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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박정수(한국재정정보원)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2011년부터 개별 회
계･기금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며,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 제도들이 도입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의 타당성, 추가로 현금주의 결산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자료의 처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할 경우 비음제약을 완화하고 시계열 분석
을 실시 위한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회계･기금 별 효율성 분석 논의를 전개하고, 이 맥락에서 개별 평가
제도들이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분석타당성 확보를 위한 문헌 검토는
부처, 프로그램 단위와 비교해 회계･기금별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특징 및 의미, 그리고 내부거래와 보전
거래 처리에 있어 현금주의 결산자료와 발생주의 재무제표 자료의 혼합 사용 가능성, 기금운용평가와 위
탁기금 대상 공공기관경영평가, 기업･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요인을 중
심으로 수행했다. 방법론적으로는 자료포락 분석을 기반으로 비음제약 완화를 위한 준지향방사 모형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내부･보전거래 변수화 여부, 비음제약 처리 모형 도입 여부에 따라 효율성 점수 또
는 순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평가제도들은 효율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
적 영향을 모두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예산 분류 체계, 효율성분석, 자료포락분석, 재정관리

Ⅰ. 서 론
본 연구는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을 기준으로 공표되는 재무제표를 이용, 공공 부문 효율성
분석 가능성을 탐색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회계･기금 대상의 관리제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재정활동을 통합적 시각에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단일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하에서 운용된다(전상경, 2002; 하연섭, 2014). 예산 통일의 원칙은 세
입과 세출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부예산을 통해 누가 혜택을 볼지를 세입 단계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관점에서, 재정관리의 거시적 효율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한 세출조정을 수행함으로서 극대화될 수 있다. 일부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
회계의 경우 국고금 통합계좌에 포함되므로 단일의 원칙을 일부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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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우리나라는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등 수입･지출에 있어 신
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기금 등 예산의 원칙의 예외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적으로는 통합재정의 분류 단위 중 하나이면서, 일차적으로 특정
세입과 세출에 대해 사전에 운용 목적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원칙과 배치된다. 이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분리하여 제출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자금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효과 즉 국지적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와 기금 기준의 예산 분류는 그간 상반된 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재정관리의 거시적 효율 차원에서, 회계･기금 별 재정운용의 분산은 기금과 예산사업의 중복,
회계간 횡적 업무조정 미흡 등 거시적인 재정운용의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아왔다
(기획예산처, 2001).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나뉘고 다시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 재정사업
으로 세부 분류되는 예산체계의 개별 하부 단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각종 관리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시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운용을 통한 거시적 효율성과 개별 회계･기금 설치를 통한 국지적 효율성의 관계는 물
론 쉽게 규명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일반적인 재정 및 재무관리의 목적과 상태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극대화와 개별 회계･기금 또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국지적 최적화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규율, 국고
금 통합계정 등 통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합리적 제도 설계, 그리고 국지적인 재정운용
상태가 최적화되었는지에 대한 측정수단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효율
성과 국지적 효율성 모두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특히 국지적 재정운용 최적화를 점검
하기 위한 기금별 운용평가, 공공기관위탁에 대한 운영평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독립
재무제표 작성 등의 관리제도들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보다는 주로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추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의 국지적 효율성과의 관계는 더욱 불분명하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한 예산분류를 효율성 분석과 연결하려면 먼저 이 분석이 가능한지
이론적, 실증적 조건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회계･기금별로 작성되는 재
무제표의 이론적 근거와 특성, 회계･기금이라는 회계실체가 주무부처 등 재무관리 실체, 개별
프로그램이라는 세부 지출단위와 비교해 의사결정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내
부거래･보전지출의 처리, 원가에 대한 현금･발생주의 기준 자료의 혼합 이용에 관한 문제, 재
정운영결과 발생하는 음수 자료의 처리 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문제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공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만큼, 이의 시계열 자료 활용 가
능성에 대한 탐색 역시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8년 간 개별 특별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작성된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현금
주의 재무결산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특별회계･기금이 가지는 효율성의 해석, 그리고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측정자료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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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며, 그리고 각종 재정 제도와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2차
적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방법은 자료포락분석이, 음/비음 자료의 처리와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채택하도록 한다. 비음자료 처리는 준방사(SORM: Semi-oriented Radial Model)을 선
택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공공부문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복합적이다. 공공부문의 제 문제들을 행정학과 정책학의
여러 논의 중 어느 하나의 측면만으로 치환해서 볼 수 없음은 이 환경의 복잡성에 크게 기인한
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재무행정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예산의 점증적 속성은 정치적
과정을 수반하며, 성과지향적 재정운용은 그 성과 측정의 난해함으로 인해 제약된다. 예산과
정의 점증적 속성과 결과 측정 난해함의 정도가 커질수록 예산 기획의 치밀함과 중요성이 사
후 결산의 엄밀성, 그리고 환류를 통한 편익을 압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이 공식적 결과 측정 자료의 사용 가능성
까지 제약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성과지향적 재정개혁과 재무제표의 도입은 재정운용 결과자
료를 단순히 책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결산 정보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
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가결산에 재무제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
부터는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첨부서류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산 재무제표는 재정운
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특히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에서 지출의 제 비용
과 분배를 다룬 재정운영표는 재정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성과측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하나로 활용의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가재무제표의 여러 재정운영 지표들을 공공부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지표로 삼는
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남는다. 재정운영결과표는 부처별, 회
계별, 프로그램별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것을 의사결정 단위로 간주할 것인지, 재무제표를 활
용한 분석 결과를 공공부문 효율성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어느 측면으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
한 확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측정의 방법론 선정에 있어서도 변수선정에 있어 특히 연결재무
제표 활용 시 두드러지는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의 처리 문제, 재무제표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무제
표를 활용한 효율성 측정 방법 중 자료포락분석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자료포락
분석을 공공부문에 대입하는 것은 분석 당위성 이상의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결정 단위의 이질성, 지표 선정의 문제, 그리고 재무제표를 활용할 때 극히 두드러지는 문
제인 음수 자료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와 분석이 끝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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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가적 논의 주제로서 시계열 자료 분석의 함의와 시사점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들이 선
결되어야 분석결과가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1. 효율성 판단 대상으로서 회계･기금
공공재정의 목표 설정과 기능별 분류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 정부
전체의 목표를 재정의 기능이라고 할 때,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를 정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Musgrave and
Musgrave, 1989).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기능은 정부 지출의 GDP대비 비중, 정부지
출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김동건, 1982).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지나치게 거시적이며, 정부의 기능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채 정부 재정적자 해
소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유금록, 2011).
반면 정부 지출을 세부 기능 단위로 나누어 개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미시적인 정책분
석과 평가에 좀더 가깝다(Wooldridge and Imbens, 2009). 개별 세부 기능을 전체로서 정부 정
책이 아닌 세부 정책으로 정의하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시경제지표가 아니라 세부적
인 정책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미시적 지표를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Dunn,
2012).
그러나 개별 세부 정책 또는 사업들의 효과를 단순 합산(add-up)하는 것이 정부가 경제 전
체에 미치는 효과와 반드시 동치인 것은 아니다. 이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한계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다.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가외성(redundancy)을 수반하며, 정책별로 수혜자들
이 중복, 반복 적용받는 경우가 나타난다(Landau, 1969). 애초에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개
별 항목이 각각의 다른 항목을 보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 때문에 예산과정은 개별 항목들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가외성의 경합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외성을 가지는 복수의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려 할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정책 간에 발생하는 간섭이나 편익 편취를 위한 부당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개별 세부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개별 정책의 전달경로 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국가 전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거시적인 관점, 최하단의 사업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범위의 분석단위를 도입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 중범위는 개
별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 주체인 부처별로도, 사업의 재정 원천인 회계･기금별로도, 더 큰
단위로서 분야, 부문 별 분류 등도 모두 가능하다. 부처, 회계･기금 분류는 전체 예산을 지엽적
이라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예산과정
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일반회계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주체들이라는 점에서 개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경쟁적이다. 개별 회계･기금 또는 부처의 효율성의 상대적 비교는,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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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배분에 해당하는 예산과정은 물론 개별 회계기금의 하위 사업 재원배분에도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다(OECD, 2019).
다만, 회계･기금별 예산분류는 효율성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규범적이고 실무적인 차원에 머
무르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분류에 바탕을 둔 분석은 해석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는 우리나라의 예산 사업 과목구조에 반영된 실증적 행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다(배득
종, 이원희, 2003). 우리나라의 사업예산체계는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
로 가치와 논리, 성과관리 체계 및 전달 등의 정책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축
되어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류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편성･심의할 것인
가 즉 예산 당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
도는 사업 수혜자 중심, 결과 지향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하면서 집
행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소관과 하위 조직단위를 어느 정도 일치시켜 관리하고 있으나,
실-국-과로 이어지는 정부조직 분류 단위가 경제기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예산 분류를 둘러
싼 가외성이 극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개별 부처의 프로그램의 사업비도 각 회계･기금의 복잡한 내부거래와 보전
거래를 거쳐 조성하는 것이므로, 투입비용과 산출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개별 단위
의 효율성 분석에 제약이 있다.1) 이러한 혼란은 특히 특정 세입 또는 수입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수입-지출의 연계가 발생하는 일선 관서의 특별회계･기금 사업에 일반회계로부터
의 내부거래 전입을 통해 수입의 상당부분을 벌충하는 사업이 혼재되어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투입, 산출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단위로 선
택, 효율성 분석을 하기에는 분석과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예산과목 체계 구분의
상단에 위치하는 조직별, 회계단위별 분류에 의한 분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회계･기금별 관리제도와 효율성의 관계
재정은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 실체별로 나뉠 수 있음과 동시에 소관별 즉 관리 실체별 분
류, 그리고 예산사업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 분류 등이 있으며, 각각 분류에 대해서 관리제
도가 존재함은 앞서 일부 이야기한 바 있다.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설치 근거법령과
관리의 기준 등이 있으며, 특히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기업예산법｣과 ｢
국가재정법｣이라는 총괄 법령이 존재해 일반적 관리 기준의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프

1)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세입 세출 과목 구조에서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은 프로그램 항목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결산 지침, 2019). 즉 열린재정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현금주의 예산･결산 자료를 활용
할 경우,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각 회계기금별로 전체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프로그
램은 수입과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는 재정운영표 상의 일반회계 사업에 대해서도 같다. 일
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공공자금관리기금까지 포함해 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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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 성과관리, 재정사업 평가 체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즉 각각의 예산
분류는 해당 분류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각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제도를 모두 구
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을 분류하고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은 분류 체계를 통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
는 미시적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거시적 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예산관리는 복잡한 체계와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점증
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단순히 예산 편성에 경제적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것 이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Wildavsky and Hammann, 1965;
Weidenbaum, 1966).
단, 관리제도가 복잡할수록 체계의 가외성이 증가하고 각종 관리 목표들이 경합할 수 있음
은 행정체계분석가들에게서 늘 제기되던 문제였다(Landau 1969; Ostrom et al, 1974). 가장 기
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각각의 평가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 목적, 즉 국지적 효율성을 추구
할 것인가 아니면 재원배분을 개선해 거시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우선순
위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별 예산 분류와 관리,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는 특히 재원을 배분하는 단계인 예산편성의 관심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배득종, 이원희,
2003). 그러나 예산 편성의 관심사는 대체로 거시적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
적 관심사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리체계는 거시적, 미시적 효율성을 모두 달성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Ottt and Ott, 1977; 고영선, 2004).
반면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특별회계･기금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
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
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예산의 국지
적 효율성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분류를 통해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별회계와 기금의 어느 지표를 가지고 효율성을 분석할 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정답은 없다.

3.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활용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이른바 결과중심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이 행정개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전상경, 2002). 특히 재무제표의 공공부문에의 도
입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로 요약되던 이전의 정부 회계 관행을 바꾸어 오류에 대한 자기검
증 기능을 부여하고 개별 회계 상호간의 자금융통과 대차에 대한 자금비용을 계상, 외부거래
와 동일한 기준을 내부거래 적용 등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간 내부거래의 기준을 높임
으로서 재정의 일련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결과중심의 행정개혁과 그 일환으로서 회계 방식의 개편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낳
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Schick, 2000; 김춘순, 2018). 이 결과 여전히 성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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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미진한 편성과정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회계･기금 단위의 정보가 실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여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과거의 세부사업 편성 행태, 그리고 성
과중심 예산개혁 이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재정운용 결과 자료와 예산편성의 연계가
제약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기금 별 재무제표 작성은 사업의 효과성 이상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
다(이효. 김현, 2002; 전중열, 2018).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별도의 적자보전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와
기금은 적자는 전부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한편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독립되어 운
용하고 있고, 별도의 자산을 소유할 경우에도 독립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소속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회계･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집약체인 재무제표는 개별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의 효율성과는 큰 연결접점이 없다. 이 정보는 오히려 자산운용, 총괄적인 적자 양태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부채관리 등 보다 총괄적이고 거시적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이 단일의 사업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보는 해당 특별회계
와 기금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2)
즉 회계･기금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정책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려면 측
정 개념, 방법에 있어서 차별성이 요구된다(임영제 외, 2017; 배득종, 2010). 전체 통합재정과
다르게, 개별 회계･기금은 운영적자가 발생해도 일반회계 전입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는 내부
거래로 계상되어 통합재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관점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의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효율성을 국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야 하
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 때의 효율성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라기 보다는,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별 회계, 기금의 운영성과를 비교하고 개별 사업이 아닌
보다 거시적인 재원배분 의사결정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차원의 효율성이 된다.
회계･기금 차원의 효율성은 개별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적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에서의
투입대비 산출은 행정경비 최소화, 중복 부정수급 등 누수 방지, 정해진 계획에 대한 달성 여
부와 정책이 의도한 최종 목표 달성 여부 등의 차원에서 논의된다(Buchannan and Wagner,
1970; Brash,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분석에서의 관심사는 특별회계･기금에서 중요시되
는 효율성과는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개별 프로그램과 세부사업은 그리고 최종 산출물을
지향하는 본질적 속성이 있다. 이들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개별 특별회계･기금이 지고 있는
여유자금, 부채 및 내부거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보험성 기금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쉽

2) 가령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가 크다고 하여, 공무원연금 적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담률을 크
게 올리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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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내부거래는 명목성의 거래가 아니라 정책목적을 띤 일종의 사업
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개별 사업 단에서 분석에 활용할 경우에도 해석에 주의를 해
야 한다(Boadway and Keen, 1996).3)
물론, 성격이 다른 복수의 회계･기금을 하나의 효율성 점수로 지표화하는 정부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성 분석은 본질적으로는 개별 부처별로 단위사업을 성과점수화하여 지표화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동일하게 재정관리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의 유사성은 존재한다. 그러
나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는 사업 자율 구조조정 외에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화에 목적이 있듯이, 회계･기금의 서열화는 해당 회계･기금의 적자, 여유자금 관리 등 재
정운용 전반에 국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회계･기금의 효율성은 해당 회계･기금에 소
속된 사업의 효율성과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기금의 효율성 평가를 자율평
가 외에도 별도의 의사결정으로 환류하는 것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4)

4. 공공부문 효율성 주요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이 비교적 오래 전에 도입되
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들
의 경우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방식과 제공 양식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와 재무
제표의 도입이 중앙정부보다 한발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도
복식부기와 재무제표가 도입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비교적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는 경우, 의사
결정단위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하능식, 2009; 장인봉, 박승훈, 2013;
문광민, 2011; 유금록, 2005). 기초자치단체를 예로 든다고 할 경우, 개별 기초단체들이 제공하
는 서비스의 종류, 수입의 종류 자체는 일반 행정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이다. 다
만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액, 상위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수입의 구성이 다르고, 해당 자치단
체 관할 구역의 연령별 인구구성, 산업구성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이 다를 뿐이다. 특정 공공기
3) 심지어 계정성기금과 같이 일반사업이 없이 현금 및 자산회전만으로 운영되는 기금도 있다. 그리고 연
금사업 역시 해석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금 기여금 수입은 하나의 수입항으로 계상되지만, 지
출은 연금 지급 외에도 복수의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사업을 단위로 연금기여금 수입을 분리하기
는 쉽지 않다.
4) 회계･기금의 자금융통과 칸막이 현상도 일반적으로는 회계･기금의 특수한 성격-적자 발생시 일반회계
로부터만 보전을 받는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기금간, 개별 기금 간
의 자금 융통도 내부거래의 유형으로서 존재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계･기금 간 자금 융통에 칸막
이가 없다는 것이 회계･기금 간의 자금 유용은 사전에 국회에 보고된 이상으로 하면 안된다는 예산 법
정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회계･기금의 자금 융통 문제는 개별 특별회계･기금의 방만한
적자 운용을 방지해 일반회계 건전성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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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서비스 가령 하수도 담당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독립채산의 적용을 받으므로 수
입과 지출을 연계시키는 것도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이와같은 특성들은 중앙재정이 가지는
성격과는 일부 맞지 않는다.
다음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또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길
곤 외, 2019; 이승용, 2010). 일단 산하기관들 중 특히 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는 자체수입이
있고 독립채산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처럼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수입과 지출이 연계되는 의사
결정단위로 볼 여지가 크다. 단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각각의 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크
게 겹치지 않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운영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
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각 중앙정
부 공공기관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며,
특히 개별 산출물의 수준과 특성이 상이한 점, 자본잠식상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며,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특히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이 분석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중앙정부 산하기관을 분석할 때의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도 있다. 중앙정부의 부처들, 또는 중앙정부 회계･기금들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에 비해 훨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위치에 있다. 즉 중앙정
부 내에서 의사결정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주체들이 서로 비교하기에 산출물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 특히 세입과 세출 간의 연계가 전혀 없는 일반회계의 특성을 제외하고 논의할 경우,
각각의 의사결정주체들이 세입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전년도 지출 수준을 가지고 의사결
정을 하게 되는 점증주의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어렵게 된다.
물론,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기제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제외하고 회계･기금 단
위를 효율성 단위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개별
회계･기금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렵
다. 그러나 개별 회계･기금은 비록 일반화계에 대부분의 적자를 보전받고 있으나 그나마 수입
과 지출의 연계가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한 효율성 분석
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엄밀한 분석보다는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을 분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분석하고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 시계열 해석에 대해서
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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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와 방법론
1) 회계･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포락분석 적용의 타당성
본 연구는 회계･기금의 재무제표에 대한 활용성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효율성 지표로 복수의 회계･기금을 서열화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으
며, 쟁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분석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된다.
기업 분야에서 원가 회계의 분석은 원가와 결과의 통제, 그리고 모든 활동의 비용과 산출에
서 생긴 변화가 전체 사업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 원가 정보
에 기반을 둔 생산성 정보의 벤치마킹, 즉 자신의 성과를 동종 산업에서 올린 최대 성과와 비
교하거나,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정 부문에서 올린 최대의 성과와 비교하여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무분석은 민간
기업분야에서도 진부하고 오류가 많으며 미래의 성과보다는 과거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비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비재무 성과지표 개발과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인센티브 보상체계 구축 등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따라 구축되
었다는 점은 공공부문의 성과측정 등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Eccles, 1998). 공공부문에
서도 재무제표 분석이 과거의 일을 분석하는 진부한 일에 불과하며, 함께 도입된 정보시스템
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동작하지 않는 점을 공공부문의 특징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Keen, 2010; Marsden, 2010). 그러나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관련 지표의 도입은 정
보를 생산하는 것만으로 활용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점, 적합한 비교대상(benchmark)과의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분석의 기본전제가 일치하
는 사안으로, 공공부문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국가 재무제표 체계 상에서 어느 것을 어떤 것을 의사결정단위로 하여 다른 의사결정단
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의사결정단위로
유사한 업종의 기업, 또는 혁신을 도입한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부문
의 제무제표는 국가의 경우 회계･기금, 소관, 그리고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무제표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전체 공공부문에서 보았을 때 재무제표 작성 대상들이 내부거
래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구조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분석이 매우 어렵다(한국재정
정보원, 2019).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회계･기금이나 소관의 경우에도 이들
의 구분이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예산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검사와 결산의 용이성을 높
이기 위한 분류체계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점도 재무제표 분석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무섭, 2014).
회계･기금은 일단 법적으로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로 인정, 구분되는 회계단위로, 보
고실체(reporting entity)로서 자원의 사용과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소유한 소관보다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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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이지만, 각 회계･기금이 보고실체에 배타적으로 소속되며 이 대한 별도의 계획을 작성
하고 승인을 받는 점에서 의사결정단위로 볼 여수 있다. 특히 기금운용 등 서로 성격이 다른
주체에 대한 서열화 관리 및 평가 체계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체계 상에서 분명 존재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성 기준 서열화는 나아가 시계열 상의 추이를 상대적으로 분석하여,
단년도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하는 것 이상의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
문 재무제표의 도입이 2011년으로 비교적 늦은 편이었지만, 2020년 현재 2018년도의 재무제
표까지 발표가 되었으므로 8개년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상태이다. 즉, 공공부
문 생산성 분석은 단년도 재무지표의 비교보다는 다년도 상에서 복수의 재정운영주체가 존재
함을 전제로 복수의 회계･기금의 생산성 추이들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이 관점은 공공부문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고길곤 외(2019)에서도 나타나 있다.
특히 다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가 발생하는 공공부문 재무제표의 특성 상 소관이나 프로그
램보다 회계･기금이 분석단위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경우, 원가산정에 있어
중요한 단위이기는 하나 국가재무제표를 작성 체계 상 수입과 지출이 프로그램예산 코드로
연계되지 않고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프로그램 단위에서 상계해버리는 특성으로 인해 분석
에 무리가 있다. 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지출의 대다수가 기획재정부의 일반회
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개별 부처의 소관 일반･특별회계･기금
의 내부거래는 이미 상계가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와 타부처의 내부거래만 도드
라지고 개별 부처가 소관하는 회계･기금의 내부거래는 분석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고려해 회계･기금간 효율성을 비교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료의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회계･기금의 재무제표에서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부
받은 원가가 특히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적자보전분인지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즉 공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개별 회계･기금의 내부･보전거래 자료를
분석하려면 열린재정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계･기금 별 수입･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의 현금주의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주의 방식으로 작성된 회계･기금의 순원가와
현금주의로 표현된 회계･기금의 내부거래 자료의 시점 불일치 문제가 일부 발생하게 된다.5)
다만 이 불일치는 대규모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면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지표는 재무제표의 것을,
내부･보전 수입 및 지출의 경우는 현금주의 운영결과를 활용하되, 상대적으로 내부･보전 지
출 비중이 큰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기금을 제외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5) 현금주의는 지출(expenditure), 발생주의는 비용(expense)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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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처럼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분석방법으로 자료포락
분석을 활용할 경우 그 타당성의 문제이다. 자료포락분석은 투입과 산출을 각각 택하고, 이 둘
간의 비율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효율성 분석의 논리를 비율이 아닌 선형으로 모형화하여 분석
하는 것을 말한다(Charnes and Cooper, 1962). 이 자료포락분석은 분석의 가정이 비교적 단순
하고 투입변수의 적용이 적은 반면 적용이 쉬워, 경제학의 일반적인 생산성 분석보다는 경영
학에서 생산원가 및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경영과학(OR/MS)분야에서 주로 발전이 이루어져
온 방법론이다(이정동, 오동현, 2010). 이 방법은 최초에는 공공학교의 생산성 분석 즉 공공분
야에서 출발하였지만(Banker, Charnes and Cooper, 1984),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국가 수준
에 있어서는 전술했듯이 개별 재무제표 작성 주체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특성으로 인해 사
용 사례가 적고 시사점이 제한적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시사점 측면에서 국가 등에서 발행하는 재무제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료포락분석이 가지는 기법상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별 재무제표 작성 실체의 의사
결정단위 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논의해야 할 것은 개별 회
계･기금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전출금과 차입에 의존하는 문제, 공공부문의 부
채가 가지는 경상 지출의 적자보전 성격에서 파생되는 비소망재의 문제, 그리고 시계열 분석
을 할 경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등이 있다.
자료 형태에 관한 제약은 음수, 영(0), 기수 및 서열 형태의 자료 등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비음 제약은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는 직관적 제약이다. 일반적
으로 투입과 산출은 모두 양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는 화폐단위 등 계량적으로 표현된다. 그런
데 총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를 예로 들 때, 영업이익이 음수 즉
당기 순손실을 본 기업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더라도 자료포락분석을 선
택했을 때 음수값의 투입, 산출을 가지는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처방은 모든 음수값이 양의 값을 가지도록 스케일링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별도의 변수를 생성
해 제약식으로 처리하는 준방사형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순원가, 재정
운영결과 등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음의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방법론을 선택하
는 것이 필요하다(Emrounejad et al, 2010).
기수 및 서열 형태의 자료는 특히 공공부문에 비재무 성과지표를 사용할 때 맞닿게 되는 문
제이다. 기수와 서열은 모두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투입, 산출 값이 정수 형태를 가지면서 연속
성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부처를 분석단위로 할 경우 정부업무평가 결과, 회계･기금의 경우는
기금운용평가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음 조
건을 위해 자료를 변형하는 준방사모형처럼, 주어지는 자료를 변형하여 활용해야 한다(Zhu,
2004).
다음은 비소망재의 문제이다. 비소망재는 당기순손실만큼 비소망적이기는 하지만 그 값이
음이 아닌 양의 값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음제약과 다르다.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부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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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건비, 경비 등도 비효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비소망재로 정의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부채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는 등
엄격하게 비소망재적 성격을 부여받아 관리를 받고 있다. 비소망재에 대해서, 자료포락분석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소망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소망재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소망재
수준은 유지하면서 소망재 수준을 줄이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이정동, 오동현,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는, 부채 자체의 증가를 통제하려는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점에
서 더 도드라져 보인다. 공공부문의 자료포락분석에서 비소망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는 논의의 여지가 크며, 가장 논쟁적인 영역 중 하나이다(Oh, 2010).
2)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2009~2018년 국가결산 결과로서 회계･기금 별 현금
주의 자료 및 결산 재무제표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
정”에 공개가 이루어지는 자료이다. 국가결산 재무제표의 경우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
은 2011년부터이지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통 직후인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작
성된 자료도 “열린재정”에 공개가 된 상태이다. 다만 2007, 2008년 자료는 비록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도입 초기로 오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9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다. 현금주의 결산 자료 역시 2009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다.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의 구분,
자본지출 비중 등은 공개된 세출 결산 자료의 프로그램 명칭, 지출 목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기금의 근거법령 개정으로 기금의 명칭이 변화하는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명칭을 정
렬하였다.
주된 방법론은 자료포락분석이다. 자료포락분석의 기본 논리는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투입,
산출 값 벡터를 생산가능집합으로 정의하고, 이 집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계산된 의사
결정단위들을 효율경계로 정의한 후, 이 효율경계와 개별 의사결정단위의 거리를 계산하여 효
율성을 비율로 보여주는 방법이다(고길곤 외, 2019; 이정동, 오동현, 2013).
자료포락분석의 기본전제는 자유가처분성과 볼록성, 비음제약이다. 특히 음의 값을 가져서
는 안된다는 비음제약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음의 값을 갖
는 변수에 일정한 값을 더해 모든 의사결정단위가 양수 값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만, 더해주는 양수값에 따라 효율성 점수가 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길곤 외, 2019).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기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Emrouznejad
et al(2010)이 제시한 반지향방사지표 모형(SORM: Semi-oriented radial measure model)을 사
용한다. 이 방법은 투입, 산출의 음수값 변수를 분리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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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입방향 SORM모형
<Figure 1> Input Oriented SO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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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투입변수와 산출 변수 구분이다. 자료포락 분석에서는 의사결정 단위수가 산출요
소, 투입요소 총합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아래와 같이 투입, 산출 변수를 구성할 경우, 음수
를 포함하는 변수에 대해 추가변수가 생성되므로 총 투입, 산출요소의 값은 15개, 분석 대상
회계･기금은 전 연도에서 최소 80개로 이 가정을 준수하고 있다.
투입 요소의 경우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중요하다는 고길곤(2016)의 지적을 따른다. 그
러나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경우 기업 재무제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출 변수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의 바로 전단계 수치로서 지출 사업
비(일반지출),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 지표를 사용하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산출보다는 투입요소가 얼마였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데, 중앙
정부 재정활동은 명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구성할 경
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개별 회계･기금의 효율성은 투입 요소와 수익의 비용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과 자산･부채 등 저량(Stock)을 가지고 얼마나 지출
등의 유량을 관리하느냐 즉 관리 효율성 개념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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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투입과 산출 요소
<Table 1> Input and Output Elements
구분
일반변수
음수를
포함

qustn
투입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자산, 부채, 이자수익

산출

일반지출,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투입

프로그램순원가, 비교환수익등

산출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제도의 효율성 역시 매출액 등 수익 요소가 명시적으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회계･기금의 관리 효율성을 얼마나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귀결
된다. 재무제표 작성 대상 특별회계･기금은 서로 다른 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먼저 기
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각각 ｢정부기업예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회계에 비해 상당한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다
음으로 기금의 경우 계정성 기금을 제외한 전체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금평가를 격
년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20개 기금은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받게되어 있다.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변수들을 더미화하여 분석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효율성에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실제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표 2> 관리제도의 변수화
<Figure 2> Indicators of Assessment/Management Tools
변수명

상세

기금운용평가

격년 평가되는 평가대상 기금 중 해당 평가연도를 더미변수화

공공기관경영평가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매년 평가를 받는 기금을 더미화

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분야

16대 분야를 보건복지교육, SOC, 경제산업, 기타로 구분

이 분석을 위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 외에 일반 사업비 규모, 자본지출의 비
중, 내부거래 지출의 비중, 보전거래 지출의 비중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도록 한다. 각 제도
변수는 기금운용평가의 경우 해당 평가를 받는 연도만 더미화하여 사용한다. 공공기관 경영평
가는 매년 수행하게 되어있으므로 위탁관리 대상 기금을 전부 더미화하도록 한다. 최종적으
로, 관리제도에 따른 효율성 점수에 대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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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식에서 d1은 기금운용평가 대상, d2는 위탁기금으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d3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정부기업특별회계법｣ 적용 특별회계를 의미하
는 더미이다. 기금운용평가는 모든 기금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되므로, 해당 연도에만 더미가
적용되도록 한다. fd는 각 회계･기금이 속한 16대 분야를 4대 분야로 줄여 구분한 더미, dt는
시계열 더미를 의미한다. 통제를 위한 변수 x는 해당 회계･기금의 총 운용규모, 자본지출 비
중, 내부거래 지출 비중, 보전거래지출 비중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Ⅲ.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투입변수로 고려한 인
건비,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각 회
계･기금의 인건비와 경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독립채산의 적용을 받는 기업특별회
계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제외한 회계･기금의 인건비와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
록 하고 있으며, 위탁 대상 기금의 경우는 해당 위탁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지출하게 되어 있
어, 정부가 작성하는 회계･기금의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산, 부채의 경우
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의 충당부채
항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응급의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사업
성 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채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현금주의 항목인 일반지출, 보전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이다. 이 세 항목을 합친 것
이 국가 결산의 각 기금별 총 운용규모에 해당한다. 발생주의 항목의 금액들이 대부분 가파르
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현금주의 항목의 일반지출, 보전거래지출, 내부거래 지출 항목은 크게
증가하지 않다. 이처럼 현금주의 항목에서 찾기 어려운 회계･기금 별 추이 정보를 발생주의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장점 중 하나이다.
2018년도 기준 현금주의 결산 상에서 자본지출 항목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6.9%, 내부거래
지출 비중은 12.9%, 보전거래 지출 비중은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지출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보전거래 지출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17

<표 3> 기술통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구분

발생
주의
항목

현금
주의
항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건비

216
(1,622)

217
(1,645)

35
(111)

71
(361)

67
(393)

70
(70)

69
(399)

63
(375)

65
(387)

66
(371)

관리
운영비

413
(2,357)

388
(2,360)

135
(381)

185
(602)

163
(586)

167
(167)

165
(595)

164
(576)

167
(596)

180
(637)

비배분
비용

1,350
(6,776)

970
(3,983)

815
(2,746)

1,645
(8,718)

945
(4,477)

523
(523)

555
(2,256)

689
(2,444)

493
(1,699)

467
(1,551)

자산

44,259
48,318
52,911
54,101
58,357
62,154
67,139
72,724
75,257
79,150
(157,523) (175,227) (407,732) (480,395) (630,650) (144,144) (692,719) (783,396) (866,812) (958,200)

부채

42,922
46,331
97,367 110,542 135,717 144,144 148,503 164,972 177,609 192,613
(157,523) (175,227) (407,732) (480,395) (630,650) (144,144) (692,719) (783,396) (866,812) (958,200)

이자수익

10
(22)

9
(19)

10
(21)

10
(22)

11
(24)

11
(11)

12
(27)

12
(27)

12
(26)

12
(26)

재정운영
순원가

3,619
(10,272)

3,653
(9,892)

5,343
(17,062)

6,708
(22,442)

7,519
(27,221)

6,884
(6,884)

1,173
(32,324)

8,424
(32,165)

9,476
(35,947)

8,490
(40,370)

비교환수익
등

3,501
(9,090)

3,189
(7,974)

3,401
(9,267)

3,676
(10,276)

3,872
(10,867)

4,374
(4,374)

4,569
(12,898)

4,764
(13,514)

4,818
(13,982)

5,113
(14,995)

프로그램
순원가

2,842
(9,158)

3,257
(9,404)

5,477
(17,540)

5,639
(18,852)

7,161
(26,862)

6,859
(6,859)

1,094
(31,920)

8,383
(32,514)

9,682
(36,177)

9,151
(40,243)

재정운영
순원가

117
(7,414)

464
(6,987)

1,942
(13,728)

3,031
(19,541)

3,647
(23,500)

2,510
(2,510)

(3,396)
(32,630)

3,660
(27,840)

4,658
(31,778)

3,377
(34,597)

일반지출

10,876
(23,789)

9,860
(21,974)

10,398
(24,293)

11,115
(27,216)

11,260
(26,534)

11,697
(11,697)

12,288
(30,662)

12,731
(31,518)

13,309
(34,277)

13,911
(37,171)

내부거래
지출

4,872
(28,322)

6,761
(35,170)

1,895
(7,672)

1,987
(7,889)

6,530
(36,324)

5,580
(5,580)

4,544
(25,736)

8,801
(50,066)

8,614
(42,496)

5,494
(24,807)

보전지출

25,219
12,967
(166,394) (56,063)

11,917
(46,772)

11,848
(45,426)

16,574
(73,968)

18,661
21,919
20,404
(18,661) (105,989) (97,535)

17,435
(75,176)

15,168
(61,039)

연간운용
규모

40,967
29,588
(202,449) (91,096)

24,210
(67,426)

20,751
30,027
30,050
40,904
42,677
39,358
34,573
(50,748) (103,507) (30,050) (148,188) (157,051) (127,079) (105,229)

자본지출
비중

0.092
(0.155)

0.090
(0.169)

0.074
(0.135)

0.084
(0.150)

0.078
(0.140)

0.074
(0.074)

0.078
(0.139)

0.086
(0.161)

0.080
(0.150)

0.069
(0.138)

내부거래
지출비중

0.082
(0.169)

0.110
(0.193)

0.080
(0.170)

0.089
(0.180)

0.098
(0.206)

0.118
(0.118)

0.102
(0.194)

0.117
(0.190)

0.120
(0.209)

0.129
(0.205)

보전거래
지출비중

0.308
(0.307)

0.266
(0.273)

0.286
(0.284)

0.276
(0.267)

0.268
(0.284)

0.261
(0.261)

0.256
(0.275)

0.237
(0.262)

0.254
(0.266)

0.248
(0.260)

괄호안은 표준편차를 의미

2. 효율성 분석 결과
시계열 분석에 선행하기 전에 먼저 비음 자료의 처리, 내부･보전거래 지출 고려 여부에 대
한 모형을 비교하도록 한다. 먼저 비음자료 처리 여부에 따른 효율성 측정값의 변화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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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중 발생주의 처리에 의해 음의 값이 나타날 수 있는 변수는 투입 측면의 재정운영순원가
와 비교환수익, 산출 측면의 프로그램 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이다. 먼저 비음 처리를 고려한
모형 3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CCR모형의 경우, CCR모형의 결과가 좀더 효율성 값을 높
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의 순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보전거래 처리 여부에 따른 효율성 측정값의 변화이다. 이를 고려한 모형3,
그렇지 않은 모형2의 경우, 효율성 측정값에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내부･보전거래를 모형에
반영한 경우 효율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이 차이는 외국환평형기금, 주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계정성･금융성 기금에서 크게 나타났다. 즉 내부거래와 보전
거래가 기금 운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금 성격상 높을 수밖에 없는 계정성･금융성 기
금을 이러한 특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 분석을 시도할 경우, 사업성기금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가 세운 모형에 의하면 비음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의 효율성 측정편향을 양(+),
내부･보전거래를 처리하지 않은 모형의 효율성 측정편향은 음(-)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이
들 내부･보전거래 변수를 포함하고, 비음 제약을 완화한 SORM모형을 기준으로 시계열 분석
을 하도록 한다.
<그림 2> 비음 처리, 내부･보전 거래 지출 고려 여부에 따른 모형 변화
<Figure 2> Model Comparison: Considering non-negativity assumption and
internal/offsetting transaction

모형1

모형2

모형3

CCR

SORM1
-내부거래 미반영

SORM2
-내부거래 포함

평균

0.954

0.864

0.935

표준편차

0.109

0.19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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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측정결과는 각 회계･기금 별로 제시한다. 평균값은 측정기간인 회계･기금의 운영기
간, 즉 2009년 이후 설치연도부터 2018년 또는 폐지연도까지의 평균값을, 그리고 증가율값은
운영기간의 연평균 증가율(기하평균)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전기간 평균은 0.926, 연평균 증감
은 –1.4%다. 분석 대상 89개 회계･기금 중 전기간에 걸쳐 효율성이 1로 나타난 것은 공무원연
금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성 기금 중 사법서비스진흥
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은 효율성 점수가 낮았으며, 운영 기간 효율성이 일부 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교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
금 등은 효율성 평균점수는 낮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0보다 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계･기금은 보훈기금, 조달특별회계 등 18개였다.
전반적인 추이를 볼 경우, 효율성 점수가 낮게 측정된 회계･기금의 효율성이 시기에 따라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조달특별회계, 보훈기금, 주택금융신용븡기금, 농지관리
기금 등 효율성점수가 0.8~0.9 사이에 있는 회계･기금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효율성 점수 측정결과 요약
<Table 4> Efficiency Score Summary
평균

분산

증가율

평균

분산

증가율

공무원연금기금

1.000 0.000

-

국립공주병원

0.976 0.040 0.000

군인연금기금

1.000 0.000

-

석면피해구제기금

0.973 0.075 0.0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000 0.000

-

군인복지기금

0.971 0.051 0.000

대외경제협력기금

1.000 0.000

-

응급의료기금

0.966 0.062 0.000

복권기금

1.000 0.000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0.965 0.083 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00 0.00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0.962 0.111 0.000

양성평등기금

1.000 0.000

-

국립재활원

0.960 0.074 -0.007

외국환평형기금

1.000 0.000

-

고용보험기금

0.957 0.053 0.000

전력산업기반기금

1.000 0.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952 0.045 0.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000 0.000

-

사학진흥기금

0.950 0.105 0.000

주택도시기금

1.000 0.000

-

원자력기금

0.948 0.105 -0.034

지역신문발전기금

1.000 0.000

-

양곡증권정리기금

0.933 0.093 0.017

청소년육성기금

1.000 0.000

-

우편사업특별회계

0.932 0.077 0.024

부실채권정리기금

1.000 0.000

-

축산발전기금

0.927 0.078 0.00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000 0.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0.917 0.099 -0.01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000 0.000

-

국립과천과학관

0.917 0.098 0.015

국가장학기금

1.000 0.000

-

국민체육진흥기금

0.909 0.071 -0.020

국립의료원

1.000 0.000

-

국립정신건강센터

0.903 0.092 0.011

국유재산관리기금

1.000 0.000

-

관광진흥개발기금

0.900 0.085 -0.02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00

-

경찰병원

0.895 0.115 0.01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000 0.000

-

조달특별회계

0.895 0.168 0.08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000 0.000

-

기술보증기금

0.876 0.1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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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01

국립중앙과학관

0.999 0.003 0.000 국립마산병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860 0.126 -0.012

국립목포병원

0.999 0.004 -0.0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855 0.185 0.072

국제질병퇴치기금

0.997 0.004 -0.00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0.852 0.191 0.000

양곡관리특별회계

0.997 0.010 0.000 영화발전기금

0.845 0.122 0.036

언론진흥기금

0.997 0.007 0.000 농지관리기금

0.841 0.162 0.050

국립춘천병원

0.997 0.010 0.000 보훈기금

0.839 0.186 0.080

방송통신발전기금

0.997 0.011 0.000 근로복지진흥기금

0.834 0.194 0.0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995 0.015 0.000 특허청

0.829 0.104 0.02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994 0.018 0.0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0.828 0.050 -0.013

국민건강증진기금

0.994 0.014 0.001 수산발전기금

0.815 0.087 -0.026

신용보증기금

0.993 0.021 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0.809 0.087 -0.02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0.992 0.018 0.0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0.804 0.122 -0.024

구조조정기금

0.992 0.022 0.000 과학기술진흥기금

0.790 0.126 -0.020

남북협력기금

0.990 0.031 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0.782 0.233 -0.21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0.989 0.020 0.004 무역보험기금

0.719 0.220 -0.079

국립부곡병원

0.988 0.018 0.003 금강수계관리기금

0.711 0.065 -0.022

공적자금상환기금

0.986 0.022 -0.00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0.707 0.112 0.04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0.985 0.047 0.000 국제교류기금

0.673 0.157 0.023

국립나주병원

0.984 0.027 0.000 임금채권보장기금

0.650 0.199 0.00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983 0.037 -0.01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0.611 0.112 -0.0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0.983 0.039 0.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0.514 0.162 -0.174

문화재보호기금

0.982 0.037 -0.013 평균

0.926

<그림 3> SORM 모형 시계열 분석결과
<Figure 3> SORM Serial Analysis Result

0.863 0.235 -1.000

-

-0.014

특별회계･기금의 시계열 효율성 분석과 시사점: 자료포락분석의 쟁점과 관리제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21

3. 회계기금별 효율성 영향 요인 분석결과
다음으로, 효율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로, 이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 효과만을 고정한 OLS모형이며, 모형적합도는 F값 2.02, 설명계수
0.48이다. 연도 효과는 별다른 효과를 탐지하지 못했으므로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는다. 회계･
기금이 속한 주요 분야의 경우, 일반 분야, 복지분야, SOC분야에 비해 경제･산업 분야의 기금
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재정 체계상 분야의 경우는 예산의 분류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관리체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효과로만 해석하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운용 규모와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부
거래지출 비중과 보전거래지출비중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효율성 점수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효율성 점수 기술통계에서 어느정
도 확인 가능한 것인데, 대체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 자본지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계관리기금들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다만 자본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은 발생주의적으로 해석하자면 높은 자본지출 비중은 투자의 편익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각종 관리제도와 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위탁운영 중인 기금의 효율성이 높
게 나타난 만큼, 이 기금들을 포함한 분석, 제외한 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제외
한 경우 F통계량이 유의미하지 않아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기금이
분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 기금을 포함한 모형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도록 한다. 먼저
특별회계의 경우, 타 회계･기금과 비교해 효율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기금운용평가의 경우는 부(-)의 관계가,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에 대해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기금운용평가의 경우는 격년으로 시행되는 점에
서, 즉 평가 시행연도가 미치는 영향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는 해당 기금에 대해 매년 시행된
다는 점에서 기금특성 또는 관리 영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공공기관에 전문
적으로 위탁운영되는 기금이 비교적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년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점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할 필요는 있다. 기술통계 검토 결과,
2010년 이후 위탁관리 중인 기금에 대해서는 모두 효율성 점수가 1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위탁운영 중인 기금의 효율성이 1로 나타났다는 것은, 위탁의 효과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
큼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
가를 함께 받는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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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도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Table 5> Analysis Result: Assessment/management tools’ Influence
변수명
상수
ln운용규모

위탁 기금 제외

위탁 기금 포함

0.968 (0.015)***

0.971 (0.012)***

0.002 (0.001)*

0.002 (0.001)*

자본지출비중

-0.057 (0.019)

내부거래지출비중

0.000 (0.000)

0.011 (0.012)

보전거래지출비중

0.000 (0.000)

-0.013 (0.009)

기금운용평가

-0.015 (0.006)**

-0.012 (0.005)**

기업특별회계

-0.008 (0.011)

-0.008 (0.01)

복지분야

0.011 (0.007)

0.007 (0.006)

SOC분야

0.021 (0.045)

0.019 (0.018)

경제분야

0.016 (0.007)**

0.011 (0.005)**

F

1.420

2.020 ***

Rsq

0.043

0.048

595

781

공공기관경영평가

N

-0.042 (0.015)***

0.020 (0.006)***

*: 10%, **: 5%, ***: 1%. 괄호안은 표준편차를 의미
주: 연도 효과는 표에서 제외

다음은 위탁관리 중인 기금을 제외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기금만을 분리해 미평가 회계･기
금의 효율성 점수와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특히 연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효율
성 점수의 평균 자체가 하락하는 가운데, 당해 연도 평가대상 기금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연도별 효율성 점수 최소값은 큰 차이가 없음
을 볼 때, 전반적인 효율성 추이 자체가 기금운용평가 대상 연도에 속하는 기금들만 상대적으
로 약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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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금운용평가 대상 기금 연도별 효율성 변화
<Figure 4> The efficiency score variation between Funds

기금운용평가 미대상

기금운용평가 대상

평균점수 추이

하한점수 추이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실
시, 시사점을 탐색했다. 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회계･
기금의 효율성 추이 변화, 각종 관리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의 시사점은 방법
론적 측면, 그리고 제도와의 관계 측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정 전체의 효율성 측면으로 나누
어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방법론 측면이다. 본 연구는 개별 회계･기금의 내부거래를 고려했으며, 비음제약을 완
화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을 분석에 함께 사용했다는 점에서, 효율성 연구 본연의 목적 즉
복수의 의사결정단위 사이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혔다는 의의가 있다. 단, 내부
거래와 보전거래를 함께 산출변수로만 사용했는데, 투입 방향에서 고려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거래 수입, 보전수입을 함께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수입과 지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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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함께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회계･기금에서 1로 나올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분석의
목적을 투입 최소화냐, 산출 극대화로 보느냐에 따라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모형화해야 할 것
이며, 본 연구는 효율성을 산출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단, 수입 측면과 산출 측면을 나누어 분
석한다고 해도 순위가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비음제약의 완화이
다. 단순히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와 다르게, 비음제약의 완화는 각 회계･
기금의 효율성에 양과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CCR모형의 경우는
비음제약을 완화한 SORM모형에 비해 효율성이 약간 더 높게 측정되어, 비음제약에 의한 편향
이 없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재무제표를 사용한 효율성 분석 연구
를 수행할 때, 이와 같은 비음제약을 고려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시계열 분석을 위한
효율성 분석의 추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먼저 시계열 변화를 기술변화와 따라잡기
효과로 분리해 보여주는 맘퀴스트 분석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분석 시기인 2010년 이
후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 효율 변경을 바꿀만한 변화, 예를 들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전
환이나 재무관리 혁신 등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므로, 효율성 변화에서 기술변화를 분리하여 설
명할만한 요인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효율성 점수를 1 이상으로 분석하는 초효율성
모형(super-efficiency model)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초효율성 모형의 경우는 계산 불가능 문
제가 있지만, 특히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효율성 개념의 경우, 서로 다른 시기
의 최대 점수를 1로 본다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관점은 타당하지만, 반대로 1시기와 2시기의
최대 점수가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대 점수 변화에 대한 추
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의 최대점수의 상이함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초효율성 모형은 적합하지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낮아지거나 상승 추세, 정체
추세에 있는 의사결정단위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효율성 점수 측정 결과는 회계･기금 별 관리제도 분석 결과와도 어느 정도 시사
점이 있었다. 먼저 위탁관리 중인 기금의 효율성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위탁운영 중인 기금
의 효율성은 모두 1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금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
는 결과 위탁이 이루어진 점, 위탁기금의 여유자금 비중이 높아 보전거래 비중이 높은 점 등으
로 인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금운용평가 제도의 경우, 평가
대상 기금들의 효율성 점수 추이가 다른 회계･기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금
의 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기금운용평가가 실제로 효율성 추이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본연구에서의 회계･기금 별 효율성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 전체의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복잡한 내부･보전 거래와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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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내부･보전거래를 무시하고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
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더 면밀하게 내부거래와 보전 수입･지
출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고 효율성 점수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재정 구조 속에서 가지는 제도 합리성 측면에서 분석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기금 운용 평
가 대상 기금이 평가를 받는 연도에 있는 경우에만 효율성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가 있음을 발
견했다. 물론 이들 기금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 하지만, 현행
재정관리 구조가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회계･기금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기반을 둔
재정관리 효율화와 합리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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