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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 평가
- 환경부 사례를 중심으로 -*1)
The Effectiveness of Self Evaluation for Fiscal Programs
- focusing on Ministry of Environment 이 원 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bstract
Won-Hee Lee
Self Evaluation System for Fiscal Program was adopted in 2004. In Korea,
it has two steps; first step is by line ministries and second step is b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ormer is called as self evaluation,
while the latter is meta evaluation. So far, many researches were made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final results. But the importance is needed to
focus on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ne ministries
and the MoSF, reflecting the top down decision making. In this line, this
article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 evaluation
by the line ministries and the meta evaluation by the MoSF. First, the gap of
the total point was getting closer. It means there was the learning effect.
Second, the performance variable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contributing
to the total gap. It complies that it is mostly important to control the
performance variable for the effectiveness of budgetary programs. Third,
planning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gap in the early period, but gradually
the gap became smaller. In implies that the planning variable is needed to be
converted to a consulting process. Fourth, implementation variable did not
show a significant gap from the first. As the implementation variable was
easy to be calculated, it was easy to make compromise. From the analysis,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meta evalua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 dual evaluation to monitoring, including evaluation
framework, methodology, periodical cycle. Second, planning is better for
consulting process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Especially the
performance indicators is supposed to be relevant for the prior mutual
adjustment. Third, implementation is expected to be the quantitative variable,
which is supposed to be easily admitted by the self evaluation. Fourth,
performance variable should be put much emphasis and much weight is
needed.
주제어: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 상위평가, 학습효과
Key Words: Self Evaluation System for Fiscal Program; Self Evaluation, Meta
Evaluation; Learning Effect

1)*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경대학교 교비파견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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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1970년대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
었다. 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부총리의 지위를 가지면서 다른 부처를 조정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예산실은 모든 사업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를 지나면서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예산실 주도의 예산 편성기능에 한계가 지적
되고,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4년
이후에 “3+1”이라고 하는 재정개혁이 진행되었다(강영철 외. 2008). 그것의 핵심적
요소는 Top Down 방식, 국가재정운영계획,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3가지 절차
와 IT에 의한 디브레인(d brain) 시스템의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도 도입되었다. 즉 이는 단순히 재
정 사업을 평가하고 이의 점수를 예산 과정에 반영한다는 산술적 의미로 해석하기 보
다는 권력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예산기
구에 의한 집권화된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각 부처에 권한을 분산하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예산 관련 권력 구도의 개편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외형적으로는 재
정 사업을 평가하여 계량화된 지수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
만, 그것의 핵심은 재정 당국과 각 사업부처의 권력 관계를 재편성하는 과정으로 이
해되어야 한다. 즉 주어진 재정 당국이 정해준 예산 한도(ceiling) 내에서는 사업부서
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다.
2004년 재정 개혁에 대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의미가
해석된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연구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평가
의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평가의 점수를 분석하
여 점수의 특징을 분석하는 접근이 많았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계
량적 연구가 가능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 의한 ‘자율’평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의한 ‘상위’평가를 거쳐서 최종 점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과정에
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량화가 비교적 어렵다고 하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부처의 자
율평가 점수가 기획재정부의 상위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처에 예산 사업의 선택권을 주고,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
고, 기획재정부가 사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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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평가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접근
1. 선행 연구의 검토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는 진행되어 왔다. 점수로 결과가 주어지지 때
문에 계량 연구의 수월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주로 3가지 경향으로 구분된
다. 첫째는 평가 결과의 점수에 초점하여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매년 사업별 계량
화된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량 모형을 적용하여 어렵지 않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 규모가 큰 경우, 부처의 성격에 따른 차이, 예산 사업과 기금 사업
의 차이에 따른 평가 점수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윤기웅·유승현(2014)의 연구는
정부 재정 성과 측정 결과의 영향요인 분석을 성과 지표 특성과 사업 특성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있다. 하연섭(2013)의 연구도 사업 특성 별 성과 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노욱·원종학(2012) 연구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직접 사업이 다른 기
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간접 사업보다는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복지 사업 영역의
성과가 다른 사업 영역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하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청 단위의 조직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평가 결과가 양호하다. 청 단
위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나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직접 사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성과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사업 자
율평가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점수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점수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높은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윤기웅·공동성(2012)의 연구가 성과와 예산 간 연
계성을 분석하고 있다. 박민정·박중훈(2008)의 연구도 재정 성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인 예산의 절감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박노욱·원종
학·김진·박명호(2012)의 연구도 아직 계량적 분석은 하지 못하고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평균 예산 증가율과 성과 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
정사업 자율평가는 차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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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등급의 경우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이 예
산 증감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우수 또는 매우 우수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
가 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활용된다는 것을 반영한
다. 특히 사업 계획 항목의 회귀계수가 가장 크다. 즉, 사업 계획 항목이 실제 예산
증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성과 항목은 실제 예산 증감에 덜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R2가 낮다는 점에서 성과와 예산간의 연계는 매우 약하다. 성과가
예산에 미치는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직접적 성과 예산 제도라기보다는 간접적 성과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흡사업에 대해서 10% 예산
을 삭감하기 때문에 직접적 성과주의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계량적 분석에서 상반
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는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에 대한 피평가자의
입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석환·조주연(2011)의 연구에 의하면 성과 평가 방법과 운
영의 타당성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 지표 및 활
용의 실용성과 성과평가결과 반영의 공정성만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즉, 평가 지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체
감지표 위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서와 부서의 환경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의 공통된 특성은 기획재정부에서 부여한 최종 점수를 대
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부처에서 부여한 점수가 기획재정부의 상위 평
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즉 자율평가와 상위 평가의 관계를 대상으로 연구
하고는 있지 않다. 본 연구의 특징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평가
와 상위평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2. 새로운 접근의 제안 ; 평가의 정치적 성격
미국의 경우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권한은 강하지 않다. 1993년 정부성과관리법
(GPRA) 이후에 성과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기능도 강
화되고 있다. 이는 OMB가 예산 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개별
부처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2006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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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의 제정으로 “3+1” 재정 개혁이 정착되었다. 이에 top down 방식의 예산 결정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예산기구의 성격이 구체적인 사업 조정권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과거에는 중앙예산기구가 사전적인 사업 심의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각 부처가
한도액(ceiling)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예산기구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한도액을 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개별 부처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앙예산기구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업에 대한 사후적
인 성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처럼 중앙예산기구가 사전적으로 직
접 사업을 조정하고 최종 선택을 한 경우에 비해 한도액을 정하고 이러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 부처가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top down 방식이 예산결정 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중앙예산기구가
개별 부처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해 자율이
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결국 중앙예산기구가 상위평가(meta-evaluation)이라
는 이름으로 사후적인 통제를 하는 경우에 평가는 개별 부처의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3. 연구의 분석 틀
1) 재정 사업 자율평가의 절차와 특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과 관리 체계는 우선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라고 하는 미국에서 개발된 성과 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에 제시하여 부처 소관별로 재

정사업을 자율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부처 소관별 자율평가를 기획재정부가 평
가결과를 점검한다.
평가 지표는 크게 계획, 집행, 성과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평가 항목은 매년
변화를 하였다. 다만 계획(30), 집행 또는 관리(20), 성과(50)의 비중은 일정하게 유
지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성과가 50점 비중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계획의 범주에 있는 성과 계획의 적정성(15)이 결국은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성과가 65%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

1) 2015년 기준으로는 계획 20점(사업 계획 10점, 성과 계획 10점), 관리 30점, 성과 50점으로 되
어 있다. 계획의 점수가 10점 감소하고, 집행 관리의 점수가 10점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
리와 관련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가 15점, 사업 추진 중 문제점 해결이 10점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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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2011년도 기준)
사업유형별 배점
단
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1-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대형
시설
출연
기타
민간 지자체
SOC ․
‧ 융자
직접
보조 보조
장비
출자
구매
3.75 3.75

5.0 3.75 3.75 3.75

3.75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5.0 3.75 3.75 3.75

3.75

1-3. 현재 사업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별 특성지표>
1-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
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계
획
(30)

3.75

사업
1-시설장비 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
계획의
차를 거쳤는가?
타당성
(15) 1-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1-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3.75

1-민간보조. 보조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했는가?

3.75

1-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 ‧반영하였는가?
소 계
성과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계획의
2-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적정성
(1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15.0 15.0 15.0 15.0 15.0 15.0

15.0

3-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5.0

5.0

5.0

5.0

5.0

3-2.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
가?

5.0 10.0 10.0 10.0

5.0

5.0

5.0

3-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사업관
관
3-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리의
리
적정성 3-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
(20)
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20)
가?

5.0
5.0

5.0

3-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충실한가?

5.0

3-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
고 있는가?
소 계
성과달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성 성 및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과/ 사업평
4-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했는가?
환
가
류 결과의 4-4.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
했는가?
(50) 환류
(50)
소 계
계

12개 공통지표 및 사업유형별 1～2개 특성지표
(22개 평가지표)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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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제시한 점수와 기획재정부에 의한 최종 점수 간에 일관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최초의 점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천착하고자 한다.2)
첫째, 전반적으로 부처 점수와 예산실 평가 점수의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가? 총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계획, 집행,
성과의 영역으로 나누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둘째, 학습 효과를 평가한다. 만약 재정 사업 자율평가가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 개
별 사업 부처가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서 차이는 줄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 사업 ‘자율평가’가 정착되려고 한다
면 개별 부처에 평가를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한다. 평가의 목적에 비추어 지
표별 구성과 평가의 방식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모색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자체 평가를 통해 부여한 자율 평가 점수와 이를 기획
재정부에서 다시 조정한 최종 점수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성과 평가 관련 정보가 어
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성과 평가 관련 효율성과 신뢰성
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시기에 해당되는 2007년에서
2011년의 5년간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2004년부터 시도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되기
도 한다.3)

2)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변수들을 추출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
다. 선행 연구의 대상이 최종 점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부처의 자체
점수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점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체 평가의 점수와 상위 평가의
점수 차이 분석을 통해 자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
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다. 이에 2008년에 실시
된 2007년에 대한 재정 사업 자율평가는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어 자료 자체의 체계적인 관
리가 어렵게 되어 있다. 부처를 넘나드는 조직 개편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었
고, 이에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에 관한 수치
를 대상으로 계량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변화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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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점수의 상관성 분석
1. 총괄 분석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환경부와 기재부의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비교하여 두
부처 간의 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7년의 평가결과의 경우에는 각 요인별 유의미한 결과(p<0.05)로 두 부처 간의
평가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환경부와 기재부의 차이 분석
차이의 95%신뢰구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요인

t

자유도

계획
집행
성과
총점
계획
집행
성과
총점
계획
집행
성과
총점
계획
집행
성과
총점
계획
집행
성과
총점

4.353
4.322
8.243
10.620
1.757
3.984
9.115
8.238
5.313
0.865
16.432
14.615
1.809
1.516
3.101
4.917
-0.113
0.318
-1.039
-0.704

42
42
42
42
28
28
28
28
30
30
30
30
28
28
28
28
18
18
18
18

유의확률
p(양쪽)
0.000
0.000
0.000
0.000
0.090
0.000
0.000
0.000
0.000
0.394
0.000
0.000
0.081
0.141
0.004
0.000
0.911
0.754
0.312
0.490

평균차
5.11818
5.20091
14.61727
24.93636
3.08333
5.82600
19.43333
28.34267
4.92500
0.87500
22.50000
28.30000
2.00000
3.06667
7.66667
12.73333
-0.10000
0.50000
-4.00000
-3.60000

차이의
표준오차
1.17575
1.20342
1.77336
2.34811
1.75453
1.46219
2.13199
3.44049
0.92690
1.01170
1.36931
1.93635
1.10554
2.02288
2.47207
2.58966
0.88357
1.57233
3.84823
5.11133

하한
2.74542
2.77230
11.03850
20.19769
-0.51066
2.83084
15.06614
21.29514
3.03202
-1.19117
19.70350
24.34544
-0.26460
-1.07703
2.60287
7.42865
-1.95631
-2.80334
-12.08484
-14.33851

상한
7.49094
7.62951
18.19605
29.67504
6.67732
8.82116
23.80052
35.39019
6.81798
2.94117
25.29650
32.25456
4.26460
7.21036
12.73046
18.03802
1.75631
3.80334
4.08484
-7.13851

2008년의 평가결과 분석에서는 총점 기준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지만,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만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환경부와 기재부의
계획부분 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동일시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의 평가에서는 두 부처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정에 전체적인 유의미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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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집행부분의 평가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0년의 평가에서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집행부분이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점에 의한 두 부처 간의 평가결과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각 요인별로 적용하는 점수
의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 중 성과부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부
분에서 유의한 결과가 총점에 대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1년의 분석을 살펴보면 두 부처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총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두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상위평
가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와 기재부의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함의
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율재정평가가 도입된 2007년의 경우 각 요인에 대한 두 부
처 간의 평가가 상이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동일한 수준
으로 맞추어 변화되었으며 점차 전체 평가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
은 서로 상이한 결과로 평가되는 두 부처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자율 재정평가
의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율재정평가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성과부분이다. 평가에 있어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과부분의
비중으로 인하여 계획 및 집행부분의 평가가 전체 평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2. 총점 기준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

초기에 환경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면서 관대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60점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2010년이 되
면서 환경부가 대폭 점수를 현실화시키고 기획재정부의 눈높이에 맞추게 된다. 2010
년에는 환경부의 자체평가 평균 점수가 75점으로 하락을 하였고, 2011년에는 60점대
로 하락을 하였다. 그러자 2011년의 경우에는 환경부의 자체 점수보다 기획재정부가
높은 점수를 주는 특이한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4) 이는 평가 점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과 항목이라고 하는 다른 연구와 같은 방
향성을 제시하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위평가
의 결과인 최종 점수를 대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같은 함축적 의미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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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 허풍전력(bluffing)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평가가 현실화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부처 간 지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거나, 정보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평가가 학
습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되는 이유로 인해 부처

의 정치적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표 3>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점 기준 차이 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91.0045

94.5000

93.2688

75.4333

60.2250

기획재정부

66.0682

66.1573

64.9688

62.7000

63.8250

차이

24.9363

28.3427

28.3000

12.7333

-3.6000

표준편차

2.34811

3.44049

1.9363

2.5896

5.11133

3. 총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점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계획, 집행, 성과의 기준에 따
라 분석하면, 성과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성과의 단계에서 부처와
재정 당국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이다.
총점의 차이를 100% 기준으로 보면, 성과가 2007년에는 58.4%가 차지하고, 2008
년에는 68.5%, 2009년에는 79.6%, 2010년에는 60.3%, 2011년에는 111%를 차지한
다.5) 물론 이는 성과의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표 4> 요인별 총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

계획
집행
성과
총점

2007
5.11818
(20.8%)
5.20091
(20.8%)
14.61727
(58.4%)
24.93636
(100%)

2008
3.08333
(11.0)
5.82600
(20.5%)
19.43333
(68.5%)
28.34267
(100%)

2009
4.92500
(17.3%)
0.87500
(3.1%)
22.50000
(79.6%)
28.30000
(100%)

2010
2.00000
(15.7%)
3.06667
(24.0%)
7.66667
(60.3%)
12.73333
(100%)

2011
-0.10000
(2.7%)
0.50000
(-13.7%)
-4.00000
(111%)
-3.60000
(100%)

5) 이는 이석환·조주연(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과 평가
방법과 운영의 타당성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과 평가 결과 반영의 공정성 만
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성과 지표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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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가 항목에 대한 비중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차이가 발생하는 총점 대비의
각 항목의 차이 점수 비중이 아니라, 배정된 점수 비중 대비 점수의 차이를 비율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계획에 배정된 점수가 20점인데, 이중 차이가 나는 점수
가 5점이라면 25%(5÷20)의 배점 대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
산된 것이 <표 5>이다.
이에 따르면 성과 항목에서의 점수 차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계획의 경우 배점 대비 차이의 비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계
획 단계에서는 점수의 차이 그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0점이 배정된 것을
고려하여 점수 차이의 비중을 계산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성과 항목에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총점 기준으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점
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 배점 비중을 고려한 총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
2007

2008

2009

2010

2011

계획
(20점)

5.11818
(25.5%)

3.08333
(15.4%)

4.92500
(24.6%)

2.00000
(15.7%)

-0.10000
(0.5%)

집행
(30점)

5.20091
(17.3%)

5.82600
(19.4%)

0.87500
(3.1%)

3.06667
(2.91%)

0.50000
(-1.6%)

성과
(50점)

14.61727
(29.2%)

19.43333
(38.8%)

22.50000
(45.0%)

7.66667
(15.3%)

-4.00000
(8.0%)

총점
(100점)

24.93636
(100%)

28.34267
(100%)

28.30000
(100%)

12.73333
(100%)

-3.60000
(100%)

4. 계획 기준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
계획의 경우 점수 차이가 계속 축소하고 있다. 비중은 30점으로 그리 낮지 않은 편
이지만, 실제 평가의 결과 환경부 점수와 기획재정부 점수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 성과 체계 수립 등 워낙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질문의 수준이다. 그래서 계획은
평가의 과정이 아니라, 컨설팅의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6)
즉, 계획을 평가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 개발, 성과 목표
6) 실제 계획 항목의 경우는 2015년 20점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필요성이 낮아서
가 아니라, 평가로서의 유용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36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9권 제1호
치의 설정 등과 관련하여 성과 계약의 항목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6>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계획 기준 점수 차이 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28.9818

28.5000

29.7688

18.6667

18.3250

기획재정부

23.8636

25.4167

24.8438

16.6667

18.4250

차이

5.1181

3.0833

4.9250

2.0000

-0.1000

차이의표준오차

1.1757

1.7545

0.9269

1.1055

0.8835

5. 집행 기준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
집행 항목을 기준으로 자체평가 점수와 상위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연도별로 큰 차
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집행을 예산 집행률로 평가했기 때문에 계량적 평가
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계량적 지표
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7>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집행 기준 점수 차이 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16.6682

17.6667

17.2500

21.1000

12.5000

기획재정부

11.4673

11.8407

16.3750

18.0333

12.0000

차이

5.20091

5.82600

0.87500

3.06667

0.50000

차이의표준오차

1.20342

1.46219

1.0117

2.02288

1.57233

6. 성과 기준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차이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초기에 환경부는 매우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
획재정부는 이 부분에서는 매우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과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성과 지표의 설정과 이에 근거
한 평가이다. 특히 이 지표는 성과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성과 목표의 지표를 잘 못
선정하였거나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면, 성과 목표치를 달
성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논리적 연계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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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탈선한 기차에 속도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성과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주관성 개입은 불가피하나, 목표
치 설정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의 추세실적 및 유사사업의 목표치 등
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목표치 설정 타당성을 일반 시민들이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치가 외부요인 및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의 결과로 당해 연도에 당연
하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치 설정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 목표치의 설정과 관련하여 부처와 중앙예산기구 간에 소모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훈련을 실시한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는 교육 참가자
를 중시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교육에 따른 효과의 측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
과 지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교육 참가자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제
대로 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부처가 아닌 환경부
나 복지 관련 부처에 경우 강력한 반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시적 관점의 인과 관
계와 개별 사업에 따른 인과 관계의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이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
을 가지고 있는가?)과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인데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영역이다. 더군다나 2-2는 4-1과 연계된다. 이에 2-2의
15점과 4-1의 30점이 결합되는 경우 45점의 점수가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는 개별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정적인 차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박민정(2008)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정 성과 관
리의 지표는 성과관리를 측정하기에 효과적인가”라는 항목에서 기획재정부는 70%가
‘그렇다’, 30%가 ‘보통이다’라고 나타났다. 반면 사업 부처는 ‘그렇지 않다’ 25%, ‘보
통이다’ 44%, ‘그렇다’ 31%로 나타나 인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사업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라는 항목에서 기획재정부는 100%가 ‘그렇
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사업 부처에서는 36%가 ‘그렇지 않다’, 37%가 ‘보통이다’,
27%가 ‘그렇다’라는 반응이다.

<표 8>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성과 기준 점수 차이 분석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부

45.3545

48.3333

46.2500

35.6667

29.4000

기획재정부

30.7373

28.9000

23.7500

28.0000

33.4000

차이

14.61727

19.4333

22.5000

7.66667

-4.0000

차이의표준오차

1.77338

2.13199

1.36931

2.47207

3.8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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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과 지표는 인과 관계의 추적이라는 과학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기술적인 영
역이고 철학적 영역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점수 부여의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국가
적인 소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협의와 상담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쟁점을 야기한
다.

Ⅳ. 자율평가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상위평가와 자율평가의 관계 정립

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관점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2004년부터 시도되어 왔고
2006년에 국가재정법으로 정착된 3+1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top down 방식,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은 이미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성과 평가 제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행정 개
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공유사
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중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각 부처의 자율적 기능을 확
립하는 것이다. 재정 사업에 대한 평가 그 자체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수행되고 있지
만, 사업부처에서 먼저 자율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 사업에 대한 계량적
평가라는 측면 못지않게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2단계 평가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착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와 재정 당
국의 정치적 관계를 재설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 부처의 재정에 관한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상위평가의 방향
상위평가란 평가 계획이나 진행 중인 평가, 이미 완료된 평가를 다른 평가자로 하
여금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상위평가의 목
적은 평가 자체의 실제를 이해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방향성으로 가져야 한다.
첫째, 평가에 포함된 정보의 질에 관해 의사결정자들에게 독립적인 판단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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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상위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평가 과정(사용된 척도, 표본추출절차 등)은 적절했는가, 평가 설
계는 적절했는가, 적절한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는가, 평가에 있어 어떤 편
견은 개입되지 않았는가 등이다.
둘째, 평가 작업의 영향 또는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평가를 실
시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평가결과의 이용자
는 누구인가, 평가보고서는 늦지 않게 제출되었는가, 평가보고서는 연구결과를 명백하
게 제시하고 있는가, 평가보고서는 해당 평가 고객들에게 배포되었는가, 평가결과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셋째, 상위평가는 장래에 적합한 평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위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
기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할 만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그의
교육적 배경은 어떠한가,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평가
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인가, 평가자는 잘 알려진 사람인가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상위평가는 평가의 실제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통제
장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문화 및 평가제도 개선에의 기여를 위한 노력
을 해야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율평가의 결과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방
식을 지양하고,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자율평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획과정을 사전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집행 기능을 개별 부처에 위임한다
면, 기획재정부는 성과 결과에 대한 점검 기능에 국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
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요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자체평가의 재설계
자체평가는 상위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당 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평가가 내실화됨에 있어서 장
애요인에 대한 발굴 및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자체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및 지표를 피평가기관 스스로 발굴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자칫 그릇된 상위평가의 방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그릇된 자
체평가 수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예로 상위평가의 기준 및 지표가 자체평가를
잘못 유도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성과제고에 역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자체평가의 수행이 상위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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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상위평가를 전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의 자체평가 수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평가의 목적이 해당업무의 성과제고 및 기관의 성과관리에의 기여에 있기 때문에
상위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평가(상위평가)
를 위한 평가(자체평가)가 되는 것은 오히려 평가가 해당업무는 물론 기관 전체의 업
무효율성 및 대국민 책무성 제고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평가는 해당 업무 담당자를 비롯하여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평가를 귀찮은 일
쯤으로 여기는 평가(상위평가)를 받기위한 평가(자체평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위평가가 바람직한 목적과 방향에서 수행될 것
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상위평가, 제대로 된 상위평가, 설득력 있는 상위평가의
수행은 평가현실에서는 자체평가의 내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의 연계 논리 및 방향은 평가업무의 중복문제, 해당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성과제고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2. 평가와 기회주의적 행동 통제
성과 평가가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되는 경우 피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기도 어렵다.
성과측정의 왜곡을 개인적 특성에 따라 파악하려는 시도들도 있어 왔다. 일반적으
로 성과측정은 행위자들이 비록 자신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나타난 결과들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양심을 가진 이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주의자들, 혹은 실제 결과를 다소 숨기고 꾸미더라
도 더 나은 결과를 보이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경우 성과측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Hood,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내
그리고 조직 간에 존재하는 환경적 요소는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촉진시켜
왜곡현상을 확산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게 만들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현(2013)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부
분최적화(suboptimization), 근시안적 관리현성(myopia), 톱니효과(ratchet effects),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s), 터널효과(tunnel effects) 등의 개념을 통해 실제 발생
할 수 있는 왜곡된 행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성락. 박민정. (2008)은 13개 정
부 부처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성과 목표를 검토할 결과, 성과 관리를 본격적
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연도별 성장률이 34.55%, 21.81%이상이었지만, 성과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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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이후의 목표 성장률 평균은 4-5%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
면서 조직 구성원은 차기 목표가 향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과를 낮추거나 성과 향
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낮추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를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성과 조작(performance manipulation)이 발생할 가능
성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면, 10%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은 발생할 우려가 잠재하고 있다. 이
에 상위 평가는 이를 통제하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는 절차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3. 평가와 컨설팅 기능의 역할 정립
성과 지표는 예산을 배정할 때 합의를 가져야 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음 회계 연
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 할 때,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 가지로 기획재정부가 미리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서는 목표로 한 성과의 달성 여부만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 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성과 평가에서 다루지 말고, 예산 배정 시에 이를 확
보하는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eiling에 의한 예산 배정 방식으로 전
환하고 이러한 과정과 연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한다는 것은 미리 성과 계획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성과 계획은 사전 합의 사항인 것이다.
이럴 경우 성과지표의 개발은 평가의 과정이 아니라 컨설팅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체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자체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첫 단계이다. 따라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부처에 포획되지 않고 객관성과 전문성에 근거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개별 부처에 임명을 전부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입
장을 대변하는 위상을 갖기 쉽게 되어 있다.
자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가 인적
DB를 구축하고, 개별 부처는 이중에서 선택하여 위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럴 경
우 개별 부처와 평가위원 간의 직접적 관계를 한번은 스크린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전체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은 해당 부처에서 위촉하되
정책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는 인력 풀을 활용하는 2원적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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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능하다.

5. 정보 관리 강화

최근 사업 평가보다는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윤수재 외.
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본적으로 사업 평가 그 자체보다는 성과 관리의 체계
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지표의 개발이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다.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자료는 풍부하지만 정보는 부족한(DRIP: Data
Rich Information Poor) 현상’처럼 실제 성과측정에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 결과가 보
장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Poister, 200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과정에서 계획, 집행, 평가와 관련한 매우 다양한 정보가 축적
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되는 성과지표는 일종의 핵심성과관리지표(KPI)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보가 DB로 구축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모든 재정사업에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이력 관리(tracking)를 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DB의 요소가 될 수 있다.

V. 결 론
1990년대 신공공관리가 중요한 정책 유행이 되면서 경쟁과 성과 관리는 중요한 화
두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개
발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빌려왔다. 그러나 평가의 양식과
방법의 벤치마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우 특이하게 사업 부처에서 우선
자율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상위 평가를 하는 이중적 절차를 가지게 되
었다. 미국의 경우 편성권을 사실상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부처의 예산 제
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OMB에서 각 부처를 통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출발
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변형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부처에 의한 자율평가와 기획재정부에 의한 상위평가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두 개의 평가가 다른 결과로 지
속된다면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 두개의 평가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면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작업이 된다. 따라서 개별 부처에 의한 자율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가 갖는 의미를 재설계하는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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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점 기준으로 자체 평가와 상위
평가 결과는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습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계획과 집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과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향후 계획 변수는 평가 점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전 컨설팅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집행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
며, 이는 예산 집행율과 같이 계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성과
지표이며, 향후 성과 지표의 개발과 측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상위
평가가 지금처럼 평가 지표 전체에 대해 자체평가와 꼭 같은 방법으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meta
evaluation의 과정으로 전환하여 평가의 방법론, 평가 주체, 평가 시기 등을 관리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 평가의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성을 갖도록 의식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가의 점수로 예산 배정에 활용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
기 때문에 평가의 왜곡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에서 이를 객
관화 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인력 풀(pool)제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
다.
성과측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부터 실시해온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하여 자체
평가와 상위평가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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