이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이 증가해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
이 완화된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할 때,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되는
정도는 초선의원인지 다선의원인지에 따라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그림은 누적심의시간과 제한된 합리성의 완화 정도를 보여준다.98)
96) 다선의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선의원이 초선의원보다 상
대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윤영진, 2006).
97) 미국은 다선의원에게 부여하는 공식적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은 선수가 낮은 국회의원에 비해 법안의 발의와 그 법안의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Taylor(2019)에 따르면, 다선의
원이 유리한 위치에 놓이는 원인은 동료의원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선
수가 높다는 것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
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를 통과시키고자 할 때, 보통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
료가 많다. 오랜시간 쌓아온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입법효과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
인이 될 수 있다.
98) 학습곡선(learning curve)은 학습에 투입한 시간과 학습성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학
습곡선 이론은 Wright(1936)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향상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형태의 학습곡선 모형이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실
증적으로 검증되어왔다(Anzanello and Fogliatto, 2011; Grosse et al., 2015). 학습곡선의
모양은 학습하는 내용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자형의 학습곡선을 가정한다. 이 학습곡선은 학습 초기에는 볼록
(convex)하지만 나중에는 오목(concave)한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초기에는 학습성과가
더디게 나타나지만, 누적학습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학습성과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누적학습시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학습성과의 축적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국회의 예산심의는 일종

- 85 -

(a), (b), (c)에서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 다선의원의 누적심의시간과 제
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는 초선의원의 누적심의시간과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를 상회한다. 이는 다선의원과 초선의원 사이에 전문성과 정보의 격차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난다고 가정하자. 그
림 (a)는 다선의원의 접선 기울기가 초선의원의 접선 기울기보다 큰 상황을
묘사한다. 즉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심의시간이 주어지면 다선의원의 제
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초선의원의 완화 정도보다 더 크다. 초선의원의 전
문성이 많이 부족하고 그들이 직면한 제한된 합리성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
의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초선의원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다
선의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늘
어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초선의원비율이 높고
다선의원비율이 낮으면, 심의시간 증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그림 (b)에서 초선의원의 접선 기울기는 다선의원의 접선 기울기와 동일하
다. 다시 말해 늘어난 심의시간 동안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와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는 같다. 이런 경우, 초선의원비율이 증
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해서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그림 (c)는 (a)와 반대인 경우이다. 초선의원의 접선 기울기가 다선의
원의 접선 기울기보다 크다. 예산심의시간이 증가할 때, 늘어난 시간 동안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가 다선의원의 완화 정도보다 더 크다.
이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서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다선의원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선의원은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심의시간 동안 많은 정보와 지식
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초선의원이 많을 때, 예산심
의 활성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
의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S자 형태의 학습곡선은 예산심의과정에
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 누적학습시간은 국회의원의 누적심의시간, 그리고 학습성과는
국회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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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초선의원비율이 높을수록 - 혹은 다선의원비율이 낮을수록 - 예산심
의기간 증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
다.99)
<그림 2> 누적심의시간과 제한된 합리성 완화: 초선의원과 다선의원 비교

이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선의원비율 증가는 – 적어도 이론적인 측
면에서는 - 예산심의기간이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강화 혹은 약
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초선의원의 숫자는 두 변수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실제로 현실에
서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 현실에서 초선의원은 그림
(a)보다는 그림 (c)의 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엘리트 출신이다. 그들은 대부분 국
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었거나 관료, 언론
인, 기업인, 학자로 활동해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막 국회
에 입성한 초선의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각 분야
의 전문가였다. 그들이 그림 (a)와 같이 추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
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그들은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대
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초선의
원의 전문성은 다선의원의 전문성을 하회한다. 하지만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99) 지금까지는 초선의원과 다선의원의 학습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초선의원
과 다선의원의 학습곡선은 다를 수 있다. 가령 초선의원의 열정은 S자형 학습곡선을 상
향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누적심의시간에서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
화 정도는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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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들은 다선의원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100)

가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심의기간 증가
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강화된다.

3) 선심성 지역사업의 조절작용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로서 활동한다. 하
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다.101) 따라서 국
회의원과 지역주민 사이에는 이른바 선거 결탁(electoral connection)이 발생
하고(Mayhew, 1974),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선호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역구민과 정치인은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역구 예산과 투표를 교환한다.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의 입장에
서 예산심의는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
다.
일반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Mayhew, 1974; Fiorina, 1977).102) 즉 재선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100)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을 독립변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을 조절변수
로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초선의원비율을 독립변수로, 예산심의기간을 조절변수로 간
주하면 가설은 다음과 같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
비율 증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약화된다.
101) 지역구 국회의원 이외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제한적이다. 더
욱이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
부분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도 선심성 지역사업으로부터 완전히 자
유로울 수 없다.
102)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 즉 재선 이외에 정치적 명망 및 영향력 확보, 바람
직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을 목표로 삼아 의정활동을 수행한다(Fenno, 1973). 이 중
에서 재선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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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를 원하는 최대의 편익 중 하나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정치인은 주요 이슈를 선점해 언론에
본인을 자주 노출시키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익단체 등을 위해 법률을 입안
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구민의
환심을 사는 데 있다.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지역구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은 본인이 얻는 편익 – 즉 선거에서의 승리
- 에 상응하는 편익을 지역구민에게 제공할 유인을 갖는다. 그리고 관련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해 그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지역별로 대표
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제 하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른바 포크배럴
(pork barrel politics)이라고 불리는 지역구민을 위한 선심성 사업은 이런 차
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포크배럴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치
인이 지역구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사용해 본인의 지역
구에 편익이 귀속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103) 이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보통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지출에 해당한다
(Pennock, 1970; Shepsle and Weingast, 1981).
Lowi(1964, 1972)는 -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 강제
력의 행사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그리고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별적 행위인지 행위의 환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유형을 크게 배분정
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으로 구분했다. 선심성 지역사업은 이
중에서 배분정책에 해당한다.104)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
103) Ferejohn(1974)과 Lancaster(1986)에 따르면, 포크배럴(pork barrel politics)은 특정한 유
형의 지역구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사업의
편익을 제공한다. 공공사업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확보한 결과물이다.
104) Wilson(1980)은 규제와 관련된 수혜자가 인식하는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 여부,
그리고 비용부담자가 인식하는 비용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규제정
치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고객정치(client politics)는 편익이 일
부에게 집중되고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규제정책을 의미한다. 선심성 지역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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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로 건설하고, 항만시설을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사업,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유형적 편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선심성 지역사업의 비용부담은 편익과 달리 여러 지역의 주민들에게
분산된다. 비용 또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선심성 지역사업은 대개 자체재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보
통 중앙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지역에 나누어주고,
지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선심성 사업을 진행한다(Weingast et al., 1981;
Lancaster, 1986).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활용해 선심성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정책 수혜대상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국민들도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심성
사업의 편익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비용은 널리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주
민은 제공되는 편익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 결과 사업을 유치한 국
회의원의 재선 가능성은 높아진다(Lancaster, 1986; Levitt and Snyder, 1997).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주변 의원들과 연합해 서로 상대방 의원의 지
역구 사업예산 증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로그롤링(logrolling)의 행태를 보
일 수 있다(Lancaster, 1986). 상호결탁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과 관료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다. 관료는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회의원은
그 대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부처의 예산을 늘려줄 수 있다
(Fiorina and Noll, 1978; Weingast and Marshall, 1988). 이는 선심성 지역사업
과 관련된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된다.
그렇지만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의 증액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에 다른 사업의 예산증액 가능성보다 낮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
로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대표로서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05) 만약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편익이 지역구민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모든 국민에게 분산되므로 일종의 고객정치라고
볼 수 있다.
105)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선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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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사업인 경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로서 예산심의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선심성 지역사업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객관적
으로 예산심의에 참여한다면 선심성 사업예산에 대한 증액은 기대하기 어려
울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이 심의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
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심의 활성화, 특히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의
강도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편익의 크기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이 심의하는 예산이 선심성 지역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는 추가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늘리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선심성 사업예산의 증액을 뒷받침
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그들이 직면하는 합리성 제약을 더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반면,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
는 경우, 국회의원은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편익을 얻지 못
한다. 그러므로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열심히 예산심의를 수행할 유
인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제한된 합리
성 완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106) 따라서 국회의원의 심의
대상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은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A지역 선심성 사업에 대한 B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이때 B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A지역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비판이 각
종 언론매체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기도 한다(Fenno,
1973).
106)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학습곡선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 선심성 지역사업을 심사할 때의
학습곡선은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사업을 심사할 때의 학습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곡선이 상이한 경우, 국회의원이 추가시간 동안 선심성 지역사
업을 심의할 때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는 그렇지 않은 사업을 심의할 때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 정도보다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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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A지역과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A지역 선심성 사업의 예산심의를 철저하
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증액 가능성
에 미치는 효과는 도리어 약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증액이 B지역에 대한 선심성 예산증액과 경쟁관계에 있으면 B지역 국회
의원은 강도 높은 예산심의를 진행해 A지역 예산에 대한 증액을 저지할 가
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날 때, 선심성
지역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이 사업의 증액을 저지하
려는 유인은 선심성 지역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편
익을 위해 이를 증액하려는 유인을 상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1: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이면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
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강화된다.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가능성의 관계는 국회의원이 예산심의를 통해
잃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회의원
이 예산편성과정에 깊숙이 간여해 본인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그 사업이 예산감액 없이
예산심의를 통과하기를 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제한된 합리성을 더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예산심의기
간 증가가 예산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 수 있다.
반면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객관적인 시각
에서 사업을 평가할 것이고, 선심성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총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은 더욱더 열심히
감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 자신의 정치적 편익과 직
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타인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 선심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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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 경우,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국회의원은 이를 감액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그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예산감액 가능성에 미
치는 양(+)의 영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가설 3-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편익의 상실을 회피하려는
국회의원의 사적인 유인은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국회의원의 공익 추구 동
기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가설 3-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설 3-2: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이면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
산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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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설계
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공
개시스템(열린재정)을 통해 확보했다.107) 이 시스템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뿐
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예산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중
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선정했다. 정부
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부･처･청을 둔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행정기
관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원, 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과 국무총리 소
속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전
부 포괄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 조직은 총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6>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
구분

소속 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18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5처

국가보훈처,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17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원

감사원, 국가정보원

4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

6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예산과정별로 상세한 재정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
구는 예산심의제도 변화가 예산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예
107)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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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편성 및 심의･확정과 관련된 연도별 자료를 이용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7~2020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정부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9a). 여기서 예산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의미한다. 일반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
치하며(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
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
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108) 한편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
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
써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109)
회계와 기금은 분리되며 국가재정법 또한 이를 고려해 회계와 기금 관련
사항을 각각 구분해서 별도로 규정한다. 하지만 둘 다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
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2001년 이전에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감시 미흡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02년부터 기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과 동일하게,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68조 제1
항).110)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의라는 측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108)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
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
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0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
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10) 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 정부는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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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
금을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중앙
행정기관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세부사업이 모여 하나의 단위사업
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는 세부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 김춘순, 2019). 가령 국회의원들이 A세부사업을 심의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들은 A세부사업의 a세목과 b세목의 예산 규모가
적정수준을 상회하는지 혹은 하회하는지를 심의할 것이다. a세목과 b세목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며, a세목의 예산을 감액(증액)해서
b세목의 예산을 증액(감액)할 수도 있다. 또한 둘 중 하나만 수정할 가능성
도 있다. 만일 세부사업이 분석단위이고 A세부사업의 두 개의 세목 예산 중
한 개의 세목은 증액되고 나머지 한 개의 세목은 감액되면, 세부사업 내에서
증액과 감액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세부사업이 분석단위
이면, 국회의 예산심의활동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부사업의 지출세목을 분석단위로 삼았다.111)
이를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상세재정통계DB의‘세출/지출 세목 예산편
성현황(총액)’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데이터는 세부사업의 지출세목까지의
예산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불균형(unbalanced) 패널데이터를 구축했
다. 분석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된 세부사업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동일
한 세부사업이 수년간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지출세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
었다. 이로 인해 분석단위가 세부사업의 지출세목인 경우, 균형(balanced) 패
널데이터의 구축은 불가능했다. 만약 분석단위가 세부사업의 지출세목보다
상위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단위를 세부사업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선택하면, 예산심의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따
라서 분석단위는 세부사업의 지출세목으로 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18부･5처･17청･2원･4실･6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111)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을 분석단위로 삼아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부록 (5)]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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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세부사업의 지출
세목을 분석단위로 삼아, 2007~2020년까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469,735
개의 표본을 갖고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 활성화, 즉 예산증감 여부
및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표 17> 표본선정 요약
구분

내 용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분석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시간범위

2007∼2020년(14년)

분석단위

세부사업의 지출세목

표본크기

469,735개

자료출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의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액)’ 데이터

2. 연구모형
1) 모형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국회에서의 예산수정 가능성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표적인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인 로짓모형(logit model)을
활용했다. 종속변수가 0과 1을 갖는 베르누이 확률변수인 경우, 통상최소자
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에 기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발생한다(Long, 1997; 남준우･이한식, 2003; 고길곤, 2018). 첫째,
통상최소자승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종속변수
가 베르누이 확률변수인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둘째, 최소자승법은 오
차항의 등분산성을 가정하는데,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셋째, 종속변수가 베
르누이 확률변수일 때 주된 관심은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의 추정에 있는
데, 통상최소자승법을 사용하면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더 커질 수 있
다. 넷째, 최소자승법은 독립변수가 변할 때 독립변수의 수준에 관계 없이
종속변수가 선형으로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가
정을 충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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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는 비선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변화한다.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는 관찰되지 않은 실제 종속변수이고, 가
관찰되는 종속변수라고 가정할 때, 본 연구의 첫 번째 모형은 아래와 같다.

 ×      [모형 1]
    ×      ×     

     ×   
(혹은) 





 









여기서 잠재변수  가 예산수정 규모를 나타내고, 종속변수 가 예산



   
수정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면, 둘 사이에는  
의 관계가
  ≤ 
성립한다.112) 그리고    (혹은  )는 예산심의
기간을 측정하는 독립변수이고, Controls는 통제변수들을 의미한다. 오차항
는

로지스틱분포를

따른다.

즉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이다.

    
한편 는 패널개체, 즉 세부사업 지출세목의 관측불가능한 시간불변 특성
을 나타낸다. 이는 추정해야 하는 모수 혹은 확률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113)
첫째,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은 를 추정 모수로 간주한다. 고정효과 패
널로짓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모형에 패널개
체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개체 더미변수가
매우 많고, 각 패널개체의 시계열 관측치가 적은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않는다(Hill et al., 2017; 민인식･최필선, 2018,
2019b). 이를 Incidental parameter problem이라고 부른다(Neyman and Scott,
1948).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미변수를 추가해 고정효과 모
112) 잠재변수  가 예산감액(혹은 증액) 규모를 나타내고, 종속변수   가 예산감액(혹은
증액)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면, 둘 사이에는   



    or   
의 관
  ≥  or  ≤ 

계가 성립한다. 종속변수가 예산감액 더미변수 혹은 예산증액 더미변수인 경우의 분석
결과는 [부록 (7)]에 제시했다.
113) 합동로짓(pooled logit) 모형은 오차항을          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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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잘 활용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은 무조건부(unconditional) 우도함수를 이용해 최우추정법으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다. 이와 달리 조건부(conditional) 우도함수를 이용해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로짓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조건부 우도함수를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며, 조건부 우도함수는 관측
기간 동안 종속변수 값이 변하는 패널개체만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어떤 패
널개체가 관측기간 동안 일정한 종속변수 값을 유지하면, 그 개체는 모형 추
정에서 제외된다. 고정효과 모형은 패널개체 간의 변동(between variation)이
아닌 패널개체 내의 변동(within variation)을 이용하는데, 종속변수가 관측기
간 동안 변동이 없으면 이러한 패널개체는 모수 추정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길곤, 2018).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조건부 우도
함수는 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를 모수로 간주하는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이 가능하다(Baltagi, 2008; 민인식･최필선, 2018). 그러나 이로 인해 표본이
많이 손실되고 자유도가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 고정효과 모형, 즉 조건부 로짓모형을 적용한 경우, 우
리는 지나치게 많은 표본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정보손실이 상당했
다. 구체적으로 예산수정 더미변수가 종속변수이면 총 469,735개의 관측치
중에서 407,586개의 관측치가 분석기간 내내 0 또는 1의 값을 유지했다. 그
결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반면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면 이러한 정보손실이 발생하
지 않는다. 확률효과 모형은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를 확률변수로 간
주한다. 이 경우, 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확률효과 모형은 외생
성 가정이 충족되면 고정효과 모형보다 효율적이다. 더욱이 확률효과 모형은
고형효과 모형과 달리 패널개체의 시간불변 특성변수를 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만약 시간불변 특성변수가 연구자의 관심변수라면 고정효과 모형을 사
용할 수 없고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절변수로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를 측정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변수는 패널개체
의 시간불변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세부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인지 여부
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할 수 없고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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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불변 특성변수를 조절변수로
이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 대신에 확률효과 모형을 사용했
다.114)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예산 무수정, 예산감액, 예산증액으로 구분되는
범주형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다항프로빗(multinomial
probit) 모형을 이용해 가설을 검정했다.115)


      ×    





 ×    

[모형 2]



 max  
 ⋯   , J=3
   if 

주: 독립변수로 BudgetDelPeriodt-1와 BudgetDelDumt-1을 함께 사용


여기서 잠재변수 
는 임의의 (세부사업 지출세목)가 (예산 무수정, 예

산감액 혹은 예산증액)를 선택하면 얻을 수 있는 효용(random utility)이다. 
는 가장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를 선택한다. [모형 2]에 포함된 모든 변수
들은 개인특성(individual specific)을 반영한다. 대안특성(alternative specific)
을 반영하는 변수는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대안별로 각 변수
의 모수를 식별한다. 그리고 오차항  는 평균이 0, 분산이 1, 공분산이 0인
다변량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한다.116)
114) 고정효과 모형(조건부 로짓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부록 (4)]에 별도로 제시했다.
115)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로 나뉘는 경우,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모형 대신에 다항프로빗 모형을 활용
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모형에 추가했다. 그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
(AgencyDumi)도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 지출세목 예
산의 수정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다항로짓 분석을 진행했을 때, 모형은 수렴(convergence)하지 않았고,
회귀계수의 추정치를 도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를 모형에 추가
한 상태에서 다항프로빗 모형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116)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항프로빗 모형은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요
구하지 않는다. 이는 다항로짓 모형과 비교할 때 다항프로빗 모형의 장점이다. 다항로
짓 모형은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다항프로빗 모형은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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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수정 규모를 늘리는지를 검증한다. 예산수
정 규모는 0을 하한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중도절단된
표본(censored sample)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최소자승법을 이용하면 문제
가 발생한다. 가령 하한값을 제외하고 최소자승법을 사용해 모수를 추정하면
누락변수 편의에 따른 내생성 문제가 발생해 추정량은 불편성과 일치성을
충족하지 못한다(Amemiya, 1984). 하한값을 포함한 상태에서 최소자승법을
활용해 모수를 추정해도 추정량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Tobin(1958)이 개발
한 토빗모형(tobit model)이다.

토빗모형은 잠재변수를 활용해 나타낼 수 있다. 
는 잠재변수이고, 

가 관찰되는 종속변수라고 할 때, 우리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토빗모형은
다음과 같다.



     ×   
 


 ×     







if 


if 
≤

주: 독립변수로 BudgetDelPeriodt-1와 BudgetDelDumt-1을 함께 사용

[모형 3]

잠재변수  는 예산수정 규모를 측정하며, 0보다 큰 경우에 실제로 

로 관측되고, 
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는 0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오

차항  는 평균이 0,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패널개체의 관측되지 않는 특
성을 나타내는  는 평균이 0,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117) 즉 본 연
필요가 없다. 따라서 IIA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다항프로빗 모형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으로 STATA를 활용했다. STATA는 두 가지 종류의
다항프로빗 모형을 제공한다. 첫째, 위의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IIA를 가정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경우, 다항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
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둘째, 다항프로빗 모형이 개인특성(individual specific) 변수
와 대안특성(alternative specific)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IIA 가정을 완화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Long and Freese, 2014; 민인식･최필선, 2019a). 하지만 [모형 2]
는 대안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방법을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117) 합동토빗(pooled tobit) 모형은 오차항을        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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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패널토빗(panel tobit)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118)
토빗모형에 기반해 가 0보다 큰 관측치들의 우도함수와 가 0인 관측치
들의 우도함수를 결합해 표본 전체의 우도함수를 구성했고,119) 이를 바탕으
로 최우추정법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했다.120)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예산심의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예산심의일수로 측
정했다. t회계연도의 예산안은 t-1회계연도에 심의된다. 따라서 전년도 법정
예산심의기간(BudgetDelPeriodt-1)을 독립변수로 사용했다.121)122) 또한 추가로
118) 일반적으로 패널토빗 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아니라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다. 토빗모형은 비선형 모형이므로 더미변수를 추가하거나 within 변환을 해도   가 사
라지지 않는다(민인식･최필선, 2019b).
119) 가령 총표본 중에서   가 0인 것이 n1개이고,   가 0보다 큰 것이 n2개인 경우,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

  

    

 

   

120) Heckman(1976)은 두 방정식, 즉 선택방정식(selection equation)과 회귀방정식(regression
equation)이 있는 모형에서 2단계 추정법을 제안했다. 2단계 추정법은 표준적인 토빗모
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Amemiya, 1984; Cameron and Trivedi, 2009).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얻은 추정량은 일치성(consistency)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해 도출한
추정량보다 Tobin(1958)이 제안한 최우추정법을 통해 도출한 추정량이 더 효율적
(efficient)이다(Amemiya, 1984; Hill et al., 2017).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는
[부록 (8)]에 제시했다.
121) 실제 예산심의기간(=법정 예산심의기간+지연일수)은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법정 예산심의기간 동안 열심히 심의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
의 지연이 발생한다면, 법정 예산심의기간과 지연일수의 합은 실제 예산심의기간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예산심의 지연이 발생했던 이유는, 국
회의원들이 법정 예산심의기간 동안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은 법정 예산심의기간 동안 정쟁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때 야당은 예산안
을 정치적 볼모로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는 등(Chen and Lu, 2020), 이를 정쟁도구로 악
용했다(박경미 외 2012; 차재권･안일규, 2018). 그러다가 법정기한이 도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연일수가 길다는 것은 그
만큼 법정 예산심의기간 동안 심의활동이 충실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법정
예산심의기간과 지연일수의 합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예산심의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다.
122)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에 자연로그를 취해 계산한 값
[log(BudgetDelPeriodt-1)]을 독립변수로 사용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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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BudgetDelDumt-1)를 사용했다.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
는 t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t-1회계연도의 예산심의기간이 70일, 80일, 혹은
90일이면 1, 60일이면 0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심의활동량을 측정한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국회의 예산심의활동량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국회의 예산심의활동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활동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은
분명하다.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예비심사 이후 종합심사를 한다. 예산심의기간이 연
장되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량은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에 크게 늘
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123) 국회의원은 늘어난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제한된 합리성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예산심의는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은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우선 대부분의 국회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예산심의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
석해 활용한다(임성근, 2013). 그들 또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국회의원
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는 수석전문위원실을 두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국회의원에
게 제공하는 검토보고서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용
하게 활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심의기간 동안 예산안을 분석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한
다. 신종숙(2015)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액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한
반영비율은 평균 18.3%였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수석전문위원실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심의기
간의 변화는 국회의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다. 실제로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과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부록 (3)]에 첨부했다.
123) 자세한 내용은 가설 설정의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활동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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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활동량을 비교한 결과, 이전보다 이후의 활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4)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을 이용해 국회의 전반
적인 예산심의활동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예산심의활동에는 국회의원뿐 아니
라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의 활동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본문은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여러
지원기관의 활동은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예산심의활동의 포괄범위

3)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정부제출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이 서로 다른 경우를 예산심
의 활성화라고 가정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 종속되어 거수기 역
할만을 수행했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대부분 국회에서 원안대로 무
수정 통과되었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선･윤성식, 2002; 임동
욱･함성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본 연구는 입법부의 이와 같은 문제
점을 인식하고, 예산심의의 활성화를 예산수정 여부로, 활성화의 크기를 예
산수정 규모로 측정한다. 만약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수정이 더 빈번하게 일
어나거나 예산수정 규모가 증가한다면, 이는 예산심의가 더 활성화된 것을
나타낸다.
예산심의기간의 변화는 위와 같이 정의되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12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또한 가설 설정의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활동 부분을 참고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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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의 확대로 예산심의가 활성화되면, 예산심의기간
변화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산심의의 결과는 국회
에서 확정된 최종예산이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난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
산안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차이가 변하면, 이는 예산심의기간 증가 때
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차이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첫째, 차이의
발생횟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을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수정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
하는 것을, 예산의 무수정은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를 고려할 때, 예산이 국회에서 무수
정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회가 예산심의와 관련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활동을 열심히 수행했지만
무수정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일 것이다. 예산이 증액 혹은 감액된 경우, 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섣불
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무언가를 했다
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더미변수들을 종속
변수로 활용했다.
우선 예산수정 더미변수이다. 예산수정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
액 혹은 감액되었음을 의미한다. 예산수정 더미변수는 세부사업의 지출세목
예산이 수정된 경우에 1의 값을 갖고, 무수정된 경우에 0의 값을 갖는다. 또
한 본 연구는 세 범주를 구분하는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를 종속변
수로 활용했다. 이 변수는 임의의 세부사업 지출세목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
무수정, 증액된 경우를 구분한다.125)
둘째, 차이의 변화는 국회에서의 예산수정 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
구들(김인철 외, 2002; 김난영･김상헌, 2007; 정종선, 2017)은 대부분 예산수
정 규모를 활용해 예산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지를 측정했다. 물론
125) 우리는 실증분석 과정에서 예산수정 더미변수와 예산 무수정･감액･증액을 구분하는 범
주형 변수를 주된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이 밖에도 예산증액 더미변수와 예산감액 더
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해 추가 분석을 수행했다. 예산감액 더미변수는 국회에서 예
산이 삭감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며, 예산증액 더미변수는 국회의 심의과
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두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부록 (7)]에 첨부했다.

- 105 -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
안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
전히 행정부 우위가 뚜렷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에서 예산수정 규모가 미미하다면 이는 예산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
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박정수, 2013). 따라서 국회에서의 예산 확정액과
정부 제출 예산액의 차이의 절대값, 즉 예산수정 규모를 예산심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다만 절대값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절대
값에 1을 더하고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했다.
예산수정은 국회가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예
산수정액은 예산감액 규모 혹은 예산증액 규모를 나타낸다. 예산감액 규모를
종속변수로 활용할 때도 절대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수정
규모와 마찬가지로 예산감액 규모의 절대값에 1을 더하고, 여기에 자연로그
를 취해 계산했다.126) 예산증액 규모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도 동일한 방식으
로 측정했다.

4) 통제변수
종속변수인 예산심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모형에 추가했다. 우선 각 세부사업 지출세목의 예산 규모를 통제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고, 이
에 따라 국회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예산수정 가능성이나 수정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테면 정부가 제출한 임의의 세부사업 예산이 클수록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증액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예산
규모는 예산수정 여부 및 규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행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각 세부사업 지출세목의 예산 규모에 1원을 더하고
여기에 자연로그를 취해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예산 규모에 1원을 더해 자연
로그를 취한 것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누락되었지만 국회에서 증액되
는 세부사업 지출세목이 표본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26) 예산이 무수정되거나 증액된 경우, 예산감액 규모는 0이다. 예산감액 규모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는 여기에 1을 더하고 자연로그를 취해 계산하며, 그 값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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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
당하기 위해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
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일반회계와 특
별회계 이외에 기금이 존재한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 기
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
5조 제2항). 이처럼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세부사업이 어디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는 달라
질 수 있다. 가령 기금에 속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일반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반회계 더미변수와 특별회계 더미변수를 추가했다. 일반회
계 더미변수는 세부사업의 지출세목 예산이 일반회계에 포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특별회계 더미변수는 세부사업의 지출세목 예산이
특별회계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했다. 국
회의 예산심의는 어떤 행정기관의 예산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를테
면 중앙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Grossman, 1994). 기관장이 장관급인지 차관급인
지, 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행정기관이 경제부처인지 비경제
부처인지 등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이 달라지고(김영록･김상수, 2018), 그
결과 예산수정 여부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의 더미변수를 모형에 추가했다.
외부환경 요인과 관련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장문선･윤성식, 2002; 김
인철 외, 2002; 김난영･김상헌; 정종선, 2017; 하연섭, 2018 등)을 참고해 선택
했다.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여당의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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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형에 추가했다. 여당의석비율이 높으면 여당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
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안을 삭감 혹은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산안의 수정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반면 행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하기 전에 여당과 당정협의를 한다. 당정협의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의석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예산안
이 무수정 통과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야당의석비율이 높으면
여당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예산삭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당의석비율은 예산수정 가능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장문선･윤성식, 2002; 김인철 외, 2002)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환경요인이 예산심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정권의 특성과 선거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다. 우선 각 정권의 특성은 국회의 예산심의 행태에 상이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관계가 달라지고, 그
결과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도 변화하기
때문이다(황혜신, 2004; 김난영･김상헌, 2007; 정종선, 2017). 이에 각 정권별
더미변수를 설정해 모형에 포함했다. 선거도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Nordhaus(1975)의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선거 직전에 확
장정책을 실시해 경기호황을 유도하고, 이를 선거 과정에서 이용한다. 본 연
구는 선거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선거 더미변
수(ElectionDumt)를 추가했다. t회계연도에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
가 실시되었으면 이 변수는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둘 중 어떤 선거도 실
시되지 않았으면 선거 더미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국회에서의 예산수정은 정치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다음연도 경제성과가 양호할 것이라 예상하면
그들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면, 정
부가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도 국회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처럼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을 예측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예산의 수정 가능성 또는 수정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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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 회계연도의 전반적인 경제성과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
용해 측정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하반기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때 다음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경제전망을 두 번 이상 발표하고 있다. 이러
한 경우, 예산심의기간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날짜에 발표한 전망치를 이용했
다.
끝으로 선형추세 변수 t를 모형에 추가해 시간 변화에 따른 추세를 통제
했다. 가령 예산심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러한 추세를 통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
의기간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선형추세 변수를 추가했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7~2020년까지이다. 선형추세 변수는 2007년에 1의
값을 가지며, 매년 1만큼 증가한다.

5) 조절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선의원비율을 조절변수로 활용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며, 임기는 1년이다(국회법 제45조 제2항 및 제
3항).127) 초선의원비율은 50명 중 초선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위
원의 임기가 1년이므로 비율은 매년 달라진다.
초선의원비율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행태적 특성을 나타낸다. 첫
째, 초선의원은 다선의원에 비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심각한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에 직면한다. 초선의원은 예산심의과정을 처음 경험한다. 그래서 관료나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정책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어디서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초
127)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
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
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
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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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원이 증가하면 예산심의가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128)
둘째, 초선의원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초선의원은 정치적 경
험이 미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지만, 다선의원에 비해 열정적이다(임동욱,
2004; 손병권, 2004). 예산심의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
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초선의원비율이 증가하면,
예산심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한편 포크배럴(pork barrel politics)은 정치인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사용해
본인의 지역구에 선심성 사업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조작적으로 정
의하는 방식은 선행연구(배석주, 2016; 김영록･김상수, 2018; 홍형선, 2018; 홍
윤표, 2020)마다 상이했다.
본 연구는 포크배럴의 재원조달과정과 귀속되는 편익의 특성을 고려해 선
심성 지역사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선심성 지역사업에 따른 편익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과 관련된 사업
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
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지만,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개발과 밀접히 관련되며, 주민들은 지역
에 건설된 사회기반시설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이에 국회의원은 사회간접자
본 투자 유치를 자신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정치
인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회기반시설을 유치할 때마다 거리 곳곳에 걸리는
현수막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심성 지역사업은 그 지역의 자체재원을 이용해 진행되지 않는다. 보통
중앙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재원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한다(Weingast et al.,
1981; Lancaster, 1986). 즉 사업의 수혜를 입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
역주민들도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이러한 사업의 재원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128) 본문에서는 초선의원비율이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인 예산수정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초선의원비율과 예산심의기간을 결합한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가설 수립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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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
로 구분된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
조금을 의미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29)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고보조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역 간 재정격차의 해소,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이준구, 1999; 국회예산정책처, 2020a). 하지만 현
실에서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선심성 사업의 재원으로 자주
활용된다(강윤호 외, 2015; 석호원, 2016; 장유미･김영록, 2021). 그 이유는 국
회의원이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상
경, 2011, 2012; 박상원, 2014; 김애진･박정수, 2016; 석호원, 2016). 국고보조
금은 지방정부의 신청과 중앙정부의 검토, 그리고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과정
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130)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정치
인이 보통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로 보통교부세는 선심성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면 특별교부세는 선심성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특별교
부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
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
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
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
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0)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
킬 뿐 선심성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정책을 지방정부가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것이다. 중앙정부
가 보조를 해주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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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
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
부한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131)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
이, 특별교부세는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치인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
가 크기 때문에 선심성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자주 활용된다(김석태, 2001; 김
상헌･배병돌, 2002; 최연태･김상헌, 2008; 허석재･권혁용, 2009; 전상경, 2011;
김애진･박정수, 2016; 허원제･김영신, 2017).
본 연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활용해 진행하는 지역사업 중 사
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을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예산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다. 예산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예산은 총
16개 분야132)로 나뉜다. 이 중에서 교통 및 물류133)와 국토 및 지역개발134)이
사회간접자본에 포함된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간접자
본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135) 본 연구는 이를 준용해 세부사업 지출세목, 즉
분석단위가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중 어느 한 분야에 속하면, 사
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았다.
131)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
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
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2) 16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이다(기획재정부, 2021).
133)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물류 등 기타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3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35) 가령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규모를 산출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60&param=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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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은 성질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예산체계는 지출목을 기준으로
크게 26개로 나뉜다.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민
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다.136)
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 중 지출목이 민간이전 혹은 자치단
체이전인 사업을 선심성 지역사업으로 정의해 분석했다.137) 이때 선심성 지
역사업에는 1, 그렇지 않은 사업에는 0의 값을 부여했다.

<그림 4>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
독립변수부터 조절변수까지 위에서 소개한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그리
고 자료의 출처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36) 여기에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전(지출목) 중 민
간경상보조(지출세목) 혹은 민간자본보조(지출세목), 자치단체이전(지출목)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지출세목) 혹은 자치단체자본보조(지출세목)에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 는 자치단체이전
(지출목) 중 자치단체교부금(지출세목)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 2020).
137)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6개 분야 중 일반･지방행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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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
RevisionDumit

- 국회확정예산 – 정부제출예산 ≠ 0 이면 1

(예산수정 더미)

- 국회확정예산 - 정부제출예산 = 0 이면 0

Categoryit
(예산 무수정/감액/증액)

종
속
변
수

- 예산수정액 = |국회확정예산 – 정부제출예산|

(예산수정 규모)

- 예산수정액+1에 자연로그를 취해 산출

log(BudgetReductionit)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변
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자료 출처

-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감액 규모)

독
립

정의 및 측정

- 예산감액의 절대값 = |국회확정예산 – 정부제출예산|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 예산이 무수정 혹은 증액된 경우, 예산감액의 절대값은 0
- 예산감액의 절대값+1에 자연로그를 취해 산출
- 예산증액의 절대값 = |국회확정예산 – 정부제출예산|
- 예산이 무수정 혹은 감액된 경우, 예산증액의 절대값은 0
- 예산증액의 절대값+1에 자연로그를 취해 산출
- 예산심의기간 = 법정 예산심의일수
-

BudgetDelDumt-1

- 예산심의기간이 70일, 80일 혹은 90일이면 1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

- 예산심의기간이 60일이면 0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 정부제출예산의 규모+1에 자연로그를 취해 산출
-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 예결위 소속 여당의원수 ÷ 예결위
원수[50명]

- 2007년에 1의 값을 부여

(선형추세)

- 이후 1년마다 1만큼 증가하는 값을 부여

제
변
수

ElectionDumt

- t회계연도에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1

(선거 더미)

-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모두 없으면 0

President Dummy Variables

- 정권은 대통령 임기 동안 유지

(정권 더미)

- 각 대통령마다 더미변수를 설정

GenAccDumi/SpeAccDumi

-

-

-

- 중앙행정기관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설정
- A기관 더미변수는 분석단위가 A기관에 속한 세부사업 지
출세목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일반회계 더미변수: 세부사업 지출세목이 일반회계에 속하

(일반/특별회계 더미)

한국은행

를 이용

t

(중앙행정기관 더미)

예결위 편람

- 한국은행의 차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 예산심의기간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날짜에 발표한 전망치

통

Agency Dummy Variables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면 1, 그렇지 않으면 0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 특별회계 더미변수: 세부사업 지출세목이 특별회계에 속하
면 1, 그렇지 않으면 0

조
절
변
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예결위 소속 초선의원수 ÷ 예결위
원수[50명]
-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
되는 재원을 사용하고,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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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편람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술통계량
실증분석 과정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은 다
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총 469,735개의 관측치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예산이 감액된 세부사업 지출세목(분석단위)은 9,682개로 비중이
0.0206(=2.06%)이었고, 예산이 증액된 세부사업 지출세목은 15,515개로 비중
이 0.0330(=3.30%)이었다. 예산이 감액된 관측치와 예산이 증액된 관측치를
합해 계산한 예산이 수정된 관측치는 총 25,197(=9,682+15,515)개로 전체 표
본의 0.0536(=5.36%)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예산수정 규모는 평균 5.5억
원, 중간값 0원, 표준편차 255.5억 원, 최소값 0원, 최대값 8조 2580.0억 원이
었다. 즉 평균이 중간값보다 훨씬 컸으며 왼쪽으로 치우친(right-skewed) 분
포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분포를 대칭에 가깝게 변환하고 이상값(outlier)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수정 규모에 자연로그를 취해 사용했다. 자연
로그를 취한 예산수정 규모의 평균은 1.0481, 중간값은 0, 표준편차는 4.4475,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9.7422였다.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분
포는 대칭에 가까워졌고, 이상값의 영향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었다.
동일한 이유로 예산감액 규모와 예산증액 규모에도 자연로그를 취했다. 자연
로그를 취한 예산증액 규모의 평균은 0.6547로 예산감액 규모의 평균인
0.3934보다 컸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법정 예산심의기간 혹은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전자의 평균은 71.3453일, 중간값은 60일, 표준편차는 13.5022일,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60일, 90일이었다. 그리고 후자의 평균은
0.4519, 중간값은 0, 표준편차는 0.4977,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었다.
통제변수인 예산 규모의 분포는 예산수정 규모와 마찬가지로 비대칭적이
었고, 다수의 이상값을 갖고 있었다.138) 그러나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자연로그를 취한 결과, 예산 규모의 평균은

138) 행정부가 제출한 세부사업 지출세목 예산 규모의 평균은 240.1억 원, 중간값은 7,517.2
만 원, 표준편차는 6,469.2억 원, 최소값은 0원, 최대값은 69조 6,600.0억 원이었다. 예산
수정 규모의 분포보다 더 비대칭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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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57, 중간값은 18.1353, 표준편차는 3.2715,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1.8746
이었다.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의석비율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이 변수들의 평균과 중간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여당의석비율의 평균은 0.5031, 중간값은 0.5000,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0.0345, 중간값은 0.0320이었다. 그리고 여당의석비율의 최
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4000, 0.5800,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최소값과 최대값
은 각각 0.0200, 0.0470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의석비율과 경제성장
률 전망치의 분포는 비교적 대칭적이었고, 이상값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
서 비율변수를 그대로 모형에 사용했다. 선형추세 변수와 선거 더미변수도
통제변수로 모형에 추가했다. 선형추세 변수는 평균 7.7301, 중간값 8, 표준
편차 4.0312, 최소값 1, 최대값 14였고, 선거 더미변수는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이 각각 0.4268, 0, 0.4946, 0, 1이었다.
본 연구는 조절변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과 선심성 지역사
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
원비율의 경우, 평균은 0.6134, 중간값은 0.5800, 표준편차는 0.1200, 최소값은
0.4400, 최대값은 0.8800이었다. 위에서 다룬 다른 비율변수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칭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이상값도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선심성 지
역사업(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가 1인 경우)은 4,753개로 전체 469,735개의
관측치 중에서 0.0101(=1.01%)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중간값은 0, 표준
편차는 0.1001이었다.139)

139) 국고보조금 결정의 불투명성, 재량성 등을 고려할 때, 선심성 지역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에 지출되고, 재원이 국고보조금
인 관측치는 3,712개였다. 즉 전체 선심성 지역사업의 78.09%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은 선심성 지역사업의 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이라면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전재원도 선
심성 지역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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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기술통계량 (1): 전체 표본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469,735

0.0536

0

0.2253

0

1

ReductionDumit
(예산감액 더미)

469,735

0.0206

0

0.1421

0

1

IncreaseDumit
(예산증액 더미)

469,735

0.0330

0

0.1787

0

1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469,735

1.0481

0

4.4475

0

29.7422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469,735

0.3934

0

2.7471

0

29.7422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469,735

0.6547

0

3.5705

0

29.3174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469,735

71.3453

60

13.5022

60

90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469,735

0.4519

0

0.4977

0

1

log(Budgetit)
(예산규모)

469,735

18.3557

18.1353

3.2715

0

31.8746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469,735

0.5031

0.5000

0.0609

0.4000

0.5800

469,735

0.0345

0.0320

0.0084

0.0200

0.0470

469,735

0.6134

0.5800

0.1200

0.4400

0.8800

469,735

0.0101

0

0.1001

0

1

469,735

7.7301

8

4.0312

1

14

469,735

0.4268

0

0.4946

0

1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지금까지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설명변수는 예산심의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
율,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이다. 이 변수들을 기준으로 삼아 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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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두 개의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표 20>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과 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
한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예산수정 더미변수, 예산감액 더미변수, 예산증액
더미변수, 그리고 예산수정, 감액, 증액 규모의 평균은 모두 예산심의기간 증
가 전보다 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를
비교하면, 종속변수가 예산감액 더미변수인 경우(0.0211-0.0202=0.0009)보다
증액 더미변수인 경우(0.0365-0.0302=0.0063)에, 종속변수가 예산감액 규모인
경우(0.4057-0.3833=0.0224)보다 증액 규모인 경우(0.7195-0.6013=0.1182)에 평
균의 증가폭이 더 컸다. 예산 규모의 분포,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의 분
포는 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과 후에 거의 동일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여당의석비율 분포, 경제성장률 전망치 분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의원비율 분포, 선거 더미변수의 분포는 예산심의기간 증가 이전과 이후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표 21>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총표본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이다. 초선의원비율
이 높으면 낮은 경우에 비해 예산수정 더미변수, 예산감액 더미변수, 예산증
액 더미변수, 그리고 예산수정, 감액, 증액 규모의 평균이 모두 감소했다. 독
립변수인 예산심의기간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은 초선의원비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거의 유사했다. 예산 규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의석비율,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 등의 분포도 초선의원비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
이 거의 동일했다.
셋째, <표 22>는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라 총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
분해 기술통계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예산수정 더미변수, 예산감액 더미변수,
예산증액 더미변수, 예산수정,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의 평균은 선심성 지
역사업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의 예산증
액 더미변수 평균은 0.1448로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의 예산증액 더미
변수 평균인 0.0319를 크게 상회했다. 예산감액 더미변수의 평균 또한 0.0205
에서 0.0320으로 증가했지만, 그 증가폭은 예산증액 더미변수 평균의 증가폭
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규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선심성 지역사
업 여부에 따라 예산심의기간의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심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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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업이 아닐 때 예산심의기간의 평균은 선심성 지역사업일 때 예산심의기
간의 평균과 유사한 값을 가졌다. 중간값과 표준편차도 거의 동일했다. 다른
변수들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도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예산 규모는 선심성 지역사업일 때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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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기술통계량 (2): 예산심의기간 기준 두 집단 구분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 (BudgetDelPeriodt-1=60)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 (BudgetDelPeriodt-1=70, 80, 혹은 90)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257,449

0.0504

0

0.2187

0

1

212,286

0.0576

0

0.2330

0

1

ReductionDumit
(예산감액 더미)

257,449

0.0202

0

0.1406

0

1

212,286

0.0211

0

0.1438

0

1

IncreaseDumit
(예산증액 더미)

257,449

0.0302

0

0.1711

0

1

212,286

0.0365

0

0.1874

0

1

257,449

0.9846

0

4.3201

0

29.7422

212,286

1.1251

0

4.5960

0

28.9704

257,449

0.3833

0

2.7074

0

29.7422

212,286

0.4057

0

2.7946

0

28.2570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257,449

0.6013

0

3.4343

0

29.3174

212,286

0.7195

0

3.7278

0

28.9704

log(Budgetit)
(예산규모)

257,449

18.3150

18.0810

3.2390

0

31.7140

212,286

18.4052

18.1975

3.3099

0

31.8746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257,449

0.5396

0.5200

0.0409

0.4800

0.5800

212,286

0.4590

0.4400

0.0513

0.4000

0.5400

257,449

0.0386

0.0380

0.0085

0.0200

0.0470

212,286

0.0296

0.0280

0.0050

0.0230

0.0390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257,449

0.6366

0.5800

0.1290

0.4600

0.8800

212,286

0.5853

0.6200

0.1012

0.4400

0.7400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257,449

0.0103

0

0.1009

0

1

212,286

0.0099

0

0.0991

0

1

t
(선형추세)

257,449

4.5844

5

2.3065

1

8

212,286

11.5449

12

1.7187

9

14

ElectionDumt
(선거 더미)

257,449

0.3675

0

0.4821

0

1

212,286

0.4987

0

0.5000

0

1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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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술통계량 (3): 초선의원비율 기준 두 집단 구분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낮을 때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높을 때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235,253

0.0568

0

0.2314

0

1

234,482

0.0505

0

0.2190

0

1

ReductionDumit
(예산감액 더미)

235,253

0.0223

0

0.1476

0

1

234,482

0.0189

0

0.1363

0

1

IncreaseDumit
(예산증액 더미)

235,253

0.0345

0

0.1825

0

1

234,482

0.0316

0

0.1749

0

1

235,253

1.1034

0

4.5460

0

29.7422

234,482

0.9926

0

4.3457

0

28.9501

235,253

0.4199

0

2.8198

0

29.7422

234,482

0.3668

0

2.6720

0

28.6783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235,253

0.6835

0

3.6454

0

29.3174

234,482

0.6259

0

3.4935

0

28.9501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235,253

71.7958

60

13.6363

60

90

234,482

70.8933

60

13.3511

60

90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235,253

0.4412

0

0.4965

0

1

234,482

0.4627

0

0.4986

0

1

235,253

18.3785

18.1647

3.2520

0

31.8746

234,482

18.3329

18.1105

3.2909

0

31.7290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235,253

0.5062

0.5200

0.0631

0.4000

0.5800

234,482

0.5001

0.5000

0.0585

0.4200

0.5800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235,253

0.0321

0.0320

0.0074

0.0200

0.0460

234,482

0.0369

0.0390

0.0087

0.0230

0.0470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235,253

0.0102

0

0.1006

0

1

234,482

0.0100

0

0.0996

0

1

t
(선형추세)

235,253

7.9872

8

3.1468

3

12

234,482

7.4721

6

4.7420

1

14

235,253

0.2911

0

0.4543

0

1

234,482

0.5629

1

0.4960

0

1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log(Budgetit)
(예산규모)

ElectionDumt
(선거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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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술통계량 (4): 선심성 지역사업 기준 두 집단 구분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PorkBarrelDumi=0)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ReductionDumit
(예산감액 더미)
IncreaseDumit
(예산증액 더미)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PorkBarrelDumi=1)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표본크기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464,982

0.0524

0

0.2228

0

1

4,753

0.1767

0

0.3815

0

1

464,982

0.0205

0

0.1417

0

1

4,753

0.0320

0

0.1760

0

1

464,982

0.0319

0

0.1757

0

1

4,753

0.1448

0

0.3519

0

1

464,982

1.0206

0

4.3862

0

29.7422

4,753

3.7362

0

8.0861

0

26.2645

464,982

0.3906

0

2.7359

0

29.7422

4,753

0.6660

0

3.6744

0

25.8158

464,982

0.6300

0

3.4994

0

29.3174

4,753

3.0702

0

7.4816

0

26.2645

464,982

71.3459

60

13.5013

60

90

4,753

71.2876

60

13.5922

60

90

464,982

0.4520

0

0.4977

0

1

4,753

0.4431

0

0.4968

0

1

464,982

18.3291

18.1060

3.2445

0

31.8746

4,753

20.9576

22.0202

4.5951

0

27.4612

464,982

0.5031

0.5000

0.0609

0.4000

0.5800

4,753

0.5049

0.5200

0.0623

0.4000

0.5800

464,982

0.0345

0.0320

0.0084

0.0200

0.0470

4,753

0.0342

0.0320

0.0086

0.0200

0.0470

464,982

0.6134

0.5800

0.1200

0.4400

0.8800

4,753

0.6125

0.5800

0.1181

0.4400

0.8800

464,982

7.7296

8

4.0313

1

14

4,753

7.7713

8

4.0200

1

14

464,982

0.4270

0

0.4946

0

1

4,753

0.4033

0

0.4906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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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
1. 예산심의 활성화: ① 예산수정 가능성
1) 가설 1-1에 대한 실증분석
회계연도별 예산수정, 예산감액, 그리고 예산증액 현황 – 구체적으로 발생
빈도와 가능성 - 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
(2007~2014년)과 후(2015~2020년)140)를 비교할 때, 예산수정, 감액, 그리고 증
액 가능성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는 특별한 패턴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141)
예산이 수정된 세부사업 지출세목(분석단위)의 개수[건수]는 2020년 2,188개
로 가장 많았으나 연도별 총표본 중 예산이 수정된 세부사업 지출세목의 비
율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기 전인 2010년에 6.52%로 가장 높았다. 예산이
감액된 빈도와 가능성 또한 예산심의기간 증가 이전인 2010년에 1,044개,
3.32%로 가장 컸다. 한편 예산증액의 경우, 발생빈도와 발생 가능성은 2018
년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예산수정과 예산증액의 빈도와 가능성이 가
장 낮았던 회계연도는 예산심의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2008년이었다. 예산감
액 빈도와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회계연도 또한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인
2011년이었다. 전반적으로 연도별 예산수정, 감액, 증액의 발생빈도와 가능성
현황만으로는 가설 1에서 제시한 효과가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지 여부
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142)

140) 이하에서 언급하는 연도는 모두 예산심의연도가 아니라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
미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예산은 2016년에 예산심의를 하고 2017년에 집행하는 2017
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것이다.
141) 기술통계량 부분에서는 예산수정 더미변수의 평균, 예산감액 더미변수의 평균, 예산증
액 더미변수의 평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예산수정 가능성, 예산감액 가능성,
예산증액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후 진행되는 논의에서는 더미변수의‘평균’이라는 단
어 대신‘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142) 이 부분은 백분율(%) 단위를 이용해 숫자를 서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수(decimal)를
백분율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숫자는 소
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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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연도별 예산수정(감액/증액) 현황
(단위: 개, %)
회계연도

예산수정

예산감액

예산증액

빈도

가능성

빈도

가능성

빈도

가능성

2007

1,446

4.73

633

2.07

813

2.66

2008

1,207

3.79

542

1.70

665

2.09

2009

1,808

5.78

749

2.40

1,059

3.39

2010

2,049

6.52

1,044

3.32

1,005

3.20

2011

1,286

4.10

457

1.46

829

2.64

2012

1,702

5.28

614

1.91

1,088

3.38

2013

1,692

4.99

578

1.70

1,114

3.29

2014

1,783

5.11

580

1.66

1,203

3.45

2015

1,926

5.50

709

2.02

1,217

3.47

2016

1,769

5.22

656

1.94

1,113

3.29

2017

2,135

6.17

947

2.73

1,188

3.43

2018

2,118

6.00

689

1.95

1,429

4.05

2019

2,088

5.79

712

1.97

1,376

3.81

2020

2,188

5.85

772

2.06

1,416

3.79

전체연도

25,197

5.36

9,682

2.06

15,515

3.30

주: 1) 연도별 예산수정(감액/증액) 개수[건수]와 연도별 예산수정(감액/증액) 가능성(= 연도별 예산수정
(감액/증액) 개수 ÷ 연도별 표본크기)을 의미함
주: 2)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한 이후의 기간을 나타냄
주: 3)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그림 5> 연도별 예산수정(감액/증액) 가능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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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에 관한 t-검정을 실시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표본크기 257,449개)과 후(표본크기 212,286개)를 기준
으로 표본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각 변수에 대
한 표본평균을 계산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예산수정, 예산감액, 예산
증액 가능성(표본평균)은 각각 0.0504, 0.0202, 0.0302였으며, 증가 후의 예산
수정, 예산감액, 예산증액 가능성은 각각 0.0576, 0.0211, 0.0365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집단과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집단 사
이에서 발생한 표본평균 차이는 예산수정 가능성 –0.0072(-0.72%p), 예산감액
가능성 –0.0009(-0.09%p), 예산증액 가능성 –0.0063(-0.63%p)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각 유의수준 1%,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두 집단의
모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분산
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 하에 도출되었으며,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143)
<표 24> 예산수정(감액/증액) 가능성 차이 검정
예산수정 가능성

예산감액 가능성

예산증액 가능성

심의기간 증가 전[A]
(2007∼2014년)

0.0504

0.0202

0.0302

심의기간 증가 후[B]
(2015∼2020년)

0.0576

0.0211

0.0365

차이[A-B]

-0.0072***
(-10.8241)

-0.0009**
(-2.2534)

-0.0063***
(-11.8302)

주: 1)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표본크기 257,449개)과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표본크기 212,286개)의 예산
수정(감액/증액) 가능성 차이를 검정
주: 2)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이는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분산과 증가 후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검정 결
과임. 동분산을 가정한 경우에도 검정 결과의 유의성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
주: 4)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143) 예산심의기간은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과정을 반영해 예산심의기
간 증가 후의 기간을 70일, 80일, 90일로 세분화했다. 그런 후에 모평균 차이에 관한
t-검정을 다시 한번 실시했다. 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60일, 90일인 경우의 예산수
정, 예산감액, 그리고 예산증액 가능성의 차이는 예산심의기간 70일과 80일이 포함된
경우보다 더 컸다. 또한 각각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세한 분석 결
과는 [부록 (2)]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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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는 예산수정 더미변수를 종속변수, 예산심의기간을 독립변수로 하
고, 이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추가해 분석한 결
과이다. <모델 1>과 <모델 3>은 합동로짓(pooled logit) 모형을, <모델 2>와
<모델 4>는 패널로짓(panel logit)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적용해 분
석했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2>는 독립변수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모델 3>과 <모델 4>는 독립변수로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를 활용해 분석했
다. 모든 경우에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수정 더미변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
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예산심의기
간이 늘어나면 예산수정 가능성이 증가했다.144)145)146)147)148)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활동량 증가를 의미한다. 활동량이 증가하

144)

 

       이고  



   
이며, 오차항( )은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따른다
  ≤ 

고 가정하자. 이때               ⋯       가 성립한다. 여기
서 F(·)는 로지스틱 확률변수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의미
     
한다. 이를  에 대하여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단,

f(·)는 로지스틱 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밀도함수
는 항상 0 이상이므로, 독립변수의 변화가 유발하는 한계효과가 양(+)인지 음(-)인지 여
부는 회귀계수 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Long and Freese, 2014). <표 25>에서 예산
심의기간의 계수 추정치는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국회에서의 예산수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5) 독립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사용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자
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146) 패널로짓(panel logit)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적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
과,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수정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147) 세부사업을 분석단위로 삼아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법정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수정 가
능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가 독립변수인 경우, 더미변수와 예산수정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부록 (5)]에 제시했다.
148) <그림 5>를 보면 2010년 이전 예산수정 가능성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예산수정 가능성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2011~2020년 데이터만을 가
지고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법정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은 양(+)
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는
예산수정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분석 결과는 [부록 (6)]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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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국회의원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이
부딪히는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된다. 국회의원은 관료를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을 철저히 검토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수정 가능성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그동안 거수기의 역할만을 수행해온 현실을 고
려할 때, 예산수정 가능성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의 제고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종합하면,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의 증대에 기여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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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0.0062***

0.0077***

(0.0015)

(0.0020)
0.1606***

0.2067***

(0.0301)

(0.0395)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0451***

-0.1359***

-0.0451***

-0.1359***

(0.0042)

(0.0035)

(0.0042)

(0.0035)

***

-2.0409

***

-1.9668

***

-2.3589

-2.3482***

(0.4044)

(0.5427)

(0.4013)

(0.5389)

GrowthPredictiont-1

1.2381

2.9652*

1.4583

3.3040**

(경제성장률 전망치)

(1.1786)

(1.5968)

(1.1814)

(1.5997)

0.1184

-0.0956

0.0057

-0.2495

(0.1216)

(0.1623)

(0.1185)

(0.1585)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0.9098***

1.6323***

0.9105***

1.6340***

(0.0567)

(0.0853)

(0.0567)

(0.0853)

t
(선형추세)

-0.0992***

-0.1071***

-0.1072***

-0.1175***

(0.0106)

(0.0140)

(0.0108)

(0.0143)

***

***

***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ElectionDumt

0.1099

0.1170

0.1491

0.1657***

(선거 더미)

(0.0234)

(0.0310)

(0.0217)

(0.0287)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1915***

-1.4059***

-0.6056**

-0.6778**

(0.2950)

(0.3783)

(0.2660)

(0.3372)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393

0.0461

0.0393

0.0462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
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 128 -

2) 가설 1-2에 대한 실증분석
지금까지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임을 전제하고, 이를 예산수정과 무수정
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종속변수는 예산 무수정, 예산감액,
예산증액의 세 범주로 나뉘는 명목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다항프로빗
(multinomial probit) 모형을 활용해 가설 1-2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표 26>은 다항프로빗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예산이 무수정된
경우를 기준범주(base category)로 삼았다. <모델 1>은 독립변수로 법정 예산
심의기간을, <모델 2>는 독립변수로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분
석 결과, 두 모델에서 모두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가능성은 양(+)의 관계
를 나타냈으며, 각각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149) 다른 한편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증액 가능성은 (-)의 관계를 보였다. <모델 1>의 경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했다. 하지만 <모델 2>에서 음(-)
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50)151)152)
149) 계수 추정치는 해당범주와 기준범주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9a,
2019b). 구체적으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예산감액 가능성은 예산 무수정 가능성
에 비해 증가했다.
150) 독립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사용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자
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151) 다항프로빗 모형 대신에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법
정 예산심의기간은 예산감액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예산증액 가능성과 음(-)의 관계
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립
변수로 더미변수를 사용한 경우,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는 예산감액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예산증액 가능성과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전자의 관계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후자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7)]에
첨부했다. 다항로짓 모형은 다른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IA)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다항로짓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IA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Hausman and McFadden(1984) 검정을 실시했다. 예산감액 범주
를 제외한 경우의 추정계수와 모든 범주를 포함한 경우의 추정계수를 비교하면,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IIA 가정이 위배되었다. 예산증액 범주를 제외하
고 비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예산 무수정 범주를 제외한 경우의 추정계수
와 모든 범주를 포함한 경우의 추정계수를 비교한 결과, 검정통계량인 카이제곱 통계
량이 음(-)의 값을 가졌다. Hausman and McFadden(1984)은 카이제곱 통계량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 IIA 가정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Cheng and Long(2007)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Hausman and McFadden(1984) 검정은 IIA 가
정의 위배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Long and Frees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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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는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
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는 한계효과를 비교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항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도출한
계수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항프로빗 모형은 비선형 모형
이기 때문에 각 관측치에서의 한계효과가 모두 상이하며, 계수 추정치는 한
계효과의 부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한계효과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감액, 무수정, 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
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를 계산한 결과,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
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의 크기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
균한계효과의 크기보다 더 크게 나왔다. 심의기간이 하루 늘어나면, 예산감
액 가능성은 0.0005만큼 증가했고, 예산감액 가능성은 0.0002만큼 감소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되었다. 독립변
수가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감액 가능성
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는 0.0089였고,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다
른 한편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는 –0.0011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증액 가능
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는 영(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또한
예산감액 가능성과 증액 가능성의 평균한계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설은 유의
수준 1%에서 기각되었다. 종합하면,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 가능성보
다 예산감액 가능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근본 취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있으며, 여기에는
예산감액 활성화와 증액 활성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강조점은 예
산감액 활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하면
예산감액은 이전보다 활성화되었지만 예산증액은 더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
지 않았다.153)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를 활성화시켰으며,
도 IIA 가정에 대한 검정은 유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다.
152) 예산감액 더미변수 또는 예산증액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삼고 로짓모형을 이용해 추
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본문의 내용과 유사했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7)]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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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활성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표 26>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및 증액 가능성: 다항프로빗 모형
종속변수: Categoryit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기준범주(base category): 무수정
모델 1
모델 2
변수
예산감액
예산증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BudgetDelPeriodt-1
0.0151***
-0.0028**
(0.0015)
(0.0012)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0.2847***
-0.0057
(0.0305)
(0.0235)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0.1623***
-0.0625***
0.1623***
-0.0624***
(0.0027)
(0.0023)
(0.0027)
(0.0023)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3.1486***
-0.3136
-3.9606***
-0.2149
(0.4249)
(0.3105)
(0.4234)
(0.3074)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5.0225***
-2.4110***
5.1126***
-2.0913**
(1.1472)
(0.9264)
(1.1633)
(0.9205)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0.5854***
-0.2307**
0.3266***
-0.1858**
(0.1251)
(0.0952)
(0.1209)
(0.0939)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
***
PorkBarrelDumi
0.3620
0.7209
0.3630
0.7211***
(0.0623)
(0.0479)
(0.0622)
(0.0478)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
**
***
t
-0.1479
-0.0196
-0.1600
-0.0216***
(0.0108)
(0.0080)
(0.0110)
(0.0082)
(선형추세)
***
***
***
ElectionDumt
0.1030
0.0484
0.2050
0.0284*
(0.0243)
(0.0179)
(0.0222)
(0.0167)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Yes
Yes
Yes
Yes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Yes
Yes
Yes
Y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Yes
Yes
Yes
Yes
(정권 더미)
Constant
-5.5676***
-1.2592***
-4.1374***
-1.5061***
(0.2438)
(0.2356)
(0.2039)
(0.2136)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469,735
469,735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0.0922
0.0921
주: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153)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증액 가능성은 음(-)의 관계를 나타났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예산심의기기간이 확대되면, 예산증액활동
활성화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예산수정 여부와
규모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해석은 이에 부합한다. 둘째, 예산심의기간이 확대되면, 예
산증액활동이 억제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증액 억제 활동이 활성화된 결
과, 예산증액 가능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현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만을 활
성화로 본다. 그러나 증액을 저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활동도 존재한다. 본 논문
은 이러한 효과를 포착하지 못한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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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예산심의기간의 평균한계효과
종속변수: Categoryit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범주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예산감액

예산 무수정

예산증액

0.0005***

-0.0003***

-0.0002***

(0.0000)

(0.0001)

(0.0001)

0.0089***

-0.0078***

-0.0011

(0.0010)

(0.0015)

(0.0012)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delta-method standard error)를 나타냄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는 모든 관측치에서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한 값을 의미함

<표 28> 예산심의기간의 평균한계효과 차이 검정
- 귀무가설 :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의 크기는 예산증
액 가능성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의 크기와 같다.
(1) 독립변수가 BudgetDelPeriodt-1인 경우
계수
***

0.0007

표준오차

z

P>|z|

0.0001

8.5260

0.0000

95% 신뢰구간
0.0005

0.0008

(2) 독립변수가 BudgetDelDumt-1인 경우
계수

표준오차

z

P>|z|

0.0100***

0.0016

6.3390

0.0000

주: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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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0.0069

0.0131

2. 예산심의 활성화: ② 예산수정 규모
1) 가설 1-1에 대한 실증분석
<표 29>는 연도별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 규모 및 비율을 나타낸다. 시계
열 자료만으로는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 규모 및 비율
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예산심의기간이 변화하기 이전
인 2009년과 2010년에 예산감액과 증액 규모 및 비율이 다른 연도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상값들(outliers) 때문이었다. 2009년의 경우, 비통화금
융기관예치(세부사업)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지출세목) 예산이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5조 5,000억 원 감액되었다. 그리고 한국은행예치(세부사업)의
한국은행예치금(지출세목) 예산은 국회에서 5조 4,000억 원 증액되었다. 2010
년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인수정리(세부사업)의 자산취득비(지출세목) 예산
이 8조 2,600억 원 감액되었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세부사업)의 민간위탁사
업비(지출세목)가 3조 5,000억 원 증액되었다. 이러한 이상값들 때문에 2009
년과 2010년의 예산수정액 규모 및 비율이 큰 값을 가졌다. 이상값들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 규모에 자연
로그를 취해 모든 분석을 진행했다.154) <그림 8>은 자연로그를 취한 예산수
정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6>, <그림 7>의 예
산수정액, 감액, 증액 비율 및 규모 추이와 비교해보면, 자연로그를 취한 결
과, 이상값들의 영향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4) 실제로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와 자연로그를 취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이
했다.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예산수정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를 사용해 예산심
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모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
의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 평균은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 평
균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래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로그를
취하고 모평균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면,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예산수정, 감
액, 증액 규모의 평균은 증가 전의 평균보다 컸다. 이상값들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또한 이상값들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표본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한 결과와 동일했
다. 본 연구는 이상값들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대신 이상값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되,
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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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증액)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조 원, %)
회계연도

예산감액(비율) [A]

예산증액(비율) [B]

예산수정액(비율) [A+B]

2007

8.65

(1.70)

5.86

(1.15)

14.51

(2.85)

2008

5.93

(1.01)

3.88

(0.66)

9.81

(1.67)

2009

13.19

(1.98)

15.05

(2.26)

28.23

(4.24)

2010

23.50

(3.17)

12.55

(1.69)

36.06

(4.87)

2011

7.23

(1.14)

4.80

(0.76)

12.02

(1.90)

2012

8.39

(1.27)

5.23

(0.79)

13.62

(2.06)

2013

7.75

(0.98)

6.69

(0.84)

14.43

(1.82)

2014

8.63

(1.04)

5.25

(0.64)

13.88

(1.68)

2015

8.52

(1.03)

7.04

(0.85)

15.57

(1.88)

2016

6.69

(0.71)

5.71

(0.60)

12.40

(1.31)

2017

8.61

(0.91)

14.10

(1.49)

22.71

(2.40)

2018

7.12

(0.74)

7.02

(0.73)

14.14

(1.47)

2019

11.61

(1.13)

11.40

(1.11)

23.01

(2.23)

2020

12.00

(1.05)

15.41

(1.35)

27.41

(2.39)

전체연도

137.83

(1.22)

119.97

(1.06)

257.80

(2.29)

주: 1)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 증액) 규모와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 증액)비율(= 연도별 예산수정액(감
액, 증액) 규모 ÷ 연도별 정부 제출 예산액 규모)을 의미함
주: 2) ( )안의 값은 예산수정액 비율, 예산감액 비율, 예산증액 비율을 나타냄
주: 3)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한 이후의 기간을 나타냄
주: 4)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주: 5) 제도적 배경의 예산수정 권한에서 소개한 연도별 예산감액과 예산증액 규모와 비율은 총지출을
기준으로 산출. 반면 여기서의 예산감액과 예산증액 규모와 비율은 지출총계(=총지출+내부거래지
출+보전지출)를 기준으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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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증액) 비율 현황

<그림 7>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증액) 현황 (1)

<그림 8> 연도별 예산수정액(감액/증액)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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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두 집단의 모평균 차이에 관한 t-검정을 실
시했다.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기 이전(표본크기 257,449개)과 이후(표본크기
212,286개)를 기준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예
산수정액, 감액, 증액(log 변환) 규모의 평균을 계산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평균 예산수정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는 각각 0.9846, 0.3833,
0.6013이었으며, 증가 후의 평균 예산수정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는 각
각 1.1251, 0.4057, 0.7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 예산수정액, 감
액, 증액 규모의 차이는 각각 –0.1406, -0.0224, -0.1182로 모든 경우에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해도 동일했다.155)
<표 30> 예산수정(감액/증액) 규모 차이 검정

심의기간 증가 전[A]
(2007∼2014년)
심의기간 증가 후[B]
(2015∼2020년)
차이[A-B]

예산수정액 (log 변환)

예산감액 (log 변환)

예산증액 (log 변환)

0.9846

0.3833

0.6013

1.1251

0.4057

0.7195

-0.1406***

-0.0224***

-0.1182***

(-10.7172)

(-2.7725)

(-11.2009)

주: 1)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표본크기 257,449개)과 증가 후(표본크기 212,286개)의 예산수정액, 감액,
증액(log 변환) 차이를 검정
주: 2)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이는 심의기간 증가 전의 분산과 후의 분산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도출한 검정 결과이며, 동분산
을 가정한 경우에도 검정 결과의 유의성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
주: 4)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표 31>은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를 종속변수, 예산심의기간을 독립변수
로 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추가해 분석
155) 예산심의기간이 70일과 80일인 연도를 제외하고 60일과 90일인 회계연도만을 포함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60일이었을 때, 평균 예산수정액, 예
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는 0.9846, 0.3833, 0.6013이었다. 그러나 심의기간이 90일로 늘어
나자, 평균 예산수정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규모는 1.1612, 0.4182, 0.7430으로 각각
0.1766, 0.0349, 0.1417만큼 증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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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이다. <모델 1>과 <모델 3>은 합동토빗(pooled tobit) 모형을, <모델
2>와 <모델 4>는 패널토빗(panel tobit)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적용
했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2>는 독립변수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모
델 3>과 <모델 4>는 독립변수로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를 사용했다. 모든 모
델에서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수정 규모와 양(+)의 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수
정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증가시켰다.156)157)158)159)

156)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고  



    
이며, 오차항( )은 평
  ≤ 

    
균이 0,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이때 한계효과    가

성립한다. 즉   의 값에 관계없이 한계효과는 일정하다. 그러나 잠재변수인  가 0 이
하의 값을 가지면, 우리는 단지   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고려해 토빗
   
   
모형으로 한계효과를 계산하면    ×      ×      의 관계


가 성립한다.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로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
는다. 결국 한계효과의 방향은 토빗모형을 통해 도출한 계수 추정치 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Wooldridge, 2016; Hill et al., 2017; Greene, 2018). <표 31>에서 예산심의기간
의 계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는다. 예산심의기간의 증가는 예산수정 규모의 증가
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57)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독립변수로 사용해도 결과는 동일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158) Heckman(1976)이 제안한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
과,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수정 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적인 토빗모형을 2단계로 추정하면, 추정량이 효율
적(efficient)이지 않다(Amemiya, 1984; Hill et al., 2017). 한편 토빗모형은 선택모형과
회귀모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택모형과
회귀모형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제외조건(exclusion restriction)을 충족해야 한
다(Wooldridge, 2016; Hill et al., 2017; 민인식･최필선, 2019a). 그런데 토빗모형에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1단계 추정에서 사용하는 설명변수와 2단계 추정에서 사용하
는 설명변수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제외조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단
계 추정법을 적용해 도출한 분석 결과는 [부록 (8)]에 첨부했다.
159)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분석단위로 삼아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법정 예산심
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은 양(+)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이는 예산수정 가
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2011~2020년 데이터만을 가지고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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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2
모델 1
모델 3
(Random
(Pooled
(Pooled
Effect
변수
Tobit)
Tobit)
Tobit)
BudgetDelPeriodt-1
0.1021***
0.1008***
(0.0271)
(0.0247)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2.7049***
(0.5459)
(예산심의기간 더미)
***
***
***
-0.3777
-1.4086
-0.3771
log(Budgetit)
(0.0517)
(0.0274)
(0.0516)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

***

***

모델 4
(Random
Effect
Tobit)

2.5672***
(0.4984)
-1.4082***
(0.0274)

-37.8066
(7.3539)
9.1513
(21.2735)
2.1249
(2.2176)
17.7093***
(1.1334)
-1.8025***
(0.1900)
2.0069***
(0.4230)

-26.1662
(7.1173)
25.8079
(19.6979)
-0.6949
(2.1177)
20.5334***
(1.1582)
-1.4642***
(0.1775)
1.4869***
(0.4047)

-42.8477
(7.2975)
13.3099
(21.3112)
0.2005
(2.1707)
17.7181***
(1.1332)
-1.9395***
(0.1946)
2.6449***
(0.3914)

-31.0206***
(7.0551)
29.5197
(19.7258)
-2.7134
(2.0839)
20.5473***
(1.1583)
-1.5888***
(0.1812)
2.1261***
(0.3697)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39.7087***

-26.4071***

-30.1414***

-16.9445***

(5.1666)

(5.0165)

(4.6364)

(4.5321)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189

0.0202

0.0190

0.0203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6)]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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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1-2에 대한 실증분석
<표 32>는 독립변수가 예산심의기간이고 종속변수가 예산감액 규모(log 변
환)일 때, 토빗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규
모(log 변환)는 모든 모델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종속변수가 예산증액 규모(log 변
환)일 때의 분석 결과는 <표 33>과 같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법정 예
산심의기간의 계수 추정치는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
의했다. 그러나 <모델 3>과 <모델 4>에서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와 예산증액
가능성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 중에서 <모델 3>의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 4>의 결과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했다.160)
토빗모형을 통해 도출한 계수 추정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
계효과는 토빗모형을 통해 계산한 계수 추정치에 종속변수(예산감액 혹은 예
산증액)가 0보다 클 확률을 곱해서 산출한다(Wooldridge, 2016; Hill et al.,
2017; Greene, 2018).161)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감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는 양(+)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영(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되었다.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증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
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 독립변수가 법정 예산심의기간일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하지만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가 독립변수이면 음(-)의 계수값은 확률효과 토빗모형에서만 유의수
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평균한계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를 분석했다. 가설검
정 결과, 예산심의기간이 예산감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와 예산증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가 같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예산심의
기간 확대가 예산감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는 예산증액 규모에 미치
는 평균한계효과보다 컸다. 예산심의 활성화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산감액활
160) 독립변수가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인 경우의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가 법
정 예산심의기간인 경우의 분석 결과와 같았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161) 앞의 각주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      ×      의 관


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이 작을수록 한계효과는  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
이 1에 가까울수록 한계효과는  에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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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측면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이는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근본취지에 부합
하는 결과이다.
<표 32>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규모
종속변수: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Pooled
Tobit)
0.4325***
(0.0435)

(Random
Effect Tobit)
0.4477***
(0.0428)

모델 4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8.1625***
(0.8827)
5.8944***
(0.0914)
-111.1003***
(12.3155)
161.8527***
(32.5021)
7.4410**
(3.6054)
6.7653***
(1.8117)
-4.4843***
(0.3141)
5.8516***
(0.6445)

5.8153***
(0.0728)
-93.0646***
(12.3440)
141.9316***
(33.2339)
17.5471***
(3.6383)
5.9684***
(1.8654)
-4.2786***
(0.3137)
2.8471***
(0.7082)

5.8934***
(0.0914)
-87.3800***
(12.4466)
160.1326***
(32.2841)
15.1446***
(3.6812)
6.7063***
(1.8111)
-4.1671***
(0.3085)
2.8680***
(0.7130)

8.0511***
(0.8850)
5.8166***
(0.0728)
-116.1645***
(12.2876)
144.0966***
(33.6981)
10.1742***
(3.5168)
5.9937***
(1.8637)
-4.6181***
(0.3204)
5.7650***
(0.6459)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85.1137***
(6.9894)

-193.0970***
(7.3056)

-144.3467***
(5.8322)

-150.9473***
(6.0771)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758

0.0597

0.0758

0.0596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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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증액 규모
종속변수: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모델 1
(Pooled

모델 2
(Random

모델 3
(Pooled

모델 4
(Random

Tobit)

Effect Tobit)

Tobit)

Effect Tobit)

-0.6622

-1.0190*

(0.6957)

(0.6139)

***

-0.1124

(0.0346)

***

-0.1311

(0.0307)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

-1.8567

***

-2.5777

***

-1.8564

-2.5765***

(0.0528)

(0.0336)

(0.0529)

(0.0336)

RulingPartyRatiot-1

-3.7505

5.7292

0.4683

10.4120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9.1848)

(8.9166)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

-87.1842

***

-89.2603

(9.0970)
***

-77.5482

(8.8474)
-79.8424***

(27.4662)

(25.3646)

(27.2941)

(25.2907)

***

***

**

-5.8220

-6.3082**

(2.7691)

(2.6079)

-7.6195

(2.8119)
***

20.0208

-8.5062

(2.6431)
***

21.7697

***

20.0300

21.7686***

(1.3270)

(1.3040)

(1.3269)

(1.3036)

t

-0.3272

0.0141

-0.3713

-0.0446

(선형추세)

(0.2378)

(0.2219)

(0.2438)

(0.2266)

0.4894

0.4078

-0.3594

(0.5305)

(0.5041)

(0.4952)

(0.4629)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40.3650***
(7.0788)

-25.3918***
(7.5252)

-50.2523***
(6.4462)

-36.8596***
(7.0613)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391

0.0490

0.0391

0.0490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

1.1803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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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감액/증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
종속변수: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변수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BudgetDelPeriodt-1

***

0.4325

0.4477***

(예산심의기간)

(0.0442)

(0.0428)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8.0511***

8.1625***

(0.9179)

(0.8827)

종속변수: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0.1124***

-0.1311***

(예산심의기간)

(0.0351)

(0.0307)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0.6622

-1.0190*

(0.7126)

(0.6139)

BudgetDelPeriodt-1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delta-method standard error)를 의미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는 모든 관측치에서의 한계효과를 계산한 후, 이를
평균한 값을 의미함

<표 35> 예산심의기간의 평균한계효과 차이 검정
- 귀무가설 : 예산심의기간이 예산감액 규모에 미치는 평균한계효과와 예산증액 규모에 미치
는 평균한계효과는 같다.
(1) 독립변수가 BudgetDelPeriodt-1인 경우
-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 93.37
Prob >   (1) = 0.0000
- Z 검정 결과
계수
***

0.5449

표준오차

z

P>|z|

0.0564

9.6626

0.0000

95% 신뢰구간
0.4344

0.6555

(2) 독립변수가 BudgetDelDumt-1인 경우
- 카이제곱 검정 결과

  (1) = 56.23
Prob >   (1) = 0.0000
- Z 검정 결과
계수
***

8.7133

표준오차

z

P>|z|

1.1620

7.4983

0.0000

95% 신뢰구간
6.4358

10.9908

주: 1)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표 34>의 합동토빗(pooled tobit) 모형에서 도출한 예산심의기간 평균한계효과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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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2에 대한 실증분석
1. 예산심의 활성화: ① 예산수정 가능성
가설 2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수정 가능성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의 시계열 현황을 살펴보자. 아래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두 변수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했다. 예산수정 가능성과
초선의원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0.5614로 비교적 강한 음(-)의 관계를 보였
다. 즉 초선의원비율이 높은 경우, 예산수정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계열 자료만으로는 초선의원비율이 변할 때,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
능성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림 9> 예산수정 가능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 현황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은 각 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람(혹은 업무가이드)’을 이용해
계산함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 그리고 초선의원비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기준으로 2×2표를 만들어 예산수정 가능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선의원비율이 증가하면 예산수정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설 2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의 관계에 있어서 초선의
원비율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초선의원비율이 낮은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예산수정 가능성은 0.0558, 증가 후의 예산수정 가
능성은 0.0580이었다. 즉 예산심의기간이 연장되면서 예산수정 가능성은
0.0023만큼 소폭 증가했다. 한편 초선의원비율이 높은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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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의 예산수정 가능성은 0.0448, 증가 후의 예산수정 가능성은 0.0571이었
으며, 예산수정 가능성의 상승폭(0.0124)이 초선의원비율이 낮은 때에 비해서
비교적 컸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초선의원비율이 높은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162)
<표 36>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 가능성
초선의원비율 낮음 [a]

초선의원비율 높음 [b]

차이 [b-a]

0.0558

0.0448

-0.0110

심의기간 증가 후 [B]
(2015∼2020년)

0.0580

0.0571

-0.0009

차이 [B-A]

0.0023

0.0124

0.0101

심의기간 증가 전 [A]
(2007∼2014년)

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여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초선의원비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주: 2)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그림 10>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 가능성

162) 예산심의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한 번에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60일 → 70
일 → 80일 → 90일) 늘어났다. 이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4×2표를 만들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는 본문의 2×2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초선의원비율이
낮을 때, 예산심의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자 예산수정 가능성은 0.0558에서
0.0608로 0.0050만큼 증가했다. 한편 초선의원비율이 높을 때, 예산심의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되자 예산수정 가능성은 0.0448에서 0.0582로 0.0134만큼 증가했다.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선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수정 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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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사이에서 조절작용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독립변수인 예산심의기간은 모든 모델에서 예산수정 가능성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절변수인 초선의원비율은 종속
변수인 예산수정 더미변수와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항인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의 상호작용항은 예산수정 더미변수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이러한 결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상호작용항
의 계수 추정치는 예산심의기간의 계수 추정치 절대값을 상회했다.163) 즉 초
선의원비율의 조절효과까지 함께 고려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수정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초선의원비율이 증가할 때,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의 관계는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164)
우리나라 국회는 유달리 초선의원비율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심각한 제한된 합리성에 직면한다. 이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초선의원이 늘어날 때, 예산심의기간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비록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은 낮지만, 그들은 대부분 국회의원 당선 전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
다. 그들은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이나 사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어
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선의원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
는 속도는 국회에 오래 머물러온 다선의원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적인 심의시간이 주어지면,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좀 더 많은 정보와 지
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을 다선의원의 제한
된 합리성보다 더 크게 완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초선의원이 많을수록 예
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63) 한편 <모델 1>과 <모델 2>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의 계수 추정치 절대
값은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모델 3>과 <모델 4>에서 초
선의원비율의 계수 추정치 절대값은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를 하회했다. 상호작용
항의 조절효과를 고려할 때, 초선의원비율이 예산수정 가능성에 미치는 총효과의 부호
가 양(+)인지 음(-)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164) 독립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사용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자
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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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초선의원비율 조절효과 (1): 예산수정 가능성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모델 1
모델 2
모델 3
Pooled
Random
Pooled
변수
Logit
Effect Logit
Logit
***
***
BudgetDelPeriodt-1
-0.0171
-0.0249
(예산심의기간)
(0.0034)
(0.0045)
BudgetDelDumt-1
-0.6389***
(0.1051)
(예산심의기간 더미)
***
***
log(Budgetit)
-0.1360
-0.0450***
-0.0451
(예산규모)
(0.0042)
(0.0035)
(0.0042)
***
***
RulingPartyRatiot-1
-1.8050
-1.6974
-2.2512***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3964)
(0.5338)
(0.3979)
***
***
GrowthPredictiont-1
6.2346
9.9061
6.0227***
(경제성장률 전망치)
(1.3560)
(1.8495)
(1.3271)
***
***
FirstTermRatiot-1
-4.1911
-6.0855
-1.3184***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0.5778)
(0.7673)
(0.1997)
BudgetDelPeriodt-1
0.0539***
0.0755***
(0.0072)
(0.0095)
× FirstTermRatiot-1
BudgetDelDumt-1
1.5679***
(0.1965)
× FirstTermRatiot-1
PorkBarrelDumi
0.9094***
1.6308***
0.9109***
(0.0567)
(0.0852)
(0.0567)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0.1299***
-0.1521***
-0.1398***
(0.0114)
(0.0152)
(0.0115)
(선형추세)
ElectionDumt
0.1310***
0.1458***
0.2458***
(0.0238)
(0.0316)
(0.0247)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Yes
Yes
Yes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모델 4
Random
Effect Logit

-0.9287***
(0.1393)
-0.1361***
(0.0035)
-2.2195***
(0.5353)
9.6890***
(1.8035)
-2.0920***
(0.2653)

2.2157***
(0.2608)
1.6347***
(0.0853)
-0.1630***
(0.0153)
0.3002***
(0.0328)
Yes
Yes
Yes

0.7799**

1.3486***

0.1775

0.4232

(0.3920)

(0.5069)

(0.2834)

(0.3601)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395

0.0465

0.0396

0.0466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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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심의 활성화: ② 예산수정 규모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자. 우선 연도별 예산수정 규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의 관계를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변수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했다.
즉 초선의원비율이 증가할수록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수정액은 줄어
들었다. 다만 두 변수 사이의 음(-)의 관계는 <그림 9>에서 살펴본 바 있는
예산수정 가능성과 초선의원비율의 음(-)의 관계보다 약했다. 예산수정액과
초선의원비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0.2124인 반면 앞서 살펴본 예산수정 가능
성과 초선의원비율 사이의 상관계수인 –0.5614였다.
<그림 11> 예산수정 규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 현황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은 각 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람(혹은 업무가이드)’을 이용해
계산함

한편 위의 시계열 그래프만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변
화할 때,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수정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할 수 없었다. 예산심의기간의 증가 전과 후, 초선의원비율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2×2표를 만들어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의 변화를 분석했다. 초선
의원비율이 낮을 때에 비해서 높을 때, 예산수정액은 줄어들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낮은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예산수
정액은 각각 1.0828, 1.1295였으며, 두 값의 차이는 0.0468이었다. 반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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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높은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0.8821)과
후(1.1209)의 예산수정액 규모 차이는 0.2388이었다. 즉 초선의원비율이 낮을
때에 비해서 높을 때,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더 큰 예산수정액 증가를 유발했
다.165)
<표 38>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

심의기간 증가 전 [A]
(2007∼2014년)
심의기간 증가 후 [B]
(2015∼2020년)
차이 [B-A]

초선의원비율 낮음 [a]

초선의원비율 높음 [b]

차이 [b-a]

1.0828

0.8821

-0.2006

1.1295

1.1209

-0.0086

0.0468

0.2388

0.1920

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여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초선의원비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주: 2)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그림 12>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

165) 이러한 결과는 예산심의기간이 각각 70일, 80일이었던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해도 마
찬가지였다. 초선의원비율이 낮고 예산심의기간이 90일일 때, 예산수정 규모는 1.1824
였고, 초선의원비율이 높고 예산심의기간이 90일일 때, 동 규모는 1.1410이었다. 초선의
원비율이 낮은 경우, 예산심의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을 때 예산수정 규모는
0.0996만큼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초선의원비율이 높은 경우, 예산수정 규모는 0.2589
만큼 증가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9)]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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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는 초선의원비율의 조절작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수인 예산
심의기간은 예산수정 규모와 음(-)의 관계를, 조절변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은 예산수정 규모와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각각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은
종속변수인 예산수정 규모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유의수준 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와 예산심의기간의 계
수 추정치 절대값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컸다.166) 즉 초선의원비율의
조절효과까지 고려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수정 규모에 양(+)의 영향
을 미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초선의원비율이 증가할수록, 예산심의기간
과 예산수정 규모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가 강화되었다.167)
종합하면, 예산심의 활성화를 예산수정 가능성으로 측정하든 예산수정 규
모로 측정하든 상관없이,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
화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통 초선의원은 전문성, 정보 등의
측면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데,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그
들이 직면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결과 예산심
의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166) <표 37>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초선의원비율이
예산수정 규모에 미치는 총효과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 초선의원비율이 예산수정 규모에 미치는 총효과는 음(-)의
값을, <모델 3>과 <모델 4>에서는 양(+)의 값을 보였다.
167) 독립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사용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자
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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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초선의원비율 조절효과 (2): 예산수정 규모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Pooled
Random
Pooled
변수
Tobit
Effect Tobit
Tobit
BudgetDelPeriodt-1
-0.2994***
-0.3134***
(예산심의기간)
(0.0612)
(0.0570)
BudgetDelDumt-1
-11.2123***
(1.9012)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0.3775***
-1.4102***
-0.3764***
(예산규모)
(0.0517)
(0.0274)
(0.0516)
RulingPartyRatiot-1
-33.5346***
-22.7296***
-40.5023***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7.2553)
(7.0877)
(7.2521)
GrowthPredictiont-1
113.1428***
92.0381***
94.6920***
(경제성장률 전망치)
(24.4274)
(22.3654)
(23.8026)
FirstTermRatiot-1
-71.6464***
-76.5064***
-22.6701***
(10.3667)
(9.6497)
(3.6077)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BudgetDelPeriodt-1
0.9248***
0.9565***
(0.1288)
(0.1188)
× FirstTermRatiot-1
BudgetDelDumt-1
27.2446***
(3.5386)
× FirstTermRatiot-1
***
***
PorkBarrelDumi
17.6931
20.5024
17.7066***
(1.1338)
(1.1576)
(1.1334)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
***
t
-2.3198
-2.0329
-2.4897***
(0.2043)
(0.1901)
(0.2064)
(선형추세)
ElectionDumt
2.3725***
1.8661***
4.3101***
(0.4291)
(0.4087)
(0.4439)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Yes
Yes
Yes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정권 더미)
Constant
-6.0589
8.5333
-16.8073***
(상수항)
(6.9446)
(6.6185)
(4.9486)
Observations
469,735
469,735
469,735
(표본크기)
Pseudo R2
0.0191
0.0204
0.0191
(유사 결정계수)

모델 4
Random
Effect Tobit

-11.5222***
(1.7857)
-1.4097***
(0.0274)
-29.3013***
(7.0367)
107.9794***
(21.8627)
-25.5205***
(3.4678)

27.4702***
(3.3446)
20.5361***
(1.1580)
-2.1497***
(0.1930)
3.7962***
(0.4216)
Yes
Yes
Yes
-3.3210
(4.8226)
469,735
0.0205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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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3에 대한 실증분석
<표 40>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연도별 예산증액 및 감액 가능성
현황을 보여준다. 첫째, 선심성 지역사업의 예산증액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업의 예산증액 가능성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의
예산증액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사
업의 예산증액 가능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선심성 지
역사업의 예산감액 가능성은 총 14년 중 10년 동안 그렇지 않은 사업의 예
산감액 가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심성 지역사업의 예산감액 가능성은 시
계열 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2009년
에 예산감액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0>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연도별 예산증액 및 감액 가능성
예산증액 가능성
회계연도

예산감액 가능성

선심성 지역사업

선심성 지역사업

선심성 지역사업

선심성 지역사업

O

X

O

X

2007

0.1132

0.0260

0.0425

0.0205

2008

0.0994

0.0201

0.0542

0.0166

2009

0.0722

0.0334

0.0802

0.0233

2010

0.0879

0.0313

0.0247

0.0333

2011

0.0994

0.0256

0.0029

0.0147

2012

0.1576

0.0325

0.0212

0.0190

2013

0.1681

0.0315

0.0348

0.0169

2014

0.1178

0.0336

0.0115

0.0167

2015

0.1579

0.0336

0.0464

0.0200

2016

0.1824

0.0315

0.0261

0.0193

2017

0.1875

0.0329

0.0344

0.0273

2018

0.1902

0.0390

0.0317

0.0194

2019

0.1858

0.0365

0.0178

0.0198

2020

0.1947

0.0361

0.0240

0.0206

전체연도

0.1448

0.0319

0.0320

0.0205

주: 1)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한 이후의 기간을 나타냄
주: 2)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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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연도별 예산증액 가능성

<그림 14>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연도별 예산감액 가능성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2×2표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증액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
면, 선심성 지역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과 후의 예산증액 가능성은 각각 0.0293과 0.0350이었으며, 예산심의기간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가능성 상승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선심성
지역사업의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예산증액 가능성은 0.1137이었으
나, 예산심의기간 증가 후의 예산증액 가능성은 0.1838로 크게 상승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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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석 결과는 아래의 <그림 15>를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선
심성 지역사업의 그래프 기울기가 선심성 지역사업의 그래프 기울기에 비해
서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이면 그렇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 비해 더 강력하게 발생했다.168)
<표 41>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증액 가능성
선심성 지역사업 X [a]

선심성 지역사업 O [b]

차이 [b-a]

심의기간 증가 전[A]
(2007∼2014년)

0.0293

0.1137

0.0844

심의기간 증가 후[B]
(2015∼2020년)

0.0350

0.1838

0.1488

차이 [B-A]

0.0056

0.0700

0.0644

주: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그림 15>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증액 가능성

둘째, 예산감액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
168) 예산심의기간은 단계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고려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증액 가능성은 0.0293 →
0.0336 → 0.0315 → 0.0361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예산심
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증액 가능성이 0.1137 → 0.1579 → 0.1824 → 0.1897로 가
파르게 증가했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10)]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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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예산감액 가능성이 증가했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예
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예산감액 가능성이 소폭 증가했지만, 선심성 지역사
업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감액의 가능성을 낮추었다. 구체적으로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예산감액 가능성은
0.0200, 증가 후의 예산감액 가능성은 0.0210이었다. 하지만 선심성 지역사업
의 예산감액 가능성은 심의기간 증가 전 0.0340에서 증가 후 0.0294로 오히
려 하락했다. 아래 그림에서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의 그래프 기울기
는 – 비록 거의 수평에 가깝기는 하지만 - 양(+)의 값을 갖는 반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의 그래프 기울기는 음(-)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다.169)
<표 42>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감액 가능성

심의기간 증가 전[A]
(2007∼2014년)
심의기간 증가 후[B]
(2015∼2020년)
차이 [B-A]

선심성 지역사업 X [a]

선심성 지역사업 O [b]

차이 [b-a]

0.0200

0.0340

0.0140

0.0210

0.0294

0.0084

0.0010

-0.0046

-0.0056

주: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169) 예산감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4×2표를 만들어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감액 가능성은 0.0200 →
0.0200 → 0.0193 → 0.0217로 변화했다. 일종의 과도기인 2015년, 2016년에는 예산심의
기간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예산감액 가능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7~2014년과 2017~2020년의 예산감액 가능성을 비교하면, 예산심의기
간이 90일로 증가한 후 2014년 이전보다 예산감액 가능성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예산감액 가능성은 0.0340 → 0.0464 → 0.0261
→ 0.0264로 변화해왔다. 선심성 지역사업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기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예산심의기간이 60일에서 70일로 10일 늘어난 2015년에는 오히려 예
산감액 가능성이 증가했다. 하지만 그 이후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감액
가능성은 뚜렷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예산심의기간이 60일(2007~2014년)에서 90
일(2017~2020년)로 30일 늘어나자 예산감액 가능성은 0.0340에서 0.0264로 0.0076만큼
감소했다. 관련된 표와 그림은 [부록 (10)]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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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감액 가능성

<표 43>은 다항프로빗 모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1>은 법정
예산심의기간을, <모델 2>는 예산심의기간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예산 무수정을 기준이 되는 범주(base category)로 삼았다. 먼저 예산
감액 가능성부터 살펴보자. 분석 결과, <모델 1>과 <모델 2>에서 모두 예산
심의기간은 예산감액 범주와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각각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는
모두 양(+)의 계수 추정치를 가졌으나, <모델 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된 관심변수인 상호작용항은 두 모델에서 모두 예산감액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예산증액 가능성을 살펴보면, 예산심의기간은 모두 음(-)의 계수
추정치를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델 1>에서 유의했고, <모델 2>에서 유
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는 <모델 1>에서 음(-)의 계
수 추정치를, <모델 2>에서 양(+)의 계수 추정치를 나타냈으며, <모델 2>에서
만 유의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산심의기간과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에서 발견되었다. 두 모델에서 상호작용항은 예산증액 가능성과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2>에서 상호작용항의 계수 추정치는 예산심의기간
의 계수 추정치 절대값을 크게 상회했다. 즉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까지 고
려할 때,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증액 가능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170)
요약하면,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예산심의기간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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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강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증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심의대상 사업이 선
심성 지역사업인 경우에 강화되었다. 가설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예산
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 가능성에 음(-)의 영향 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평소에 예산증액 혹은 감액 여부에 관심이 없던 국회의원도 만약
심의대상 사업이 자신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되면 다른 심의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은 선심성 사업을 심의할 때, 늘어난 심의기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령 늘어난 시간
동안 예산증액을 뒷받침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증액
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국 예
산심의기간 확대가 제한된 합리성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은 선심성 지역사업
을 심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예산증액 활성화의 강화로 이어
질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170) 독립변수가 자연로그를 취한 법정 예산심의기간인 경우의 분석 결과는 독립변수가 법
정 예산심의기간인 경우의 분석 결과와 같았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 (3)]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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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선심성 지역사업의 조절효과 : 다항프로빗 모형
종속변수: Categoryit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기준범주(base category): 무수정
모델 1
변수

예산감액
***

BudgetDelPeriodt-1

0.0151

(예산심의기간)

(0.0015)

모델 2

예산증액

(예산규모)

(0.0027)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BudgetDelPeriodt-1
× PorkBarrelDumi

-0.3090
(0.3110)

***

(1.1468)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0.0023)

(0.4249)

(경제성장률 전망치)

PorkBarrelDumi

-0.0624

-3.1492
5.0276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

GrowthPredictiont-1

***

-2.4064

(0.9252)

***

**

-0.0136

(0.0305)

(0.0235)

***

0.1623

-0.0624***

(0.0027)

(0.0023)

***

-3.9604

-0.2123

(0.4234)

(0.3080)

***

5.1129

-2.0889**

(1.1629)

(0.9193)

0.5854

-0.2317

0.3264

-0.1866**

(0.1251)

(0.0953)

(0.1209)

(0.0940)

0.2230

-0.1789

***

0.3159

0.5517***

(0.2862)

(0.2033)

***

(0.0764)

(0.0580)

0.1075

0.3443***

(0.1073)

(0.0776)

***

0.0019

0.0124

(0.0039)

(0.0028)

BudgetDelDumt-1
× PorkBarrelDumi
t
(선형추세)

0.2834***

(0.0012)

***

0.1623

예산증액

-0.0031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감액

***

***

-0.1479

**

-0.0196

***

-0.1601

-0.0216***

(0.0108)

(0.0080)

(0.0110)

(0.0082)

***

***

***

ElectionDumt

0.1030

0.0481

0.2051

0.0282*

(선거 더미)

(0.0243)

(0.0180)

(0.0222)

(0.0167)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5.5660***
(0.2438)

-1.2415***
(0.2356)

-4.1370***
(0.2039)

-1.5041***
(0.2137)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469,735

469,735

0.0924

0.0922

주: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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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수
행하지 못했고, 단지 거수기에 불과했다(김종순, 1991; 김성철 외, 2000; 장문
선･윤성식, 2002, 임동욱･함성득, 2004; 박형준･김춘순, 2013).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무수정 통과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
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였지만, 형식적인 예산심의는 계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
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짧은 심의기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황윤원･김성철, 2005; 강장석, 2010a;
조택･이근주, 2012).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은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의사결
정을 해야 한다(Chen and Lu, 2020).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기간은 60일에 불과했으며, OECD 주요
국들의 예산심의기간은 대부분 이보다 길었다(김춘순, 2014b). 이러한 문제의
식은 법정 예산심의기간 확대로 이어졌다. 2013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마
침내 예산심의기간이 기존보다 30일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 물음에 답하고자 했다. 소비자, 기업 등
민간부문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시간적 제약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정적으
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여러 분야의 선행연구들(Kruglanski and Freund, 1983;
Gigerenzer et al., 1999; Sutter et al., 2003; Kocher and Sutter, 2006 등)을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 특히 국회의원이 직면하는 시간
제약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
된 바 없다. 물론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
던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
경적, 행태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왔다. 가령 제도적 요
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김난영･김상헌, 2007), 국회
예산정책처의 설립(신종숙, 2015; 정종선, 2017) 등 제도 변화가 예산심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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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로
서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
는 예산심의기간 확대에 따른 국회의원의 시간적 제약 완화에 주목했고, 이
것이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Simon(1955, 1956, 1957, 1976, 1978, 1990, 1997)의 제한된 합리
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인간은 합리적이기를 원하지만 오직 제한적으로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Simon, 1997). 인간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지
식의 한계와 계산 역량의 한계 등 인지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Simon,
1990).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인지적 한계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
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예컨대 의사결정시간이 늘어나
면 지식의 한계와 계산 능력의 한계는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인지적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들에게 주어
지는 의사결정시간에 주목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좀 더 긴 의사결정시간을
확보하면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예산심의기간
이 확대되면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활동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예산심의활동량
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원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과 관료 사
이의 전문성과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료를
설득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쉽다. 게다가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산심의과정에
서 미리 반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수정이 더 빈번하
게 일어나거나 예산수정 규모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예산심의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을 나타낸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국회의 예산심의 활성화 정도
는 예산수정 가능성과 예산수정 규모를 이용해 측정했는데,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더미변수,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
다. 예산심의기간 확대의 목적이 예산심의 활성화에 있다고 할 때 국회의 예
산심의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예산심의기간을 늘린 것은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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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예산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당시, 예산심의 활성화의 초
점은 아마도 예산증액활동보다는 예산감액활동에 맞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감액과 관련된 심의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유인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법부 역할의 강화는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Von Hagen, 1992; Alesina and
Perotti 1995; OECD, 2014).
국회의원들이 매년 심의하는 수만 개의 사업 중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
치적 편익과 관련된 사업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본인들
의 정치적 편익과 무관한 사업일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심
사할 때,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제도 변화의 취지에 걸맞게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유인
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 예
산감액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예산심의기간 증가는 예산감액활동을 활성화시켰으나 예
산증액활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다. 즉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활동보
다 예산감액활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
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를 활성화시켰으며, 게다가 이러한 활성화가 제
도 변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모든 국회의원이 동일한 수준의 제한된 합리성에 직면하는 것은 아
니다. 국회의원이 부딪히는 합리성 제약의 정도는 선수(選數, seniority)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초선의원인지 다선의원인지에 따라 그들
이 직면하는 제한된 합리성 문제의 심각성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선의원보다 심각한 제한된 합
리성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따라서 초선의원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초선의원의 이러한 행태적 특성은 예산심의기간이 증가할 때 예산
심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에서 국회
의원은 엘리트 출신이다. 그들은 대부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법조
인, 관료, 언론인, 기업인, 학자 등으로 활동했다. 즉 국회에 갓 들어온 초선
의원은 의정활동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각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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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비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별로 없지만, 추가시간을 효과
적으로 활용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다선의원은 이미
의정활동과 관련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심의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산심의기간이 확대되면,
초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이 다선의원의 제한된 합리성보다 더 많이 완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초선의원이 늘어날수록 예산심의기간 변화가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우리나라 국회의 초선의원비율은 유달리 높은 편이다. 이는 정당
들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 때문
이다(박홍민･이준한, 2004; 이현출, 2004; 가상준 외, 2009). 초선의원은 심각
한 제한된 합리성 문제를 겪기 때문에 초선의원이 많을수록 예산심의 활성
화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입법부에서 초선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심의행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의 사업들은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만,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편익
과 밀접히 관련된다. 평소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예산심의에 임하던 국
회의원도 이런 일부 사업의 심사과정에서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선
심성 지역사업이다.
우선 국회의원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
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국회의원은 늘어난 시간 동안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사업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해당 선심
성 사업예산의 증액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증액에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심사할 때보다
열심히 심의활동에 임할 것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을 심
사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그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더 크게 완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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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이는 예산증액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하면, 심의대
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우,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증액활동 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선심성 지역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한 국회의원은 예산감액 없이 심의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동료의원이 이 사업의 감액을 시도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늘어난 심
의시간 동안 그들의 합리성 제약은 더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는 예산감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업인 경
우,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감액활동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선심성 지역사업을 심의할 때, 예산심의기간
증가가 예산감액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강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았다. 하지
만 예산심의기간과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은 예산증액 가
능성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예
산심의 활성화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여기에는 바람직한 활성화와 그렇
지 않은 활성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바람직
한 활성화를 촉진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산심의기간이 늘어남
에 따라 본래의 의도와 달리 바람직하지 못한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은 대부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지출이다(Pennock, 1970; Shepsle and Weingast, 1981). 이런 사업
의 증액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예산심의기
간 확대가 제도 변화로서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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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 연구의 함의
의사결정자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의사결정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부문 의사결정자가 직면하는 시간적
제약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선
행연구들을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
책결정자가 시간제약의 가중 혹은 완화에 직면하는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
래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의사결정
자도 민간부문 의사결정자와 마찬가지로 시간제약이 가중되면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
측일 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책결정자의 시간제약 완화가 의사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 예산심의기간 확대라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분
석해 살펴보았다.
예산심의기간은 예산심의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짧은 예산
심의기간은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황윤원･김
성철, 2005; 강장석, 2010a; 조택･이근주, 2012).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201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심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했
다. 이는 입법부의 역할을 확대해 예산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러나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의도했
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2007~2020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469,735개의 세부사업 지출세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국회의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것이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의의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명확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산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이나 역할을 제한하고 입법부의 권한 또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입법부 적극주의(legislature activism)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
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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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democracy)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입법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나 역할을 강화하면, 오히려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다.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 역
할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적
이었다. 국회는 그동안 거수기의 역할만을 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예산수정
가능성과 수정 규모의 증가는 예산심의 활성화의 제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심의 활성화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과정이므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확립 측면에서 긍정
적이다.
예산심의 활성화는 예산감액활동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예산심
의기간 확대는 예산감액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오
히려 입법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활동보다 예
산감액활동을 더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재
정규율의 강화라는 제도 변화의 취지를 일정 수준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초선의원이 많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그
들의 전문성과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은 다선의원의 전문성을 하회한다. 하지만 동일한
추가시간이 주어질 때 초선의원은 다선의원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다. 이는 예산심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초
선의원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국회의원은 매년 수만 개의 사업을 심사하는데, 이 중의 일부는 그들의
정치적 편익과 밀접히 관련된다. 분석 결과, 심의대상 사업이 선심성 지역사
업일 때,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예산증액 가능성을 강화했다. 즉 예산심의기
간이 증가해 국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그들은 선심성 지역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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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규율의 약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더 많이
내렸다.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던 국회의원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이기적인 심의행
태를 보였다. 이는 예산심의기간 확대라는 입법부 역할의 강화가 국회의원들
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연구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학술적,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또한 여느 사
회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이를 구성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예산심의기간, 예산수
정 여부 및 규모가 각각 예산심의활동량, 예산심의 활성화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분량, 국회예산정책처 보고
서 분량 등을 이용해 법정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과 후의 활동량을 비교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심의기간이 예산심의활동량을 측정하는 변수
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예산심의기간 확대 이후 예산심의활동
량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예산심의기간이 예산
심의활동량을 측정하는 변수로 적절한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산수정 여부 및 규모도 변수로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예산
수정 여부와 규모가 예산심의 활성화를 나타낼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
하다.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고, 행정부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박정수, 2013; 박정수･
신혜리, 2013), 이 변수를 이용해 예산심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것은 일견 타
당해 보인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과 감액 의견이 팽팽히 맞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절충안으로 정부제출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열심
히 심의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무수정 통과될 수도 있다. 예
산수정 규모 또한 마찬가지이다. 비록 본 연구를 포함해 많은 선행연구(김인
철 외, 2002; 김난영･김상헌, 2007; 정종선, 2017)에서 예산수정 규모가 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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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예산심의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산심의 활성화 정
도는 예산수정 규모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과적 추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J. S. Mill이 제시한 시
간적 선행성의 원칙, 공동변화의 원칙, 경쟁가설 배제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남궁근, 2018). 이 중에서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과 공동변화의 원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가설 배제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에 국회법이 먼저 개정되었다. 이때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 제도가 예산심의기간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국회예산정책
처, 2014). 그 결과, 2013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정 예산심의기간이 60
일에서 90일로 30일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예산심의기간 확대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아니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이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킨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만으로
는 예산심의기간 증가와 무관하게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 도입으로 법정 예
산심의기간 동안 예산심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심의가 활성화
되었다라는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예산심의기
간 확대가 유발한 효과가 아니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와 예산심의기간 확
대가 결합해 예산심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한편 예산심의기간 확대는 국회의 모든 예산심의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가령 A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기간은 90일로 증가하고, B 상임위원회
의 예산심의기간은 60일을 유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동일하게 60일에서 90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통제집단과 처리집단
사이의 예산심의 활성화의 차이가 예산심의기간 확대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없다. 본 연구는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예산심의기간 확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뿐이다. 물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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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통제변수들을 추가해 제3의 변수가 초래할 수 있는 효과들을 통제했지
만 이러한 방법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significant) 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유의미한(meaningful) 관계를 나타내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 구
체적으로 유사 결정계수(Pseudo R2)가 작은 값을 가졌다.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낮지만 독립변수인 예산심의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과연 예
산심의기간 확대가 중요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
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2007~2020년 예산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기간 동안 실제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효과가 이후에도 지
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과연 예산심의기간 확대가 예산심의를 활성화시키
는 효과는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가 심의기간
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까? 우리나라에서만 발생 가능한 특수한 효과일
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예산심의기간을 확대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들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도출
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연구가 예산심의기간 등 의사결정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
기시키고, 다양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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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량 현황 >
(단위: 자)
심사연도

회계연도

심의기간

회의록 분량

2006

2007

60일

2,533,157

2007

2008

60일

1,897,398

2008

2009

60일

2,684,318

2009

2010

60일

1,538,814

연평균 회의록 분량

2,368,453

2010

2011

60일

2,368,453

2,838,131
2,419,511

2011

2012

60일

2,686,417
2,573,483

2012

2013

60일

2,486,301

2013

2014

60일

2,283,084

2014

2015

70일

2,530,867

2015

2016

80일

2,380,434

2016

2017

90일

2,806,934

2017

2018

90일

3,416,762

2018

2019

90일

3,437,613

2019

2020

90일

2,751,292

2,887,317

2,887,317

(21.9%↑)

(19.3%↑)
3,103,150

3,103,150

(31.0%↑)

(20.6%↑)

자료: 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10.do)
주: 1)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회의록 글자 수 합계
2)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의 분량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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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분량 현황 >
(단위: 자)
검토보고서

심사연도

회계연도

심의기간

2006

2007

60일

852,857

2007

2008

60일

1,132,924

2008

2009

60일

1,241,218

2009

2010

60일

1,335,743

연평균 검토보고서 분량

분량

1,287,138

2010

2011

60일

1,287,138

1,515,562
1,385,221

2011

2012

60일

1,264,820
1,433,591

2012

2013

60일

1,264,820

2013

2014

60일

1,689,162

2014

2015

70일

2,088,902

2015

2016

80일

2,135,686

2016

2017

90일

2,733,525

2017

2018

90일

1,787,179

2018

2019

90일

1,424,719

2019

2020

90일

1,664,022

1,972,339
(53.2%↑)

1,972,339
(42.4%↑)
1,902,361
(47.8%↑)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예산심의기간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의 분량 증가율

- 191 -

1,902,361
(32.7%↑)

[부록 (2)] 예산심의기간 변경 이전과 이후의 예산심의 활성화 차이 검정
< 예산수정(감액/증액) 가능성 차이 검정 >
예산수정 가능성

예산감액 가능성

예산증액 가능성

0.0504

0.0202

0.0302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0.0550

0.0202

0.0347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0.0522

0.0194

0.0329

0.0595

0.0218

0.0377

-0.0091***

-0.0016***

-0.0075***

(-11.9767)

(-3.3121)

(-12.4108)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차이 [A-D]

주: 1) 예산심의기간이 60일(표본크기 257,449개)인 경우와 예산심의기간이 90일(표본크기 143,392개)인
경우의 예산수정(감액/증액) 가능성 차이를 검정
주: 2)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이는 예산심의기간 증가 전의 분산과 증가 후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검정 결
과임. 동분산을 가정한 경우에도 검정 결과의 유의성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
주: 4)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 예산수정(감액/증액) 규모 차이 검정 >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차이 [A-D]

예산수정액 (log 변환)

예산감액 (log 변환)

예산증액 (log 변환)

0.9846

0.3833

0.6013

1.0788

0.3898

0.6890

1.0204

0.3690

0.6514

1.1612

0.4182

0.7430

-0.1766***
(-11.7949)

-0.0349***
(-3.7966)

-0.1417***
(-11.7387)

주: 1) 예산심의기간 60일(표본크기 257,449개)인 경우와 90일(표본크기 143,392개)인 경우의 예산수정
액, 감액, 증액(log 변환) 차이를 검정
주: 2) ( )안의 값은 t-value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이는 심의기간 증가 전의 분산과 후의 분산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도출한 검정 결과이며, 동분산
을 가정한 경우에도 검정 결과의 유의성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
주: 4)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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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실증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log(BudgetDelPeriodt-1)
< 가설 1-1, 가설 2 검정 결과 (예산수정 가능성) >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log(BudgetDelPeriodt-1)

0.4690***

0.5837***

-1.3240***

-1.9183***

(예산심의기간[log변환])

(0.1080)

(0.1426)

(0.2513)

(0.3330)

변수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

-0.0451

(0.0042)
***

-2.1067

***

-0.1359

(0.0035)
***

-2.0473

***

-0.0451

(0.0042)
***

-1.9457

-0.1360***
(0.0035)
-1.8831***

(0.4023)

(0.5401)

(0.3941)

1.3109
(1.1801)

*

3.0601
(1.5989)

***

6.4891
(1.3603)

10.2469***
(1.8557)

0.1223

-0.0913

-17.7732***

-25.0822***

(0.1215)

(0.1621)

(2.3104)

(3.0715)

log(BudgetDelPeriodt-1)

***

4.0985

5.7339***

× FirstTermRatiot-1

(0.5303)

(0.7052)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0.5311)

0.9098***

1.6325***

0.9096***

1.6311***

(0.0567)

(0.0853)

(0.0567)

(0.0853)

***

***

***

-0.1007
(0.0106)
0.1115***
(0.0231)

-0.1090
(0.0141)
0.1188***
(0.0307)

-0.1338
(0.0115)
0.1390***
(0.0236)

-0.1574***
(0.0153)
0.1570***
(0.031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2.7109***
(0.5430)

-3.2990***
(0.7126)

5.2584***
(1.1481)

7.8237***
(1.5149)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393

0.0461

0.0396

0.0465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
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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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2, 가설 3 검정 결과 (예산감액/증액 가능성) >
종속변수: Categoryit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기준범주(base category): 무수정
모델 1
변수

모델 2

예산감액

예산증액

예산감액

예산증액

log(BudgetDelPeriodt-1)

1.1050***

-0.1914**

1.1034***

-0.2120**

(예산심의기간[log변환])

(0.1096)

(0.0844)

(0.1097)

(0.0844)

log(Budgetit)

0.1623***

-0.0625***

0.1623***

-0.0624***

(예산규모)

(0.0027)

(0.0023)

(0.0027)

(0.0023)

RulingPartyRatiot-1

***

-3.3254

-0.2776

***

-3.3261

-0.2733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4217)

(0.3094)

(0.4217)

(0.3100)

GrowthPredictiont-1

5.1522***

-2.4071***

5.1570***

-2.4025***

(경제성장률 전망치)

(1.1491)

(0.9274)

(1.1488)

(0.9262)

FirstTermRatiot-1

0.5883***

-0.2278**

0.5882***

-0.2287**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0.1247)

(0.0952)

(0.1248)

(0.0953)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0.3621***

0.7209***

-0.2969

-3.2093***

(0.0623)

(0.0478)

(1.2326)

(0.8719)

0.1549

0.9209***

(0.2902)

(0.2048)

log(BudgetDelPeriodt-1)
× PorkBarrelDumi
t
(선형추세)

-0.1510***

-0.0192**

-0.1510***

-0.0192**

(0.0109)

(0.0081)

(0.0109)

(0.0081)

ElectionDumt
(선거 더미)

0.1098***

0.0458***

0.1098***

0.0455**

(0.0240)

(0.0177)

(0.0240)

(0.0177)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9.1086***

-0.6637

-9.1015***

-0.5780

(0.5271)

(0.4260)

(0.5274)

(0.4261)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2

Pseudo R (유사 결정계수)

469,735

469,735

0.0922

0.0924

주: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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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1, 가설 2 검정 결과 (예산수정 규모) >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Pooled
Logit

Random
Effect Logit

log(BudgetDelPeriodt-1)

7.6864***

7.5618***

-23.1350***

-24.1310***

(예산심의기간[log변환])

(1.9646)

(1.7868)

(4.5521)

(4.2437)

변수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0.3776

(0.0517)
***

***

-1.4085

(0.0274)
***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0.0517)
***

-27.2232

-35.8123

(7.3178)

(7.0841)

(7.2147)
***

-1.4101***
(0.0274)
-25.0915***
(7.0471)

10.3715
(21.3021)

26.9777
(19.7210)

99.0270
(24.5065)

117.2114***
(22.4429)

2.1846

-0.6504

-304.6627***

-316.4153***

(2.2157)

(2.1167)

(41.4862)

(38.4416)

***

72.4584***

70.3073

× FirstTermRatiot-1

t

-0.3774

-38.8627

log(BudgetDelPeriodt-1)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

(9.5246)
***

17.7104

(1.1334)
***

***

20.5345

(1.1581)
***

***

17.6949

(1.1338)
***

(8.8086)
20.5052***
(1.1576)

-1.8267
(0.1911)
2.0307***
(0.4182)

-1.4888
(0.1783)
1.5147***
(0.3998)

-2.3845
(0.2067)
2.5105***
(0.4258)

-2.0975***
(0.1921)
2.0125***
(0.4056)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64.6259***
(9.7446)

-50.8854***
(9.0756)

72.1048***
(20.7015)

89.9662***
(19.3529)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190

0.0203

0.0191

0.0204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 195 -

< 가설 1-2 검정 결과 (예산감액/증액 규모) >
log(BudgetReductionit)
(예산감액 규모)

log(BudgetIncreaseit)
(예산증액 규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Pooled
Tobit)

(Random
Effect Tobit)

log(BudgetDelPeriodt-1)

31.5590***

32.6408***

-7.7413***

-9.0954***

(예산심의기간[log변환])

(3.1720)

(3.1115)

(2.5012)

(2.2159)

***

***

종속변수:

변수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5.8155

(0.0728)
***

-98.1351

(12.2506)
***

145.5847

(0.0914)
***

-92.6518

(12.3655)
***

163.8886

-1.8567

-2.5775***

(0.0528)

(0.0336)

-2.3577

7.3007

(9.1533)

(8.8854)

***

-87.2841

-89.5328***

(33.2884)

(32.3256)

(27.4943)

(25.3911)

***

***

***

-8.4059***

17.6217

15.2080

(3.6281)

(3.6765)

***

***

5.9720

(1.8652)
***

-4.3674

t

5.8936

***

6.7122

(1.8112)
***

-4.2584

-7.5345

(2.8129)
***

20.0209

(2.6432)
21.7679***

(1.3270)

(1.3039)

-0.3106

0.0328

(선형추세)

(0.3150)

(0.3094)

(0.2394)

(0.2229)

ElectionDumt
(선거 더미)

3.0452***

3.0752***

1.0891**

0.3913

(0.7006)

(0.7046)

(0.5246)

(0.4981)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286.1933***
(15.2144)

-297.6008***
(15.2820)

-16.0979
(12.6730)

3.2055
(11.9738)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0760

0.0597

0.0391

0.0490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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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
<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모델 1

모델 2

Fixed Effect

Fixed Effect

0.0062***
(0.0023)

BudgetDelDumt-1

0.2108***

(예산심의기간 더미)

(0.0451)

log(Budgetit)
(예산규모)

-0.1773***

-0.1773***

(0.0047)

(0.0047)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8442

-1.1707*

(0.6229)

(0.6169)

GrowthPredictiont-1

3.6174**

4.1817**

(경제성장률 전망치)

(1.7887)

(1.7922)

-0.5834***

-0.7406***

(0.1915)

(0.1885)

-0.0902***

-0.1037***

(선형추세)

(0.0167)

(0.0171)

ElectionDumt

0.0984***

0.1397***

(선거 더미)

(0.0358)

(0.0330)

Yes

Yes

62,149

62,149

0.0763

0.0766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t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변수,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 일반회계 더미변수와 특별회계 더미변수는 시
간에 따라 불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므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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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 (분석단위: 세부사업)
<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분석단위: 세부사업) >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모델 1
Pooled
Logit
0.0019

모델 2
Random
Effect Logit
0.0023

(0.0019)

(0.0026)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

0.0071

-0.0804

(0.0063)

모델 3
Pooled
Logit

모델 4
Random
Effect Logit

0.1221***

0.1374***

(0.0395)

(0.0528)

0.0071

-0.0804***

(0.0047)

(0.0063)

(0.0047)

*

*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8590

-1.0496

-0.9862

-1.1986*

(0.5146)

(0.7171)

(0.5097)

(0.7112)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0.6138

0.1786

-0.1044

0.7422

(1.6239)

(2.2055)

(1.6207)

(2.2049)

**

**

***

-0.3596

-0.5002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0.1600)

(0.2191)

(0.1566)

(0.2158)

***

***

***

0.2221

0.4716***

(0.0596)

(0.0802)

0.0177

0.0319*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0.2218

0.4705

(0.0596)

(0.0802)

*

**

-0.4084

-0.5695***

FirstTermRatiot-1

t

0.0263

0.0421

(선형추세)

(0.0137)

(0.0186)

(0.0140)

(0.0190)

**

*

***

ElectionDumt

0.0731

0.0727

0.0828

0.0871**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0.0306)

(0.0418)

(0.0283)

(0.0386)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2882**
(0.5808)

-0.9727
(0.7402)

-1.0903**
(0.5560)

-0.7286
(0.7020)

112,691

112,691

112,691

112,691

0.0281

0.0247

0.0282

0.0248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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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분석단위: 세부사업) >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2
모델 1
모델 3
(Random
(Pooled
(Pooled
Effect
변수
Tobit)
Tobit)
Tobit)
BudgetDelPeriodt-1
0.0303
0.0317
(0.0343)
(0.0315)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2.0807***
(0.6903)
(예산심의기간 더미)
**
***
0.1527
-0.8148
0.1531**
log(Budgetit)
(0.0703)
(0.0400)
(0.0703)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

*

**

모델 4
(Random
Effect
Tobit)

1.6615***
(0.6387)
-0.8138***
(0.0400)

-17.3025
(9.1121)
-22.6609
(28.1162)
-5.6907**
(2.8155)
3.9161***
(1.0700)
0.3546
(0.2382)
1.3531**
(0.5336)

-15.5317
(9.0963)
-6.9227
(25.8511)
-5.0543*
(2.7299)
5.7087***
(1.0189)
0.3449
(0.2258)
0.9463*
(0.5170)

-19.1405
(9.0272)
-13.6714
(28.0973)
-6.5838**
(2.7693)
3.9219***
(1.0698)
0.2110
(0.2445)
1.5011***
(0.4932)

-17.4085*
(9.0133)
-0.5173
(25.8928)
-5.9686**
(2.6972)
5.7220***
(1.0189)
0.2258
(0.2309)
1.1458**
(0.471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26.3704***
(10.0887)

-17.4536**
(8.5167)

-23.2486**
(9.6579)

-14.2020*
(8.0700)

112,691

112,691

112,691

112,691

0.0121

0.0095

0.0121

0.0095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내고 있음.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수준의 군집표준오차
(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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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심의 활성화 (분석기간: 2011~2020년)
<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가능성 (2011~2020년) >
종속변수: RevisionDumit (예산수정 더미)
모델 1
모델 2
모델 3
Pooled
Random
Pooled
변수
Logit
Effect Logit
Logit
BudgetDelPeriodt-1
0.0077
0.0102
(0.0055)
(0.0076)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0.3487***
(0.0695)
(예산심의기간 더미)
***
***
log(Budgetit)
-0.0340
-0.1344
-0.0340***
(0.0051)
(0.0042)
(0.0051)
(예산규모)
***
*
RulingPartyRatiot-1
-1.4645
-1.2151
-2.7413***
(0.5085)
(0.6981)
(0.5353)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
*
GrowthPredictiont-1
-38.1963
-57.7423
-72.7980***
(22.5093)
(30.5901)
(14.6847)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0.7361
0.8916
1.2237***
(0.5350)
(0.7276)
(0.2888)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
PorkBarrelDumi
0.9603
1.7628
0.9616***
(0.0659)
(0.1025)
(0.0659)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0.1717
-0.2247
-0.3547***
(0.1089)
(0.1481)
(0.0722)
(선형추세)
ElectionDumt
-0.0470
-0.1200
-0.0411
(선거 더미)
(0.0692)
(0.0943)
(0.0307)
GenAccDumi/SpeAccDumi
Yes
Yes
Yes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Yes
Yes
Yes
(정권 더미)
Constant
1.3203
2.5794
5.1922***
(1.4099)
(1.9139)
(1.2858)
(상수항)
Observations
344,675
344,675
344,675
(표본크기)
Pseudo R2
0.0398
0.0457
0.0400
(유사 결정계수)

모델 4
Random
Effect Logit

0.5339***
(0.0944)
-0.1346***
(0.0042)
-3.2226***
(0.7301)
-117.3835***
(20.0532)
1.7615***
(0.3927)
1.7671***
(0.1027)
-0.5363***
(0.0984)
-0.1299***
(0.0417)
Yes
Yes
Yes
8.9115***
(1.7581)
344,675
0.0459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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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2011~2020년) >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2
모델 1
모델 3
(Random
(Pooled
(Pooled
Effect
변수
Tobit)
Tobit)
Tobit)
BudgetDelPeriodt-1
0.1532
0.1279
(0.1010)
(0.0956)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6.1759***
(1.2525)
(예산심의기간 더미)
***
***
-0.2354
-1.3582
-0.2349***
log(Budgetit)
(0.0601)
(0.0315)
(0.0600)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

*

***

모델 4
(Random
Effect Tobit)

6.0335***
(1.1776)
-1.3591***
(0.0315)

-29.3711
(9.2902)
-787.0242*
(409.4644)
15.8398
(9.7458)
19.0196***
(1.3228)
-3.5973*
(1.9792)
-1.0572
(1.2652)

-16.5608
(8.8777)
-721.7179*
(385.4086)
11.5505
(9.1715)
21.5711***
(1.3650)
-2.8821
(1.8660)
-1.4634
(1.1952)

-51.0614
(9.7255)
-1,325.5156***
(263.5044)
22.7917***
(5.2142)
19.0287***
(1.3223)
-6.4957***
(1.2984)
-0.7363
(0.5553)

-38.6077***
(9.2611)
-1,346.7830***
(247.1874)
20.2232***
(4.9190)
21.6006***
(1.3659)
-6.1678***
(1.2188)
-1.4297***
(0.5192)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2.4471
(25.5629)

24.6695
(24.1380)

76.7649***
(23.0985)

93.3732***
(21.8459)

344,675

344,675

344,675

344,675

0.0194

0.0199

0.0195

0.0200

주: 1) (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모델 1>과 <모델 3>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 <모델 2>와 <모델 4>는 점근론(asymptotic theory)
을 이용해 도출한 표준오차를 사용함
주: 2)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3) 합동토빗(pooled tob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토빗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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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및 증액 가능성
<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및 증액 가능성 (다항로짓 모형) >
종속변수: Categoryit (무수정, 증액, 혹은 감액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
기준범주(base category): 무수정
모델 1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모델 2

예산감액

예산증액

0.0240***
(0.0025)

-0.0043**
(0.0018)

예산감액

예산증액

-0.0073
(0.0369)
-0.1476***
(0.0035)
-0.2336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0.3191***
(0.0042)
-4.5945***

-0.1476***
(0.0035)
-0.3793

0.4453***
(0.0512)
0.3191***
(0.0042)
-5.9673***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선형추세)
ElectionDumt

(0.7065)
9.7188***
(1.9374)
0.7588***
(0.2074)
0.0219
(0.0990)
-0.2209***
(0.0184)
0.1761***

(0.4827)
-3.4155**
(1.4578)
-0.3680**
(0.1478)
1.7545***
(0.0629)
-0.0200
(0.0126)
0.0703**

(0.7054)
9.8885***
(1.9715)
0.3674*
(0.1995)
0.0233
(0.0990)
-0.2403***
(0.0188)
0.3392***

(0.4778)
-2.9132**
(1.4463)
-0.2979**
(0.1450)
1.7541***
(0.0629)
-0.0235*
(0.0129)
0.0400

(0.0406)

(0.0281)

(0.0373)

(0.0263)

Yes

Yes

Yes

Yes

No

No

No

No

Yes

Yes

Yes

Yes

-10.3890***
(0.3387)

0.1540
(0.2316)

-8.0943***
(0.2535)

-0.2226
(0.1755)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469,735

469,735

0.0822

0.0821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
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면 모형이 수렴하지 않으므로 중앙행정기관 더미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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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과 예산감액 가능성 (로짓모형) >
종속변수: ReductionDumit (예산감액 더미)

BudgetDelPeriodt-1

모델 1
Pooled
Logit
0.0243***

모델 2
Random
Effect Logit
0.0284***

(예산심의기간)

(0.0026)

(0.0028)

변수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

log(Budgetit)

0.3164

(예산규모)

(0.0044)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

-4.7719

(0.7133)
***

9.6060

***

0.3783

(0.0058)
***

-5.3221

(0.8045)
***

11.5361

모델 3
Pooled
Logit

모델 4
Random
Effect Logit

0.4488***

0.5115***

(0.0516)

(0.0571)

***

0.3783***

(0.0044)

(0.0058)

0.3164

***

-6.1588

(0.7125)
***

9.7674

-6.8782***
(0.8027)
11.6698***

(1.9579)

(2.1942)

(1.9920)

(2.2321)

***

***

**

FirstTermRatiot-1

0.8424

0.8535

0.4465

0.3796*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0.2094)

(0.2348)

(0.2014)

(0.2267)

***

***

***

0.4641***

(0.1057)

(0.1218)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0.3551

(0.1058)
***

-0.2274

t
(선형추세)

0.4600

(0.1218)
***

-0.2603

0.3573

***

-0.2469

-0.2802***

(0.0186)

(0.0207)

(0.0190)

(0.0211)

***

***

***

ElectionDumt

0.1675

0.1939

0.3326

0.3828***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0.0410)

(0.0459)

(0.0377)

(0.0422)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9.6531***
(0.4030)

-12.1198***
(0.4637)

-7.3323***
(0.3331)

-9.4340***
(0.3871)

469,735

469,735

469,735

469,735

0.1295

0.1061

0.1293

0.1059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
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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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증액 가능성 (로짓모형) >
종속변수: IncreaseDumit (예산증액 더미)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모델 1
Pooled
Logit
-0.0056***

모델 2
Random
Effect Logit
-0.0110***

(0.0018)

(0.0026)

BudgetDelDumt-1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

-0.1500

***

-0.2616

모델 3
Pooled
Logit

모델 4
Random
Effect Logit

-0.0290

-0.0728

(0.0373)

(0.0515)

***

-0.1500

-0.2613***

(예산규모)

(0.0033)

(0.0043)

(0.0033)

(0.0043)

RulingPartyRatiot-1

-0.1421

0.7896

0.0605

1.1634*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0.4887)

(0.6984)

(0.4833)

(0.6909)

GrowthPredictiont-1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

-4.3432

(1.4714)
***

-0.4127

***

-6.5367

(2.1100)
***

-0.7699

***

-3.8136

(1.4588)
**

-0.3205

-5.6584***
(2.0881)
-0.5866***

(0.1495)

(0.2126)

(0.1470)

(0.2088)

***

***

***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1.0818

1.8717

1.0821

1.8704***

(0.0677)

(0.1021)

(0.0677)

(0.1021)

t

-0.0143

0.0176

-0.0171

0.0112

(선형추세)

(0.0127)

(0.0181)

(0.0130)

(0.0184)

0.0314

0.0199

-0.0394

**

ElectionDumt

0.0585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정권 더미)
Constant

(0.0284)

(0.0403)

(0.0265)

(0.037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0.6333
(0.4307)

-1.0048*
(0.5793)

-1.1287***
(0.4001)

-1.9582***
(0.5334)

469,721

469,721

469,721

469,721

0.0944

0.1117

0.0943

0.1116

(상수항)
Observations
(표본크기)
Pseudo R2
(유사 결정계수)

주: 1) ( )안의 값은 세부사업 지출세목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를 나타내
며,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주: 2) 총 469,735개의 관측치 중에서 14개의 관측치는 계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사용
주: 3) 합동로짓(pooled logit)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귀무가설 σu2=0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됨. 즉 합동로짓 모형보다
는 확률효과 모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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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헤크만 2단계 추정
< 예산심의기간과 예산수정 규모 >
종속변수: log(BudgetRevisionit) (예산수정 규모)
모델 1
변수
BudgetDelPeriodt-1
(예산심의기간)
BudgetDelDumt-1

모델 2

1단계

2단계

0.0029***
(0.0007)

0.1433
(0.1455)

1단계

2단계

3.8728
(3.6199)
-0.6422
(0.5839)
-62.7475
(55.1057)
-0.1270
(53.2333)
0.9789
(4.9926)
26.8229
(21.1583)
-2.8704

(경제성장률 전망치)
FirstTermRatiot-1
(예결위 초선의원비율)
PorkBarrelDumi
(선심성 지역사업 더미)
t

-0.0127***
(0.0007)
-0.9859***
(0.2175)
0.4317
(0.5859)
0.0527
(0.0637)
0.4734***
(0.0233)
-0.0478***

-0.6462
(0.5883)
-55.8518
(49.2600)
-6.4056
(51.3564)
3.6426
(5.6628)
26.9241
(21.2805)
-2.6838

0.0735***
(0.0148)
-0.0127***
(0.0007)
-1.1264***
(0.2155)
0.5371
(0.5867)
-0.0006
(0.0627)
0.4737***
(0.0233)
-0.0515***

(선형추세)
ElectionDumt

(0.0053)
0.0530***

(2.2812)
2.9557

(0.0054)
0.0709***

(2.4363)
3.8260

(선거 더미)
GenAccDumi/SpeAccDumi
(일반/특별회계 더미)
Agency Dummy Variables
(중앙행정기관 더미)
President Dummy Variables

(0.0123)

(2.6660)

(0.0112)

(3.4124)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0.9633***

-83.5422

-0.6966***

-69.7109

(0.1170)

(82.0850)

(0.0980)

(69.0600)

(예산심의기간 더미)
log(Budgetit)
(예산규모)
RulingPartyRatiot-1
(예결위 여당의석비율)
GrowthPredictiont-1

(정권 더미)
Constant
(상수항)
IMR
(Inverse Mills Ratio)
Observations
(표본크기)

68.5590
(54.9081)
469,735

68.2508
(54.5630)
469,735

주: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 p-value<0.10, ** p-value<0.05, *** p-valu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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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심의 활성화
<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 가능성 (1) >
초선의원비율 낮음 [a]

초선의원비율 높음 [b]

차이 [b-a]

0.0558

0.0448

-0.0110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

0.0550

-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0.0522

-

-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0.0608

0.0582

-0.0026

차이 [D-A]

0.0050

0.0134

0.0084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여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초선의원비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주: 2)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 가능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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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 (1) >
초선의원비율 낮음 [a]

초선의원비율 높음 [b]

차이 [b-a]

1.0828

0.8821

-0.2006

-

1.0788

-

1.0204

-

-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1.1824

1.1410

-0.0413

차이 [D-A]

0.0996

0.2589

0.1593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주: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의원비율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여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초선의원비율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함
주: 2)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 예산심의기간과 초선의원비율 변화에 따른 예산수정(log 변환) 규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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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심의 활성화
<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증액 가능성 (1) >
선심성 지역사업 X [a]

선심성 지역사업 O [b]

차이 [b-a]

0.0293

0.1137

0.0844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0.0336

0.1579

0.1243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0.0315

0.1824

0.1509

0.0361

0.1897

0.1536

0.0068

0.0760

0.0692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차이 [D-A]

주: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증액 가능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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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감액 가능성 (1) >

심의기간 60일 [A]
(2007∼2014년)
심의기간 70일 [B]
(2015년)
심의기간 80일 [C]
(2016년)
심의기간 90일 [D]
(2017∼2020년)
차이 [D-A]

선심성 지역사업 X [a]

선심성 지역사업 O [b]

차이 [b-a]

0.0200

0.0340

0.0140

0.0200

0.0464

0.0264

0.0193

0.0261

0.0067

0.0217

0.0264

0.0047

0.0017

-0.0076

-0.0092

주: 표에 표시된 연도는 예산안이 심사된 연도가 아니라 확정 예산이 집행된 회계연도를 의미함

< 예산심의기간 변화와 선심성 지역사업 여부에 따른 예산감액 가능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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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liamentary budgetary review
period and the activation. In Korea, the short review period was a chronic
problem in the budgetary process. According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13 to lengthen the legal budget review period from 60
to 90 days.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explore the research question of whether
the longer period makes the legislative budgetary review more active.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ngth of the budgetary review
perio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As it is longer, lawmakers acquire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increasing their deliberative activities. This
contributes to easing their bounded rationality, which leads to more activated
deliberation. When the expertise gap between lawmakers and bureaucrats narrows
owing to the extended period, lawmakers are able to persuade bureaucrats to
easily accept budget revisions. Furthermore, members of the legislature are able
to analyze budget proposals in detail and reflect various risks, which may occur
after the proposals are finalized, in the budgetary review process. As a result, the
activation modifying budgets takes place more frequently and the size gets larger.
Second, the longer period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budgetary reduction
activation. The aim of extending the period is to facilitate lawmakers' reduction
activities rather than their increase activities. Members of the legislature delib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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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ons of thousands of projects each year. Most of them are not closely related
to

legislators' political

benefits.

Discussing

whether

budgetary

revis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jects, lawmakers, who are regarded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are likely to act as guardians of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ir
budgetary reduction activities can be more activated even though the extension of
the period does not provide any incentives to promote the activities.
Thir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review period and the activation is
strengthened as the number of first-term lawmakers i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increases. While lawmakers review budgets, they do not face
the same level of bounded rationality. In general, first-term lawmakers, compared
with multi-term lawmakers, confront more serious cognitive limitation problems
because they are less professional. Under the circumstances, the extent to which
bounded rationality is relieved when the period is extended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whether a member of the committee is a first-term lawmaker or
not. Newly-elected members of the legislature are able to obtain more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address the obstacles during the longer period. In contrast,
re-elected members already know a lot, so it is quite restrictive to ease their
bounded rationality throughout the extended time. Hence, the number of first-term
lawmakers is complementary to the deliberation period in vitalizing the budgetary
review process.
Fourth, the connection between the possibility of budget increase and the
deliberative period is reinforced when a project which legislators deliberate on
belongs to the pork-barrel. This is one of the political benefits that politicians
attempt to gain. It is highly likely that members of the legislature, who usually
examine budget proposals fairly and objectively, show self-interested deliberative
attitudes toward the pork-barrel project. Legislators will make all efforts to raise
the pork-barrel budget during the extended review period. For instance, they will
try to convince those who oppose the budget increase to accept it by securing as
much evidence as possible. Thus, when members of the legislature review the
pork-barrel project during the longer period, their bounded rationality can be
further mitigated, which leads to heightening the possibility of its budget increase.
Extending the budgetary review period indicate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legislature. The bigger 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duces ambivalent
effects in terms of fiscal democracy and discipline. Our findings clearly presen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longer deliberative period. On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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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his is a useful means of achieving fiscal democracy. Korean parliament has
confirmed the budget proposal submitted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without any
revisions. The longer review period alleviates the problem to some extent since
lawmakers' opinions are more reflected in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In
addition, first-term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ccount for the largest
portion. In this situation, the prolonged review perio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pplementing their shortcomings such as lack of expertise an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members of the legislature can abuse its larger role to
undermine fiscal discipline. Of course, they disinterestedly deliberate on most of
the projects, which are not involved with their political benefits, to intensify fiscal
discipline. However, some projects, which are intertwined with their private
benefits, are not examined like this. Lawmakers tend to raise the pork-barrel
budget during the additional period. This suggests that strengthening the part of
the legislature results in deteriorating fiscal discipline.
Key words: Bounded rationality, Budget review activation, Budget review period,
First-term lawmaker, Fiscal democracy, Fiscal discipline, Pork-bar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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