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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교부되는 

조건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엄밀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 

보조율을 정치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권여당은 자신의 정당 출신 정치인이 당선된 지역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인 지역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보이고자 1997년에서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 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이면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 

선거경합지역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이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성, 여당 여부, 동적 패널 

모형 

학   번 : 2014-20185 

 

 

 

 

 

 



 iv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선행 연구 ......................................................................... 3 

 
 

제 2 장 실 증 분 석 ................................................................. 5 

제 1 절 연구 가설 ......................................................................... 5 

제 2 절 자료 및 변수 설명 ............................................................ 6 

제 3 절 분석 방법 ......................................................................... 8 

제 4 절 분석 결과 ......................................................................... 9 

 
 

제 3 장 결    론 .................................................................... 12 

 

 

참고문헌 .................................................................................. 18 

 

Abstract ................................................................................. 20 

 

표 목차 
 

[표 1] 기초통계량 ................................................................... 13 

[표 2] 가설1 실증 분석 결과 .................................................. 14 

[표 3] 가설2 실증 분석 결과 .................................................. 15 
 

그림 목차 
 

[그림 1]시간에 따른 로그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 증가 추이 .. 17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정치경제학에서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Besley(2006)) 개인이 

공적 영역에서도 사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당의 평판이 그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재의 성격을 띤다고 할 때, 한 정당에 속한 정치인은 자신의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Cox and McCubbins(1993))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상이전을 할 때 지방 재정 관련주체들의 정당이 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해외 연구들이 있다. (Arulampalam et 

al.(2009), Larcenese et al.(2006), Migueis(2013))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경상이전으로는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지방교부금은 일정한 

공식에 의해 교부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공식 없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상황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조율을 정할 때 비교적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교부 받는 보조금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하부 단위인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뜻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도의 시, 군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교부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주체들이 영향을 끼친다. 

사업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광역 규모에서 하부 

기초자치단체들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통합하여 중앙 관서로 올려 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 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행정부서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예산 편성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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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통과하면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교부한다.  

위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보조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여러 

정치주체들의 정치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이 각 부서의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의 행정부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재선이나 지역구 내 자신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Park(1998)) 법률에서“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기준부담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되어 있다. ① 

이 기준부담률 자체의 결정 과정에서 역시 참여주체들의 정치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김충묵, 강민규(2009), 전상경(2012)) 하지만 전상경(20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고, 특히 본 

연구처럼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분석한 실증 연구는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 

국고보조금의 정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인 지역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설은 선거경합지역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312 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예산 및 결산 

항목에서 국고보조금을 조사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단위로 하고 

연도를 시간으로, 로그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을 종속 변수로 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기준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자주도②,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개인 특성을 사용하였다. 이 때 

종속 변수가 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몇 년간 

지속된다면 전년도 국고보조금액이 다음 연도의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Arellano and Bond(1991)에서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재정자주도=[(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1995년 이

전 지방양여금))/일반회계 예산규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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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동적 패널 GM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가설이 

모두 옳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하여 두 번째 가설의 경우 강인하지(robust) 

못한 추정치를 얻었고, 국고보조사업별, 신청 및 심의 과정별로 

정치성이 어떻게 개입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차후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진다면 더 엄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Migueis(2013)는 포르투갈의 1992년에서 2005년까지의 재정 

자료를 사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속 정당의 일치 여부가 

이전재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불연속 회귀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이전재원은 

목적성 이전재원(targetable transfers)과 정형화된 이전재원 

(formulaic transfers)으로 나누어진다. 소속 정당이 같은 경우 목적성 

이전재원은 19% 높게 추정된 반면, 정형화된 이전재원의 경우에는 

정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정형화된 

이전재원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교부되기에 정치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정형화된 

이전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정치력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당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고보조금에만 주목한다. 

Larcinese et al.(2006)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재원 

배분에 대한 정치력 개입 가능성을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Larcinese et al.(2006)에서는 기존의 정치학 논문들에서 이론적으로만 

제기되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배분에 미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9개년 동안 

미국의 48개 주에 배분된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예산 배분에 대통령의 정치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주를 

대변하는 주 정부의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정치적 관계가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분석했다. 실증 분석을 한 결과, 대통령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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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주에 그렇지 않은 주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승인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정당일 때 

그렇지 않은 주 보다 1인당 약 $135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를 관할하고, 각 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 

정부 예산 편성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 또한 예산 배분 과정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상경(2012)은 주제상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규모가 정해진 지방교부세와 달리 

그 총액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재원이 불안정하고, 중앙의 심사에 

의해 교부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액을 이용해 상대적 배분지수를 

구하여, 그 지수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시 지역에서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순위 변화를 감지하였다. 그러나 농촌을 포함한 

도지역의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순위 변화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순위 

변화가 아닌 교부액 자체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정치성을 더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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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증 분 석 
 

 

제 1 절 연구 가설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혹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인 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다’ 

이다. Arulampalam et al.(2009)에서는 직접 모형을 세워 이러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모형에서 집권 정당이 지방 정부로 보조금을 

보낼 때, 지방의 유권자들에게 ‘호의’를 얻게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집권 정당의 성향이 비록 갖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역에 교부된 보조금을 고려하여 차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하게 된다. 집권 정당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그 정당의 재집권 가능성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정당은 그 지역에서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청한다.(이재원(2001)) 따라서 집권 여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이 아닌 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치력을 행사한다면 그 성과의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것이 될 

것이다. 즉, 유권자가 국고보조금 지급주체를 집권여당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지방단체장의 정당이 

야당인 지역에서는 여당이 보조금 교부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에 따라 그 지역에 보조금을 적게 주게 된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선거경합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다’이다. 우선, 선거경합지역의 정의는 Arulampalam et al.(2009)과 

유사하게,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거인 수 대비 최다 득표자와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후보자의 득표수 차이가 1% 이하인 지역으로 하겠다. ③ 

Lindbeck and Weibull(1993)과 Dixit and Londregan(1996)은 재선을 

목표로 행동하는 정치주체들이 재선 가능성을 올리기 위해서 

선거경합지역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유권자들, 즉 서로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가 크게 차이가 나지 

                                            

③ 선거경합지역: 
최다 득표자의 득표 수− 차선 득표자의득표수

기초자치단체 내 총 선거인 수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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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유권자들은 작은 인센티브에도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권 가능성을 올려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Cox and McCubbins(1986)는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주체들이 자신의 지지세력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집권 

가능성을 올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선거경합지역보다는 소위 ‘표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상경(2012)에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역에 정책을 변화시킬 

유인이 적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경합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2 절 자료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별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국고보조금은 재정고의 지방재정연감④에서 구했다. 

1997년에서 2014년까지 의존재원 세입 결산항목을 통해 시, 군, 구의 

국고보조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기 위해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므로 전체 국고보조금액을 해당 연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를 나누어 1인당 국고보조금액으로 만들었다.  

설명 변수와 통제 변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자료와 지역별 특성에 

관한 자료로 구성하였다. 정치적 요인에 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정보⑤에서, 지역별 특성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⑥과 재정고에서 구하였다. 설명 변수는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모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를 사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같은 연도/지역당 한 

명이므로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해의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주었다. 반면 국회의원은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어 선출하기 때문에 a. 같은 지역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거나(갑, 을, 병으로 나누어 선출하는 경우), b. 한 국회의원이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경우(두 개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선출하는 

                                            
④ http:// lofin.moi.go.kr 
⑤ http://info.nec.go.kr/ 
⑥ http:// kos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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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a의 경우 한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소속정당이 

여당이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주었다. b의 경우는 같은 국회의원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소속정당이 여당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주었다.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와 선거 경합지역의 

교차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선거 경합지역의 정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통제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개인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와 지역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전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나이, 나이제곱, 연임여부, 경력가변수1, 

2를 사용한다. 나이, 나이제곱, 연임여부 등은 기존 문헌에서 통제변수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경력가변수1, 2는 개개인의 정치 경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당선인 명부의 직업, 경력 등을 보고 직접 

정의하였다. 경력가변수1은 공무원 경험이 있거나 정치경력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이 때 정치경력은 정치인으로 직접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지역구 선거 위원장 등 정계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력가변수2는 중앙부처 3급 

이상 공무원(장관, 차관, 차관보, 서기관 등) 경력이 있거나, 국회의원,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력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지역별 특성은 이전 연도의 재정자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생산가능인구비율 변수를 이용해 통제하였다. 재정자주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율을 협의할 때 이용하는 기준 중 하나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세입 예산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어떤 해에 

지방비 부담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재정자주도는 이듬해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 연도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하였다. 국고보조사업에는 한 해만 실시하는 단발성 사업이 있는 

반면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계속사업도 존재한다. 사업을 신청할 때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집계자료로서 개별 

사업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한 해 이전 연도의 

재정자주도를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생산가능인구비율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째로 인구 비례로 교부되는 경향이 있는 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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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액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아동 

양육비 지원이나 노인 복지 등이 있는데,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구 

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배분 규모가 달라지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바, 이처럼 인구 수에 

따라 교부액이 달라지는 사업을 통제하지 않으면 추정 결과에 편의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 복지분야 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자료를 구할 수 없어 해당 지역의 19세 미만 인구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대리변수로 통제하고자 이를 1에서 뺀 값인 

생산가능인구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생산가능인구비율을 사용한 두 번째 이유는 재정자주도로 통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생산가능인구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이 변수도 재정자주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수치가 이듬해의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전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위의 자료로 18개년의 기초자치단체를 기본 단위로 하는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 병합 및 폐지되는 경우 그 자치단체가 진입, 탈락하는 것으로 

하여 불균형 패널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제 3 절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중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적패널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차분한 종속 변수의 시차 변수와 설명 

변수, 통제 변수의 차분 값을 이용하여 GMM 방식으로 추정하겠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 기의 자기 상관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사용할 모형은 다음과 같다. 

 

𝑙𝑜𝑔Yit = 𝛼 + 𝛽𝑙𝑜𝑔𝑌𝑖𝑡−1 + 𝛾𝐷𝑖𝑡 + 𝛿𝑍𝑖𝑡−1 + θXit + λYEAR + ui + 휀𝑖𝑡 

 

i는 개체로 기초자치단체를 나타내고, t는 시간으로 연도를 나타낸다. 

Y는 종속 변수인 로그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이고 D는 정치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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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이다. D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모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여당 여부 변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할 

때에는 선거경합지역 가변수와 재정 주체의 여당 여부 변수와 

선거경합지역 가변수의 교차항이 추가된다. Z는 재정자주도와 

생산가능인구비율이고 X는 그 외 통제 변수를 의미한다. λYEAR는 

로그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이 매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 나타내는 

것으로, 그 증가 정도가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 

추세를 확인한 결과도 [그림 1]에서 보이듯이 거의 선형에 가까워 그 

가정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u는 지역별로 시간에 대해 

불변하고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의미하고 휀은 오차항을 뜻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특성은 종속 변수를 차분하면 

사라진다.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이 각각 보수와 진보의 ‘표밭’이라는 

특수성이 그 지역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영향이 통제된다는 것이다. 즉, 두 번 이상의 선거 결과, 

연속으로 여당이거나 야당인 지역이 제외되어 마치 불연속 

회귀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실험적인(quasi-experimental)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인 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제안한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리고 

전상경(2012)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영향을 파악한 것을 

고려하여, 모형 <2>와 <3>은 각각 범광역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과 도 

지역으로 전체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도 내의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광역시와 그 특성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범광역 지역에 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포함하여 모형 

<4>를 추정하였고, 모형 <5>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분산성을 고려한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여당인 경우 도 지역을 제외하고, 약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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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이면 범광역지역은 6.6%, 범광역지역과 도 내의 인구 50만인 

지역을 합친 경우는 10.7%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농촌을 포함한 도지역이 아닌, 대도시지역의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성을 확인한 전상경(2012)의 결과와 같다. 

위 두 개의 관심 변수는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추정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여당 여부는 오히려 음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연임할 때 그 지역의 

국고보조금 규모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봤을 때 초임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보조금을 타기 위해 중앙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종속 변수의 시차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1계 차분한 오차항이 1기의 자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하는 Arellano-Bond 검정을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고, 2기는 기각하지 못했다. 이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고려하여 추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모형 <2>와 <4>의 계수추정치가 모형 

<3>과 <5>의 계수추정치보다 0.2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시골 지역의 국고보조금 지급 추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력가변수1은 기초자치단체장은 크게 유의하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경력가변수2는 국회의원은 도 지역에서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도 유의하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음의 값을 띄는 이유는 윤종빈(2000)에서처럼 중진의원들보다 

신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의 경력을 지닌 사람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경력가변수2는 전체 표본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표 3]에는 선거 경합지역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범광역 지역 및 도 내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가까운 과거의 대선에서 후보자들 간 득표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여당일 때 90% 이상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회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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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여당 여부 변수의 계수추정치도 [표 2]와 비슷한 

정도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교차항의 추정치가 강인하지(robust) 

않다는 것이다. 선거경합지역의 정의를 기초자치단체별 대통령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최다 득표자와 차등 득표자의 득표 차이가 

2%~5%인 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그 추정치가 일관되지 않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선거보다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선거의 결과에 더 민감할 수 있다.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선거경합지역을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일관되게 추정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하지 못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역별 특성이 존재하여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2017년 이후 국고보조사업명, 규모, 교부 지역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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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97년에서 2014년까지 우리나라 지방재정 

관련주체들의 여당 소속 여부가 기초자치단체별로 배분 받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 효과가 

선거경합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연감과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선거정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자료와 지방재정 관련주체들의 여당 소속 

여부, 개인적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는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전 기의 사업 규모가 다음 기에 영향을 미치기에, 분석모형으로 동적 

패널 GMM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여당이면 해당 광역 내의 

기초자치단체는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상경(2012)과 일치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여당일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대통령 선거 

경합지역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인 경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성을 최초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분석했다는 데 있다. 또한 전상경(2012)과 달리 상대적 

배분지수를 통한 순위 확인이 아닌 교부액 자체의 변화를 파악했다. 

또한 일 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동적 패널 모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행정구역별, 인구규모별로 정치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국고보조금액이 통합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국고보조사업 중 인구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복지 분야의 

경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따라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규모를 제외하고 분석해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데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개입하는지 더 엄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업 신청 및 심의 과정 각 단계에 관련주체들의 정치적 영향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행정부 내의 심의 과정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각각 영향을 미치는 정치 주체들이 다른데 자료 미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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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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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초통계량 

변수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만원) 4,065 61.18 68.91 0.06 460.6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4,065 68.69 11.53 30.8 98.93 

나이(국회의원) 4,065 55.32 7.88 33 79 

나이(기초자치단체장) 4,065 57.81 6.81 35 76 

경력가변수  

경력가변수1(기초자치단체장) 4,065 0.88 0.33 0 1 

경력가변수2(기초자치단체장) 4,065 0.09 0.28 0 1 

경력가변수1(국회의원) 4,065 0.88 0.33 0 1 

경력가변수2(국회의원) 4,065 0.61 0.49 0 1 

정당가변수(여당=1)  

기초자치단체장 4,065 0.35 0.48 0 1 

광역자치단체장 4,065 0.45 0.50 0 1 

지역구 국회의원 4,065 0.51 0.50 0 1 

연임가변수(재선=1)  

기초자치단체장 4,065 0.30 0.46 0 1 

국회의원 4,065 0.30 0.46 0 1 

대선 선거경합지역(1% 이하)  

전국 4,065 0.031 0.17 0 1 

특별시/광역시 1,309 0.027 0.16 0 1 

도 2,756 0.032 0.18 0 1 

 

 

 

 

 

 

 



 

 15 

[표 2] 가설1 실증 분석 결과 

변수 

<1> 

전국 

 

<2> 

범광역 

지역 

<3> 

도 지역 

 

<4> 

범광역지역+ 

인구50만이상 

<5> 

그 외 

 

국회의원의 여당여부 0.020 0.066** 0.001 0.108*** -0.013 

 (0.028) (0.031) (0.034) (0.037) (0.036) 

기초단체장의 여당여부 
-

0.092*** 
-0.122** -0.080** -0.106** -0.068* 

 (0.033) (0.049) (0.037) (0.044) (0.041) 

광역단체장의 여당여부 0.137*** 0.174*** 0.090** 0.138*** 0.101*** 

 (0.032) (0.048) (0.036) (0.044) (0.039) 

지난 연도의  

로그1인당실질국고보조금 

0.736*** 0.471*** 0.776*** 0.411*** 0.798*** 

(0.031) (0.045) (0.030) (0.054) (0.037) 

국회의원의 나이 -0.019 0.055*** -0.048** 0.023 -0.062*** 

 (0.018) (0.020) (0.022) (0.022) (0.023) 

국회의원의 나이제곱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초단체장의 나이 -0.003 0.032 -0.041 0.026 -0.028 

 (0.029) (0.042) (0.037) (0.037) (0.040) 

기초단체장의 나이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회의원의 경력가변수1 0.117*** 0.139* 0.084* 0.118 0.098* 

 (0.043) (0.080) (0.049) (0.082) (0.054) 

국회의원의 경력가변수2 -0.063** 0.073 -0.092*** 0.015 -0.097*** 

 (0.027) (0.049) (0.033) (0.041) (0.031) 

기초단체장의 

경력가변수1 

0.001 0.000 0.002 0.001 0.004 

(0.003) (0.004) (0.005) (0.003) (0.005) 

기초단체장의 

경력가변수2 

0.091** -0.017 0.053 0.070 0.002 

(0.045) (0.072) (0.058) (0.053) (0.059) 

지난 연도의 

재정자주도 

-0.001 -0.016*** 0.007** -0.019*** 0.011*** 

(0.003) (0.003) (0.003) (0.004) (0.003) 

지난 연도의 

생산가능인구비율 

1.888*** 1.493*** 1.904*** 1.406*** 1.953*** 

(0.134) (0.202) (0.155) (0.181) (0.179) 

국회의원 연임 여부 
0.045* 0.036 0.070** 0.035 0.083*** 

(0.025) (0.048) (0.029) (0.045) (0.030) 

기초단체장 연임 여부 
0.130*** 0.181*** 0.131** 0.119*** 0.120** 

(0.039) (0.047) (0.054) (0.040) (0.058) 

상수항 
2.127* 2.777* 3.659*** 4.970*** 3.135** 

(1.103) (1.453) (1.329) (1.466) (1.482) 

      

표본크기 3,551 1,158 2,393 1,361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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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설2 실증 분석 결과 

변수 

<1> 

전국 

 

<2> 

범광역 

지역 

<3> 

도 지역 

 

<4> 

범광역지역+ 

인구50만이상 

<5> 

그 외 

 

국회의원의 여당여부와 

선거경합지역의 교차항 

0.231 0.537 0.160 0.451* 0.110 

(0.154) (0.370) (0.134) (0.274) (0.120) 

기초단체장의 여당여부와 

선거경합지역의 교차항 

0.365 0.917* -0.248 0.891* -0.187 

(0.440) (0.548) (0.243) (0.483) (0.238) 

선거경합지역 -0.232 -0.336 -0.134 -0.226 -0.104 

 (0.188) (0.424) (0.134) (0.293) (0.137) 

국회의원의 여당여부 0.020 0.063* -0.004 0.104*** -0.013 

 (0.029) (0.034) (0.034) (0.040) (0.036) 

기초단체장의 여당여부 -0.115*** -0.160*** -0.083** -0.138*** -0.073* 

 (0.031) (0.046) (0.038) (0.042) (0.043) 

광역단체장의 여당여부 0.137*** 0.206*** 0.066* 0.155*** 0.067* 

 (0.034) (0.044) (0.040) (0.043) (0.041) 

지난 연도의  

로그1인당실질국고보조금 

0.780*** 0.560*** 0.787*** 0.475*** 0.821*** 

(0.036) (0.057) (0.035) (0.058) (0.043) 

국회의원의 나이 -0.019 0.055*** -0.054** 0.019 -0.072*** 

 (0.019) (0.019) (0.023) (0.023) (0.024) 

국회의원의 나이제곱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기초단체장의 나이 -0.005 0.030 -0.039 0.027 -0.026 

 (0.029) (0.041) (0.037) (0.036) (0.040) 

기초단체장의 나이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국회의원의 경력가변수1 0.117** 0.173* 0.076 0.144 0.086 

 (0.046) (0.094) (0.049) (0.090) (0.054) 

국회의원의 경력가변수2 -0.060** 0.079* -0.091*** 0.032 -0.094*** 

 (0.026) (0.041) (0.032) (0.034) (0.031) 

기초단체장의 

경력가변수1 

0.046 -0.075 0.137* -0.042 0.134 

(0.063) (0.070) (0.077) (0.069) (0.084) 

기초단체장의 

경력가변수2 

0.152** 0.069 0.075 0.129* -0.015 

(0.062) (0.093) (0.083) (0.076) (0.087) 

지난 연도의 

재정자주도 

-0.001 -0.016*** 0.007** -0.019*** 0.011*** 

(0.003) (0.004) (0.003) (0.004) (0.003) 

1.894*** 1.516*** 1.903*** 1.4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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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의 

생산가능인구비율 (0.135) (0.209) (0.155) (0.186) (0.180) 

국회의원 연임 여부 
0.043* 0.018 0.071** 0.023 0.084*** 

(0.025) (0.045) (0.029) (0.043) (0.030) 

기초단체장 연임 여부 
0.131*** 0.198*** 0.125** 0.137*** 0.115** 

(0.039) (0.048) (0.055) (0.042) (0.058) 

상수항 
2.222** 2.944** 3.666*** 5.147*** 3.121** 

(1.106) (1.442) (1.325) (1.467) (1.478) 

표본크기 3,551 1,158 2,393 1,361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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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에 따른 로그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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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party alignment on 

distribution of national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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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national subsidies are conditional grants issued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The amount of grants is not rigorously 

legislated and subsidy ratio is decided between various political 

agents. This make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subsidies vulnerable 

to political leverage. In this paper, I developed two hypotheses; party 

alignment effect, and swing effect.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es, I established panel data containing financial and electoral 

information on a municipality level from 1997 to 2014. Following the 

dynamic panel model suggested by Arellano and Bond(1991), 

evidences supporting the hypotheses were found. The municipalities 

i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governed by the ruling party 

enjoyed more than 10% of per capita real national subsidies. Also, 

swing municipalities in a presidential election received 90% more per 

capita national subsidies if the head of those was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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