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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현 국고보조금 지원체제 안에서의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

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가 없는 대신에 투명성에 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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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1)는 이들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시킨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제나, 국고보조금 사용 후 정산과 관련하여 부실회계처리 내지는 횡령 

등의 문제점이 보도되기도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현실적 상황

에서 NGO가 재정을 정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 간섭을 

초래하여 NGO의 자율성이 훼손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성까지도 상처를 받

는 사건이 일어났다2).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민간비영리단체 보조금의 경우 ‘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평한 기준을 가

지고 보조금 예산분배를 하여야 하며, 분배된 예산집행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 이상 시민단체

도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나 이는 시민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해치게 

된다. 반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보조금은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 

시민단체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 또는 정치세력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

단체에 대하여 길들이기 내지 정치목적의 이용을 시도할 수도 있다”(법률신문 

2008.12.18). 정부보조금을 받은 NGO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자율성과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즉 지원받은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조차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들이 투

명한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건전한 정부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서

는 안 된다(동아, 2009.10.08, 국고보조금 횡령 단체, 시민운동 할 자격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있어 NGO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첫째, NGO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안

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즉 현대사회의 NGO의 가장 큰 역할은 시장이 제공하지 못

1) NGO는 박상필(2008)을 따라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로 결성되고, 회원가입의 배타성이 없으며, 주로 자원활동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한다.

2) 이는 다음의 기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우호적이거나 이념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과 지지는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금까지 끌어들이게 해 도덕적 

회의와 투명성 상실을 부채질했다. 기부자와 기부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한 시민단체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환경운동연합 간부의 4억원 횡령과 아시아태평양환경NGO 운영

위원장의 청와대 간부 사칭 31억원 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뼈아픈 

반성과 자정노력 없이는 땅에 떨어진 시민단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도덕성과 시민과의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

험한 권력과 돈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일보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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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동시에 정부도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공공서비스 내지 공공가치 등

을 제공하는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NGO들
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기관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사회실험

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여왔기 때문이다(Kearns, 2000). 
이러한 NGO의 역할은 크게 그 기능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

는 NGO와 국가를 견제하는 -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 주창형(advocacy) NGO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박상필, 2008)3). 다른 말로 표현

하면 NGO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또는 시장을 대신하여 공익추구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NGO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부의 보조금, 일반시민의 자

원봉사, 기부 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NGO의 자율성 보

장을 위하여 “이상적으로 볼 때, NGO가 재정의 대부분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

고....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NGO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박상필 2008). 
그런데 감사원이 2006∼2008년 3년 동안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횡령의혹을 적발하여 민간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 및 그 관리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정보공

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NGO 관련 지원제도 - 특히 ‘비영

리민간단체지원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 를 바탕으로 간단

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NGO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탐색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국가보조

금 관련 NGO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본다. 둘째, 게임이론을 

통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NGO의 독립성과 정부의 국고지원, 국고지원 사후관

리 등에 따르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탐구한다. 셋째, 게임모형에서 도출된 이

론적인 대안을 현실의 상황과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실적 

맥락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낸다. 구체적으로 

(1) 정부(관료)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미끼로 사용하거나 국고보조금 지급 후 그 

사후관리로 위협함으로써 NGO를 통제할 가능성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

는 방안과 (2) NGO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의 두 가지 문제를 탐

3) NGO는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될 수 있다. NGO의 기능 또는 
특성에 따른 여러 분류에 대하여는 김준기(2007: 11-26) 또는 Salamon(1999: 
21-47) 등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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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자 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

NGO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NGO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일단 정부보조

금이 NGO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준기,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박경래와 이민창(2001)은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효과를 

구축효과(crowd-out)와 구인효과(crowd-in)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NGO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은 구인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
러나 보조금 증가로 인한 NGO의 자율성 상실을 막기 위하여 사업평가체제의 

확립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정부보조금과 NGO의 자

율성 간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정광호, 2004). 정광호(2004)는 국내 문

화예술 NGO를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이 NGO의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보조금은 정부의 개입을 증가시켜 NGO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NGO들의 사업영역 또는 기능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어떠한 패

턴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노연희(2002)는 미국의 NGO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접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들이 여타 NGO들보다 정부로

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비슷

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안전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NGO들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다른 

유형의 NGO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경, 2002).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NGO들의 보조금지원실태를 분석한 연구

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일부단체에 대한 편중현상을 중

심으로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민현정, 2004; 
황종규, 노인만, 200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 중 NGO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보조금을 이용한 국가의 통제강화 가능성 및 

NGO의 도덕적 해이라는 주제4)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NGO의 자

4) 최근 들어 NGO의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조선일보, 2008.2.28), 불법행동을 하였던, 특히 

2008년 소위 광우병 사건에 있어 불법시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NGO에 대하여는 정

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도(동아일보, 2009.5.7) 등, NGO의 공익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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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측면에서 정광호(2004)의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

예술 NGO라는 대상적 제한으로 인하여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Ⅲ. 이론적 모형

1. 가정 및 사건의 전개

이 게임의 참여자로는 보조금 지원기관인 정부(경기자 2)와 보조금 신청기관

인 NGO(경기자 1)의 2명이 있으며,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익사업이 있다. 시민

단체는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채택되면 사업수행 

여부 그리고 정상정산/허위정산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신청에 근

거하여 주어진 확률로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5), 사업 수행 후에 정부는 

NGO에 대한 회계감사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형은 NGO의 정산정산-허위정산 

여부의 결정에 중점을 맞춘 모형으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현

재 법제도 하에서 NGO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모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간단한 모형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기관인 정부가 행위전략

(behavioral strategy)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또한 시민단체는 이 채택확률을 주

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최적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상황을 전개형 게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 이다.

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능성과 비영리단체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다. 

5) 실제상황에서 지원사업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지며(제7조 2항), 사업선정의 

기준은 민간비영리단체 공익사업지원법 시행령(제8조) 및 기타 부대의견을 반영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고된 2007 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1) 매년 정부에

서 공시하는 공익사업유형에 얼마나 적합한 사업을 신청하였는가, (2)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충족도, (3)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4)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5)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 제한 등의 다양한 선정기준(4개 항목 14개 심사지표)에 

의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10-15인 구성)에서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 2차례의 출석회의를 통하여 총 362
개의 접수사업 중 162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행정안전부, 2009). 여기서 362개의 사

업을 단 2차례의 심사를 통하여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질을 구분하지 않고, 주어진 확률에 의하여 사

업선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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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GO와 정부의 보조금 게임

(G-A-K)

(G-A-K-L)

(G-A+B-L--F2)

(G-A+B- )

(M-A-F1)(-A)
(0)

2.2.b

2.2.a
1.1

미신청

신청

기각
(1-p)

2.1 1.2

보조금교부
(p)

사업미수행

사업수행-
정상정산

사업수행-
허위정산

감사미실시
(1-q)

감사실시
(q)

감사실시
(q)

감사미실시
(1-q)

관련 변수 정의

G: 보조금 사업 완료 시 사업수행 효용(goal 달성 가치)  
A: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M: 보조금액 

C: 사업비: 사용이 허용된 사업비 (직접 사업 경비)
B: 보조금 잔여분, 보조금에서 허용된 사업비 (직접 사업 경비)를 초과하는 부분

K: 정상적 정산비용

L: 감사에 응하는 비용 (수감비용)

  : 허위정산 시 양심비용 

 : 사업 미수행시 처벌비용 (명성효과 등 감안)

 : 감사에 허위정산이 적발될 경우 처벌비용 (명성효과 등 감안)

NGO의 효용은 (식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사업 달성의 효용과 보조금 잔여

분 그리고 보조금 교부관련 제반비용 - 신청비용, 정산비용, 감사비용, 양심비용, 
처벌비용 - 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자.


의 효용
   사업달성 효용 신청비용 정산비용

 보조금 잔여분 감사비용 처벌비용 양심비용 

   (식 1)

모형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변수를 설명한다. 소요 사업비(C)는 사업과 관

련되어 소요되는 자원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허용되는 항목으로서 사용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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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따라서 정산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사업신청과 정산에 

관련한 비용으로는 신청비용, 정산비용, 양심비용, 처벌비용, 감사비용의 5가지

가 있다. 신청비용(A)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비

용이다. 정상정산비용(K)은 보조금 사용 후에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정리하여 

정산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6) 양심비용( )은 사업비 정산을 정상적으

로 하지 않고 불법‧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NGO에 대한 심리적

인 부담감이며, 허위정산(불법, 편법)에 대한 NGO의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7) 
처벌비용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사업미실

시 처벌비용과, 허위정산을 한 경우에 사후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

의 처벌비용인 이다. 그리고 정부가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비

용을 L이라고 하자. 정부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액은 M이며, 소요사

업비를 초과하는 금액 (M-C)을 교부금 잔여분 B라고 하자. 정산가능한 사업비

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면 허위정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금액이 

실제 사용이 허용된 항목의 소요 사업비(C)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하자(M > C). 
사건의 전개 순서는 먼저, NGO는 의사결정점 1.1에서 정보조금지원을 신청

할 것인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한다. 보조금 지원기관

(정부)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의사결정점 2.1에서 선정하게 되나, 사업계획서

의 질을 구분할 수 없어서 일정한 확률(p)로 채택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

자.  보조금 교부를 받은 NGO는 의사결정점 1.2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것

6) 정상정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 정산에 필요한 증빙문서와 관련한 사회기반

(infra)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출장 시 시내 택시 타는 경우,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보조금 사용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잔여분을 반

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만약 이번에 잔여분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 
지원기관이 NGO에 대하여 최초에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으며, 또
한 이 경우에 다음 기에 보조금 신청 시에 불이익을 부과할 우려도 있다. 

7) 허위정산은 교부받은 보조금이 인정되는 직접 소요경비보다 크며, 사업 수행 후에 보

조금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고 모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NGO의 일반적인 

비용(전임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다르게 정상 

정산의 경우에는 직접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보조금 잔여분을 반납한다. 또한 허위정산 

시, 보조금이 (1)실제 사업에 전부 사용된 경우와, (2)실제로 사업에 덜 사용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의 경우에도, (2.a)실제 사업에는 덜 사용되었으나, NGO의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와, (2.b) NGO 임직원이 NGO의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이는 횡령임)로 구분할 수 있

다. 그러나, NGO의 활동과 관련하여 NGO임직원의 자발성과 낮은 보상수준을 생각하

면, 사업의 직접비용으로 덜 사용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잔여 국고보조금은 NGO의 일

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과다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외부)시민에 의한 감시나, 
동료 NGO에 의한 감시(peer review) 등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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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사업수행하고 정상정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수행하고 허위정산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NGO가 사업을 수행하고 정산을 하고나면, 정부는 회계감사

를 실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회계감사여부 결정시에 정

부는 NGO가 정상정산 또는 허위정산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주어

진 확률(q)로 회계감사 여부를 결정한다.8)  

2. 모형의 분석

모형의 분석을 하기 위하여 NGO의 2개의 의사결정점(decision node) - 신청여

부 결정점과(1.1) 정상/허위 정산여부 결정점(1.2.) - 에서 각 대안의 효용을 비교

하여야 한다. 이 모형의 경우에는 정부는 채택확률만을 결정하고, NGO는 이 확

률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사결정수

(decision tree) 의사결정기법을 적용하여 게임의 말단부터 역으로 분석한다.  
먼저 보조금을 신청하여 채택되었을 경우에 NGO가 정상/허위 정산여부를 선

택하는 결정점 (1.2)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해보자. 정상정산의 경우에는 소요사

업비만을 정산하고 보조금 잔여분(B)을 반납한다. 반면에 허위정산하는 경우에

는 보조금 잔여분(B)을 반납하지 않으며 신청비용과 정산비용을 차감하고, 추가

적으로 처벌비용과 양심비용을 부담한다.

의사결정점 1.2에서 수행-허위정산과 수행-정상정산의 효용은 감사실시 여부

와 그 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수행정상정산         

   

(식 2)

 수행허위정산             

     

(식 3)

허위정산을 하지 않고 정상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8) 정부가 감사여부를 결정할 때 NGO가 정상정산 또는 허위정산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

라는 것을 정보경제학적 용어로 의사결정점 2.2.a와 2.2.b가 동일한 정보집합(information 
set)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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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정상정산 ≧  시행허위정산  의사결정점 

⇔          ≥ 

⇔   ≥   

 

(식 4)

이 식은 허위정산시의 총 비용인 기대처벌비용과 양심비용의 합계(  )

가 허위정산시의 총 편익( )보다 크면 허위정산을 하지 않고 정상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식 4)를 다시 정리하면

 ≥ 


         (식 4a)

가 된다. (식 4a)에서 


 를 로 정의하자. 는 NGO가 허위정

산을 하지 않고 정상정산을 할 최소한의 회계감사확률이다. 정부의 회계감사확

률이 임계값( )이상이 되면 허위정산을 하지 않으나, 정부의 회계감사확률이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허위정산을 하게 된다.9) 즉, 정부가 회계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NGO는 정상정산을 하지 않고, 대신에 허위정산을 하여 보

조금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여부 결정점(1.1)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해보자.10) NGO가 의사

결정점 1.1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신청” 하는 경우의 효용과 “신청→정상정

산”하는 경우의 효용, “신청→허위정산”하는 경우의 효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 인 경우에는 “신청→정상정산”하고,   인 경우에는 “신청→

허위정산”하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 인 경우 (“신청→정상정산”의 경우), “미신청”하는 경우의 효용과 

“신청→정상정산”하는 경우의 효용을 비교하여 (식 5.a)의 조건이 도출된다. 

9) 정부의 전략은 보조금 교부확률(p)과 감사확률(q)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감사확률을 

≥ 로 정하면 허위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전략보다는 현

실적으로 감사확률이 매우 낮았던 상황에서 NGO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 관심사이다.

10) 의사결정점 1.2에서 ‘수행-정상정산’ 또는 ‘수행-허위정산’과 ‘사업 미수행’시의 효용

을 비교하여 (     또는      경우에

는 1.2 의사결정점에서 NGO는 사업 미수행을 선택할 것이다. 아래의 분석에서는 G
와 값이 상당히 커서 ‘수행-정상정산’ 또는 ‘수행-허위정산’이 ‘사업 미수행’시의 

효용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 즉, 사업을 미수행하는 경우는 배제하고 - 분석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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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정상정산 ≧  미신청 의사결정점 

⇔×      ×   ≧ 

⇔×    ≧ 

⇔ ≧ 

   

    (식 5.a)

(식 5.a)는 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식 5.b)

다음으로   인 경우 (“신청→허위정산”의 경우), “미신청”하는 경우의 효

용과 “신청→허위정산”하는 경우의 효용을 비교하여 (식 6.a)의 조건이 도출된다. 

 신청→허위정산 ≧  미신청 의사결정점 

⇔×        ×   ≧ 

⇔×        ≧ 

⇔ ≧ 

    

    (식 6.a)

(식 6.a)는 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식 6.b)

이상을 정리하여보자. NGO가 교부금을 지급받을 확률 p가 식 5.b 와 식6.b를 

만족시키도록 충분히 큰 상황에서,   인 경우에는 ‘신청→사업수행&허위정

산’이 균형이며, ≥ 인 경우에는 ‘신청→사업수행&정산정산’이 균형이 된다. 
외생변수 값에 따른 균형을 정리해본다. (식 4.a), (식 5.a), (식 6.a)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 4.a) ‘정상정산 > 허위정산’ 조건

 ≧ 

     (식 5.a) ‘신청-정상정산 > 미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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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6.a) ‘신청-허위정산 > 미신청’ 조건

이상의 조건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관심 있는 균형인 균

형1과 균형 2에 집중하여 분석해본다.   

1. 신청-사업수행-정상정산 : (식 4.a)&(식 5.a) 만족

2. 신청-사업수행-허위정산 : (식 4.a)불만족&(식 6.a) 만족

3. 신청-사업미수행

4. 미신청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균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균형 1로 NGO가 허위정산

을 하지 않는 균형이다. 이 균형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부등식,    ≥  

이 성립해야한다. 즉, 허위정산시의 총 비용인 기대처벌비용( )과 양심비용

( )의 합계(  )가 허위정산시의 총 편익인 정상정산시의 불편함( )과 반

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잔여분( )의 합계( )보다 크면 허위

정산을 하지 않고 정상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허위정산을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 보조금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고상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활용하는 것

이라고 정당화까지 할 수 있다.11) 

균형 2는 (식 4.a)가 만족되지 못하는(     인) 상황이다. 감사

확률이 아주 낮고 따라서 기대처벌비용이 낮은 상황에서는 이 균형이 성립된

다.12) 더구나 보조금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

한 양심 비용도 낮고 정상정산의 행정비용(K)이 큰 상황에서는 허위정산이 자

11) 이 상황은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제도에서와 유사한 상황으로 “연구비 신청 

및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규칙이 너무나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악법

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는 실효성을 결여한 규칙을 어기는 것 - 허
위정산 하는 것 - 을 비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수행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양채

열, 조담, 2006). NGO도 회비수입만으로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조금 잔여분을 

NGO의 운영비에 사용하는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2)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우호적 환경’에 길들여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

고 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는 “지난 두 차례 정권 

때 시민단체가 정부와의 관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한겨레 2008.11.03)는 기

사로 유추하건데, 과거 수년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NGO에 대한 회계감사확률은 실

질적으로 아주 적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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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러운 균형이 된 것이다.13) 그러나 이 균형에서 갑자기 정권교체(regime 
shift)로 인하여 감사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면 불균형 상황에서는 ‘신청-허위정산-
감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한다. 즉 균형 2가 현재균형인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허위정산을 하였는데, 이 이후에 갑자기 정권교체로 

인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대부분의 NGO가 정부의 회계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14) 이는 게임 진행 중에 외생적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서 게임 진행 중에 한 경기자의 행태가 변한 경우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것

이다.

균형 3인 ‘신청-사업미수행’은 관심 없는 균형으로 주로 G와 의 값이 작

을 경우 발생한다. 보다 엄밀하게는 의사결정점 1.2에서 ‘수행-정상정산’ 또는 

‘수행-허위정산’과 ‘사업 미수행’시의 효용을 비교하여 NGO가 ‘사업 미수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     또는    의 

경우이다. 균형 4인 ‘미신청’은 (식 5.a)또는 (식 6.a)을 불만족하는 경우로 역시 

관심 없는 균형이다.

Ⅳ. 분석결과의 요약 및 토론

1. 숫자대입을 통한 분석결과의 요약

4 가지 균형을 숫자를 사용한 예 (Numerical example)를 들어 요약 설명해보

자. 변수인 사업수행 효용(G), 보조금액(M), 보조금 잔여분 (B),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A), 정상정산비용(K), 감사에 의하는 비용(L), 허위정산시 양심비용(′ ), 사
업 미수행시 처벌비용( ), 허위정산 적발시 처벌비용( ); 보조금 교부확률(p), 

감사확률(q)을 (G, M, B, A, K, L, ′ ,  , ; p, q)라고 하자. 

13) 정상정산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 정산서류 관련 사회 기반의 미비다. 예를 들면, 출장 중 택시를 타는 경우, 영수

증 발행 기반이 없는 경우이다. (2) 보조금 사용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정상정산

하여 잔여분을 반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만약 이번에 잔여분 반납하

게 되는 경우, 최초 사업비 과다계상･신청에 대하여 지원기관이 비난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음 기에 보조금 신청 시에 지원기관이 ‘다른 지원자는 저액을 제대로 (허위?)
정산 하는데, 왜 이 NGO만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귀찮게 반납하느냐’며 그 NGO에 불

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4) 이는 정권 교체 후에 환경연합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거

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과거 정권에서 균형적인 행동(보조금신청-사업수행-허위

정산)을 선택하였는데, 사업수행 후에- 즉 게임의 중간에 - 감사확률이 증대하여 이 

새로운 게임에서는 최적 전략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적 속성: NGO에 대한 지원의 게임이론적 설명 ∙ 133

1) 균형 1의 경우 [신청-사업수행-정상정산: (식 4.a)&(식 5.a) 만족]

(G=10000, M=10000, B=2000, A=100, K=100, L=100, ′=2000,  =20000, 
=20000; p=0.1, q=0.01)인 경우의 예이다.

‘정상정산>허위정산’ 조건인 (식 4.a),    ≥  에서 좌변은 (0.01* 

20000+2000=2200), 우변은 (100+2000=2100)으로 의사결정점 1.2에서 정산정산시 

효용이 허위정산시보다 크며 따라서 정산정산을 선택한다. 또한 신청-정산정산

시의 기대효용이 신청→정상정산  ×  에서 889.9(=0.1* 

(10000-100-0.01*100)-100)가 미신청시 효용 0보다 크기 때문에 신청한다.  

2) 균형 2의 경우 [신청-사업수행-허위정산: (식 4.a) 불만족 

&(식 5.a) 만족]

(G=10000, M=10000, B=2000, A=100, K=100, L=100, ′=100,  =20000, = 

20000; p=0.1, q=0.01)인 경우의 예이다. 즉 허위정산시의 양심비용(′ )을 균형 1
의 2000에서 100으로 변경할 경우이다. 균형 1과 비교하여 허위정산 시의 양심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허위정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청→허위정산  ×   에서 신청-허위정산시의 

기대효용 1069.9(=0.1*(10000+2000-100-0.01*(100+20000))이 미신청시 효용 0보다 

크기 때문에 신청한다.  

3) 균형 3의 경우 [신청-사업미수행]

(G=10000, M=10000, B=2000, A=100, K=100, L=100, ′=2000,  =1000,
=20000; p=0.1, q=0.01)인 경우의 예이다. 즉 기본 모형인 균형 1과 비교하여 사

업미수행시의 처벌비용( )을 20000에서 1000으로 변경할 경우이다. 균형 1과 

비교하여 사업 미수행시의 명성을 감안한 처벌비용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신청-
사업미수행시의 효용 (계산시 8900)이 사업수행-정상정산의 기대효용(계산하면 

889.9가 됨)이나 신청-허위정산의 기대효용(계산하면 879.9가 됨)보다 높기 때문

에 사업비만 받고 사업을 수행하지 않게 된다. 사업 미수행은 쉽게 관찰이 가능

하기 때문에 사업미수행시의 처벌비용( )은 상당히 높아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균형은 발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4) 균형 4의 경우 [미신청]

(G=1000, M=10000, B=2000, A=100, K=100, L=100, ′=2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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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p=0.1, q=0.01)인 경우의 예이다. 즉 기본 모형인 균형 1과 비교하여 사

업 목적 달성시의 효용(G)을 10000에서 1000으로 변경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식 4.a)를 만족하므로 의사결정점 1.2에서는 정상정산을 선택하지만, 정상정산

시의 기대효용이 (-100.6으로 계산됨) 미신청 시의 효용인 0보다 낮으므로 신청

하지 않는다. 

2. 분석결과에 대한 토론

NGO가 허위정산을 하지 않는 바람직한 균형1의 달성을 위해서는 (식 4.a)의 

부등식,    ≥  이 성립해야 한다. 이 조건은 허위정산시의 총 비

용인 기대처벌비용( )과 양심비용( )의 합계(  )가 허위정산시의 총 

편익인 정상정산시의 불편함( )과 허위정산하여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는 보조금 잔여분( )의 합계(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4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1) 감사 확률(q)과 감사 적발

시 처벌비용( )을 높여서 기대감사처벌비용을 높인다(증대). (2) 허위정산에 

대한 양심비용을 높인다(증대). 이는 교육이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의 변화나  

NGO의 재정수준의 향상으로 허위정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통해 가능할 수

도 있을 것이다.15) (3) 정상정산 시의 불편함을 감소시킨다(감소). 보조금 지

원방식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비를 인건비등 NGO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정상정산이 용이해지며, 또한 불필요한 정상정산관

련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액이 허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조금 잔여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감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며, 어떤 경우에는 해결하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첫째, 기대감사처벌비용을 높이면 감사적발 단계에서 부패문제를 유발한다. 즉, 
감사대상의 선별과 감사적발 시에 처벌 여부 및 그 처벌강도에 자의성이 개입

되면 문제점을 유발하는데, 처벌비용이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의 부작용은 증대

한다(양채열,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감사대상을 선택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대상 선

별의 무작위성(randomness)이다. 만약 조사대상의 선별에 정부의 자의성이 개입

되면, 표적수사라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등 요인

15) 이 방안은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선호체계(가치체계)는 주어진 것, 
즉 외생변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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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받지 않고서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16)

둘째,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허용된 항목에 지출하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

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에서 “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

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하며, ...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실비성격의 경비

에만 그 사용을 국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법의 실효

성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된다17).  
현재 보조금 지원은 실비성격의 경비만을 지원하고 지원방식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허용･비허용 항목을 구분하고 있다. 정산과 관련 

부작용을 없애는 다른 방안은 사업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사용하도

록, 즉 사업비를 인건비등 NGO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실적이며 행정비용이 낮은 방식일 것이다.18)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감사를 하지 않는, 즉 정부의 감사권한이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현행 게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는 하지 않고, 사업수행여부만을 점검･평가하고, 
NGO의 도덕적 해이는 다음기의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감안하도록 한다.19) 

16) 감사대상 선별에 있어서의 무작위성은 다시 말하면 정부 자의성의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시스템적 무작위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치를 배척하

고 법치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감사대상의 선별에 로또 추첨하는 정도의 

무작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17) NGO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 NGO들은 정부보조금, 즉 사업비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면,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비의 인력비 전

용 문제 등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

람의 활동비를 양성화하고, 그 대신 다른 항목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규제하는 방향

으로 가야 한다”(주성수. 시민운동, 희망은 있는가. 위클리경향 804호 2008.12.16). 

18) 이 부분에서 학술진흥재단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에서 교수의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실비성격의 연구비만 지원하다 발생한 여러 부작용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연

구비 지원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교수는 없다”는 교수 인터뷰- 때문에 

점차 연구자의 활동비(=인건비)를 인정한 것-최근 사후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소액정

액연구과제 지원사업 방식을 도입함(양채열, 조담(2006) 참조)-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19)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8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구성

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권의 성격에 따른 정권친화적인 특정단체에 국고보조금 몰아주기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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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독립성이 사회에 중요한 가치이며 NGO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사회적

인 합의라면, 정부의 자의적인 감사에 의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NGO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되 정부의 자의성 개입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에 의한 자율규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NGO에 대

한 정부의 감시는 NGO가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

다. 따라서 정부의 감시보다는 비공식적인 감시자로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NGO를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표준화된 형태의 NGO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인터넷에 NGO의 재정상태와 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의 강제적인 회계감사 방식이 아닌 

민간부문(시민)에 의한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20)21) NGO가 보조금 사

용 내역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 - 그 NGO의 임직원 명단과 

보수, 사업성과, 재정상태 등 - 는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즉 보조금을 지

급받는 의무사항으로 공개해야 될 정보와, 추가적으로 그러나 자율적으로 공개

를 권장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여 자율선택(self-selection)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한 문제점을 방지하면서 NGO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22) 즉 인터넷 정보공개를 기부금 모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려를 불식하고 건전한 NGO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20) 기부금 모집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

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

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

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1) 이는 회계감사처럼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는 형법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공

개에 의한 보다 자발적이고 윤리에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

된 사용내역을 각 개인이나 동료 NGO들이 보고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
격한 증거가 요구되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형법적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Thalor와 Sunstein(2008)은 비교 가능한 자세한 정보공개에 대하

여 RECAP(Record, Evaluate, Compare-Alternative-Price) 방식이라고 명명하고 사업자의 

정보공개관행에 대한 규제를 제안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Thaler & Sunstein(2008) 
참조).

22) NGO에 대한 재정지원방안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방안 

문제이다.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정부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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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건전하고 우수한 NGO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보다 많은 기부금

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23)24)

지금까지 논의된 개선방안들을 현실과 접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감사실시 후 그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부 지

원금을 수령하였던 NGO가 허위정산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NGO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NGO의 국민에 대한 신뢰상실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NGO의 활동에 큰 타격을 준 후,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환경연합의 허위정산에 대한 감사실시후 법원은 

환경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

하였던 검찰은 재청구는 물론 불구속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경향신문, 2009.1. 
5). NGO가 정부보조금에 대한 횡령사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

야 하는데, 그러한 처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NGO 통제가능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해당 NGO가 실제로는 허위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자의적 감사

를 통하여 해당 NGO의 활동의 무력화를 꾀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NGO의 도덕적 해이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즉 해당 NGO가 실제로 

허위정산을 하였는데, 이러한 허위정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과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허위정산에 대한 처벌을 미루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부의 NGO에 대한 감사는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

는 것이다. 정부의 감사 후 나타난 두 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에 대한 해결책으

인 선별･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인 사회적 자본시장 방식의 지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양채열(2008) 참조할 것.

23) 이를 위하여 시민정보사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NGO에 대한 보다 자율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기부금 집계 및 관리의 통일화 및 일원화가 절실한 현실을 고려해 이른바 

‘시민정보사회시스템’(Civil Society Information System:CSIS)을 구축해 국세청과의 연

계 관리에 나서야 한다(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 내일신문 2008.11.12).” 즉 

지도와 평가, 감시 기능을 갖춘 NGO 설립을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춰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시민정보

사회시스템 개념에는 'Big Brother'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는 사적 비밀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룰 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적 비밀유

지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4) NGO 정보공개의 해외사례로서 미국의 경우, 연간 25,000달러(약 2,500만원)이상의 기

부금 수입이 있는 단체들은 가이드스타(GuideStar US)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시해야한

다. 즉 미 국세청(IRS) 990 양식(Form 990)을 통해 제출된 회계자료가 시민사회정보

시스템(CSIS)인 가이드스타에 제공되고, 누구나 모든 NGO들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상

에서 볼 수 있다(공익법인 회계공시제도와 기부문화 활성화, 가이드스타 한국재단 박

두준 사무국장 200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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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의 개선(정부의 회계감사 폐지와 NGO의 정보공

개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의 개선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없애줄 수 있으며, 또한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해당 NGO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를 하였을 경우,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만 하는 계기(일반시민들, 특히 해당 NGO에 자

원봉사, 기부 등을 통하여 해당 NGO에 대한 이해관계가 형성된 시민들의 이의

제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한다면, 다음에

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지원마저 끊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NGO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를 NGO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문제와 

NGO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문제 - 즉 국가의 NGO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는 문

제 - 의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탐구해 보

았다. 정책적 제안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NGO가 허위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 4.a)의 부등식,    ≥  이 성립하도록 하여, 허위정산시의 비용

이 편익보다 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감사 확률(q)과 감사 적발시 

처벌비용( )을 높여서 기대감사처벌비용 높이고(증대), (2) 허위정산에 대한 

양심비용을 높이고(증대), (3) 정상정산 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감소), (4) 
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액이 허용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

록(감소)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방식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

업비를 인건비등 NGO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도입 및 집행에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다.
둘째,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보

조금 지급한 후에, 정부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 

NGO의 사업결과를 관찰 한 이후에 정부 또는 시민 등의 기부자가 추후 지원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정산･허위정산 여부가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도록 한다. 감사대상의 선별에 정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기대처벌비용의 증대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경우에는, 아예 게임 자체

를 바꾸어서 회계감사를 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NGO의 독립

성을 유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당파적인 정책･감사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NGO의 독립성이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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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한 자산이며 NGO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NGO의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조가 없는 것이 더 좋

다고 합의하면 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하며, NGO의 독립성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정부 관료에 의한 NGO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두 번째 조치에 추가하여 NGO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

넷에 재정상태와 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강제적인) 정
부의 회계감사 방식이 아닌 민간부문(시민)에 의한 자율규제(self regulation)가 가

능하도록 하며, 이를 기부금 모집과 연계될 수 있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적 자본시장의 문제와 연계될 것이다.
넷째, 정부의 NGO에 대한 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정치

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NGO에게로 집중되며, 동시에 정부의 관리자들이 

제대로 가장 바람직한 NGO를 선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Van 
Slyke, 2003).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NGO 관계에 있어 중장기

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정부와 NGO간의 사회적 자본의 확대를 통한 사회

적 낭비의 감소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에 따른 미래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NGO 유형 중 특히 주창형 NGO,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NGO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지

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관변단체나 모금단체 등의 유형의 

NGO까지 포괄하는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관변단체의 경우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역시 앞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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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tical Economy of Government Grants to NGOs: 

A Game Theory Approach to Government and 

NGO Moral Hazards 

Chaeyeol Yang ･ Chisung Park 

Despites their positive effects on society, NGOs always stand in the middle of hot 
debates, such as the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fraudulent auditing procedures, 
and over-control by governments. Using a game theory framework,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s between NGOs (money-taker) and governments (the main 
providers of grants). Specificall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two issues: 1) 
How can society (or NGOs) cope with it when government utilizes grants as bait to 
control NGOs? 2) How does society (or government) manage the moral hazards of 
NGOs when NGOs are free from auditing? From the analysis of the model, this study 
suggests self-regulation as a solution to the moral hazards of both government and 
NGOs. The suggested new system is expected to bring more transparent operation 
of public grants than the present system of government auditing. 

【Key words: NGO, Government grants, Over-control by government, Moral hazards 
of NGOs, Transpar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