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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업무추진비는 과연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종자돈’ 이 될 수 있음을 이

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자치단체

장일수록,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린다

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 임을 확인하였다. 과거 정보비와 판공비로 불

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적비용을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업무추진비의 비중은 1%도 되지

않지만 단체장의 자의에 따라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과 시민단체들

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운

영 실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추정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

지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8～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지출

내역 자료와 같은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90% 유의수준에서 투표율과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사이에는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득표율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99%

유의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

체장의 재량과 지출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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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5% 유의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재

선 단체장의 경우 초선이나 3선 단체장에 비해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득표율, 즉 후보

자간의 경쟁지수와 지방선거주기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

치는 정치적 변수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임을 실증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방자치단

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냄

으로써 앞으로 행해질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라는 가능

성이 확인된 만큼 부당한 집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

주요어 :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산결정요인, 정치적 요인

학 번 : 2006-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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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판공비로 친숙하게 알려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 과거에 정보비와 판공비로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

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적비용을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인건비나 사업비와는 다른 특성상 예

산편성에 일정한 한도액이 설정되고, 집행기준과 절차에도 제한이 따른

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예산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

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의 운영 실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운

영은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

다. 특히 사용기준과 사후 정산 방법 등이 불명확해 ‘단체장의 쌈짓돈’이

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내용

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는 심각하다. 일부

시도지사는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하는가 하

면 현금으로 쓴 업무추진비의 수령 대상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1)

1) 권오성·김민경,「시 도지사 불법기부, 배임의혹」,『한겨레신문』,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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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려금은 현장 직원에게만 주라고 한 행정안전부 규칙을 위반하고

자신의 비서실과 공관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주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로

기자와 도의원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의 현금을 건넨 경우

도 있었다.2) 그 밖에 밥값이나 꽃값 지불에 업무추진비를 개인 쌈짓돈처

럼 사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 더욱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부 시도지사는 업

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단체 격려금과 종교단체 의연

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 현직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려금 명목의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

하고 있다.3)

업무추진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격려금이나 조의 축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현금으로 집행할 때도 전달자, 최종수요

자의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으며, 영수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 목

적, 일시, 금액, 대상자, 전달자 등을 명시한 집행내역서를 증빙서류로 갖

추도록 하였다.4)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가 2008년 3월 제정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막기 위해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2) 정대하,「박준영 전남지사, 업무추진비로 언론인에 격려금」,『한겨레신문』, 2009.7.21.

3) 박혜숙,「인천시장 업무추진비 공방 언제까지」,『아시아경제』, 2015.9.24.

4)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7.2.23., p.39-40.



- 3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역시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의 호주머니 쌈

짓돈, 선심성 사전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

이에 대한 감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엄격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

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알아보고, 기준액과 집행 대상을 보다 명확

하게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해외 사례를 살펴

보고,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살펴본다. 또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어 2008～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 자료와 같은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부정적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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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관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업무추진비의 지출 규모를 밝히고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무

추진비의 지출이 지방선거라는 변수와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특히 업무

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업무추진비 제도에 살펴보

고 운용방식과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행한다. 제도 운용방식이나

의의는 지방재정 관련 단행본 및 연구와 관련 법조항 탐색을 통해 진행

하며, 운용실태는 행자부, 국회, 감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파

악한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지출 근거와 해외 사례를 수집한다. 이어 문

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논의를 실행한다. 문헌조사는 관련 단행본이나 연

구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귀식의 근거

를 제공함으로써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지방예산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예산결정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한다. 총제론, 과정론, 결

정론 등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결정론적 관점에서 사회경제

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 공공선택론적 요인, 재정론적 요인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업무추진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

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은 통제하고

정치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삼아 가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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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2008년～2015년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2010년, 2014년 지방선거결과 및 보궐선

거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이론과 선행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설 검증

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문제

의 심각성에 비해 도외시 되었던 업무추진비 지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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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도 및 이론적 논의

제 1 절 업무추진비에 관한 제도적 논의

1. 업무추진비 정의

업무추진비란, 지자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상에서는 업무추진

비로 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

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지

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중앙부처

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

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

한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단

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 과 조직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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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제 잡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운영상 문제로 지적되는

항목은 지출에 있어 지자체장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기관운영업무추진

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액과 집행대상

1)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기준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지급되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

비는 공무원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 편성한다. 여기에 기관운

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합쳐져 전체 업무추진비를 구성한

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표2-1>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

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5)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개인

적인 용도는 사용 금지되며 월정액으로 지급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

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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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등의 규

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이 불가하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를 포함한 상한액)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 기준액은 <표2-2>와 같은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되

며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표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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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액 비 고

시 장․
도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77,200
198,000
167,200
133,000

부시장․
부 지 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193,600
138,600
116,600
93,000

기획관리
실 장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기타 시․도

24,200
13,200
11,000

시․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시 ․ 도
출 장 소

출장소장
부 소 장

22,600
7,9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는 출장소에
한함

시 ․ 도
국 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 도
감사위원장)

2급이상

3 급이하

9,900
(11,000)
6,600
(7,7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부
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시 ・ 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2 급

3 급
4 급

9,900

6,600
3,300

(4,4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광역시 농
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室․課단위의 하부조직이 있는 4급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
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
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
되어 있는 지역중, 소장밑에 과
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표 2-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 (시도 기준)

(단위 : 천원/년)

자료: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53)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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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

증감률

※ 최근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16년 경우 : 전전년도(14년도), 전전전년도(13년도), 전전전전년도

(12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6년

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

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준액 산정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2017년도)까지

기준액 별도 설정 통보

<표 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자료: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57)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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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

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

우 식사 제공

<표 2-3>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2)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

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6)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

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은 <표2-3>과 같이

동 규칙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

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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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

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지방자치단체

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

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

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

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

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

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

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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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

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

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

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

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

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

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

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

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

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

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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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

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 명의자별 지급 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제주특별자치

도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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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추진비 관련 해외사례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유사한 항목

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 등 서구 사회의 경우 한국과

같은 의미의 업무추진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7)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교제비)’가 존재하고 있다. 일

본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접대비’ 가 존재하기도 한

다. 접대비란, 법인(法人)이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

한다.8)

먼저 일본에서는 한국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교제비”라는 예

산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9) 교제비는 주로 축의금·조의금, 위문금, 기념

품비 등에 사용하고 있고, 간담회시 식사 등에 사용되는 접대비는 통상

적으로 별도의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교제비는 현금으로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매월 월별로 공개한다. 교제비의 공개범위는 일자,

지출자, 지출건명, 지출금액, 상대방(공식적 모임만 공개) 이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교제비의 손금(損金)10)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금이 1억엔 이

하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일부 교제비의 손금을 인정하고 있다.11) 중소기

업의 교제비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접대비 지출액 또는 400만엔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이다. 일본「조세특별조치법」에 교제비에 관한 과

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12) 교제비의 성립요건으로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이어야 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7) 신무섭,「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 분석」,『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2009, p.2.

8) 안종석·조찬래,『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8., p.6.

9) 행정안전부,『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 2008.9., p.1.

10) 손금산입(損金算入):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11) 안종석·조찬래,『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8.,

p.9-11.

12) 손원익,「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재정포럼』, 2008.1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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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제비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의 형태가 접대, 향응의 제공, 선물

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하여 일본에

서는 금전의 증여는 교제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출

액의 일정금액마다 금전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교제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한편 한국의 업무추진비, 접대비 등과 동일한 성격의 지출이 미국에

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entertainment expense와 gifts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3) entertainment expense는 거래상대방 및 임직

원에 대하여 접대, 오락,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entertainment

expense는 접대를 위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지출액의 50%를 손금으

로 인정하고 있다. gifts는 거래상대방 및 임직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

는 것이다. gifts는 1인당 연간 25달러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

다.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은 직접관련 테스트와 사업관련 테스트를 통

한 요건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만족해야 접대비를 손금산입 하게 된다.

직접관련 테스트(directly related test)는 접대의 주목적이 사업을 수행하

는 것이어야 하고, 납세자가 오락활동(entertainment)에 참여해야 하며,

사업상의 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해야, 직접관련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사업관련 테스트(associated test)는 접대가 사업을 수행

하는 것과 관련 있고, 실질적인 사업관련 논의 직전·직후에 비용이 발생

한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사업관련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 접대성 식

사일지라도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금으로 인

정되지 못하고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의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4)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계산시 비용

13) 안종석·조찬래,『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8.,

p.7-9.

14) 안종석·조찬래,『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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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접대비 지출행위에 대한 세제혜택을 사실

상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음식, 담배, 상품권 등의 형태가 아니라 광고선

전비와 유사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50파운드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

고, 예외적으로 해외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끝으로 독일의 접대비는 사적인 이유, 사업상의 이유, 경영상의 이유

로 인해 접대의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 상당액을 의미한다.15) 사적인 동

기에 의한 접대는 적정한 생활품위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취급되어 비

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 혹은 경영상의 목적으로 접대를 하는 경

우, 접대비 지출액의 70%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자사직원을 접대하는

경우에는 그 접대비용은 100% 손금산입될 수 있다. 업무관련 접대비는

장부상의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70%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별도로 기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접대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15) 안종석·조찬래,『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8.,

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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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제재 근거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

치사무에 대한 감사, 감사원 감사, 부당한 집행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지방교부세 감액이나 반환조치 등의 직접적인 제재와 정보공개에 의

한 간접적인 제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감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사무에 관하여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중 축의 부의금을 집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 한

하여 가능하다.17)

그럼에도, 경기도, 수원시 등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까지 축의

부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면서, 794건 39,070,000원을 지급대상자

가 아닌 언론관계자 등에 부적정 집행하였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

정 사유로 징계·시정요구를 한바 있다.

16)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7) 행정자치부,『감사결과: 징계·시정 요구』,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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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 제22조제1항18)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대

해 필요적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5월 23일 감사원 감사결과

에 따르면, 지자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

어야 하고, 구체적인 집행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지급 품의결의

해서는 안되며,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이나 현금 수령자로부터 집행내역서를 받아서 증빙서류로 첨부하

여야 한다.19)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비 지급품의서

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총 778회에 걸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9,15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단체장이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사용

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이나 집행내역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

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처리 부적정 사유로 주의를 준바 있

다.

3) 지방교부세 감액

18)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

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19) 감사원,『감사결과: 주의요구』, 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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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0. 그 밖에「감사원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지

방자치법」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

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

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

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표 2-4> 현행「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

비의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하

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고 있다.20)

4) 정보 공개

2003년 3월 11일에 선고된 2001두6425 판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업무추진비 정보를 조직적으로 비공개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 소송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되 나머지

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1)

이는, 1998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지방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나면서, “판공비 공

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지방

20)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5.7.21., p.14.

21)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 사이트(http://www.opengirok.or.kr/4192),「기관장 업무추

진비가 가장 잘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 2015.7.15.



- 21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

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표 2-5> 현행「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성과

이다. 현행「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

상 정보가 열거되어 있는데,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행「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는 부분공개 규정

을 두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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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

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

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

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

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

여야 한다.



- 23 -

제 2 절 지방예산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

만 주요 예산항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규범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가 있

다. 예산결정에 대한 규범적 연구는 예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무엇이 적당한가에 대한 철학적·인식론적 연구를 말한다(한준수, 2014:

18-19). 이러한 논의에는 총체론이 있다. 예산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실제 예산결정이 어떤 환경적 요인 또는 결정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

는가를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다(한준수, 2014: 18-19). 실증적 연구에는

과정론과 결정론이 있다.

1. 총체론

총체론 또는 총체주의(Synopticism)적 예산결정이란 합리적 선택모형

에 입각한 예산상의 의사결정을 말하며, 모든 대안에 대하여 완전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산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 중 순사회복지(net social

welfare)나 지역효용(community utility)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

택해야 한다는 이론이다(박종구, 1996: 5-9). 총체주의는 합리모형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예산배분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준거에 따라

서 예산배분이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상 결정이 합리적이

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배인수, 2003: 7). 총체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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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규범모형을 제시하며, 대표적으

로 ZBB(영기준예산제도), PPBS(계획예산제도) 등이 있다.

2. 과정론

과정론 내지 과정지향적 연구의 대표적인 모형은 점증주의

(Incremental Model)이다. 점증주의는 상술한 총체론적 접근인 예산상의

총체주의·합리주의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 이론임에 불과하여 이를 전적

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예산과정에서

결정자들은 계산의 부담을 덜고 정치적 안정을 얻기 위한 경제외적인 고

려를 기저에 두고 있으며 소위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정치적 합리성의 추

구로 본다. 이처럼 과정론은 예산상의 총체주의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

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박춘근, 1986:18).

3. 결정론

체제모형에 기반한 결정론 내지 결정요인론(Determinants Theory)은

예산결정에 미치는 공통적인 환경적 요인과 변수측정을 통해 예산결정요

인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이다. 예산상의 점증주의는 공공부문의 예산과정

과 결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예산편성과정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결정

요인론은 과정지향적인 점증주의와 달리, 결과지향적인 이론으로서 외부

환경요인들을 지방정부 세출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보고 있

다(박종구, 1996: 29).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

치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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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경제적 결정이론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론은 1952년 Fabricant가 미국 주정

부 재정지출을 분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주민 1인당 소득, 도시

화, 인구밀도라는 3가지 변수로 미국 지방정부의 지출이 결정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후 Fisher(1964) 등에 의해 후속연구가 이어져 1960년 이래

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결정요인 연구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한원택·정원영, 1994: 8). 그외에 사회경제적 결정이론에는 Wagner의 법

칙, 산업화이론, 경제적 제약이론, 도시한계론, 수정된 체제모형 등이 있

다(한준수, 2014: 26).

첫째, Wagner의 법칙(1863)으로 알려진 국가활동의 팽창법칙(Law of

Expanding State Activity)에 의하면, 경제발전에 따라 공공부문(국가,

지방정부)의 절대적·상대적 규모가 팽창한다. 재정성장 여부는 사회경제

적 환경측면(소득·인구·산업화)의 경제발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

고 또한 그에 제약된다(조기선, 2007: 34-37)는 주장이다.

둘째, Wilensky가 주장한「산업화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에

의하면 복지정책의 확대는 산업화의 결과이다. 즉,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

라 새로운 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정책이 발전한다

는 주장이다. 산업화는 노동력의 성격과 생계수단을 변화시킨다. 이로 인

한 도시화 현상은 주택, 교통, 환경오염, 빈곤, 범죄 문제 등을 야기시키

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O'Conner(1988)에

의하면 현대 복지국가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의 증가는 산업

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needs)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 이

뤄진 결과이며, 요구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도시화와 교육수준의 증가

등이 거론된다(이진성, 2012: 29).

셋째, Peterson(1981)이 주장한 「도시한계이론(City Limit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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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제약설(Financial Constraint)」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성장과 재정력 등 도시한계요인(City

Limits)의 제약을 받는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증대나 세수확대, 정

부서비스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지역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목표이고, 이러한 경제논리를 따르

지 않는 도시는 결국 재정적·정치적 파국을 맞게 된다고 보았다.

넷째, 정치학자 Dye(1966)는 수정된 체제모형에 입각하여 경제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4개의 경제적 변수(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수준)와 4개의 정치적 변수(정당 간 경쟁, 정당통제, 투표율, 할당의 불공

평정도)간 상관 관계를 90개 이상의 정책산출물지표간 관계분석을 통해

도출하여 경제변수가 정치변수보다 정책결정에 훨씬 중요하다고 결론지

었다(노화준·남궁근, 1993: 37).

2) 정치행정적 결정이론

정치행정적 결정이론은 예산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치적 변

수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선호

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

응하고 이에 대한 지출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

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가 정치적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

다고 본다(박성만, 2010: 27-28). 또한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선거

와 함께 정당이 정치행정적 결정이론에 있어서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정치행정적 결정이론을 지지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V.O.Key의 「정치적 선택이론(Political choice theory」내지

Kleinman의 「정당효과모형(Political party effect model)」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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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집권 이후 정부를 구

성하게 되면 정당은 약속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게 된다

는 것이다(지병문·김용철, 2003: 266). 그리고 복지정책은 수혜층이 분명

하기 때문에 단체장 연임을 포함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쉽다고 본다(박성만, 2009: 28). 또한 주민의 정당

참여가 높을수록, 정당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지지출을 증가시킨다(김태일, 2001; 71).

둘째, Key-Lockard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 의하면 후보자간 정치

적 경쟁이 치열고,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즉 보다 참여

적인 정치 지형와 경쟁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일수록 구성

원들의 요구를 정책결정과정에 더욱 잘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V.O.Key(1956)는 선거경쟁가설(정치적 경쟁지수가설)을 통해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치열한 경쟁을 거칠수록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

다. 또한 Peterson(1981)은 재정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리더십

의 형태, 정당간 경쟁, 정치구조, 언론, 관료제, 이익집단의 참여 등을

꼽았고, 서상범(2009: 7-11)은 정당의 이념, 투표율, 정치인의 행태, 관료

의 행태와 같은 정치행정적 변수가 재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공공선택론적 결정이론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이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

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

스의 공급은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으로 비시장적

활동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말한다(Premchand, 1983; 47).

Buchanan(1970)은 공공재의 배분이 표결, 즉 투표에 의한 집단적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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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Downs(1957)는 유권자는 정당에 대

한 선호를 투표로 나타내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이 결

정된다고 보았다. Niskanen(1971)은 공무원은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영호, 2003; 34-35). 대

표적인 공공선택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Niskanen(1971)의 「예산극대화가설」에 따르면 예산편성의 독

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 잉여가 0

이 되는 수준, 즉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되는 수준까지 예산규모를 확

대한다. 이로 인해 공공재는 과다공급 되고 재정지출은 과도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A.Downs(1961)에 의하면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투표수

를 극대화(vote maximizing)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조기

선, 2007: 41-42).

둘째, Nordhaus(1975)의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은 집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재집권과 지지도 상승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선거이후에는 재정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등

선거로 인한 정치적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셋째, M.Jensen과 W.Meckling의 「본인-대리인이론」은 주주와 전문

경영인 관계에서 제기된 이론이다. 이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와 주민

관계로 적용하면, 주인(주민)의 의사를 수행하는 대리인(정치인, 관료)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을 이용하여 주인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동으로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여(김성연, 2011: 35)

결국 주인인 주민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재정지출은 팽창한다는 것이다.

A.Downs(1957)가 주장한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이론」에 의하면, 공공

재는 외부성을 갖고 있어서 그 효과와 비용을 측정하는데 많은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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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획득의 편익이 그 비용보다 낮게 평가되어

유권자는 합리적으로 무지를 택하고 그 결과 중위투표자적 선호를 보이

게 된다. 따라서 다수결투표의 결과가 중위적 선호가 나타남을 이용하여

특정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중위적 선호를 대변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김대진, 2009: 58)고 보았다.

넷째, 사업극대화모형(Program Maximization Model)에 의하면, 단체

장은 주민지지 확보를 통한 재선을 위해 임기 중 최대한 많은 사업을 제

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더라도 사업수를 극대화하고자 소

규모 분산투자행태를 보인다(허명환, 1999: 135).

4) 재정적 결정이론

대표적인 재정적 결정이론으로는 재정능력이론(Financial Ability

Theory), 점증주의가설 등이 있다.

Hofferbert & Sharkansky(1969)의 「재정능력이론(Financial Ability

Theory)」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고, 지방정부예산결정의 제약조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진성, 2012: 31). 또한 전년도 재정지출을 기초로 현년도 재정지출이

결정된다는 점증주의가설(Incrementalism)이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의 인

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예산 결정이 정책결정자 상호간의 타협과 조정으

로 진행되고, 그 결과 전년도 예산이 현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신무섭, 1984: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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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이론 대표학자 요인변수

사회경제적

결정모형

바그너의 법칙 Wagner 소득, 인구, 산업화

산업화이론
Wilensky,

O'Conner

소득, 인구수, 인구밀도, 노인인구,

부양비율, 산업활동인구(산업종

사자비율, 경제활동인구), 교육

수준 등

도시한계이론 Peterson
지방정부의 재정력(지방세,세외

수입)

수정된 체제이론 Dye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정치행정적

결정모형

정치적선택이론

정당효과모형

V.O.Key,

Kleiman

선거, 정당참여, 정당간 경쟁

정당의 이념, 다수당 규모

정치참여-경쟁모형

선거경쟁가설

Key-Lockard

V.O Key

선거경쟁지수, 선거인, 투표율,

리더십형태, 이익집단의 참여,

관료제, 언론

공공선택적

결정모형

예산극대화가설

득표수극대화론

Niskanen

A.Downs

관료의 예산증가선호, 정치가의

연임추구, 선거경쟁지수

재정환상이론

끈끈이효과
Buchanan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

보조금, 간접세, 지방채

정치적 경기순환론 Nordhaus 선거사이클

본인대리인이론

합리적무지이론
A.Downs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유권자의 행태

사업극대화모델 허명환
단체장의 연임을 위한 사업수

분절화

재정적

모형

재정능력이론
Hofferbert,

Sharkansky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자주재원

부담능력), 지방교부세, 국고보

조금, 균특보조금,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점증주의가설 Wildavsky 전년도 재정지출

<표 2-6> 예산결정모형에 의한 요인 변수

자료: 한준수(2014) 자료 일부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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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와 평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업무추진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예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결정과 지출행위가 체제환경적

영향의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에, 즉 결정요인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을 연구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확인하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았다. 결정요인론의 범주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공공선택론적 요인, 재정적 요인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1. 영향요인별 선행연구 검토

1) 사회경제적 요인변수 연구

Wagner 법칙의 소득요인과 관련하여 김의섭(2002: 143)은 1953～1993

년도 기간 시계열 분석에서 정부지출의 소득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다. 조연상(1988: 152-153)은 1954～1983년도

기간 1인당 GNP 시계열추세와 정부지출 시계열추세가 바그너 법칙을

따른다고 분석하였다. 인구요인과 관련해서 Bahl 등(Bahl, Roy, Chuk

Kyo & Chong Kee Park, 1986)은 1953～1975년도 기간 한국의 공공지

출증가의 38%가 외연적인 인구증가 효과라고 분석했고, 김의섭(2002:



- 32 -

167-192)도 고도성장과정의 급속한 인구증가가 주택, 교육, 도로, 사회,

복지 등의 욕구를 확대시켜 재정팽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고, 정

영호(1997: 59-61)는 인구규모와 정부지출성장간 정(+)의 관계를 확인했

다. 산업화 요인과 관련하여 최경희(1992: 101-106)는 2차 산업(제조업)

의 비중과 정부예산 성장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세입예산을 증대시켜 세출예산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

았다.

사회경제적 요인변수(소득, 인구, 산업화)를 측정하기 위한 계량적 접

근 사례를 보면 먼저, 소득수준은 그 측정변수로 1인당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이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등이 있다. 둘째, 지역 인구의 계량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인구수,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이 연구되고 있다. 인구는

그 자체가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며(김안

제, 1989: 270-272), 인구의 변화는 연령 구성을 변화시키고, 이는 교육·

주택·저소득층 복지·노인 복지 등에 대한 공공지출의 필요성을 증대시킨

다. 따라서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는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

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도시화는 인구적 측면에서

도시인구의 증가로 압축되며 통상적으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구증가율

로 측정되고 있다(정철주, 2006: 28). 셋째, 지역의 산업화 수준과 관련하

여서는 2차산업종사자비율, 3차산업종사자비율, 농어업, 광공업, 제조업종

사자수, 경제활동비율 등이 대상변수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가 진

전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응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한다(이진성, 2012: 29)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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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행정적 요인변수 연구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 변수에 대한 연

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변수에는 선거, 선거경쟁지수, 투표율, 단체장의

경력, 단체장과 의회관계, 단체장의 연임여부 등이 있다.

먼저 단체장-의회관계를 살펴보면 Svara(1987: 207-227)는 4가지 정치행

정관계 유형으로 지방정부를 구분하였다. 즉, 시지배인 우위형(strong

manager pattern), 의회우위형(council dominant pattern), 의회침투형

(council incursion pattern), 의회-시지배인 상호경원형(council-manager

standoff pattern)으로 구분하였다. 임헌만(1999: 104-114)도 단체장 우위

형, 의회우위형, 상호침투형, 상호자제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단

체장의 경력과 관련하여, 단체장은 가치배분과 관련한 정치적 역할을 수

행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경제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바(이승종, 1998: 147-161), 경제적 관점에서는 복지지출을 감소하고 개

발지출을 확대하게 되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게 된다

(김태일, 2001: 69-89). 이렇게 볼때 단체장의 이전경력은 단체장 부임후

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연보라, 2011:

36) 또한 투표율로 측정되는 정치참여율은 시민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요구의 강도를 반영하므로 투표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개발과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V. Gray, 1976: 235-256). 재정지

출에 대해 투표율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특정한 계층이 자신들의 요구

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정철주, 20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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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선택론적 요인변수 연구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강윤호(1999: 189-210)는 Niskanen의 주장처럼

지방정부 관료들의 공리주의적 공무 동기가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동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의 예산결정규칙·행정문화·사회적 풍토 등 제도적 조건이 예산결정과정

에서 관료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행태를 구조화 시킨다고 보았다

(강윤호, 2000: 79-109). 홍순규(2012: 17-23)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치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선심성 예산 분할배분정치(Pork Barrel

Politics) 관점에서 유권자는 자기지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정치인

은 다음 선거를 위해 이익집단이나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

하며, 관료는 자기부처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가정하고 행

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4) 재정적 요인변수 연구

재정적 요인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

방세, 지방교부세, 정부지원금비율 등을 대상으로 한다. (권경환, 2004;

정철주, 2006; 조기선, 2007; 김순미, 2008; 박성만, 2009; 신용무, 2011;

이진성, 2012 등).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과 지방재정지출간

관계를 연구하거나(권경환, 2004), 정부지원금(지방교부세+정부보조금+국

가균특회계)과 지방재정지출과의 관계를 분석(조기선, 2007)하는 연구사

례가 있는데 지방교부세와 정부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간에는

지방비 매칭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재원의 차이가 있다. 김의섭(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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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연도 요인

강윤호
170개

지방자치단체
2003

재정자립도, 자동차보유율, 인구밀도, 인구수,

생보자수. 광공업종사자비율, 단체장의 득표율,

정당소속, 공직경력, 의회관계, 의원의 득표율

최재녕
232개

지방자치단체
2004

인구규모,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기초

생활수급자비율,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선거

참여율, 당선자득표율, 득표경쟁, 국고보조금

비율

강혜규
205개

지방자치단체
2005

복지수요,재정자립도,1인당지방세부담액,

자치단체장소속정당,민간비영리단체수,

사회복지이용시설수, 국고보조금

이재완

김교성

16개

광역자치단체
2007

경제개발비비율,노인인구비율,재정자립도

단체장소속정당, 실업률, 복지지출증감율

김순미
232개

기초자치단체
2008

인구밀도,노인인구비율,여성인구비율,장애인

인구비율,기초생활자비율,아동인구비율,재정

자립도,1인당지방세

<표 2-7> 결정요인 종합적 연구 사례

167-192)은 1963～1993년도 기간 한국 재정성장현상을 시계열분석을 통

해 확인한 결과 관료제적 특수성과 점증주의적 성향을 가지면서 전년도

예산에서 일정부분 증가되는 예산 편성 과정의 성격을 밝혔다. 1962～

1986년도 기간 한국정부의 공공지출을 분석한 박종구(1989: 85-102)는 전

년도 지출이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밝혔

다. 이상에서 예산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별 선행연구를 검

토해보았다. 최근에는 예산 결정 요인 분석 연구에 있어 특정 요인에 치

중한 연구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공공선택론적 요인,

재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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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

23개시군
2009

기초생활자수, 노령인구비율, 장애인수,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 단체장경쟁지수,

의원경쟁지수, 여성의원비율, 지방선거,

분권교부세실시

연보라
230개

기초자치단체
2011

리더십요인, 재정자립도, 고령화비율,

더미변수, 수직적통합정부, 수평적통합정부,

정당, 단체장연임

조현호
전북

14개 시군
2011

기초생활자수, 노령인구비율,장애인수,

복지시설수,전체인구수,재정자립도,1인당

지방세,단체장경쟁지수,지방선거,분권교부세

실시

이진성
227개

기초자치단체
2012

인구밀도,경제활동인구비율,1인당지방세,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여당소속당선의원

비율,여당소속단체장,복지담당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수,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

자수, 다문화가구수

자료: 박성만(2009; 39-40), 이진성(2012: 48-49) 자료 일부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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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과정은 종합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관련 요

인들을 통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요인별 선행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라는 예산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확인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히

고자 하는 연구주제에 맞도록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임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정치적 특

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연관성을

규명하는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업무추진비가 특수한 성격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경

우가 많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

방예산 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밝히고, 지출에 영향

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상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업무추진비가 V.O.Key가 밝힌 정치적

선택이론이나 Kleinman의 정당효과모형에서 함의하는 것처럼 선거를 통

해 선거인들에게 제시한 정책에 기반하여 영향을 받는지, Key-Lockard

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서 밝힌 바처럼 후보자간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

수록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증가하는지 밝혀보고

자 한다. 또한 공공선택론적 결정이론 가운데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

설처럼 예산편성의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재선이라는 사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리는지, Nordhaus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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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론이 제시히는 바와 같이 선거에 인접할수록 자신의 정치적 목

표인 재선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출 범위가 넓고, 단체장의 재

량이 큰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리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가설을 입

증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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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분석틀과 설계

본 연구는 지방선거결과와 업무추진비의 상관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여

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업무추진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

다. 업무추진비 역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공공선택론

적 요인, 재정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

는 16개 시 도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증가율과 전체예산에서 차지

하는 업무추진비의 비율이다.

통합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별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

가 업무추진비 증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핵심적인 독립변수

로는 V.O.Key가 밝힌 「정치적 선택이론」이나 Kleiman의 「정당효과

모형」, Key-Lockard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결과, 투표율, 소속정당, 득표율과 Nordhaus의 「정치적 경기순환

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선거주기, 또한 재선을 목적으로 단체장은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사업극대화모형」에 근거하여

단체장의 재선여부 등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재정

적 요인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

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Wagner의 법칙에 언급한 소득, 인구, 산업

화수준(총생산)과 재정적 요인 가운데 Hofferbert와 Sharkansky의 「재

정능력이론」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자주재원부담능력), 1인당 지

방예산,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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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의 분석틀

제 2 절 연구의 가설

[연구문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가?

본 연구는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힘으로

써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목적

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당

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문

제화 되고 있다. 더욱이 4년 임기의 자치단체장이 재선을 위해 업무추진

비를 부당하게 집행한다면 M.Jensen과 W.Meckling이 「본인-대리인 이

론」에서 지적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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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Key의 「정치적 선택이론(Political choice theory」과 Kleinman의

「정당효과모형(Political party effect model)」에서는 정당은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인에게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를 구성하면 정당은 약속한 정책

을 국민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준다고 한다(지병문 김용철, 2003: 266). 특

히 복지정책은 수혜층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단체장 연임을 포함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향하기 쉽고(박성만,

2009:28), 주민의 정당참여가 높을수록, 정당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방

정부는 주민의 의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지지출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김태일, 2001: 71). 또한 Key-Lockard는 「정치참여-경쟁모형」

에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높고 후보자간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

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V.O.Key(1956)는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칠수록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선거경쟁가설(정치적 경쟁지수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세운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주민의 정치 참여가 높을수록(투표율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가 많을 것이다. 즉 전체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2. 정당간 경쟁이 높을수록(득표율의 차이가 적을수록) 업무추진

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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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owns(1957)는 투표란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

당의 정강에 대한 선호라고 보았으며,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여당이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3. 자치단체장이 소속한 정당이 집권 여당일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Nordhaus(1975)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에서

집권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재집권과 지지도 상승에 유리한 경제상황을

만들기 위해 확장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이후

에는 긴축정책을 사용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 선거로 인한 정치

적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업극대화모형(Program

Maximization Model)」에 의하면,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장은 하나

의 사업이라도 더 많이 제공할수록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더

욱 충족시키게 되고, 지지투표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업을 제공하려한다고 보았다(허명환, 1999: 135).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4. 선거에 인접한 해에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한국의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는 독립적으로 직선제에 의해 선

출된다. 따라서 의회와의 관계에서 단체장의 독립적, 집행적 권한이 막대

하다. Downs의 「득표수극대화가설」에 의하면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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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단체장은 투표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

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에 더욱 진력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운다.

가설5. 재선이나 3선 자치단체장일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가설을 종합하면 <표3-1>과 같다.

가설 1
투표율이 높을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단체장의 득표율이 낮을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일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선거에 인접한 해에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5
재선이나 3선 단체장의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표 3-1> 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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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증가율과 전체 지자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 업무추진비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직전해에 비해 업무추진비

증가 여부를 판단하고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업무추진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 이때 업무추진비는 2008년부터 2015년

까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등을 집행한 내역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본청) 업무추진비를 기준으

로 한다.

2. 독립변수

1) 주민 투표율

Key-Lockard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 의하면 후보자간 정치적 경

쟁이 치열하고,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인은 구성원

들의 의사에 집중한다. 따라서 보다 참여적인 정치풍토와 경쟁적 정치체

제일수록 정책결정과정에 주민 요구를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도를 투표율로 가정하고 「정치

참여-경쟁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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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경쟁지수(득표율)

V.O.Key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당선될수록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선거경쟁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량화한 지수로 1위와 2위

득표자간의 득표율 차이를 독립변수로 삼고자 한다. 1위와 2위 후보자간

의 득표차가 작다, 즉 선거경쟁지수값이 크다는 것은 선거에서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득표율 차이가 작을수록, 즉

선거경쟁지수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자간의 경쟁과 업무추진비 지출간에 관계를 설정하여

Key-Lockard의 「정치참여-경쟁모형」와 V.O.Key(1956)의 「선거경쟁가

설(정치적 경쟁지수가설)」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3) 집권여당 소속 여부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투표법 같은 각종 주

민참여제도가 도입되고, 자주재원의 확대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발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속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집권여당 소속인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

원 등 예산 운용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았고, 업무추진비 역시 집권여당

소속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Downs(1957)의 주

장처럼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보다 많

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 집권 여당일 경우 예산확보에 유리하다

고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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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주기(임기)

정치적 경기순환주기란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선거년도에 경제

성장 시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

두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았

다. 특히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늘릴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주기에 맞추어 자치단체장의 임기 연차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다. 즉 선거에 임박한 해를 임기 3년차, 4년차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

였다. 2008년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지방선거 결

과와 업무추진비 관계를 설정하여 Nordhaus(1975)의 정치적 경기순환주

기(Political Business Cycle)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로 한다.

5) 자치단체장의 연임여부

Downs의 「득표수극대화가설」에 의하면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

직 단체장은 득표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Bunce, 1980: 373-395) 가운데는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자치단체의 정책변동이 더욱 크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한국의 지

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역 단체장이 임기 중 쌓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

로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선이나 3선

등 연임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본인의 재선을 위한 득표수 극대화를 위

해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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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본 연구는 정치행정적 요인,

그 가운데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요인(투표율, 득표율, 집권정당 소속 여

부, 선거주기(임기), 연임여부) 등 독립변수가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요인의 영향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

른 영향 요인들의 효과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이에 사

회경제적 요인이나 재정적 요인 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Wagner의 법칙에서 언급

한 소득, 인구, 산업화수준(총생산)과 재정적 요인 가운데 Hofferbert와

Sharkansky이 주장한 「재정능력이론」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예산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1) 사회경제적 요인

Wagner의 법칙은 소득·인구·산업화 수준에 따라 재정 지출이나 성장

여부가 결정되고 제약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변

수(소득, 인구, 산업화)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수준은 1인당 지역소득, 즉

1인당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을 계량화하였고, 지역

인구의 계량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자체의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삼았다.

2) 재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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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erbert & Sharkansky(1969)의 「재정능력이론(Financial Ability

Theory)」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재정지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며 지방정부예산결정의 제약조건이 된다고 보았다.(이진성, 2012: 31).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 1인당 지방예산, 재정자립도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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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업무추진비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변수들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통계청 e-지방

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결과 자료, 지방예산 자료 등을 사

용한다. 개별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료, 선거결과 자료, 예산 자료

등은 자치단체 각각의 시계열자료가 결합한 패널자료이다.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형태로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매 기간 동일한 대상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코호트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패널자료는 관측 대상 고유한 특성 등 관측되지 않은 영향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패널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양하나 OLS와 비교하여 시계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정된 대상을 관측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OLS에서

는 고려하기 어려운 관측대상 고유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개별 관측 대상들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모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관측할 수 없는 것

으로 두고, 해당 값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해당 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는 관측치의 행렬이며, α는 관측되지 않은

개별 관측대상의 특성을 의미한다. t는 시간을 i는 관측 대상의 구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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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고정효과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α를 개체내의 차분을 통해 통

제한다. 결과적으로 관측되지 않은 개체 간의 차이는 반영할 수 없다.

반면에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개별 관측치가 각각의 집단에서 추출되었

다고 가정한다. 이는 패널 자료의 개별 관측대상이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에 고정효과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개체의 고유

한 특성을 추정해야할 모수로 보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확률효과모형

은 효율적이나 반드시 불편성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 고

정효과모형은 불편성을 충족하나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의 추정량이 유사할 경우 확률효과모형의 결과를 따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검정방법으로는 하우스만 검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상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위의 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가정적 차이에 대해서 보여

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관측할 수 없는 개체의 특

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바 변수와 오차항 사이의 공분산이 0이 아닐

수 있다. 이에 오차항을 구성하는 항목 중 개체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ui를 소거하여 계수를 도출한다. 이에 반해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개

체의 고유한 특성을 추정해야할 모수라고 본다. 따라서 개별 변수와 오

차항이 서로 독립적임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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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대상의 특성과 모형설정

본 연구는 2008 회계연도∼2015 회계연도에 걸친 8개년도의 업무추진

비 예산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배경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 변수

들이 업무추진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변수들과 업

무추진비 사이의 관계를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검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 수집한 변수들을 포함하여 OLS, 패널 고정효과모형, 패널 확

률효과모형을 사용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특성

개별 자치단체의 규모와 예산의 크기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의 절대적인 크기를 종속변수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다

만 자치단체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변수가 가용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별 항목

에 대한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예산 대비 업

무추진비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해당 항목과 독립변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 회계연도∼2015 회계연도에 걸친 8개년도의 업무

추진비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업무추진비 전

체뿐만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세부항목 역

시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총 업무추진비의 크기는 전체 예산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0.92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22) 하지만

전체 예산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의 경우 1인당 예산, 재정자립도, 지방



- 52 -

세 규모, 1인당 지방세 등 특정변수와 특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가장 큰 광

역자치단체는 서울이며, 경기, 부산, 제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업무추진비의 크기가 가장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울산, 대전,

충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크기와 업무추진비 크기의 순위가

일치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예산은 17개 시·도 중 아래에서 5번째였

으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위에서 4번째로 그 차이가 컸다는 점이다. 반대

로 인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예산의 크기가 클

수록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나, 그 순위가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는다. 양자의 상관계수는 –0.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예산과 업무추진비의 비율 사이에는 비례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2015년 기준 평균적으로 41억원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할당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5억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억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9억원, 부서운

영업무추진비가 9.7억원, (의회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2억원 수준이

다.23) 업무추진비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7%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의

자의에 의해 오용되기 쉬운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단순히 비율만

으로 그 중요성을 따지기는 힘들 것이다.

22) 인구수, 지역내 총생산 등 규모에 따른 변수들과도 0.8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3)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 규모는 매우 상이하며, 따라서 평균을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 22.8조원 수준인데 반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약 1조원, 세종

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수준인 울산의 경우 약 3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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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업무추진비
예산 (억원)

예산대비
비율 (‰)

전체예산 1인당 예산
(백만원)

1 서울 107.8
(1)24)

0.4727
(14)

22813
(1)

2.31
(16)

2 경기 74.47
(2)

0.3651
(17)

203978
(2)

1.65
(17)

3 부산 48.47
(3)

0.5024
(13)

96476
(3)

2.84
(8)

4 제주 46.16
(4)

1.1329
(2)

40743
(14)

6.94
(1)

5 경북 40.78
(5)

0.5143
(12)

79279
(5)

3.00
(6)

6 대구
38.34
(6)

0.5807
(10)

66036
(7)

2.69
(11)

7 경남 36.69
(7)

0.4644
(15)

78992
(6)

2.40
(15)

8 충남 36.12
(8)

0.6502
(8)

55554
(9)

2.66
(12)

9 전남 35.92
(9)

0.5546
(11)

64760
(8)

3.69
(3)

10 인천 33.55
(10)

0.3816
(16)

87908
(4)

3.05
(5)

11 강원 33.52
(11)

0.6649
(7)

50406
(11)

3.35
(4)

12 광주 33.12
(12)

0.7952
(4)

41649
(13)

2.75
(9)

13 전북
32.93
(13)

0.6206
(9)

53068
(10)

2.95
(7)

14 충북 32.77
(14)

0.7804
(5)

41995
(12)

2.69
(10)

15 대전 29.05
(15)

0.7296
(6)

39813
(15)

2.59
(13)

16 울산
26.58
(16)

0.9069
(3)

29311
(16)

2.57
(14)

17 세종 13.89
(17)

1.194
(1)

11632
(17)

5.89
(2)

<표 4-1> 광역지자체별 업무추진비 및 예산 현황 (2015년)

24) 괄호 안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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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업무추진비 비율과

갖는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있기 때

문에 개별 독립변수별로 별개의 모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다수의

독립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할 경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변수를 제한할 경우

주요변수가 누락되는데 따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

한 독립변수들의 경우 각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110개의 관측치에 대해 권장되는 수준의 변수의 수를 고려할 때 변수를

제한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차후 모형 설정에 있어서

가설별로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가설 1.의 경우 투표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

거 기준 평균 투표율은 58.1%이며,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가 52.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전국단위로 봤을 때 제4회

지방선거의 경우 54%, 제5회의 경우 56%, 제6회의 경우 58%로 매회 조

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설 2.의 경우 정당간 경쟁의 대리변수로

득표율의 차이를 고려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당제에 가까운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당선자의 득표율의 크기로 정치적 경쟁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선자의 평균 득

표율은 약 58%이며, 전남이 약 78%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약 50%로

가장 낮았다. 가설 3, 4, 5.의 경우 해당 연도의 현황에 따라 더미변수로

하여 모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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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업무추진비 
예산 (억원)

예산대비 
비율 (‰) 투표율25) 당선자 

득표율

1 서울 107.8
(1)26)

0.4727
(14)

65.6
(9)

77.96
(9)

2 경기 74.47
(2)

0.3651
(17)

59.5
(13)

77.73
(16)

3 부산 48.47
(3)

0.5024
(13)

59.9
(12)

69.23
(13)

4 제주 46.16
(4)

1.1329
(2)

56.1
(5)

65.42
(2)

5 경북 40.78
(5)

0.5143
(12)

62.8
(2)

59.97
(7)

6 대구 38.34
(6)

0.5807
(10)

59.8
(10)

58.85
(17)

7 경남 36.69
(7)

0.4644
(15)

57.1
(6)

57.85
(6)

8 충남 36.12
(8)

0.6502
(8)

62.7
(11)

57.78
(12)

9 전남 35.92
(9)

0.5546
(11)

58.6
(1)

56.12
(1)

10 인천 33.55
(10)

0.3816
(16)

52.3
(15)

55.95
(15)

11 강원 33.52
(11)

0.6649
(7)

55.7
(16)

52.21
(4)

12 광주 33.12
(12)

0.7952
(4)

55.6
(7)

50.65
(10)

13 전북 32.93
(13)

0.6206
(9)

53.3
(3)

50.43
(5)

14 충북 32.77
(14)

0.7804
(5)

54
(17)

50.07
(8)

15 대전 29.05
(15)

0.7296
(6)

53.7
(14)

49.95
(14)

16 울산 26.58
(16)

0.9069
(3)

62.2
(4)

49.76
(11)

17 세종 13.89
(17)

1.194
(1)

58.8
(8)

49.75
(3)

<표 4-2> 광역지자체별 업무추진비 및 선거 현황 (2015년)

25) 투표율과 득표율은 2014년도 제6회 지방선거 결과임
26) 괄호 안은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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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독립변수 이외에 종속변수인 업무

추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을 모형에 포함

시키도록 한다. 먼저 사회경제적요인으로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인구27)

를 포함시켜 통제한다. 2015년 평균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3100만

원 수준으로 울산이 61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산업구

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재정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로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였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에 지방채를 감한 것을 일반회계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역

의 재정능력 및 교부세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2015년을 기준

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경기 등이

며, 낮은 곳은 전남, 강원, 전북 등이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경우 도시지

역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해당 지역의 산업 역

시 반영하고 있다.

27) 인구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크고, 편향된 분포를 보이므로 자연로그를 취하

여 분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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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업무추진비 
예산 (억원)

예산대비 비율 
(‰) 재정자립도

1 서울 107.8
(1)28)

0.4727
(14)

84.3
(1)

2 경기 74.47
(2)

0.3651
(17)

66.6
(3)

3 부산 48.47
(3)

0.5024
(13)

56.8
(5)

4 제주 46.16
(4)

1.1329
(2)

36.4
(11)

5 경북 40.78
(5)

0.5143
(12)

30
(14)

6 대구 38.34
(6)

0.5807
(10)

53.1
(8)

7 경남 36.69
(7)

0.4644
(15)

43.3
(10)

8 충남 36.12
(8)

0.6502
(8)

35.2
(12)

9 전남 35.92
(9)

0.5546
(11)

22.8
(17)

10 인천 33.55
(10)

0.3816
(16)

64.4
(4)

11 강원 33.52
(11)

0.6649
(7)

25.9
(16)

12 광주 33.12
(12)

0.7952
(4)

49.3
(9)

13 전북 32.93
(13)

0.6206
(9)

27.6
(15)

14 충북 32.77
(14)

0.7804
(5)

34.8
(13)

15 대전 29.05
(15)

0.7296
(6)

54.9
(6)

16 울산 26.58
(16)

0.9069
(3)

72
(2)

17 세종 13.89
(17)

1.194
(1)

54.8
(7)

<표 4-3> 광역지자체별 업무추진비 및 재정자립도 (2015년)

28) 괄호 안은 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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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설정

앞에서 제시한 각 변수들을 바탕으로 계량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을 설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의 경우 검토하는 정치적 변수에 비해 상

대적으로 관측된 자료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개별 가설별로 하나의 독립

변수를 둔 개별적인 모형을 설정한다.

가설1. 주민의 정치참여가 높을수록(투표율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가 많을 것이다. 즉 전체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 것이다.

전체예산중업무추진비의비율 투표율단체장연령

재정자립도ln인구인당지방예산인당지역총생산

가설2. 정당간 경쟁이 높을수록(득표율의 차이가 적을수록) 업무추진

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전체예산중업무추진비의비율 득표율단체장연령

재정자립도ln인구인당지방예산인당지역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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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자치단체장이 소속한 정당이 집권 여당일수록 업무추진비 비

율이 높을 것이다.

전체예산중업무추진비의비율 집권여당여부단체장연령

재정자립도ln인구인당지방예산인당지역총생산

가설4. 선거에 인접한 해에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업무추진비의증가율 임기재정자립도증가율

인구증가율인당지방예산증가율인당지역총생산증가율

가설5. 재선이나 3선 자치단체장일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전체예산중업무추진비의비율 다선단체장연령

재정자립도ln인구인당지방예산인당지역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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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주민의 정치참여가 높을수록(투표율이 높을수록) 업무추진

비가 많을 것이다. 즉 전체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을 것이다.

제 3 절 분석결과

앞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

효과모형 중 어느 쪽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지만

일단 양자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가설1.에 따라 투표율과 업무추진비의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이중 투표율 70% 근방에서 높은 업무추진

비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로, 이를 제외할 경우 분포에

서 정(+) 혹은 부(-)의 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 61 -

<그림 4-2> 투표율과 업무추진비의 비율

주: 업무추진비의 비율은 ‰이며, 투표율은 %임
    제주도 포함(위), 제주도 제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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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투표율 2.05e-05*** 3.65e-06 2.29e-06

(4.94e-06) (2.88e-06) (2.46e-06)

단체장 나이 -4.88e-07 -2.47e-06** -2.95e-06***

(2.41e-06) (1.13e-06) (9.41e-07)

재정자립도 9.03e-06*** 2.09e-06 1.52e-07

(1.48e-06) (1.93e-06) (2.09e-06)

ln(인구) -0.000406*** -0.000565*** -0.00145***

(3.21e-05) (6.52e-05) (0.000334)

1인당 지방예산 -2.60e-05 -0.000252*** -0.000282***

(2.45e-05) (1.99e-05) (2.04e-05)

1인당 지역총생산 -6.47e-06*** -3.28e-06 1.64e-06

(1.68e-06) (2.02e-06) (2.04e-06)

상수 0.00540*** 0.00959*** 0.0227***

(0.000487) (0.000926) (0.00484)

표본수 128 128 128

R-squared 0.694 0.848

자치단체수 16 16

<표 4-4> 가설 1.의 분석결과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계량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

1의 분석결과 투표율의 경우 OLS에서만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투표율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 이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나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

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인들은 구성원들의 의사에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 투표율과 업무추진비 지출에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 이전에 유력한 당선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투표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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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정당간 경쟁이 높을수록(득표율의 차이가 적을수록) 업무추

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량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정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통한 당시 단체장의

정치적 행동 유인이 적을 것이다.

<그림 4-3> 득표율과 업무추진비의 비율

주: 업무추진비의 비율은 ‰이며, 득표율은 %임
    제주도 포함(위), 제주도 제외(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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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득표율 -6.99e-06*** -3.39e-06*** -2.84e-06***

(1.64e-06) (9.71e-07) (7.90e-07)

단체장 나이 1.67e-06 -1.69e-06 -2.35e-06**

(2.51e-06) (1.16e-06) (9.06e-07)

재정자립도 3.19e-06*** 2.31e-06 1.82e-06

(1.01e-06) (1.70e-06) (2.00e-06)

ln(인구) -0.000312*** -0.000551*** -0.00135***

(3.04e-05) (5.82e-05) (0.000308)

1인당 지방예산 2.45e-05 -0.000236*** -0.000283***

(1.94e-05) (1.93e-05) (1.94e-05)

1인당 지역총생산 -1.97e-06 -3.58e-06* 2.08e-06

(1.42e-06) (1.87e-06) (1.89e-06)

상수 0.00547*** 0.00969*** 0.0214***

(0.000483) (0.000827) (0.00450)

표본수 128 128 128

R-squared 0.696 0.864

자치단체수 16 16

<표 4-5> 가설 2.의 분석결과

가설 2.에 따라 당선자의 득표율과 업무추진비의 비율의 분포를 보면

득표율과 업무추진비 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득표율 40%대에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를 제외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계량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 당선자의 득표율은 세 방법 모두에서 99% 유

의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의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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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무추진비의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조건

일 일정할 때 득표율이 1%p 낮을 때 전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약 0.00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0.076%인 점을 감

안하면 득표율이 1%p 낮아지면 업무추진비의 비율은 약 0.4%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을 거

쳐 당선된 지자체장일수록 기관 운영이나 시책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장

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임기 중 성과를

만들고 재선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짐작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치단체장은 주

민들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

로 해석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관장의 재량지출이 많

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득표율에 따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기 두 항

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예산대비 비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상기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균적으로 상기 항목이 전

체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인 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양적인 측면

과 함께 득표율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차이가 결국 기관장의 재량을 통한

정치적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는 가설을 지지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

다. 또한 나머지 세가지 항목의 업무추진비의 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득

표율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역시 이와 같은 분석이 타당함

을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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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득표율 -5.34e-06*** -3.16e-06*** -2.71e-06***

(1.28e-06) (8.25e-07) (7.06e-07)

단체장 나이 1.83e-06 -1.28e-06 -1.81e-06**

(1.95e-06) (9.90e-07) (8.09e-07)

재정자립도 2.97e-06*** 2.26e-06* 1.73e-06

(7.80e-07) (1.36e-06) (1.78e-06)

ln(인구) -0.000235*** -0.000402*** -0.00103***

(2.36e-05) (4.49e-05) (0.000275)

1인당 지방예산 1.73e-05 -0.000164*** -0.000203***

(1.51e-05) (1.59e-05) (1.73e-05)

1인당 지역총생산 -1.20e-06 -3.40e-06** 9.79e-07

(1.10e-06) (1.53e-06) (1.69e-06)

상수 0.00400*** 0.00705*** 0.0163***

(0.000375) (0.000638) (0.00402)

표본수 128 128 128

R-squared 0.677 0.815

자치단체수 16 16

<표 4-6> 가설 2.의 분석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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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득표율 -1.64e-06*** -2.65e-07 -1.55e-07

(4.27e-07) (2.22e-07) (1.75e-07)

단체장 나이 -1.59e-07 -3.91e-07 -5.31e-07***

(6.50e-07) (2.61e-07) (2.00e-07)

재정자립도 2.02e-07 8.43e-08 1.35e-08

(2.62e-07) (4.32e-07) (4.48e-07)

ln(인구) -7.75e-05*** -0.000147*** -0.000340***

(8.06e-06) (1.60e-05) (6.89e-05)

1인당 지방예산 6.93e-06 -6.95e-05*** -7.92e-05***

(5.09e-06) (4.59e-06) (4.29e-06)

1인당 지역총생산 -7.77e-07** -1.80e-07 1.21e-06***

(3.70e-07) (4.58e-07) (4.20e-07)

상수 0.00148*** 0.00260*** 0.00543***

(0.000128) (0.000229) (0.00101)

표본수 126 126 126

R-squared 0.698 0.897

자치단체수 16 16

<표 4-7> 가설 2.의 분석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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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자치단체장이 소속한 정당이 집권 여당일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다.

(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집권여당(=1) 5.28e-07 -1.31e-05 -7.63e-07

(3.59e-05) (1.62e-05) (1.39e-05)

단체장 연령 -1.19e-06 -2.50e-06** -2.88e-06***

(2.61e-06) (1.14e-06) (9.51e-07)

재정자립도 4.22e-06*** 1.30e-06 -6.24e-07

(1.06e-06) (1.85e-06) (2.07e-06)

ln(인구) -0.000357*** -0.000561*** -0.00142***

(3.18e-05) (6.69e-05) (0.000331)

1인당 지방예산 3.25e-05 -0.000251*** -0.000283***

(2.11e-05) (2.02e-05) (2.11e-05)

1인당 지역총생산 -2.69e-06* -3.04e-06 2.38e-06

(1.56e-06) (2.19e-06) (2.29e-06)

상수 0.00585*** 0.00976*** 0.0224***

(0.000520) (0.000952) (0.00482)

표본수 126 126 126

R-squared 0.653 0.849

자치단체수 16 16

<표 4-8> 가설 3.의 분석결과

집권 여당의 경우 업무추진비 비율의 전체 평균이 0.68‰로 나타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0.83‰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예산의

규모 등이 매우 다르므로 해당 평균치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이에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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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집권 여당인지 여

부는 업무추진비의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정당이 집권 여당인 경우, 해당 지자체가 시

행하는 사업 예산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지자체와 매칭

형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업

무추진비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중앙 정부의 지원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고,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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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4. 선거에 인접한 해에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연도 업무추진비 평균 변화율(%) 임기 3, 4년차 여부

2009 1.7 O

2010 -2.8 O

2011 3.2 X

2012 0.1 X

2013 - 0.6 O

2014 - 0.3 O

2015 5.0 X

<표 4-9> 업무추진비 변화율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인접하여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고

할 때 해당 항목의 증가율 분석을 통해 이를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추진비 변화율의 평균을 두고 봤을 때 오히려 선거 직후 즉 단

체장 임기 1년차29)에 증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가 예산의 한 항목이고, 지역별 예산의 크기가 상이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변화율만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에 업무추진비 변화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관련 항

목들의 변화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기가 업무추진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9)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6월에 시작되나, 해당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선거 다음해를 1년차로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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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임기 3,4년차 (=1) -0.0297*** -0.0297*** -0.0418**

(0.00982) (0.00982) (0.0169)

재정자립도 변화율 -0.124 -0.124 -0.0464

(0.120) (0.120) (0.234)

인구 변화율 0.498 0.498 1.103

(0.649) (0.649) (1.633)

1인당 지방예산 변화율 0.178** 0.178** 0.252*

(0.0741) (0.0741) (0.131)

1인당 지역총생산 변화율 -0.173 -0.173 -0.476**

(0.132) (0.132) (0.238)

상수 0.0219* 0.0219* 0.0269

(0.0116) (0.0116) (0.0215)

표본수 112 112 112

R-squared 0.179 0.179

자치단체수 16 16

<표 4-10> 가설 4.의 분석결과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가설 4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선거 당해에 업무추진비의 증

가율이 99% 유의수준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거 당해에 다른 해에 비해서 약 3∼4% 가량 업무추진비가 감소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해당 결과에 의

해서는 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에서도 세부 항목이 존재하는바 각 항목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장이 재량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

관운영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 가설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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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선거에 인접한 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높을 것이다.

<그림 4-4> 전체 업무추진비 증가율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가율

해당 가설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종속변수로 하

여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예산의 세부 항목은 상위 항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업무추진비의 변화율을 통제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은 전체 업무추진비의 변화율과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세부항목의 증

감이 상위 항목의 증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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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임기 3,4년차 (=1) 0.0324** 0.0324** 0.0317**

(0.0143) (0.0143) (0.0148)

재정자립도 변화율 -0.0806 -0.0806 -0.188

(0.169) (0.169) (0.197)

인구 변화율 0.251 0.251 -1.216

(0.909) (0.909) (1.375)

1인당 지방예산 변화율 -0.00509 -0.00509 -0.0461

(0.106) (0.106) (0.112)

전체 업무추진비 변화율 1.108*** 1.108*** 1.155***

(0.136) (0.136) (0.146)

1인당 지역총생산 변화율 0.211 0.211 0.174

(0.185) (0.185) (0.203)

상수 -0.0185 -0.0185 -0.00889

(0.0165) (0.0165) (0.0185)

표본수 112 112 112

R-squared 0.410 0.426

자치단체수 16 16

<표 4-11> 가설 4-1.의 분석결과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더하여 이번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변화율이 선거에 임박한 임기 3, 4년차에 정(+)의

방향으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장이 선거에 임박하여 재량의 범위가 크고,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 수행에 소요

되는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시키거나,

더 적게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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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재선 3.89e-05 2.70e-05** 2.03e-05*

(3.65e-05) (1.31e-05) (1.09e-05)

삼선 -2.10e-05 1.37e-05 3.80e-06

(5.51e-05) (2.24e-05) (1.86e-05)

단체장 연령 -1.87e-06 -3.31e-06** -3.40e-06***

(2.89e-06) (1.31e-06) (1.10e-06)

재정자립도 4.34e-06*** 1.36e-06 1.62e-07

(1.05e-06) (1.78e-06) (2.00e-06)

ln(인구) -0.000350*** -0.000560*** -0.00134***

(3.10e-05) (6.56e-05) (0.000323)

1인당 지방예산 4.11e-05* -0.000247*** -0.000280***

(2.13e-05) (1.97e-05) (2.02e-05)

1인당 지역총생산 -2.42e-06 -2.46e-06 2.14e-06

(1.59e-06) (1.95e-06) (1.99e-06)

상수 0.00575*** 0.00976*** 0.0212***

(0.000520) (0.000933) (0.00472)

표본수 128 128 128

R-squared 0.656 0.853

자치단체수 16 16

<표 4-12> 가설 5.의 분석결과

가설5. 재선이나 3선 자치단체장일수록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가설 5에 대한 분석결과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하여 재선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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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분석방법 OLS 확률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재선 2.66e-05 2.02e-05** 1.52e-05*
(1.97e-05) (9.35e-06) (8.32e-06)

삼선 -2.51e-06 1.13e-05 4.26e-06
(2.97e-05) (1.59e-05) (1.42e-05)

단체장 연령 -7.31e-07 -2.01e-06** -1.98e-06**
(1.56e-06) (9.32e-07) (8.34e-07)

재정자립도 2.75e-06*** 1.61e-06 5.57e-07
(5.64e-07) (1.08e-06) (1.53e-06)

ln(인구) -0.000188*** -0.000283*** -0.000752***
(1.67e-05) (3.56e-05) (0.000246)

1인당 지방예산 2.08e-06 -0.000121*** -0.000143***
(1.15e-05) (1.29e-05) (1.54e-05)

1인당 지역총생산 -9.50e-07 -2.88e-06** -4.28e-07
(8.58e-07) (1.23e-06) (1.51e-06)

상수 0.00304*** 0.00491*** 0.0118***
(0.000280) (0.000505) (0.00360)

표본수 128 128 128
R-squared 0.605 0.757
자치단체수 16 16

<표 4-13> 가설 5.의 분석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선인 경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선에 비해 재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들이 많고 이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추진

하고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선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킬 요인이 재선 자치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

으로 풀이된다.

주: ***는 99%, **는 95%, *는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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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정 결과

정치적 변수들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

한 상태에서 개별 정치적 변수들과 업무추진비의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

에 대한 결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상관

관계
유의성

1
투표일이 높을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 X

2
단체장의 득표율이 낮을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 O

3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일수록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 X

4

선거에 인접한 해에 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 X

4-1
선거에 인접한 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 O

5
재선이나 3선 단체장의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을 것이다.
+ O

<표 4-14> 가설 검정의 결과

위의 결과의 경우 90%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검정한 결과이다. 가설 2.

의 경우 99%, 가설 4-1.의 경우 95% 유의수준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하

여 가설을 지지하였고, 가설 5의 경우 더 높은 유의수준을 설정할 경우

가설을 지지하기 어려워진다. 가설 1.과 2.의 결과는 한국의 정치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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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당선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 등에 비해 투

표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 투표율로 계량한 시민들

의 정치참여 정도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통한 당시 단체장의 정치적 행동

유인이 적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설2.에서 고려한 득표율의 경우 해

당 지역의 정치적 경쟁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득

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행동

유인이 높아지고, 이것이 업무추진비의 비율 증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4-1.과 가설 5.는 단체장의 차후 정치경력에서의 의사와 관련하

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단체장은 다음 지자체장 선거에서 재선 혹은

3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임기 내 성과와 연임을

위해 재량의 폭과 지출 범위가 넓은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가시켜 활용할

수 있다.(가설 4-1.)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설 5.에서의 다음 선거의 가

능성이 있는 초선과 재선에서 업무추진비의 비중 차이를 설명할 수 없

다. 재선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 중 시행했던 사업을 지속하

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초선 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선

등에 대비하여 중앙정계에서 자신의 비중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

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업적을 쌓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재선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가설 5.의 분석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3

선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역시 3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경력을 정치경력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선 등에 대한 도전이 재선 이후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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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요약 및 결과

최근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식비 사용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30)이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물품대금이나 식비를 쓴 사업장에 관

한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실제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 부분으로 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

가 크다”고 판단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민

에게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지자체는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업무추진비

를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행태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

제로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

화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해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

수라고 한다. 일부 지자체장은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일

부는 상품권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또

한 휴가기간 중에도 증빙자료가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는 등 집행기준과 절차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

30) 성본일반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

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은 음성군의 항소를 기각하였음(2017.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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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드는 비용과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고, 「지방자

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까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지만 주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가운데 하나인 업무추진비와 지방선거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

는 극히 드물었던게 사실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집행 권한이 막대하다.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활동을 반영하고 낭비와 유용의 우려가 큰 예산이

라는 점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연구의 회귀식을 이끌어줄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이론적 논의를

거쳐 2008∼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와 2010

년과 2014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90%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검정한 결과 투표율과 예산 대비 업무

추진비 비중 사이에는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득표율과는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99% 유의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대통령 선거 등에 비해 관심도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

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업무추진비 증가를 유인할 정치적 변수가 되지 못

하고, 오히려 득표율로 표현되는 선거경쟁지수가 업무추진비 지출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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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과 지출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95%

유의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언론이나 시민단

체가 지적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격려금이나 종교단체 의연금 명목의 업

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끝으로 재선 단체장의 경우 초선이나 3선 단체장에 비해 업무추진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연임 또는 자

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초선이나 3선 단체장에 비해 임기 중 성과에

대한 유인이 크고,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상대적으

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득표율, 즉 후보자간의 경쟁과 지방

선거주기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

진 단체장에 의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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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세종시 제외) 시도의 본청

기준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의회비) 세부

내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10년과 2014년도에 각각 치러진

제5회, 제6회 지방선거 결과 및 재보궐선거 결과를 대상으로 했다. 1995

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1995년 이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제1회～제4회 지방선거결과를 포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 개인이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시도별 업무추진

비 총액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치단체에 미치는 자치단체장의 막강

한 영향력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정치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자

치단체장의 개별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연구

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

초의회, 광역의원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었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여 있고, 이들의 행

위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업무추진비의 특수한 성격상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공개를 꺼

리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개를 의무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연

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

다. 첫째,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각 시도 본청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

역 자료를 토대로 두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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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그동

안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를 꺼

렸고, 그로 인해 시계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체 시도별 업무추진비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1인당 지역내 총

생산, 인구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자립도 등 재정적 요인 등 다

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업무추진비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

석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당선된 지자체장일수록,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

을 입증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단순한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닌 ‘종자

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재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 재선 단체장의 정치 행위를 해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추진비 지출이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정치행위라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부당한 집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

거나 공개항목을 마련하는 방안, 현금지출의 경우 지출 확인의 증빙서류

를 강화하는 방안,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시 지방교부세 감액 한도를 높이

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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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political factors

affecting Business Promo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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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original research study supposes that chiefs of local

governments us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for personal expenses.

The results suggest that funds are expended for political purposes by

the chief because higher competition stimulates increased business

promotion expenses. Moreover, the chief expands the budget for

business promotion expenses in near the election years. The local

government chief spends more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ccording

to the competition for votes. These results show that expenditures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re political action.

Business Promotion Expenses (BPE) is a budget for accel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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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partment’s work. Ordinary it takes less than 1% of the total the

local budget, but the chief has too much authority over what it can

be used for. This is why NGOs and journalists criticize this budget.

Despite this, local governments have shirked from disclosing BPE in

detail.

This research analyzes data from sixteen metropolitan councils in

South Korea during 2008 to 2015. This period includes two times of

local government elections. Sizes of the budget, both the total and the

BPE, are very diversity according to sizes of population and area of

metropolitan. Moreover, fluctuations of the total budget and the BPE

are affected by many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circumstance.

So, basic statistics cannot disclose local government chiefs political

actio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re is a need to use another

quantitative method.

We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mainly panel regression.

According to results, there is a relation between BPE ratio of growth

with some political variables. To be specific, polling rates negatively

correlate with BPE ratio. On the contrary, BPE ratio increases under

the re-election of a chief and the growth rate increases in near

election years. This means that chiefs of local governments spend

BPE for political purposes.

The result backs up the hypothesis that local government chiefs

use BPE for their political purpose. If a chief uses BPE for personal

expenses, it is an inappropriate use as this budget is designa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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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urposes. However, there are few regulations and monitoring

systems.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regulations and monitoring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control a chief’s arbitrary use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The local government budget needs to

be used for public purposes. The BPE also need to be used for public

purposes because it is an item of the local budget.

keywords : business promotion expenses, political factors, local

government chief, local budget, local ele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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