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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공공

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

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에게 교육경비보조, 급식지원, 도서관 지원 등

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각종 세출경비를 포괄하며, 법적으로 지원 비율이

나 금액을 강제하지 않는 재량적 경비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기관에 대한 기여와 관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기관 보조금을 선거주기에 따라 인위적으

로 조정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발생할 것이라

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을 발생시키는가? 둘

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정치적 예산 순환에 지역규모에 따른 차

별적 효과가 존재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 전국 227개 기

초자치단체별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평균적 효과를 분석한 후에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있

을 것을 가정하고 이를 1)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 2) 인구 50만 이상 시

3) 인구 50만 미만·5만 이상 시·군 4) 인군 5만 미만 군의 네 가지 범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

으며, 자료의 부재로 일부 결측이 발생한 통제변수 값에 대해서는 다중

대체법(M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연도(t)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약 0.38%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8만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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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선거의 전·후 2년(t±2)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약

0.5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

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규모가 크고 사회

인프라가 발달한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보를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높

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 환경에서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

치적 예산 순환은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경우 정치적 예산

순환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지

방정부의 재정운용 및 교육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분석모형의 제한점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재보궐선거의 두 선거를 동질적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합한 값을 선거연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순

수한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국가마다 선거

시기가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하여 국제데이터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엄

밀하고 보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선거,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 공공선택론

학 번 : 201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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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비정치적인(apolitical) 영역인가? 비록 교육학이 독자적인 학문

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범적인 것으로 요

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정치나 행정과 분리되어 완전

히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비정치적인 신화(apolitical myth)는 이

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최준열, 1994).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이슈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우명숙,

2010).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교육공약을 점차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현실

이 이를 입증한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10대 기본정책 중 교

육관련 공약은 1개였으나 이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관련 공약이 2

개로 증가했으며, 특히 민주당의 경우 10대 정책의 첫 번째 순위로 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김경희·김대욱, 2011). 또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공약 379개 중 복지 분야 28.5%,

환경 분야 14.0%에 이어 교육 분야 공약이 13.7%로 높게 나타났다는 경

실련의 통계자료 역시 선거와 교육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유권자집단은 선거를 통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 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요·의견을 가장

잘 수렴하여 운영할 수 있을만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

의 과정에서 유권자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표자가 교육공약과 지방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

하기 위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

대와 두 번째는 선거를 통해 유능한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므로 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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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근거한 교육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백성준, 2010).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대는

충족되었는가?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

구가 다수이다(김병식, 2002; 김용철, 2008; 백성준, 2010; 김욱·김범수·노

정호, 2014).

공공선택론은 인간이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나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일원론적 행

동원리를 견지하는 이론이다(강대오, 2006).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견해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대(rent)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육

예산의 편성·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 앞서 유권자의

기대와는 달리 왜 선거가 지방재정운용에 회의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밝히고자 할 때 효율적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의 편성·배분과정

에서 경제·인구학적 구성과 같은 일반적인 공공재정 지출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에 효율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해준다.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득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상경·류춘호, 2008). 그러나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연도에

만 일시적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선거 이후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전략을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 수요 및 여건과 관계없는 예산

변동이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예산

순환은 결과적으로 예산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강대오, 2006).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전국 227개 기초자치

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에서 정치

인의 재선 극대화 성향에 초점을 두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주기에 따

른 교육기관 보조금의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을 실증

적으로 밝히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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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을 발생시키는가?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자신의 지대(rent)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매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보다는 선거주기

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초자치단체장의 선거임박도가 가장 높은 연도와 가장 낮은 연도의 교육

기관에 대하 보조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적 예산 순환에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존재하는가?

위 첫 번째 연구문제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따라 교육기

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초자치단체

장 선거의 전국 평균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기술

통계 분석결과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환경에 따라 정치적 예산 순

환에 차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227

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규모에 따라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정치적 예산

순환에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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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선거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논문은

많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입증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선거에 의한 정치적 예산 순환을 분석한 국내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예산에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실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효용 추구로 인해 선거직전

에만 일시적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였다가 선거가 지난 후

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예산에 지역수요

및 여건과 관계없는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예산 순환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은 희망적이다. 본 연구의 차별적 효과 분석결과는 정보의 공

유도가 높고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정보를 가진 유권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정치적 예산 순환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및 교육투자와 관

련한 정보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

다. 기초자치단체장의 평소 교육투자, 재정운용능력 등을 유권자가 알고

있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일시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를 주저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이 정치와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 속해 그 영향력

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유권자를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

러운 현상이나, 지방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정보

의 투명성’을 통해 그 영향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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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분석모형의 제한점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

거를 결합한 값을 선거연도 변수로 활용하였다. 정치적 예산 순환은 예

산 편성권을 가진 공직 재임자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권한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선거가 일정 주기로 미

리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유의하고 큰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공직 재임자의 재선을 목적으로 하

는 선거가 아니고 그 시기 또한 미리 예고된 일정 주기로 실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실상 두 선거를 동질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만 실시된 연도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보궐선거의 영향력을 분

석한 결과 재보궐선거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주 효과

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는 여전히 전국동시지방선거만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국가마다 선거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활

용하여 국제데이터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엄밀하고 보편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교육감선

거와 같은 타 선거의 영향력은 이원고정효과모형의 연도특성고정 및 개체

특성고정을 통해 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밖에도 기초자치단

체 예산의 편성·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변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얼마나 지원·협력하고 있는

가와 같은 변인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관련 변수를 추가하거나 이원고정효과모형과 다층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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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공공

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에게 교육경비보조, 급식지원, 도서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각종 세출경비를 포괄하며, 법적으로 지원 비율

이나 금액을 강제하지 않는 재량적 경비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

육기관에 대한 기여와 관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

한 보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거주기에 따라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공공선택론은 크게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과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의 두 가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이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치인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성향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에 의한 변인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에 의한 변인들

의 영향력에 보다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관련 유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평소 교육투자노력,

재정운용능력, 부채관리능력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는

교육관련 유권자와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이 존재하게 된다. 선거가 다가오면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

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

하여 인위적으로 교육예산 지출을 조정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겪고, 결국

선거 직전에 일시적으로 교육예산 지출을 확대하는 거짓된 신호(signal)

를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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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조금은 선거 직전에만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감소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틀은 아래 [그림 Ⅱ-1]와 같다.

[그림 Ⅱ-1] 이론적 틀

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 및 관련 법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제6조에 의거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한 편성목 중 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한 각종 통계목을 포괄하고 있다. 아래 [표 Ⅱ-1]와 같이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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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308 자치단체등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 군 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경상이전 편성목 308 자치단

체 등 이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하며, 하위에 1)교육경비

보조금 2)국고보조금 3)학교급식지원비 4)도서관운영지원비의 통계목을

포함한다. 세출경비를 이처럼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은 경비의 경제적 성

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경비의 사용된 용도와 해당 부문에 기여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라휘문, 2014).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기여와

관심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표 Ⅱ-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훈령 제1호 제6조] (2014년 개정 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각 통계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 [표 Ⅱ-2]

와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영월군의 조례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

였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먼저 상위법인 각종 법

률과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에 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의 범위가 제시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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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목별 구분 근거 법령 및 내용

교육경비보조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2854호]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ㆍ

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64호]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영월군조례 제2287호]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

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

다)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표 Ⅱ-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강원도 영월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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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목별 구분 근거 법령 및 내용

국고보조금

(자영수산·농과생

등 지원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

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

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

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

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313호]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학교급식법 [법률 제1177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

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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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목별 구분 근거 법령 및 내용

학교급식지원비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

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

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영월군조례 제2287호]

제2조(정의)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서관운영지원비

◎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

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

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

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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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목별 구분 근거 법령 및 내용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1690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1316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

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영월군조례 제2287호]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영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영월군 평생학

습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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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특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경비보조, 국고보조금, 급식지원, 도서관 지원 등의 지원을 포괄하는 세

출경비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법적으로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강제

하지 않는 재량적 경비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 의지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비교적 크게 작용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기관 보조금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모두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

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군·구

세수입액의 ○○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과 도서관의 지원경비 또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도서관이 원활히 기

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이 의무, 책임 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임의로 보조금의 사용처와 규모가 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하봉

운, 2009; 백성준, 2010; 김민희, 2011).

국고보조금 또한 그 규모가 법정화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는 달리 그

총액이 매년 국가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원이 불안정하다(강윤호·

민 기·전상경, 2015). 또한 국고보조금은 신청에 의해 심사를 받아 교부

되므로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심사자의 주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정

치적 결정의 폭이 크다(강윤호·민 기·전상경, 2015). 이는 교육기관에 대

한 보조금이 비법정경비로서 안정적이기보다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판단

에 따라 해마다 변동이 발생하며, 특히 이때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재량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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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정치적 요인이 비교적 크게 작용하므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른 격

차 또한 크게 나타난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지역 간·학생당 보

조금 지원의 격차가 매우 크며(공은배 외, 2011; 김민희, 2011), 특히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규모가 하위 50% 미만에 해당하는 자치구 간 불

평등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은배 외, 2011). 이쌍철·주철안

(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광

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경비보조금이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인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김현아, 2013) 지역 간 편차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 역시 일정 부분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을 아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국

고보조금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김

충묵·강민규, 2009). 학교급식지원과 도서관운영지원 또한 변이계수 등의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자치단체 지원금에 큰 차이가 있음이 실

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류지은·천세영, 2012; 하봉운·홍근석, 2012; 이

효·김성주, 2014; 차미경·송경진, 2010).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러 통계목

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

날 수밖에 없다.

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아직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한

편이 존재하며, 교육경비보조금, 국고보조금, 급식지원, 도서관지원을 각

각 별도의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논문이 대다수이다. 먼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을 분석한 이효·김성주(2014)의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주민 1인당 예산규모, 재정력지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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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예산비중 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13

년의 횡단면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각 지역의 고유특성과 시간의 흐

름에 따른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여 엄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는 한계가 있으며, 분석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에 대한 해석이 제

시되지 않아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배분의 공평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집중되어왔다(이쌍철·주철

안, 2009; 하봉운, 2009; 엄태호·황소하, 2010; 공은배 외, 2011; 김민희,

2011; 윤홍주, 2011). 특히 이쌍철·주철안(2009), 공은배 외(2011)의 연구

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격

차가 불가피할지라도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른 편중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진단과 처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하봉운

(2009), 백성준(2010), 김민희(2011)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

비지원이 법적 의무·책임 조항이 아니므로 자치단체장의 선호에 따라 임

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송기창(2012)의

연구는 교육경비보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의의 및 특징, 광역·기초자

치단체의 현황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의 포괄적인 정보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별 제도 및 재정여건에 따른 편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편차 발생까지 주요한 쟁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주로 국고보조금을 지방교부세와 비교하거나, 현행 기준

보조율제의 대안으로 차등보조율제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박

기묵, 2006; 김충묵·강민규, 2009; 김현아, 2013). 전상경(2012)은 국고보

조금의 상대적 배분지수라는 간단한 개념적 도구를 활용하여 정치적 집

권세력에 따른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국고보조금 배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예상 외로 정치적 집권세력과 국고보조금의 배분패턴 간에

유의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으나 국고보조금과 정치적 요인의 관계를 규

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

체에 보조하는 것으로(라휘문, 20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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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

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

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더라도 광역자치

단체장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신청하므로 사실상 국고보조금과 관련하

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급식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갑작스러운 무상급식의 도입으로 무상급식

의 쟁점과 타당성을 분석한 논문이 주를 이루며, 기초자치단체의 급식지

원에 관련한 논문으로는 급식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거나

(하봉운·장덕호, 2007) 급식비 지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연구

한 논문(류지은·천세영, 2012; 하봉운·홍근석, 2012)을 찾아볼 수 있다.

류지은·천세영(2012)의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급식지원금의

공평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다 미시적인 기초자치단체, 단

위학교 수준에서는 불공평함이 존재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하봉운·장덕호(2007)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 사례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례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하

였는데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지원방법에서 관련 조례에 지원예산의 규모

를 ‘최저 하한선’ 또는 ‘최고 상한선’과 같이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할 필

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지역별 도서관의 격

차와 상이한 환경을 분석하고(이지연·민지연, 2008; 차미경·송경진,

2010), 지방정부의 도서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김홍렬,

2010; 이승원, 2011)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김홍렬(2010)은 작은도서

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를 분석한 결과, 조례 항목이 강제조

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

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미경·송경진(2010)의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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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밝히고, 지방행정구조에 따라 재정력

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격차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차원에

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금의 성격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공공선택론

가. 공공선택론 개관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과

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나성린 외, 2014). 공공선택론은 투표제도와 같은

비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에 경제학적 시각을 도입해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 받고 있는 이론이다. 특히 공공선택론을 개

척한 공로로 1986년 부캐넌(J. M. Buchanan)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

면서 공공선택이론은 현대경제학의 한 영역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나성린 외, 2014).

그렇다면 공공선택론은 무엇인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공공(公共, public)의 영역에 있는 국가나 국민의 선

택(選擇, choice)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공공의 영역에서 복수의 사람

들이 무언가를 고르는 의사결정행위의 매커니즘을 탐구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공선택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이다.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개인은 공적인(public) 특성을 가지면서 동

시에 사적인(private) 특성을 가진다. 즉 인간은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

치행위를 할 때나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는 일원론적 행동원리를 견지한다(강대오, 2006). 이는 20세기 초반

까지 학문적 주류였던 정치와 행정에 대한 규범론적 접근(no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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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과 사뭇 다르다. 규범론적 접근에서는 개인이 경제행위에서는

설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일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를 배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

다는 인간의 이원론적 행동원리를 견지하는 입장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이러한 이원론적 행동원리를 견지하는 고전적 정치

경제학의 전통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론적, 수리적 경제학으로 변질

되어 ‘정치적’ 측면을 간과하고 오직 순수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지나치게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준, 2012). 물론

고전적 정치경제학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부 지원금 비율

의 함수를 바탕으로 지방공공지출(local public expenditure)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및 인구학적 특성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

러나 고전적 정치경제학의 전제가 되는 이원론적 행동원리는 현실이 그

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

에 가까우며, 이는 현실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

제인간으로서 정치가, 관료 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이후 Bergstrom & Goodman(1973) 등의 연구가 지방공공지

출에 공공선택론의 중위자투표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를 통한 공공재원의 배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대오(2006)가 정리한 공공선택론의 기본 전제는 다음 3가지이다. 첫

째, 방법론적 개인주의이다. 사회적 총합(social aggregate)은 단지 개인

들이 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서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만약 개인의 선

택과 행동의 결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해도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개인의 추가적 선택과 행동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

제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관계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극대화하

려 하는 존재로, 금전적 부의 극대화를 꾀하는 구체적인 효용함수의 도

출이 가능한 존재임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교환으로서의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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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환)이다. 거시경제에서의 총체가 미시경제에서의 개별 경제주체의

집계에 지나지 않듯이 정치가나 관료도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집

단이며, 그 나름으로의 인격을 갖춘 유기체는 아니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하는 개개의 소비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듯 정치가나 관료

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은 지난 반세기동안 다양한 하위 이론들이

제시·수정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공공선택론의 하위 이론들은 기존의

정치학과 행정학의 주제인 정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분석하

고 설명하는 데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공공선택론을 신정치

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공공

선택론은 한마디로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해왔다(김성준,

201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육과 같은 지방공공재는 ‘관료의 예산 극대

화 성향’과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의 크게 두 가지 하위이

론의 맥락으로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나.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

공공선택론에서 관료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다. 공공이익과 동

시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기 보다는 공공서

비스 공급과 관련한 정보 독점권, 행정권한과 같은 정치적 독점권을 적

극적으로 이용해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가들은 시장을 통

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관료들은 직접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상의 특권, 사회적 영향력

을 얻으려 한다(나성린 외, 2014). Niskanen(1971) 예산극대화이론은 이

러한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을 설명을 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 정

치가들이 선호하는 예산규모보다 관료들이 선호하는 예산규모가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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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인 납세자를 고려

하므로 납세 부담이 덜한 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공재의 공급을 결정한

다. 즉, 사회적 편익과 총비용의 차이가 가장 클 때 정치가의 효용은 극

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료의 경우 무조건 예산을 최대로 확보

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관료

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데 기인한다.

생존(survival argument)의 측면과 합리성(rationality argument)의 측

면이다. 먼저 생존의 측면에서 예산을 극대화하지 않는 관료는 결국 관

료조직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로서 관료들은 보수, 부가적 이익, 권력 등 개인

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므로 결과적으로 담당 사업의 총 예산을 증대

시키고자 한다. 관료들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확대시키므로 결국 정부

의 지출 증대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며, 초과된 금액의 상당 부

분이 공공서비스 확대가 아닌 관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활용된다(강대

오, 2006). 물론 증대된 총 예산이 직접적으로 관료의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료의 재량적적 예산(discretionary

budget)이 증대됨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소속 부서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Migue-Belanger(1974)의 재량확보 이론이 이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Migue-Belanger(1974)에 따르면 관료의 개인적 효용은 결국 관

료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윤을 의미한다. 즉, 관료의 재량 예산

은 총예산에서 관료가 공공재화의 생산·공급을 위해 실제 필요한 비용을

뺀 값이다. 정치가는 예산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지만, 관료는 확보된 재량 예산과 그에 대

한 정보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할 기회를

얻는다. 물론 Niskanen과 Migue-Belanger의 모형이 완전히 관료들의 행

동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양식이 일반 기업가들과는

다르며 관료들이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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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을 단순한 모형으로 잘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나성린 외, 2014).

다음으로 티부(Tiebout) 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패턴을 일정 정

보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하에서 예산을 극대화하

기 위해 납세능력이 있는 주민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관료의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외교와 같은 순수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이 강하므로 주민의 선호가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수준에서 관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의 경우 조세를

공공서비스의 수준의 대가로 보는 응익원칙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지

방공공재에는 생산과 소비에 주민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응익원칙에 입각한 가격설정이 가능하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즉, Tiebout 가설은 분절적 정부구조 하에서 지방정부간

경쟁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쟁이 효율성과 반응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Ostrom, Tiebout & Warren, 1961). 여기서 핵심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표명할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다. 소비자이자 유권자인 주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

는 재정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언제든 이주할 수 있다. 이를 ‘발

에 의한 투표(voting by feet)’라 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고부담-고서비스, 저부담-저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지역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면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선

호에 맞는 재정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한 시스

템 하에서는 결국 주민들이 거주지 선택을 통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

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Tiebout모형은 지방자치단체들 사

이에는 해당 지역 내에 적절한 수의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

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경쟁이 지방공공재 공급을 효율성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료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

로 납세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타 지역 및 인접지역

보다 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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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티부모형은 이동성, 완전한 정보보유, 다수의 지방정부, 배당소득

수입, 외부성의 배제, 최적지역규모, 최적규모의 추구 등과 같은 현실적

으로 완전히 충족히 어려운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이목훈, 2011). 그러나 실제 교육예산과 같은 지방공공재의 공급결

정과정에서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이 작동한다는 실증적 연구결

과가 발표되며 그 현실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Rosen and Fullerton,

1977; Dusansky et al.,1881; Kelleher & Lowery, 2002; 김서용, 2009; 석

호원, 2012).

다.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

공공선택론에서 정치인은 관료와 마찬가지로 공인으로서 공공의 이익

을 추구함과 동시에 합리적 경제인간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Barro(1973)에 따르면 정치가의 효용함수는 임금과 정치적 수입으로 구

성되며, 여기서 정치적 수입은 공공재 생산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음성

적 소득을 포함한다. 정치인이 이러한 효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는 유

인장치(incenctive mechanism)는 선거에서의 재선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가들은 정부업무의 수행을 통해 생산되는

정치적 재화의 공급자로,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재화

에 대한 수요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역으로 선거과정에서는 지지표 획득

과 관련해서 정치인이 수요자가 되고, 유권자인 주민이 공급자가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재선을 고려하는 기존의 정치가와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민의 행동양식에 따라 정책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은 수요-공급지향적 민주주

의론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

치가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결정한다는 공급지향적 민주주의론이나 유권

자들의 선호에 의해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고 단지 정치가가 경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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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해진 수요를 공급할 뿐이라는 수요지향적 민주주의론과는 분명 차

이가 있다. 수요-공급 지향적 민주주의론은 정치가나 정당들 간 경쟁과

정을 통하여 공공재화의 공급수준이 제시되고 이를 고려한 유권자들의

수요가 결정된다. 수요를 파악한 정치가들은 경쟁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형성한다.

즉 유권자와 정치가는 쌍방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가운데 투표권

을 행사하고 정책을 설정·실행한다. 표면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

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치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선심성 공공사업의 수행을 지방선거와 연관시켜 집행하거나,

선거 직전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강대오, 2006). Nordhaus(1975)는 정부

나 여당의 경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를 전후하여 인위적으로 경

제를 조정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을 극대화함을 지적했다. 이렇

게 정치성을 지닌 경제정책 수행은 선거주기 동안 필립스곡선상에서 경

제 상태를 좌상방에서 우하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정치적 경기 순환

(political business cycle)’을 유발한다. 즉 아래 [그림 Ⅱ-2]와 같이 선거

가 도래함에 따라 유권자들을 인식한 정치가들은 정책적으로 경제 상태

를 높은 물가수준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시키려 함으로써 선거를 전후하

여 경제는 호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이후 경기가 악화되는 물결모양의 정

치적 경기순환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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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정치적 경기 순환 (박은태, 2010의 그림 참고·수정)

위 정치적 경기 순환은 선거 시기 및 결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경

제변수를 통해 경기변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선거연도에 정부나 정치인이 재정지출의 총액을 늘리는 것

보다는 공공지출의 구성(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을 달리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며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발생하

는 것으로 보다 미시적인 차원의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Clemence

Vergne, 2009; Drazen & Eslava; 2010). 즉 선거가 근접하면 정치인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지출은

자본지출보다는 유권자에게 더욱 가시적인(visible) 임금이나 보조금 같

은 경상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Rogoff, 1990; Block, 2002; Clemence

Vergne, 2009).

이러한 정치적 예산 순환의 발생 매커니즘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

다. 첫 번째는 공직 재임자의 실제 능력에 대해서는 공직 재임자와 유권

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이 존재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공직을 차지함으로써 정치인에게 지대(rent)가 발생한다는 것

이다(Min Shi & Jakob Svensson, 2006; Clemence Vergne, 2009; 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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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ziero &, Yared, 2014). 우선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하여, 공직 재

임자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유권

자는 공직 재임자가 공공재, 공공서비스 생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

는 공직 재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인

위적인 예산 조정을 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때

공직 재임자는 공공지출 중에서도 유권자가 쉽게 관찰 가능한 경상비 지

출을 늘림으로써 그 신호(signal)을 인지한 유권자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지대(rent)의 발생과 관련하여, 지대는

평균이익을 초과한 잉여가치(초과이윤)를 의미하므로 공직 재임자에게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 재임자가 자신의 임금 이상의 추가적 효용

을 착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대는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명

예와 같은 비금전적 이익일수도 있고 공공재의 오용을 통한 사적인 금전

이익이 될 수도 있다(Min Shi & Jakob Svensson, 2006). 이러한 지대가

존재할 때 공직 재임자는 자신의 지위와 효용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정

치적 예산 순환을 꾀하게 된다.

위의 두 가지가 정치적 예산 순환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예산 순환의 강도가 선거에서 정치인의 권력에 남아있는 지대의 크기와

선거에서 유권자 간 정치인에 대한 정보 공유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

다(Min Shi & Jakob Svensson, 2006). 실제로 Min Shi & Jakob

Svensson(2006)가 85개국의 21년 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

치적 경기 순환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정치적 투명성이 보장되고 선거 및 재정운용에 관한 정보가 잘 공

개되어 있는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

로 보고 있다. Gonzalez(2002)와 Brender(2003)의 연구에서도 유권자가

정치인의 실제 능력 정보를 알 수 있는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 공직 재

임자가 선거 전에 얼마나 예산을 조작할 것인가에 대한 수위를 결정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 안용흔(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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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국의 정치적 경기 순환을 분석한 결과

양국 간 영향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부일수록

더 큰 규모로 재정확대 움직임의 정책조정을 행함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모두 공통적으로 ‘정보의 공유’,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권자가 공직 재임자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선거에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직 재임자

의 행동에 대한 제약의 강도도 달라진다. 또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미

디어에 접근하여 선거와 공직 재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정

보의 비대칭성은 해소되고 공직 재임자가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대도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예산 순환의 매커니즘과 그 전제조건

은 공공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에 투명한 정보의 공유가

핵심적임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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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틀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선거주기에 의해 발

생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의 발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선택론은 인간은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나 언

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일원론

적 행동원리를 견지하는 이론이다(강대오, 2006).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출직 공직 재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설명할 때 효

율적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일

반적 공공재정 지출요인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밝혀내

는 데 효율적인 분석틀을 제시해줄 수 있다.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기

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득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전상경·류춘호, 2008), 이로 인해 선

거연도에만 일시적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활용함

으로써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

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강대오, 2006).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전국 227개 기초자치

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거주기를 중심

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추가 분석

하고,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

음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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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분석틀

2.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을 비교분석하고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 전국 기초자치

단체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기초자

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 및 세출 총액 대비 비율은 행정자치

부 재정고(http://lofin.moi.go.kr/) 사이트의 지방결산현황 내 기초자치단

체별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선거관련 변수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http://info.nec.go.kr/) 및 각 기초자치단체별 의회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 관련 변수는 주로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와 기초자치단체별 정부 3.0 정보공개 내 교육통계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 관련 조례는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각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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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내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여부 및 설치시기는 온라인 정보를 통

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각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지원 담당 공무원에

게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7년부터 제주도

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

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2010년 창원·마산회원구로 행정구

역이 통합되었으므로 마산시와 진해시의 자료를 창원시에 종합하여 하나

의 기초자치단체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충청남도 연기군의 경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어 2012년부터 거의 모든 변수에 결측이 발생하

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 중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활용한 최종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27개이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의 분석대상 변수는 아래 [표 Ⅲ-1]와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세

출 총액 대비 비율이다. 기초자치단체 세출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은 교육경비보조금, 자영수산·농과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학교급식지

원비, 공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포함된 항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지원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대비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은 세출 결산 총액에 대한 교육기관 보

조금 총액의 백분율을 활용했으며, 학생 1인당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은 교육기관 보조금 총액을 기초자치단체 내 총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단위는 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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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변수 설명

종

속

변

수

기초자치단체 세출

총액 대비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교육기관 보조금 총액÷세출 총액)×100

(단위: 백만 원, %)

학생 1인당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

교육기관 보조금 총액÷총 학생 수

(단위: 백만 원)

독

립

변

수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및

관료의

예산

극대화

요인

선거연도

(t)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2010년) 또는 재보궐

선거당해연도(t)=1, 그 외 연도=0

선거연도±2

(t±2)

선거연도±2 (2004년, 2008년, 2012년) 및

재보궐선거연도±2=1, 그 외 연도 =0

기초자치

단체장

정당

보수정당=제1당=0

중도보수정당=제2당=1

진보정당=제3당 및 무소속=2

기초자치

단체장

재선여부

재선일 경우=1

초선일 경우=0

득표율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득표율(%)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기초의회 다

수당이 일치할 경우=1

일치하지 않을 경우=0

티부

(Tiebout)

가설 변수

인접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인접 기초자치단체 학생 1인당 보조금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시․군․구청 내 전담부서 있을 경우=1

없을 경우=0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 제정

교육기관 보조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교

육경비보조금조례, 학교급식법 조례, 도서

관법 조례)의 수 = 0～3

[표 Ⅲ-1]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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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및 인구

통계학

적 요인

점증주의

변수

전년도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총 학교 수 기초자치단체 내 총 초·중·고등학교 수

재정자주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

급자비율
(총 기초생활수급자 수÷총 인구수)×100

인구1인당

소득·재산

반영

지방세

징수액

(총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총 인구 수

(단위: 천 원)

물가상승률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자물가상승률(%)

다음으로 본 연구는 특히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에 따라

발생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에 초점을 두고 선거주기에 따른 기초자치단

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연도와 재

보궐선거연도를 중요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실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재보궐선거를 동질적인 성격의 선거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

다. 정치적 예산 순환은 정치적 예산 순환은 이미 예산 편성의 권한

(competence)을 가진 공직 재임자(incumbent)가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 권한을 발휘하며 발생하는데(Shi and Svensson, 2006;

Clemence Vergne, 200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자

치단체장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사고사 및 사망, 타 선거 출

마로 인한 사퇴가 주된 사유로 현(現) 공직 재임자의 재선을 기대하는

선거라 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 예산 순환은 선거시기가 일정 주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외생적 변수일 경우 정치적 경기순환이 더 크고 유의

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Shi and Svensson, 2006; Katsi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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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선거일 선거 종류

2004년 6월 5일, 10월 30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2005년 4월 30일, 10월 26일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10월 25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2007년 4월 25일, 12월 19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2008년 6월 4일, 10월 29일

2009년 4월 29일, 10월 28일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10월 27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2011년 4월 27일, 10월 26일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2012년 4월 11일, 12월 19일

2013년 4월 24일, 10월 30일

Sarantides, 2012; Enkelmann & Leibrecht; 2013), 아래 [표 Ⅲ-2]와 같

이 미리 공표된 시기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는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그 시기가 불규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연도만을 선거연도로 활용할 경우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연도 변수값이 2006년과 2010년에는 1이 되고,

나머지 연도는 모두 0이 되므로 연도 내 개체 간 분산(variance)이 존재

하지 않는 통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할 수 없

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모형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선거연도 변수값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전국동

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과 2010년의 선거연도 변수값이 가장 커지

므로 독립변수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재보궐선거는 해마다 실시되는 지역이 상이하므로 분석

에 적절한 분산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선거의 성

격이 이질적이라는 한계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민감도 분석에서 재보

궐선거만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여 본 분석의 주 효과가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Ⅲ-2] 2004년-2013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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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재선

여부, 득표율, 기초의회 다수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 티부(Tiebout)가설

변수,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설치 여부,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분석변수

에 포함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통제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의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선행연구도 존재하나(전병힐·송

호신, 2014; 신승춘 외, 2000; 김민희, 2013), 소속 정당이 예산 확보와 관

련하여 중앙정부 집권당과의 연계를 반영하기도 하며(전병힐·송호신,

2014) 소속 정당에 따라 선거공약에 중점을 두는 영역이 다르므로(김경

희·김대욱, 2011) 예산 지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

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보수정당의 경우 0, 중도보수정

당의 경우 1, 진보정당 및 무소속일 경우 2로 코딩하여 그 차별적 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가 교육 및 복지비에 미치는 효과는 선행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권경환, 2005; 엄태호·황소하, 2010; 윤

홍주, 2011) 이는 선행연구 간에 존재하는 분석대상 데이터의 시간 갭

(gap), 통제변수 및 분석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의

교육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선거 득표율은 선거경쟁에서 후보 간 박빙도를 반영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득표율와 선거 박빙도는 역의 관계를 갖는다. 득표

율이 높을수록 경쟁 후보자와의 격차가 커지므로 선거경쟁에서 오히려

박빙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엄태호·황소하(2010)의 연구에서는 선거 박

빙도가 교육경비보조금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5개년도 패널 분석으로 연도별로 정치관련 변수에 유의한 분산 변화

가 없어 고정효과모형의 적용이 큰 의미가 없음을 그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개년도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분석에

선거 박빙도를 대리하는 득표율 변수를 포함하여 선거 경쟁의 정도가 기

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극대화를 위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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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무투표 당선자의 경우 선거경쟁 및 선거박빙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득표율을 100%로 코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기초의회 다수당과의 정당 일치 여부는

기초자치단체 내 예산지출의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경우 복지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

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하여 복지사업에 우

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김태일, 2001). 윤홍주(2011)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

경비보조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기관의 정당이

일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의회의 정책

방향을 수용하려는 유인이 강하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회와 관계없이

자신의 정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고자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 또한 기초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기초의회 다수당의 일

치 여부를 더미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티부(Tiebout)가설은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에 의해 납세

능력이 있는 주민을 유치하고자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역 간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를 반영하여 인접 지역의 학생 1인

당 교육기관 보조금 및 세출 총액 대비 비율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티부가설에 따라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이 높아질수록 해

당 기초자치단체 또한 선호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교육기관 보

조금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티부가설 변수는 기초자치단체

와 지도상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기

관 보조금 및 세출 총액 대비 비율의 평균값을 활용했으며, 도서지역의

경우 직선상 거리가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값을 활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 내 교육지원 전담부서는 지역의 고유한 교육 수요를 파

악하고 집행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명년 지출계획

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하봉운, 2009). 특히 공

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관에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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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면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권한과 효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므로 교육

세출예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신무섭, 2000). 또한 일반

행정기관 내 교육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

직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의식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

다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청 내 별도의 ‘교육지원/협력과(국)’, ‘평생교육과(국)’, ‘교육사업과(국)’

등이 설치된 경우 1로 코딩하고, 별도의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0으

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기관 보조와 관련한 조례는 법률상 반드시 그 지원 규모를 강제하

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또한 교육기관 보조와 관련한 조례 제정 여부는 위 교육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수가 많을

수록 지원금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윤홍주

(2011)의 연구에서는 조례제정 여부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다 엄

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

관에 대한 보조금’ 에서 각 통계목의 근거가 되는 조례-교육경비보조금

조례, 학교급식법 조례, 도서관법 조례-가 제정되어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제정된 조례의 수가 하나도 없을 경우 0,

세 가지 조례가 모두 제정되어 있는 경우 최대 3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인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점증주의 변수, 총

학교 수,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인구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물

가상승률을 활용하였다. 먼저 점증주의 변수는 재정지출결정은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예산결정자는 제한된 대안의 수와 과거의 경험을 토대

로 한 해의 정부지출 수준을 전년도 지출수준의 일정 비율로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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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정헌영, 2007)는 이론을 반영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예산

의 점증성이 정부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밝히고 이를 통

제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남궁근, 1994; 김성종·신주연, 2003; 최순영,

2003; 윤홍주, 2011; Shi & Svensson, 2006; Clemence Vergne, 2009;

Klomp & Haan, 2013). 본 연구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금 및 세출 총액 대비 비율의 전년도 값을 점증주의 변수로 분석에 포

함하였다. 총 학교 수와 기초생할수급자 비율은 수요 측면의 요인변수라

할 수 있다. 학교·학생 수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교육비 지원이 소요될

것임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총 학생 수와 총 학교 수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두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로 이미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을 산출하는 데 활용한 총 학생

수를 본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학교 수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밖에

재정자주도, 인구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물가상승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결정요

인과 관련한 1950～1960년대 초기연구에서는 이들의 인과적 효과를 밝

히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정헌영, 2007). 국내에서도 90년대 이후부

터 재정자주도 및 의존도, 지방세 징수액, 경제활동인구, 인구밀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남궁근, 1994; 손희준, 1999; 김성종·

신주연, 2003; 권경환, 2005; 윤홍주, 2011).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구 1인

당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지방세 중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한 해 동안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총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합을 총 인구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활용하였으며, 단위는 천 원이다.

또한 본 연구는 1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연구이며 비록 국내 연구이지

만 지역별 경제적 여건이 다르므로 물가의 변동 및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자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활용했

으며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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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히 선거주기에 의해 발

생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의 발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식은 다음 (1)과 같다.

(1)        

위 식에서 종속변수 는 기초자치단체 의 년도 학생 1인당 교육기

관 보조금 및 교육기관 보조금의 세출총액 대비 비율을 나타낸다.   

는 점증주의 변수로서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및 교

육기관 보조금의 세출총액 대비 비율, 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연도,

는 공공선택론적 요인변수, 는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변

수, 는 각 기초자치단체별 개체 고유특성, 는 특정시점에서의 연도고

정특성, 는 확률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변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연도인 로 계수값 이 유의하게 양수로 나

올 경우 일반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에 선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

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널데이터를 합동회귀(Pooled Ordinary Least Squares)로

분석할 경우 자유도가 높아져 추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

으나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위배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오차항의

등분산성과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거나 특히, 관찰되지 않은 누락변수

(omitted variable)로 인해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 상관이 발생하는 내생

성(endogene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생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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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

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은 관찰이 가능한 재정여건, 선거정보, 학생·학교 수와 같은

변수도 있지만 데이터로 포착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특성 또한 존재

한다. 이로 인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0년이라는 상당히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해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동, 교육정책의 변화,

교육시스템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관찰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간에

따른 특성은 내생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

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고정효과(Region fixed effect)와 연

도고정효과(Year fixed effect)를 식에 포함함으로써 연도와 개체에 따른

이질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이를 패널 선형회귀모형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      ⋯ 

위 패널 선형회귀모형에서 오차항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은 개체의 고

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 특정연도에서 모든 개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

간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확률

오차항인 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설명변수

와 , 설명변수와  간에는 상관이 존재하나 설명변수와  간에는 상

관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으로 인해 발생하

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 를 추정 후 제거하는 분석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오차항 와 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더미변수(Least

Squares Dummy Variable, LSDV)를 활용하는 방법과 Within

(Within-Transformation)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3).

LSDV는 패널 개체별로 더미변수를 만들어 개체별 절편을 제거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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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이로 인해 패널 개체가 많을수록 자유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ithin 변환 방법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모

형을 분석하였다. Within 변환 방법은 위 패널 선형회귀모형 (2)에서 개

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between-group) (
)값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between-time) (
 )값을 차감하므로 에 대한 효율적인 일치추정

량을 얻을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3).

본 연구의 분석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종 공식 정보공시

사이트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도는 재보궐선

거 득표율, 재선여부와 같은 선거정보와 관련한 완전한 정보를 얻기 어

려워 결측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정보뿐만 아니

라 종단면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

석하는 것이 정확한 정책입안과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꼭 필요하다(박

기덕·신기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에 대해 다중 대체법을

적용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순 대체법(Single Imputation)은 결

측치를 가진 자료의 분석에서 통계적 추론에 사용된 통계량의 효율성 및

일치성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해주지만, 추정량의 표준오차가 과소추

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박기덕·신기일, 2010). 반면 다중 대체법

(Multiple Imputation, MI)은 대체를 한 번만 하지 않고 m번의 대체를

통해 m개의 가상적인 완전한 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 분석단계에서 생

성된 m개의 추정량과 분산의 결합을 통한 통계적 추정을 하므로 분산의

과소추정을 방지할 수 있다(박기덕·신기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완전한 패널데이터 구축을 위해 결측이 발생한 득표율, 재선여부, 기초자

치단체장의 정당과 의회다수당과의 일치여부,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4

가지 변수에 대해 다중 대체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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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의 기초자치단체 자

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추이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1]은 본 연구의 주

요 관심 변수인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과 선거의 관계를 살펴본

그래프이다. 공공선택론의 정치적 예산 순환론에 따르면 정치인의 재선

가능성 극대화 성향에 의해 선거직전에 인위적인 조정으로 교육 보조금

과 같은 경상비 지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Rogoff, 1990;

Block, 2002; Clemence Vergne; 2009). Blais & Nadeau(1992)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연도에 일시적으로 정부의 총 지출이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lemence Vergne(2009)의 연구에서는 선거연도에 자본지출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대신 경상비 지출이 최대 3.5%까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lomp & Haan(2013)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6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

산 순환이 발생하며, 더불어 이러한 인위적 정부지출의 조정이 선거에도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밝혔다.

아래 [그림 Ⅳ-1]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예산 순

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총액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2005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11

년부터 다시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그 변화율()이 선거

임박도가 가장 높은 2006년과 2010년에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일시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

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2008년부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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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임박도

다음으로 [그림 Ⅳ-2]는 지역규모에 따른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과 선거의 관계를 분석한 그림이다. 단, 지역규모의 구분에서 특별·광역

시 내 자치구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별도로 분류하였다. 자치구와 시·군

의 인구수가 같더라도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같은 범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 인구

수가 5만 미만인 자치구는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경제수준, 사회 인프

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인구 5만 미만의 군과 같은 범

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래프에서 선거임박도가 가장 높은 2006년과 2010년의 교육기관 보조

금 비율의 변화율 또한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경상남도 거창군, 남

해군 등의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역시 2008년 시·군의 변화율이 일시적

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아래 그래프에서는 지역규

모별로 변화율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

상 시의 경우 변화율이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특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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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치구나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의 기울기 변화는 작은 편이다. 이

는 단순한 기술통계로 반드시 선거와 연계하여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

으나 이러한 기울기의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교육기관 보조금과 선거

의 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그림 Ⅳ-2] 지역규모별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임박도

다음 [표 Ⅳ-1]는 본 분석에 활용되는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이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 비율은 2004년 세출 총액 대비 0.39%에서 2013년 1.41%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4년 3만 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37만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선택론적 요인변수는 첫째, 선거연도(t)로 최소 0.01에서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연도에는 최대 1.02의 값을 갖는다. 둘째, 선거연도로

부터 2년 전후를 나타내는 선거연도±2 (t±2)변수는 선거연도(t) 변수와

그 값은 같으나 2년씩 지연하여 코딩하였다. 따라서 선거로부터 2년이

지난 2004년, 2008년, 2012년에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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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0.39 0.39 0.51 0.69 0.95 0.94 1.07 1.43 1.46 1.41

(0.76) (0.56) (0.52) (0.60) (0.61) (0.65) (0.72) (0.97) (0.95) (0.96)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0.03 0.04 0.06 0.12 0.22 0.24 0.24 0.30 0.35 0.37

(0.07) (0.06) (0.06) (0.13) (0.26) (0.21) (0.23) (0.22) (0.26) (0.27)

선거연도

(t)

0.10 0.03 1.02 0.08 0.04 0.04 1.01 0.07 0.04 0.01

(0.30) (0.17) (0.13) (0.27) (0.20) (0.06) (0.09) (0.26) (0.18) (0.09)

선거연도±2

(t±2)

1.01 0.03 0.10 0.03 1.02 0.08 0.04 0.04 1.01 0.07

(0.03) (0.09) (0.30) (0.17) (0.19) (0.27) (0.20) (0.27) (0.09) (0.26)

재보궐선거

0.10 0.30 0.01 0.08 0.04 0.01 0.01 0.07 0.04 0.01

(0.30) (0.17) (0.13) (0.27) (0.20) (0.07) (0.09) (0.26) (0.18) (0.09)

기초자치

단체장

정당

0.56 0.56 0.48 0.51 0.55 0.55 0.86 0.81 0.78 0.79

(0.77) (0.78) (0.75) (0.77) (0.78) (0.78) (0.76) (0.75) (0.74) (0.75)

기초자치

단체장

재선여부

0.25 0.26 0.33 0.38 0.37 0.37 0.44 0.43 0.41 0.41

(0.42) (0.42) (0.50) (0.48) (0.47) (0.48) (0.49) (0.49) (0.49) (0.49)

득표율

53.44 53.17 54.43 54.36 53.58 53.60 52.15 52.22 51.99 51.88

(14.76) (14.62) (10.85) (10.98) (11.44) (11.43) (13.13) (13.05) (13.34) (13.41)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0.75 0.72 0.80 0.78 0.76 0.76 0.74 0.74 0.74 0.74

(0.29) (0.28) (0.40) (0.41) (0.43) (0.43) (0.44) (0.44) (0.44) (0.44)

인접

기초지자체

보조금

비율

0.45 0.44 0.43 0.43 0.43 0.44 0.44 0.44 0.44 0.44

(0.67) (0.46) (0.35) (0.29) (0.20) (0.26) (0.23) (0.25) (0.23) (0.25)

[표 Ⅳ-1] 기술통계



- 44 -

인접 기초

지자체

학생1인당

보조금

0.03 0.04 0.07 0.11 0.21 023 0.24 0.29 0.34 0.36

(0.05) (0.04) (0.05) (0.09) (0.17) (0.15) (0.17) (0.17) (0.21) (0.22)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0.00 0.00 0.01 0.03 0.08 0.12 0.15 0.18 0.21 0.24

(0.00) 0.00 (0.09) (0.16) (0.27) (0.32) (0.35) (0.40) (0.41) (0.43)

교육비

보조 관련

제정조례수

0.56 0.84 1.27 1.59 1.76 1.96 2.15 2.29 2.36 2.48

(0.68) (0.83) (0.89) (0.91) (0.90) (0.90) (0.81) (0.75) (0.72) (0.66)

전년도

보조금

비율

0.28 0.39 0.40 0.51 0.69 0.95 0.94 1.07 1.43 1.46

(0.47) (0.76) (0.56) (0.52) (0.60) (0.61) (0.65) (0.72) (0.97) (0.95)

전년도

1인당

보조금

0.02 0.03 0.04 0.06 0.12 0.22 0.24 0.24 0.30 0.35

(0.03) (0.07) (0.06) (0.06) (0.13) (0.26) (0.21) (0.23) (0.22) (0.26)

총

학교 수

46.10 46.76 47.62 47.92 48.45 49.08 49.41 49.57 49.95 50.14

(25.93) (26.89) (27.91) (28.58) (29.41) (30.49) (31.02) (31.52) (32.14) (32.42)

재정

자주도

66.82 71.50 69.52 67.42 65.79 65.07 62.35 62.32 62.15 61.40

(0.54) (8.75) (9.28) (9.57) (10.09) (10.88) (11.34) (10.82) (10.52) 10.53

기초생활

수급자비율

4.17 4.21 4.24 4.26 4.15 4.13 3.96 3.67 3.42 3.24

(2.08) (2.14) (2.21) (2.26) (2.16) (2.04) (1.93) (1.75) (1.59) (1.46)

지방세

평균

징수액

51.27 81.29 95.80 111.23 127.51 124.66 133.67 221.04 229.90 289.71

(19.52) (49.88) (58.84) (73.81) (114.41) (64.62) (65.41) (105.88) (108.47) (399.37)

물가

상승률

3.56 2.85 2.25 2.49 4.87 2.67 3.06 4.14 2.14 1.28

(0.34) (0.27) (0.15) (0.09) (0.31) (0.31) (0.19) (0.29) (0.22) (0.13)

N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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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여부는 2004년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의

25%가 재선 당선자이며, 2010년에는 가장 많은 44%의 기초자치단체장

이 재선 당선자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의 득표율

은 해마다 50%를 약간 상회하는 값을 가지며 2013년 가장 낮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기초의회 다수당과의 일치여부는 2004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약 75%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동안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보조금 비율은 0.43%～0.45% 내에서 10년 동안 소폭 변동이 있다. 일곱

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보조금은 2004년 평균 3만원에서

2013년 36만원으로 12배가량 증가하였다. 여덟째, 시·군·구청 내 교육지

원 전담부서 설치 여부는 2005년까지는 전무하였으나 2006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국의 약 25% 시·군·구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있

다. 아홉째, 교육기관 보조 관련 조례 수는 2004년 0.56개에서 점차 증가

하여 2013년에는 2.48개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변수로는 첫째, 점증주의 변

수로서 전년도 보조금 비율과 전년도 학생 1인당 보조금이 있다. 두 변

수 모두 전년도(t-1)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고나 보

조금 평균액과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

체 내 총 학교 수는 2004년 약 46개에서 2013년 약 50개로 증가하였다.

셋째, 재정자주도는 2004년 66.82%에서 2013년 61.40%로 점차적으로 기

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자치단

체 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4년 4.17%에서 2013년 3.24%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다섯째, 지방세 평균 징수액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총액

을 총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2004년 약 5만 원에서 2013년 약

29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으며,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물가상승률은 2004년 3.56%에서 2008년 최고치 4.87%까지

이르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1.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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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기관 보조금의 관계 분석

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t)연도의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 분석

다음 [표 Ⅳ-2]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에 미

치는 영향을 합동회귀, 일원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차례로 적

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대비 교육

기관 보조금 비율이 약 0.38%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연도에 인위적으

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며 그에 따

라 선거연도에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이 약 0.38%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델 1과 2에서는 교육기관 보조

금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도고정효과를 추가한 모

델 3에서는 부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특정 연도에 모

든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선거, 교육감선거, 전국적인 무

상급식의 실시와 같은 연도고정효과를 통제했을 경우의 계수값으로 이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보다 엄밀한 추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보수정당보다 중도보수정당일 경

우 약 0.21%, 진보 정당 및 무소속일 경우 약 0.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정당일수록 교육공공성

확대와 평등교육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며 보수정당일수

록 시장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으로(김경회·김대욱, 2011), 당선

이후 각 정당의 당선자가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여 다음 선거에서 보

다 신뢰를 주기 위한 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진보정당에 가까운

당선자일수록 보편성, 평등성에 입각하여 공공복지로서 교육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티부(Tiebout)가설 변수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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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율이 1% 높아질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또

한 0.64%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공공선택론의 티부

(Tiebout)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관료가 납

세능력이 있는 주민을 유치하여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접한 기초자

치단체와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시·군·구청 내 교육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기

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약 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관의 관료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므로 교육 세출예산에 영향을 준다는 신무섭(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단순히 관료의 예산 극대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

라 정치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유권자를 의식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

과 의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섯째, 예상과 달리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의 제정이 교육기관 보조

금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여섯째, 점증주의 변수로서 전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1% 높을수록 당해 연도의 비율 또한 약

0.33%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기초자치단체 내 총

학교 수가 1개 더 많을수록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은 0.012% 더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1% 더 높을

수록 교육기관 보조금 또한 0.006% 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재

정자주도는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대리(proxy)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기관

의 재정건전성이 높을수록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또한 높아진다는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더 높을수록 교육기

관 보조금은 약 0.25% 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학교 수나 기초

생활수급자의 수는 수요자 측면의 요인변수로 수요(demand)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열 번째, 물

가상승률이 1% 증가할수록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은 유의하게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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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정치인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및

관료의

예산극대화

요인

선거연도(t)
-0.077** -0.089*** 0.379***

(0.029) (0.025) (0.065)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2당=중도정당

0.337*** 0.275*** 0.208***

(0.036) (0.037) (0.036)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3당=진보및무소속

0.155*** 0.161*** 0.123**

(0.041) (0.043) (0.041)

기초자치단체장
재선여부

-0.009 -0.003 -0.039

(0.025) (0.025) (0.024)

득표율
-0.003 -0.002 0.001

(0.001) (0.001) (0.001)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0.023 0.042 0.026

(0.036) (0.037) (0.036)

인접 기초지자체
보조금

0.751*** 1.352*** 0.641***

(0.099) (0.108) (0.122)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0.416*** 0.326*** 0.212***

(0.046) (0.048) (0.046)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 제정

0.140*** 0.113*** -0.001

(0.013) (0.016) (0.019)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

학적 요인

점증주의 변수
0.679*** 0.519*** 0.330***

(0.081) (0.088) (0.088)

총 학교 수
0.004*** 0.016*** 0.012***

(0.001) (0.002) (0.002)

재정자주도
0.007*** -0.008*** 0.006**

(0.001) (0.002) (0.00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081*** 0.115*** 0.249***

(0.001) (0.025) (0.027)

재산제·자동차세
평균 징수액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물가상승률
0.030* 0.008 -0.144***

(0.011) (0.010) (0.038)

[표 Ⅳ-2] 기초자치단체장선거(t)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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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0.372***

2005년 더미
-0.157**

(0.075)
(0.050)

대구광역시
-0.399***

(0.085)

2006년 더미
0.515***

인천광역시
0.038

(0.066)(0.075)

광주광역시
-0.625***

2007년 더미
0.039*

(0.105)

(0.061)
대전광역시

-0.219*

(0.102)

2008년 더미
0.583***

울산광역시
-0.519***

(0.075)(0.093)

경기도
0.219***

2009년 더미
0.198**(0.052)

(0.066)강원도
-0.384***

(0.068)

2010년 더미
0.721**

충청북도
-0.388***

(0.073)
(0.082)

충청남도
-0.237**

2011년 더미
0.926***(0.070)

전라북도
-0.586***

(0.075)
(0.083)

2012년 더미
0.677***

전라남도
-0.376***

(0.075)
(0.091)

경상북도
-0.441***

2013년 더미
0.536***(0.065)

경상남도
-0.415***

(0.116)(0.067)

개체고유특성통제 × ○ ○

시간고유특성통제 × × ○

상수항
0.179 -0.428 -1.200***

(0.173) (0.232) (0.291)

F
223.50*** 235.86*** 165.01***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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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Ⅳ-3]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

육기관 보조금이 8만 원가량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티부(Tiebout)가설 변수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기

관 보조금이 백만 원 증가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평균 교

육기관 보조금은 약 25만 원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점증주

의 변수로서 전년도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이 백만 원 높을수

록 당해 연도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또한 약 44만 원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자치단체 내 총 학교 수가 1

개 더 많을수록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오히려 2천 원가량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이를 학생 1인당으로 금액으로 보

았을 때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의 재

정자주도가 1% 더 높을수록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3천

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선거연도에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연도에 인위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0.38% 상향조정하고 그 결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증가하

며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비율과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

므로 정치적 예산 순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하지만

(Blais & Nadeau, 1992; Klomp & Haan, 2013),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

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산 배분을 왜곡하며,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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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정치인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및

관료의

예산극대화

요인

선거연도(t)
-0.020** -0.016** 0.087***

(0.006) (0.006) (0.016)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2당=중도정당

0.013 0.014 0.015

(0.007) (0.009) (0.009)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3당=진보및무소속

0.019* 0.014 0.013

(0.008) (0.010) (0.010)

기초자치단체장
재선여부

-0.002 -0.002 -0.008

(0.005) (0.006) (0.006)

득표율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0.003 -0.003 -0.006

(0.007) (0.008) (0.008)

인접 기초지자체
보조금

0.254*** 0.395*** 0.256***

(0.021) (0.026) (0.031)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0.005 0.011 -0.006

(0.009) (0.011) (0.004)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 제정

0.006* 0.021*** 0.001

(0.003) (0.004) (0.004)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

학적 요인

점증주의 변수
0.726*** 0.468*** 0.442***

(0.017) (0.021) (0.022)

총 학교 수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재정자주도
0.001 0.001** 0.003***

(0.001) (0.001) (0.00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002 -0.017** -0.007

(0.002) (0.006) (0.006)

재산제·자동차세
평균 징수액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물가상승률
0.007** 0.006** 0.011

(0.002) (0.002) (0.009)

[표 Ⅳ-3] 기초자치단체장선거(t)가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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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0.004

2005년 더미
-0.004*

(0.016)
(0.012)

대구광역시
0.002

(0.017)

2006년 더미
0.063***

인천광역시
0.029

(0.016)(0.015)

광주광역시
-0.003

2007년 더미
0.059***

(0.022)

(0.015)
대전광역시

0.016

(0.021)

2008년 더미
0.093***

울산광역시
0.001

(0.018)(0.019)

경기도
0.026*

2009년 더미
0.088***(0.011)

(0.016)강원도
0.034*

(0.014)

2010년 더미
0.099***

충청북도
0.027

(0.015)
(0.029)

충청남도
0.042**

2011년 더미
0.111***(0.014)

전라북도
0.032

(0.018)
(0.017)

2012년 더미
0.144***

전라남도
0.027

(0.015)
(0.022)

경상북도
0.019

2013년 더미
0.172***(0.013)

경상남도
0.030

(0.029)(0.014)*

개체고유특성통제 × ○ ○

시간고유특성통제 × × ○

상수항
-0.047 0.012 -0.161*

(0.036) 0.056 (0.072)

F
223.77*** 237.95*** 165.74***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향****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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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전·후연도(t±2)의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 분석

앞서 분석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연도(t)에 유의하게 교육기관 보

조금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선거연도에

일시적인 교육지원예산의 증가(boost)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단순히 선거연도에 예산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는 이러한

예산 지출이 다시 감소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예산이 일종의 순환

(cycle)을 그릴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로

부터 2년이 지난 후를 선거연도±2 변수로 코딩하여, 선거 전·후 2년의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Ⅳ-4], [표 Ⅳ-5]와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

의 2년 전·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유의하게 0.54% 감소

하고, 학생 1인당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약 17만원 유의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임박도가 가장 낮은 연도에는 기초자치단

체장의 교육투자에 대한 유인가가 낮아지므로 실제 교육투자가 줄어드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장

의 선거주기와 함께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순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거연도에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약 8만원 증가

했으나 선거 2년 전·후에는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약 17만원 감

소했다는 것은 정치적 예산 순환에서 정점과 저점의 교육기관 보조금 차

이가 학생 1인당 무려 25만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4년을 주기로 지역 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출예산이 불안정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지방정부 재

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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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정치인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및

관료의

예산극대화

요인

선거연도±2
(t±2)

0.053 0.061** -0.536***

(0.027) (0.023) (0.116)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2당=중도정당

0.334*** 0.267*** 0.208***

(0.036) (0.037) (0.036)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3당=진보및무소속

0.157*** 0.160*** 0.126**

(0.041) (0.042) (0.040)

기초자치단체장
재선여부

-0.013 -0.008 -0.040

(0.026) (0.025) (0.024)

득표율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0.028 0.045 0.031

(0.034) (0.038) (0.035)

인접 기초지자체
보조금

0.766*** 1.371*** 0.641***

(0.099) (0.108) (0.122)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0.421*** 0.334*** 0.211***

(0.046) (0.048) (0.046)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 제정

0.142*** 0.115*** -0.001

(0.014) (0.016) (0.019)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

학적 요인

점증주의 변수
0.677*** 0.513*** 0.330***

(0.081) (0.088) (0.088)

총 학교 수
0.004*** 0.017*** 0.012***

(0.001) (0.002) (0.002)

재정자주도
0.007*** -0.008*** 0.006**

(0.001) (0.002) (0.002)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080*** 0.115*** 0.250***

(0.010) (0.025) (0.027)

재산제·자동차세
평균 징수액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물가상승률
0.022 0.003 -0.144***

(0.012) (0.010) (0.038)

[표 Ⅳ-4]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후 연도(t±2)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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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0.368***

2005년 더미
-0.694***

(0.075)
(0.101)

대구광역시
-0.397***

(0.085)

2006년 더미
-0.672***

인천광역시
0.040

(0.082)(0.075)

광주광역시
-0.616***

2007년 더미
-0.498***

(0.105)

(0.081)
대전광역시

-0.213*

(0.102)

2008년 더미
0.583***

울산광역시
-0.517***

(0.075)(0.092)

경기도
0.218***

2009년 더미
-0.338***(0.052)

강원도
-0.386*** (0.075)
(0.068)

2010년 더미
-0.157**

충청북도
-0.387***

(0.073)
(0.083)

충청남도
-0.236**

2011년 더미
0.389**(0.073)

전라북도
-0.583***

(0.118)
(0.083)

2012년 더미
0.677***

전라남도
-0.373***

(0.075)
0.091

경상북도
-0.440***

2013년 더미
0.392*(0.065)

경상남도
-0.415***

(0.071)(0.067)

개체고유특성통제 × ○ ○

시간고유특성통제 × × ○

상수항
0.135 -0.499* -0.675**

(0.172) (0.235) (0.246)

F
107.59*** 115.45*** 94.25***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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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정치인의

재선가능성

극대화

및

관료의

예산극대화

요인

선거연도(t±2)
0.012* 0.011 -0.172***

(0.006) (0.005) (0.029)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2당=중도정당

0.012 0.013 0.015

(0.007) (0.008) (0.009)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제3당=진보및무소속

0.020* 0.014 0.014

(0.008) (0.010) (0.009)

기초자치단체장
재선여부

-0.003 -0.002 -0.008

(0.005) (0.006) (0.006)

득표율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기초의회
다수당과
일치여부

-0.002 -0.002 -0.004

(0.006) (0.008) (0.007)

인접 기초지자체
보조금

0.258*** 0.399*** 0.256***

(0.021) (0.026) (0.031)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여부

0.006 0.013 0.006*

(0.009) (0.011) (0.011)

교육비 보조 관련
조례 제정

0.725* 0.022*** 0.001

(0.017) (0.004) (0.004)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

학적 요인

점증주의 변수
0.725*** 0.467*** 0.442***

(0.017) (0.021) (0.022)

총 학교 수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재정자주도
0.001 0.001** 0.003***

(0.001) (0.001) (0.00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002 -0.017** -0.006

(0.002) (0.006) (0.006)

재산제·자동차세
평균 징수액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물가상승률
0.006* 0.005* 0.011

(0.002) (0.002) (0.009)

[표 Ⅳ-5] 기초자치단체장선거전·후 연도(t±2)가 기초자치단체별학생 1인당교육기관보조금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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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0.003

2005년 더미
-0.177***

(0.016)
(0.025)

대구광역시
0.002

(0.018)

2006년 더미
-0.148***

인천광역시
0.030

(0.020)(0.016)

광주광역시
-0.001

2007년 더미
-0.113***

(0.022)

(0.020)
대전광역시

0.017

(0.021)

2008년 더미
0.093***

울산광역시
0.001

(0.018)(0.019)

경기도
0.026*

2009년 더미
-0.084***(0.011)

강원도
0.034* (0.018)
(0.014)

2010년 더미
-0.085***

충청북도
0.017

(0.015)
(0.021)

충청남도
0.042**

2011년 더미
-0.061(0.014)

전라북도
0.032

(0.029)
(0.017)

2012년 더미
0.144***

전라남도
0.028

(0.015)
(0.022)

경상북도
0.019

2013년 더미
0.109**(0.013)

경상남도
0.030*

(0.054)(0.014)

개체고유특성통제 × ○ ○

시간고유특성통제 × × ○

상수항
-0.056 -0.001 0.009*

(0.036) (0.056) (0.061)

F
222.99*** 237.46*** 165.82***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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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차별적 효

과 분석결과

앞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및 학생 1인당 교

육기관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관 보조금의 비율은

약 0.38% 유의하게 증가하고,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8만 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의 전·후 2년에는 교육기

관 보조금은 약 0.5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17만원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를 모두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앞서 기술통계분석에서 지역규모에 따라 선기연도의 변화율이 상이

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지역규모에 따라 선거의 차별적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규모를 1) 특별시·

광역시 내 자치구 2) 인구 50만 이상 시 3) 인구 50만 미만 5만 이상

시·군 5) 인구 5만 미만 구의 다섯 개 범주로 나누어 선거의 효과를 각

각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차별적 효과분석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지만, 지역규모의 경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 varying

variable)가 아니므로 고정효과모형에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지역규모별로 각각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여 앞서 [모델 2]의 이원고

정효과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나머지 통제변수의 결과는 생략한 주

요변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 통제변수의 결과는 생략한 주요 분석결과는 [표 Ⅳ-6]과 같

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

금이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약 1.13%, 약 13만원, 인구 50만 미만 5

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약 0.51%, 약 9만원,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는

약 0.51%, 약 38만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

은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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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 분석

구분
교육기관보조금

비율

학생 1인당

교육기관보조금

특별시·

광역시

내 자치구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연도

-0.059 0.003

(0.138) (0.008)

F

54.69*** 114.97***

(0.000) (0.000)

N 690 690

인구 50만

이상 시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연도

1.134* 0.132**

(0.432) (0.037)

F

25.33*** 24.87***

(0.000) (0.000)

N 134 134

인구 50만

미만 5만

이상 시·군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연도

0.511*** 0.093***

(0.114) (0.023)

F

40.99*** 105.21***

(0.000) (0.000)

N 1006 1006

인구 5만

미만 군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연도

0.515*** 0.380***

(0.098) (0.069)

F

21.63*** 30.75***

(0.000) (0.000)

N 44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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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도 분석

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t)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을 약 0.38%,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을 약 8만원 유의하게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전·후 2년(t±2)에는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을 약 0.5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을 약 17만원 유의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

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로 설정하고 추가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Ⅳ-7]～[표 Ⅳ-10]의 결과와 같이 선거연도(t)

에는 교육기관 보조금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약 0.27% 유의하게 증가하

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7만원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 전·후 2년에는 교육기관 보조금의 비

율이 전년도 대비 약 0.43% 유의하게 감소하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

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1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main) 분석과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Ⅳ-7] 기초자치단체장선거(t)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연도(t)

-0.091 -0.097** 0.271**

(0.038) (0.029) (0.079)

F
31.94*** 77.25*** 60.67***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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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기초자치단체장선거(t)가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연도(t)

-0.021** -0.016** 0.075***

(0.001) (0.006) (0.017)

F
165.53*** 213.02*** 148.07***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Ⅳ-9]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후 연도(t±2)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변화량()

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연도±2
(t±2)

0.078* 0.089** -0.431**

(0.035) (0.027) (0.140)

F
31.90*** 77.56*** 70.91***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Ⅳ-10]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전·후 연도(t±2)가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변화량

()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연도±2
(t±2)

0.014* 0.013*** -0.160***

(0.038) (0.005) (0.030)

F
165.19*** 215.39*** 149.57***

(0.000) (0.000) (0.000)

N 2,270 2,270 2,270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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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보궐선거와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의 관계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질적인 성

격의 선거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모형

의 통계적 제한점으로 불가피하게 두 선거를 결합하여 독립변수로 활용

하였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별도의 변수로 만들어 활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보궐선거만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여 본 분

석의 주 효과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과 2010년은 제외한

8개 연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보궐선거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

관 보조금 비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이미 예산 편성의 권한

을 가지고 재선을 기대하는 공직 재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Shi and

Svensson, 2006; Clemence Vergne, 2009)임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생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선거일 경우 정치적 예산 순환이 더 크고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Shi and Svensson, 2006; Katsimi & Sarantides, 2012; Enkelmann &

Leibrecht; 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Ⅳ-11] 재보궐선거가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재보궐선거
-0.098 -0.056 -0.090

(0.063) (0.056) (0.054)

F
89.09*** 96.50*** 82.71***

(0.000) (0.000) (0.000)

N 1,816 1,8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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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재보궐선거가 기초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재보궐선거
-0.017 -0.012 -0.014

(0.013) (0.013) (0.013)

F
179.28*** 191.10*** 139.62***

(0.000) (0.000) (0.000)

N 1,816 1,8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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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1.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기관 보조금의 관계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

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거주기를 중심으

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회·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

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지대(rent)추구행위에서 비롯되는

여러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기초자

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기관 보조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연도(t)에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비

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선거의 전·후 2년(t±2)에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보조금 비

율과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치적 예산 순환

의 발생에는 정치인과 유권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반드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과 유권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아직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즉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기회

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공공재 및 공공서

비스 생산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유권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를 이용하여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신호를 유권자에게 보내는 것이다(Nordhaus, 1975). 이에 따라 선거연도

에만 일시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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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차별적 효과

위에서 227개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평균적 효과를 바

탕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및 학생 1인

당 교육기관 보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

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미만 5만 이상의 시·군, 인구 5만 이상의 군

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와 같은 대도시에서 선거가 교육기관 보조금에 유의

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미 교육환경과 재정 면에서 일정 수준이상 충족되어 있으므로(최

진수, 2002) 정치인에게 큰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

별·광역시의 경우 이미 도서관 및 급식 시설, IT환경, 통학수단 등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큰 유인으로 작용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시설 및 자원이 열악

하므로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자는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는 데

에 여전히 유인으로 존재하는 것(강윤구, 2000)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특별·

광역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Ⅴ-1]은 비록 기초자치단

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비교이나 특별·광역시는 급식지원에 교

육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부담액은 작

게 난다. 반면 도지역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거의 비슷한 지원금을 부담

하거나 지자체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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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2011년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부담액 예시
(단위: 억 원)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부담액 지자체 부담액 급식지원액 계

서울특별시 1,776 287 2,063

부산광역시 335 46 381

대구광역시 218 28 246

충청북도 456 340 796

충청남도 648 251 899

경상남도 236 493 729

<출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둘째, 정치적 예산 순환모델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정

치적 예산 순환모델은 공직 재임자와 유권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

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이용한 공직 재임자의 지대 추구에서 비롯되

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여

건이라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예산 순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Shi & Svensson, 2006).

즉, 특별·광역시의 경우 정보통신망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잘 구축되

어 있으므로(최진수, 2002) 예산 총 지출액과 세금 및 부채 등에 대한 정보

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타 기초자치단
체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본 연구에서 선거의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유권자의 비
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정보를 가진 유권자의 비율이 높

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장은 선거연도에 일시적으로 교육기관 지출을 늘리

는 것이 선거결과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주저하게 된다.

Gonzalez(2002)와 Brender(2003)의 연구에서도 유권자가 정치인의 평소 재정

운용 능력을 알 수 있는 ‘투명성’의 정도에 따라서 공직 재임자가 선거 전에

얼마나 예산을 조작할 것인가에 대한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

증하였다. 정치적 예산 순환이 정보의 공유도가 높고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

추어져 있는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개발도상국에서만 유의하게 나

타나는 Shi & Svensson (2006)의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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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가능

성 극대화 성향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이 인위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정치적 예산 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발생할 것이

라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교육기관에게 교육경비보조, 급식지원, 도서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각종 세출경비를 포괄하며, 법적으로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강

제하지 않는 재량적 경비라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와 관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

치단체장의 선거연도(t)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 약 0.38%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8만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전·후 2년(t±2)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비율은 약 0.5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은 약

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

이 선거연도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다시 감소하여 저점으로 향하는 정치

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 50만 이상

의 시, 인구 50만 미만 5만 이상의 시·군, 인구 5만 이상의 군과 같은 중소

도시에서는 선거에 의한 정치적 예산 순환이 존재하지만, 특별·광역시와 같

은 대도시 내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는 지역의 규모가 크고 사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높게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소도시와 비교했을 때 기초

자치단체장과 주민 간 정보의 비대칭이 약하고, 정보의 투명성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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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므로 정치적 예산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Shi &

Svensson, 2006).

선거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논

문은 많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입증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선거에 의한 정치적 예산 순환을 분석

한 국내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교

육지원예산에 선거주기에 따른 정치적 예산 순환이 실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지역규모에 따라 정치적 예

산 순환이 차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결과는 ‘정보의 비대칭’

이 해소되었을 때 정치적 예산 순환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이론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공공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에

투명한 정보의 공유가 핵심적임을 시사해준다.

물론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득표활동에 유

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보조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

러운 일이며,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하

여 지역의 교육과 복지에 보다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예산

의 일시적 확대가 선거의 순기능에 의한 결과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예산 순환은 지역 수요 및 여건과 관계없는 예산 변동이

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강대오, 2006).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

금이 선거임박도에 따라 그 최고점과 최저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1인

당 약 25만원으로 나타나는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보았을 때, 교육예산

운용의 불안정성이 우려됨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완화할 수 있

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장과 유권자인 주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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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홈페

이지를 통해 세입·세출 등의 재정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정보를 가공하는 정

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의 경우 인포그래픽

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재정과 관련한 정보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정보의 가공

성이 높으며, 주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인은 거의 이해하기 힘든

세출자료 엑셀파일을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이 정보공개의

전부이다. 이 경우 정보의 가공성이 낮으며 교육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매우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가공 정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통한 정보 접근의

편의성에도 지역마다 격차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대부

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의 소도시나 도서지역

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 채

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채널의 확대가 정보의 가공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과 정

보의 접근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교육지원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사

적 이익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급식 및 도서

관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자치단

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하봉운·장덕호, 2007; 김홍렬, 2010; 송기창; 2012). 본 연구에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의 개수가 실제 보조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 또한 이와 일관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봉운·장덕호(2007)의 연구에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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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보조금에 관한 ‘최저 하한선’이나

‘최고 상한선’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실에

서 교육이 정치와 완전히 별개의 영역에 속해 그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

을 불가능하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완화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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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의 광역시도별 평균 분석 결과

[부록 1] 광역시도별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부록 2] 광역시도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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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기관 보조금과 각종 통제변수 상관 분석 결과

[부록 3]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인접 [부록 4]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과 인접

기초자치단체 평균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 상관 기초자치단체평균학생1인당교육기관보조금상관

(상관계수 = 0.491***) (상관계수 = 0.694***)

[부록 5]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부록 6]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과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 여부 상관 교육지원 전담부서 설치 여부 상관

(상관계수 = 0.375***) (상관계수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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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부록 8]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과

관련 제정 조례 개수 상관 관련 제정 조례 개수 상관

(상관계수 = 0.430***) (상관계수 = 0.233***)

[부록 9] 교육기관 보조금 비율과 [부록 10] 학생 1인당 교육기관 보조금과

주민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상관 주민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상관

(상관계수 = 0.425***) (상관계수 =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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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of 227

elementary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ic choice

theory.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e various annual

expenditures that elementary local governments spend for educational

assistance, school food assistance, and support for libraries and it can

serve as an index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s it is discretionary expenses, whose rate or

amount is not mandated by law. In this sense, from the perspective

of pubic choice theor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there may be

political budget cycle—elective local government heads arbitrarily

adjusting the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es to maximize their

chances of 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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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ook the followings as its research topics. First, does

the election of elementary local government heads create political

budget cycle in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does

political budget cycle have different effects depending on the size of

regions?

To this end, this study obtained and analyzed 10-year-long

statistical data from 2004 to 2013 of 227 elementary local

governments. After analyzing elementary local governments, it divided

them into four categories—autonomous regions within metropolitan

cities; cities with population of more than 500,000; cities or counties

with population of 50,000~500,000; counties with population less than

50,000—under the assumption that different size of regions would get

different effects of political budget cycle. As method of analysis,

binary fixed effects were used and for variables that had missing

values due to lack of data, multiple imputation (MI) was conducted.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in the election year(t) of

elementary local government heads, the subsidy rate for educational

institutes was observed to increase a significant 0.38% and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es per student rose about 80,000 won. In

contrast, 2 years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t±2), subsidy rates for

educational institutes dropped about 0.54% and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es per student decreased about 20,000 won. This

can be considered as empirical results that show local governments’

political budget cycle in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s for the differing effects depending on the size of regions,

metropolitan cities that are bigger in size and better in infrastructure

showed no political budget cycle.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in an

environment where the ratio of well-informed voters is high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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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symmetry is nonexistent, political budget cycle can be

reduc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that it empirical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political budget cycle of elementary local

governments along the cycle of election. Political budget cycle is a

serious problem as it can hurt stability and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budgets and damage social welfare. Still, the study also

presents a promising result that political budget cycle can be

eliminated if asymmetry of information is resolved. If it is possible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educational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 so the public can have easy access to

the information, it will improve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 budgets.

As fo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due to a technical problem of

statistical analysis, the combined results of by-elections and

simultaneous nationwide local elections were used as values of

election year, so it was hard to see the pure effect of simultaneous

nationwide local elections. It is expected follow-up studies can garner

stricter and more universal results by conducting international data

analysis considering different election cycles of different countries.

Key words: subsidie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election,

political budget cycle, pub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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