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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부의 예산을 입법부가 심의·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특성상 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임의성과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고보조금에 임의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는 이론과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

성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대와 19대 국회 회기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와 인터뷰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예

산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8대와 19

대의 분석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대 기간을 살펴

보면 국고보조금 편성 단계에 속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예산심사의 1차 과정인 상임위 예결소위 소속

여부 또한 지역의 국고보조금 획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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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 19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18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안 합의여부, 예결위의 역할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정량분석 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기존

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 이

외에도 정치·사회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심의과

정에서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의해 국고보조금 배분이 영향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국회의원 등 정

치인의 역량 차이와 국고보조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국고

보조금의 정치성을 증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

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단계를 세분화하여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지역의 국고보조금 확

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국가 전

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진 예산 규모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임의성을 낮추고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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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고보조금 획득 과정에 활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진바, 특히 해당 단

계에 국고보조금의 임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정보공개의 강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심사 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기간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정치 환경에 의한 임의성 조정 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예산 배분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민주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고보조금의 장점보다 임의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를 축소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운영에 있어서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고보조금, 국회의원, 예산과정 접근성, 예산의 정치성, 

예산심의

학  번 : 2009 – 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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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입법부는 법안 발의, 결의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행정부, 사법부의 통제와 국가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과 민

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이 국가 예산에 대한 권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되어

야 하는가를 법령에 명시된 예산제도의 틀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다.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입법부는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행정

부의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과 결산사항을 감독하는 기관

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 및 통합하는 기능

을 수행하며, 이를 ‘의회예산제도’라 일컫는다.

  한편,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자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앙으로의 세원 집중과 지역 간 세원과 세외수입의 불

균등한 분포 하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

로 충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자원배분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보조하고, 정부 정책의 목적달성과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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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입법부의 의결-심의과정을 통해 정부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금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분류 

가능하다. 지방교부세(특히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어느 지방에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보조이

자 재정 형평성 달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배분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으며,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개별법령에 따라 중

앙정부의 특정 세목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의 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한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김병준 외, 

2001). 때문에 일본의 재정학자인 켄이치(宮本憲一, 1990)는 국고보

조금을 ‘표밭의 비료’로 비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많은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 이른바 ‘pork-barrel politics’도 바로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지칭해 주는 표현인 것이다

(전상경, 2012).

  국고보조금은 의회예산제도의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지지

하고 있다.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사명과 목표를 가

지고 있으나, Mayhew(1974)에 의하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목표는 재선(re-elected)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재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적극적인 선거 운동이나 자신의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며, 중앙 정치무대에

서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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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

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해마다 현역 국회의원

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확보된 지역의 예산은 정치인의 사익 추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

만,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한 확

실한 자원이자 홍보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실세예산’과 

같은 이슈들이 언론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지역구민 

지지와 표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다. 때문에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 예산 증액을 공약으로 삼아 선거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확보 성과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1) 예산 심의권한을 갖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

위 위원으로 포함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로비와 이들을 상

대로 한 로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2), 이런 것 모두 예

산의 정치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국회의 주요 정당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역별 안배를 통해 배정하고 있는 것은 이

1) • 머니투데이, “'형님 예산'으로 3,500억? 국회 예결위 또 논란” (11.12.23일자)
• 조선일보, “예결위 의원 6명, 지역구에 '1,000억원 안팎 예산 유치' 홍보”
(13.2.12일자)

• 헤럴드경제, “이○○ “예산폭탄·지역발전”공약 호소, 호남 민심 흔들었다
(14.7.31일자)

• 연합뉴스, “역시 실세...지역구 ‘예산폭탄’ 위력” (15.12.3일자)
2) • 매일경제, “20대 국회 꼭 해야할 10가지 (16.4.26일자) : …예산을 다루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로 들어가려고 로비까지 마다하지 않는 게 한국 국회
의 현실이다.…

• 뉴시스, “국정원장부터 부총리까지…'예산 로비' 북새통 (16.12.28일자) : …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예산 로비'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 마자 시작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수차례 여의도를
찾아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며 국비 확보 전쟁을 벌였고…



- 4 -

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산 중에서도 앞서 살펴보았

듯 정치성과 임의성이 존재하는 국고보조금은 정치인들의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정치성

에 주목해 왔고, 연구 결과 상당부분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구 국고

보조금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에 의한 국고보

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

한 예산 심의와 최종결정 권한이 입법부에 실재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국고보

조금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정치역량에 따

른 차이도 있겠으나 제도 자체에서 발현되는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만약 국고보조금의 편성 및 심의 절차에서 이러한 

임의성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고보조금 본래의 목적인 재정형평성 

실현과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있어 한정된 예산 집행의 효율

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는 예산과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에서 임의성과 정치성이 강

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세간의 논의처럼 국고보조금 배

분에 임의성이 존재하며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의 

참여도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참

여 가능한 단계에 따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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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의회예산제도와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의 정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 등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분석방법 등의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기술통계량과 

통계데이터의 실증분석 결과, 인터뷰를 통한 해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결과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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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의회예산제도의 의의

  입법부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대의, 입법, 그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구분 가능하다(Stapenhurst, 2008). 이를 국가 예산에 

적용시켜본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

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를 감시하는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흐름은 ‘①

편성-②심사-③실행-④결산 및 감사’의 4단계로 크게 분류가 가능

한데, 단순하게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상호작용이지만 그 과정에

서는 국민의 의사, 각종 사회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가 개입된 거

버넌스 체제(governance system)에 기반하고 있다. 이중 입법부, 즉 

의회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결산 및 감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주된 

관심사항으로 부상한 이후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의한 재정통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회예산지수’ 등의 척도를 마련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Lienert & Jung, 

2005; Wehner, 2006; 김춘순·문지은, 2012; 김춘순, 2014). 이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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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헌법에 입법부가 재정관련 결정을 승인하도

록 하여 의회예산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며,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구현을 위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필수적 정책수단이다(김성철, 2000). 

  2.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적을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금을 말한다(김태균, 

1995).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

며, 특성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

우므로 부정 지급 및 사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급대상·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두

고 있다. 이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

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

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

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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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급부금을 가

리키며(제2조),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제21조제1항). “교부금”은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경

비의 전부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교

구  분 국 고 보 조 금 지 방 교 부 세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  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  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자료: 기재부, 2017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나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공공재에 대해 지방정부로 하여

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

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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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정부

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하

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행정에 대

해 국가차원에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

공시설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의 위탁을 통해 관리할 수 있어 국민

의 이익을 보다 용이하게 보전하는 한편 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와 더불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주민 서비스 증진을 보조금으로 수행함으로

써 자체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약화로 인한 

중앙정부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matching fund)에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능력의 차이로 

인한 격차 심화와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경

직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실시가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제때에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적정한 시기를 놓쳐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히 실시한 필요가 없는 사업

이지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가치판단 없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가 나타

날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 업무절차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과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되어 확정되는데, 보다 상세하게는 ①보조금 계획 수립, ②국고

보조금 신청, ③검토 및 조정, ④정부 예산안 도출 및 국회제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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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 및 예산확정·통지, ⑥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⑦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이유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금과는 달

리 용도가 특정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서 비롯된 것으로(유지연·구혜림, 2016), 국고보조금은 정부 시책의 

달성을 위한 목적(top-down)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 수

요에 대한 지원의 성격(bottom-up)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국고보조금의 예산 배분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국회는 

2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 성격과 소요 예산을 면

밀히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므

로 법령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는 합리성 외

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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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국고보조사업의 업무절차

신규 및 계속

사업계획서 제출
è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è
신청지시

(중앙관서

→ 지자체)
è

신청 및 보고

(지자체

→ 중앙관서)
è

예산 요구서 제출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è

지방비부담 협의

(중앙관서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è
보조금 정부 

예산안 확정

(기획재정부)
è

예산심사 

및 의결

(국회)
è

예산 통지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지자체)

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승인

(지자체→중앙관서)
è

보조금 교부

(기획재정부

→ 중앙관서

→ 지자체)

è
집행

(지자체)
è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지자체→중앙관서

→기획재정부)
è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획재정부)

①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월말)

② 예산편성지침의 시달(3월말)

③ 신청지시

④ 예산계상 신청 및 보고·제출(4월말)

⑤ 신청내용 검토

⑥ 지방비 부담협의 및 예산요구

⑦ 기재부 검토 및 보조예산안 확정, 국회제출(~9.2)

⑧ 보조금사업계획안·예산안 가내시(10.15)

⑨ 보조금관련예산확정(12.2) 및 확정통지

⑩ 보조사업수행자의 지방비부담

⑪ 보조사업 수행

   자료: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16), 지방재정조정제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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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점변주의(Incrementalism)

  Wildavsky(2001)는 시간부족,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예산은 모

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정

해진다고 하였다. 한 해의 예산은 새롭게 결정되는 측면보다는 전년

도의 예산에 기인한 것이고, 의무지출, 계속비, 중장기 계획 등 이전

에 이루어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이미 이루어져 온 예산결정

이 경험이나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라 본다. 미국의 예산 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사업부처, 예산당국, 세출위원회가 있으며, 이들간의 

상호조정을 포함한 전략은 예산 배분을 위한 협상과 교환의 과정으

로 본다(March & Olsen, 1976). 사업부처는 통상 예산확대에 적극적

인 증액자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예산 요구액의 삭감에 대비하여 

일정정도의 보정을 행하게 된다. 예산당국은 이런 행태를 감안하여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사업부처의 예산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인들로 구성되는 세출위원회는 공공재정의 재정건전

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자신의 지

역구나 소신 등에 따라 예산분배과정에 개입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점변주의가 예산과정을 정치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체계화한 기

여는 인정이 되나, 예산의 점변성, 즉 변동폭을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Berry, 1990). 점변성의 기준이 학자마다 다르며, 우선순위 

등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김문성, 2014). 즉 예산 세부항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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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임의적 사업에서는 비점변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송준상, 2015).

  2)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공공지출 결정요인이론은 국고보조금 등 예산을 정책결정과정의 

산물로 파악하는 정책 산출 연구이다(신무섭, 2007). 체제이론에서는 

정책결정을 체제의 산물로 파악하는데, 선거결과나 여론 등 투입과

정과 정책체계에 의한 전환을 거쳐 예산 결정의 산출로 나타나며, 

다시 환경을 감안한 환류과정을 통해 투입에 영향을 주게 된다. 

Fabricant(1952), Brazer(1959) 등은 소득, 재정여건 등 경제변수와 인

구밀도, 도시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을 주 영향

요소로 분석하였으며, Key(1949)와 Lockard(1963)은 사회경제적 요인

이 정치적 경쟁에 영향을 미쳐 정책 산출을 이끌어낸다는 정치적 

요인모형(politics theory)을 주장하였다.

  한편, Dawson & Robinson(1963)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책 결정으로 나타난다는 정치적 요인모형

을 반박하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치체제와 정책에 독립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Tompkins(1975), Lewis-Beck(1977)은 

Dawson & Robinson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치체제는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독립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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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등 

공급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다. 행위주

체들은 ‘합리적 선택’에 근거하여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추구

하게 되는데,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배분 과정

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이론에서 이익집단과 투

표자인 시민 등은 예산 과정 참여와 정치인을 매개로 공공재에 대

한 거래 활동을 수행하며,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재선이나 지지율 

확대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관료는 소관 사업의 재량예산 극대화, 통제권한의 활용 등을 

통해 영향력, 위신 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자들로 본다

(Mueller, 2003).

  Downs(1957)는 득표극대화 가설(vote maximization hypothesis)을 

통해 정치인들이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예산을 활용한다고 보았고, 

Niskanen(1971)은 관료가 자기 부서의 총예산 내지 재량예산의 극대

화를 추구함을, Williamson(1963)은 지출선호(expense preference) 개

념을 도입하여 관료가 특정 지출을 통해 얻는 만족극대화를 추구함

을 주장하였다. 또한 Stigler(1971)는 이익집단이나 시민이 자신의 이

익을 위해 정치인, 관료 등에게 자금 등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

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rental-seeking)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한편, 예산참여 주체인 정치인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도 공공선택이론이 적용한다고 보는 이론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러한 이유로 회고적 투표 행태를 보이는 지역구 구민이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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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익집단의 이익에 반응하여 선심성 예산배정(pork barrel 

politics), 투표 거래(log-rolling), 고객정치(cliental politics) 혹은 기업

가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Wilson, 1974). 또한, 일반 국민은 정보를 습득하고 행동을 취하는 

소요 비용이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므로 예산과정에 합리

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추구에 대해 별다른 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Downs, 1960).

  4. 소 결

  앞선 이론적 논의를 종합할 때, 예산 결정과정은 사회경제적 요인

에 근거한 합리적 이론과 정치적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배분 과정은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공공재적 특성과 

정보 비대칭, 현실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합리적 결정과정 외에 정치

성 등 외부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Wildavsky & Caiden(2004)

은 “예산과정은 정치적이다”라고 하였으며, Liwi(1972)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비용부담자와 편익 수혜자,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모두 

상이하다는 정부 예산의 본질적 특성에서 기인한 전형적인 배분 정

책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고 보조금은 공공재적 성격인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게 되므로, 특정 지역으로 보자면 서비스의 공급 비용

의 1/n만을 지불하고 해당 지역에 편익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지출의 총 비용을 내재화하지 않으며 비용 

부담은 분산시키면서 이를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고자 하는 지출 

편향적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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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혹은 특정적 예산심의 행태로 표현된다(강혜원·하연섭, 2015).

  이 같은 이유로 국고보조금은 배분과정에 합리성 외에 정치인들

의 이익 추구로 인한 정치성과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고보조금은 그 규모가 법정화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와

는 달리 그 총액이 매년 국가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원이 불

안정하며, 그 불안정성은 의회예산제도 하에서 재선을 노리는 국회

의원의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필요하

다는 측면도 있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사

업을 집행하는 중앙관서와 공무원들도 자신의 부처에 적정량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입법부는 중앙관서의 이윤추구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

부분의 나라에서 입법부에 예산의 심의 및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입법부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여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검증하는 연구와, 결과에 따른 개선방

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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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국고보조금 관련 선행연구

  국고보조금에 관한 연구를 연구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주체인 중

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기 전의 연구

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활발해

짐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연구

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전상경, 2011).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고보조금을 보는 시각에 따라 배분효과

에 관한 연구, 제도와 법률에 근거한 운용에 관한 연구, 배분 과정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배분효과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연방 보조금과 대선결과 간 영향을 

분석한 연구(Kriner & Reeves, 2012)가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국고

보조금의 재정 형평성 달성 효과에 관한 연구(박기묵, 2006), 재정력 

불균등과 국고보조금 사이의 영향에 관한 연구(윤석완, 2001), 지역 

생산효율성과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석완, 2007), 보조

금의 배분정책효과분석을 한 연구(이용선, 1981), 국고보조금 배분에

서 정부의 암묵적인 정책선호를 탐색한 연구(전상경, 1995)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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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연구로는 국고보조금의 작동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영조, 1991; 

박정수, 1997), 국고보조금에서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박기묵, 

2002)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 유형화를 통

해 보조율 개편을 논한 연구(권오성, 2006), 국고 보조 사업대상 기

준 보조율 재설계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박종혁, 2014), 국

고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송상훈·류민정, 2013) 등이 있다.

  2. 배분요인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있어 왔으

나,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보여진다. 국고보조금 분배과정의 요인을 다시 세분화하자면, 대통

령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련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Wright(1974)는 뉴딜 자금의 정치적 배분 패턴을 대통령 선

거 득표율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득표율 변화가 빈번한 부동층 인구

가 많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뉴딜 자금을 배분받았음을 증명하였다. 

권혁용(2005)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과 국고보조금의 연관성을 분

석하여 득표율 차이가 커질수록 국고보조금 액수는 적어지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Horiuchi와 이승주(2007)는 대통령 선거결과와 정치적 배분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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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분석하여 현직 대통령 득표율과 국고보조금은 U자 모양 

비선형 관계를 보임을 실증하였는데, 이는 한국 정치구조의 특이성

으로 자신 및 상대후보에 대한 적극지지 지역에 많은 액수의 보조

금 분배하여 퇴임 후의 평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전상경(2012)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지수를 구성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대적 배분지수가 변화하는지를 분석하

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의 배분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시켜 분석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Larcinese(2006)는 주지사의 당적을 중심

으로 한 연구에서 대통령 정당과 일치하는 주지사를 갖는 주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배분받음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광역자

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대통령의 정당과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국

고보조금의 배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지분야 국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소속정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혜림, 2014), 광역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정치력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나 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지연·구혜림, 

2016). 석호원(2013)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행하

였으며,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국회,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Grossman(1994)는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연방의원과 주

의원의 정당이 같을 경우 주 정부에게 배분되는 1인당 보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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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짐을 주장하였고, Berry(2010)는 미국 국회의원 소속정당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같을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배분받음을 주장

하였다. 반면 Prante & Bohara(2008)의 연구에 의하면 주 의원의 소

속정당 및 영향력이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윤(2010)은 국고보조금 분

배과정에 있어 행정구역이 아닌 선거구를 바탕으로 지지선거구와 

부동층 선거구의 국고보조금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여당의 안전 지

역일수록 보조금이 줄어들고 득표율 차이가 큰 경우 보조금이 커짐

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 여당의 후보가 상위 그룹의 1, 2위 후보

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현저하게 적은 액수의 보조

금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상(2015)은 국고보조금 배분의 결

정요인을 정치인의 영향력과 연계·분석하였다. 그는 행정구역 중 

광역시도와 시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인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고보조금 결정 전반에 정

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국회의원의 여당 비율과 예결위 포함 국회의원 수의 요인

이 국고보조금의 획득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의원 수, 당선 횟수가 부(-)의 방향성을 갖고 유의

미하며 예결특위와 여당비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중앙정부로

부터 지급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교부세와 정당·

국회의원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로, 배분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연태·김상헌

(2008)은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지역구의원 포함여부, 지역구 의원



- 21 -

수 등 정치적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이재현·박

재정(2017)은 Horiuchi와 이승주의 연구를 충청지역의 정당 지지도와 

특별교부금 배분과정에 적용하여 대선만이 아닌 집권여당 또는 충

청지역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혹은 반대가 교부금 배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U자형 모델의 가설을 증명하였다. 허석재·권

혁용(2009)의 연구에서는 특별 교부금을 대상으로 집권여당과 야당

의 자원 배분패턴을 비교분석하여 여당의 경우 득표율 차이가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야당의 경우는 득표율의 차이가 적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부동층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금을 배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이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 속

한 경우 더 많은 특별교부금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 결

  이상 기존 연구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

였다. 국고보조금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정치인 개인 혹은 정당의 특

성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의 차이와 국고보조금의 배분간의 상관관계

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등 

예산의 심의과정과 의결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입법

부에 실재하며, 앞선 논의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예산배분 과정에서

의 참여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

성이 큼에도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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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여부를 국회의원

의 정치적 자원의 하나로 보고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를 연

구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송준상, 2015; 석호원, 2016) 국고보조금

의 예산 편성과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활동, 상임위 

내 예산결산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

소위 등 직·간접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의 유의미성에 주목하지 않

았다.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

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심의·의결 

권한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먼

저, 예산과정의 흐름에 주목하여 예산 중 특성상 임의성이 개입될 

요소가 많은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그 과정을 살피고, 국회의원이 

각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변수화

하여 실제로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모집단의 구성에 있어, 변수간의 원인과 결과의 엄밀성

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한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

단체) 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분할 선거구는 제외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 기본 단위

인 행정구역(기초지방자치단체)과 독립변수인 국회의원 특성의 기본

단위인 선거구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이를 행정구역으로 

통제할 경우나 집단을 재설정 할 경우 국회의원의 특성을 직접적으

로 보여주지 못하여 결과와 해석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량적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 위주로 진행

3) 상세 내용은 제3장 제1절 중 3. 연구 모집단의 기준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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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만이 아닌 국회 보좌진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의 

연구방법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정치·사회적 환경과 초점 사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제

반사항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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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문제와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공공선택이론을 기본으로 적용

하여, 국회의원이 예산배분 과정 중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구 국고보조금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한정적인 국가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

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접근성과 

참여도에 따라 배분에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종속변수는 예산 중 교부금과 달리 임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국고보조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편성 및 심의과정의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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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던 국고보조금의 확정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보자면 기획재

정부의 지침하달로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행정안

전부 등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및 정부안 확정 – 국회 심사 및 의결

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과정은 예산 편성과정과 예산 심의과정이다.

<그림 2> 예산 과정 관련 절차와 국회의원 접근성 요인

 

예산과정 예산 편성 예산 심의

국고보조금

편성

흐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신청 

~ 정부안 도출

⇒
상임위

예산안 심의
è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의

국회의원

접근성

요인

정치적 영향력

행안위 / 

기재위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조정소위
(구 계수조정소위)

  예산 편성과정은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 절차는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부처와의 관계성과 접근

성에 따라 정치적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에 배부되는 국고보조금을 1차적으로 편성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안

전부,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예산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접

촉면을 갖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여부로 변수를 

정하였다.4)

4)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부처는 모든 중앙부처라 할 수 있으나 연구 모형상 모든
상임위의 더미 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세부 사업 성격에
따라 각 부처 소관의 국고보조금을 각 지자체별로 분류하여야 하나 데이터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국고보조금과 가장 연관성
이 큰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로 변수를 통제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료,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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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의 편성·심의 과정에 직접적으

로 참여하는 경우 높은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입법부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

는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여부, 예산의 최종 심의단

계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위원회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직접적인 심의·조정권한을 갖는 예산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

원회) 소속 여부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문제와 가설

<연구문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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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앞서 논의한 

연구문제와 가설에 따라 구성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연구문제 –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성과 국고보조금 배분>

독립변수
(예산과정 접근성)

예산
편성단계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심의단계

상임위 내
예산조정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예결특위 내)

종속변수

지역의 국고보조금
통제변수

정치자원
변수

당선선수

여당여부

당 4역 등 여부

사회경제
변수

영유아 인구

노령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
특성

행정구역 특성(시군구)

행정구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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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모집단의 기준설정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참여와 국고보조금 배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의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독립변수인 

국회의원 특성 기준인 지역구 간의 지역단위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통제가 필요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가 일치하는 

경우(예: 군산)는 문제가 없으나,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예: 수원 갑을병정), 그리고 여러 개의 지

방자치단체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예: 강원도 철원

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선거구 간의 불일치

가 발생한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고려 가능한 기준은 첫째, 기초

지방자치단체(226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특성을 일

치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국회의원의 지역구(246개)를 중

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선거구가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의 경우 18, 19대 기준 4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여/야, 

당선선수, 상임위와 예결위 소속여부가 뒤섞여서 존재한다. 기초지

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선-야당-예결위 미포함의 국회의

원과 3선-여당-예결위 포함의 특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동일한 국고

보조금 배분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회의원 선출 선

거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회의원별 정치적 특성을 개별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선거구를 구성하는 하위 행정구역(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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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등 구 단위)의 종속변수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것인지 구

분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상헌·배병돌(2002), 최연태·김상헌

(2008), 허석재·권혁용(2009), 송준상(2015), 석호원(2016)의 연구에서 

한 개의 행정구역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선수, 정당 등 각 변수를 합산하

거나 최대치를 취하는 형태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한편, 지지선거구

와 부동층 선거구의 국고보조금 정책을 분석한 김지윤(2010)은 선거

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기술한 한계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모집단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5). 먼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는 경우

(예: 군산)는 본래의 데이터를 기초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여러 행정

구역을 한 선거구가 포괄하는 복합 선거구의 경우(예: 강원도 철원

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데이터

를 합산하여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행정구역이 합산된 

경우 각 지자체에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

조금이 있어 총액이 늘어나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행

정구역 내에 분할 선거구가 있는 경우(예: 수원 갑을병정)는 연구대

상의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집단의 대상이 240여개에서 95여개

로 축소되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제외한 이유는 독

5) 구성된 모집단의 상세 데이터는 후단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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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예산 배분과정 참여도와 접근성이 국고

보조금 배분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의 정치적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난다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

관관계의 의미가 희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임위원회 소속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여부 등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정당·선수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의원들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경우와 한 명의 의원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경우 국고보조

금의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면 편향(bias) 발생 혹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윤, 2010)를 고려하였다. 미국의 예이기

는 하나의 대선거구제를 통해 다수의, 그리고 다른 정당소속 주 의

회 의원들이 선출된 지방정부들이 소선거구제에 의해 의원들이 선

출된 주의 지방정부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연구

를 참조한다면(Schneider, 2007), 정확한 비교는 아니나 국내 총선에

서 국회의원의 숫자만을 놓고 보았을 때 대선거구와 유사한 구도라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여러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의 행정구역 

국고보조금 배분결과를 소선거구라 할 수 있는 한 지역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하기에는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윤(2010)과 Lindbeck & Weibull(1987), 

Cox(2006)는 정치인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연구하

기 위해서는 선거구가 분석단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이에 본 

연구는 선거구를 연구설계의 기준으로 하여 혼합 요인을 배제한 모

집단을 구성하고, 이 경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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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집단의 표본 수

표본대상 18대 19대 18-19대 통합

기초자치단체 수6) 226 226 226

선거구 수7) 242 242 229

연구대상 표본 96 91 86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18대와 19대 국회 8년간(2009~2016 예산)의 기

간을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는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보건분야

를 제외한 1인당 국고보조금 예산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내의 지방자치단체예산-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총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수집 출처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

위원회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중 위원회 공지-명단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명단은 국회 정보공개청구 

및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참조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 명단은 

6) 마산-창원-진해(창원으로 통합) 등 해당 기간에 변화가 있었던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하게 재구성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제외한 숫자임.

7)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자료가 부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선
거구 제외(18대 제주도3, 19대 제주도3, 세종시1). 통합의 경우 균형 패널데이터
구성을 위해 18대 총선 - 19대 총선 과정에서 변경된 선거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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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위원회 공지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명단은 국회 정

보공개청구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치인의 예산과정 접

근성과는 무관하나,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국회의원의 정치 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 지역특성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정치 

자원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당선 선수, 

여당 소속여부, 현역 당 4역과 국회의장·부의장 해당여부를 지정하

였다. 당선 선수와 여당 소속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18대, 19대 및 

재보궐 선거 당선자 명단을 활용하였고, 당 4역과 국회의장·부의장 

정보는 해당 시기의 기사검색을 통해 확보하였다. 사회경제관련 통

제변수인 영유아·노령인구 자료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중 인구통

계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지역별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재원별 단체

별 세입예산(총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 중 

행정구역의 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시·군·구 여부와 선거구의 특

성을 보여주는 지역 내 행정구역 수(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확보된 

기존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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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별 정의 및 자료 출처

종속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

각 연도(2009~2016) 지역

별 1인당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총계값)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예산-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
ge.do?infId=CUSILXHAH9BLDOB909LH904978

독립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예산

편성과정

접근성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홈페이지

 - 위원회공지-위원회 명단(10월 기준)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

ee/committee0203/cmt/cmtList.do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여부

예산

심의과정

참여도

상임위 내 

예산소위

지역 내 국회의원의 각 상

임위별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 소속여부

국회 정보공개 청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홈페이지

 - 위원회공지-위원회 명단(10월 기준)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

ee/committee0203/cmt/cmtList.do

국회 정보공개 청구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

국회의원의 예산안조정소

위원회 소속여부
국회 정보공개 청구

종속변수 변수의 정의 자료 출처

국회의원

정치적

자원

당선선수
국회의원의 초선, 재선

이상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18, 19대 총선 및 재보궐 당선자 명단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

BC%EA%B5%AD_%EC%A0%9C19%EB%8C%80_%EA%B5%AD%ED

%9A%8C%EC%9D%98%EC%9B%90_%EB%AA%A9%EB%A1%9D_(

%EC%A7%80%EC%97%AD%EA%B5%AC%EB%B3%84)

여당 국회의원의 여당 여부

당 4역/

국회 

의장·부의장

지역 내 국회의원의 당4역
(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의장, 부의장 해당여부

기사 검색

사회경제

요인

영유아 비율 지역 내 영유아 비율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통계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

creen.do노령인구 비율 지역 내 노령인구 비율

지방세수입
지역 내 1인당 지방세 수입

(총계)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예산-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
http://lofin.mois.go.kr/portal/service/openInfPage.do?infId=
9A1MVRX3D2YAPYTM6KZQ984473&srvCd= 

지역

특성

행정구역

(시군구)
지역의 시·군/구 해당여부

확보자료 추출

행정구역 수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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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및 모형

  연구의 분석방법은 정량연구분석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

과 정성연구분석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s)의 두 가지 방법

을 동시에 진행한다. 정량연구방법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분석프로

그램 등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어 연구 모델이 적합하고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할 경우 보

다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 설계시 변수와 데이터의 

누락이 있거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포함되지 않은 제3의 변

수, 혹은 변수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정확하지 않은 분석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초점 사건이나 

특이점에 대한 분석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대상에 대

한 면접이나 관찰 등을 활용하는 정성연구방법은 연구자나 대상자

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료의 수

집과 해석이 난해한 현상에 대해 면접(interview)이나 전문가 집단 

활용(focused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가설 및 연구모델,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연구방법의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과분석 및 해석 과정에

의 활용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정량연구방법은 실존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8대와 19대 국회 회기에 해당하는 

2009~2016년 8년간의 데이터를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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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8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18대, 19대 총선기간별로 각각 

분석하고, 8년간의 통합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한다. 

이는 18대와 19대 총선 과정에서 변경된 지역을 감안하는 동시에, 

정치적 환경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시기별 분석결과를 서로 비

교분석하기 위함이다.

  패널분석은 횡단면적 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시계열)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여러 가지 경제·사회현상에 대한 이론

적 분석 및 실증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패널 분석의 장

점으로는 횡단면적에서는 볼 수 없는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

터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하여 효

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재구성)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경우 가장 많이 활용

되는 분석방법은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 model), 합동 OLS 모형(pooled-OLS Model)이 있으며, 

분포에 있어 변수간 이분산성, 자기상관을 고려할 수 있는 일반화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 GLS)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정효과 모델과 확률효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일차적으

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에 대한 추론

(inference)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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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

(민인식·최필선, 2012). Hausman test(하우스만 검정)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통상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하는데, 고정효과모델은 시간 불

변(time invariant) 또는 시간변동성이 매우 적은(slow changing) 설명

변수의 계수는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추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이에 시간불변 설명변수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대부

분의 패널 방법론을 사용하는 논문들은 패널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

고 일반적인 합동회귀분석(pooled-OLS)을 사용한다(권세훈·한상범, 

2013).

  본 연구는 8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나, 주된 변수인 국

회의원의 특성은 한 차례(18대, 19대 총선)의 큰 변화만을 보여주며 

각 총선 회기별 분석에서는 동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시간

변동성이 매우 적은 데이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모델 선

택은 고정효과 모델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모델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변수간 상관관계

와 동분산성에 대한 가정이다. 패널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

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오차항에 대한 기본가정 중 이

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민인식·최필선, 2012). 

동분산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LRtest를 수행한 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자기상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기

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 OLS모델의 경우 동

분산성을 가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

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화 최소자승법(GLS)을 사용한다. 분석 툴

은 Stata 13.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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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분석의 연구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금의 기한은 18대 국회회

기 기간과 19대 국회회기 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부터 2016년의 8

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산 편성 및 국회 추인과정은 헌법에 따라 

통상 전년도 10월부터 시작하여 12월에 마무리되므로8) 종속변수인 

t년도의 국고보조금은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직전년도(t-1) 10월

을 기준으로 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보(국회의원의 특성 등)와 매

칭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Yit) = β0(제도적 요인, 일정한 것으로 가정)it

      + β1(행안위)it-19) + β2(기재위)it-1 + β3(상임위 예결소위)it-1

      + β4(예결특위)it-1 + β5(예산안조정소위)it-1

      + β6(재선)it-1 + β7(여당)it-1 + β8(당 4역 등)it-1 

      + β9(영유아)it-1 + β10(노령)it-1 + β11(지방세수입)it-1 

      + β12(시군구)it-1+ β13(지자체 수)it-1 + εit

  다음으로, 정성분석을 위해 18~19대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보좌진 

2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보좌진은 당시 야당 1명, 

여당 1명으로 구성하여 사전 인터뷰 질의를 송부한 후10), 동시에 현

장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선 연결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인터뷰에서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회

의원의 예산 배분과정 참여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의 영향 등

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패널 데이터의 분석 결과분석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8)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근거: 헌법 제54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함.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
일전(12.2)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9) 앞단의 밑줄 친 변수는 독립변수를, 후단은 통제변수를 가리킴
10) 인터뷰 질의 내용은 후단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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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18대(2009~2012)와 19대(2013~2016)를 중심으로 분

석하므로 모집단을 18대와 19대, 그리고 이를 통합한 자료로 구성하

였으며,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 전체 선거구에서 한 행정구역에 여러 

선거구가 존재하는 분할 선거구 지역을 제외하여 구성하였다. 종속

변수는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제외한 

예산으로 설정한다.11)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국고보조금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무적 지출로써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력이 작용할 여지가 적다는 선행연구(구혜림, 2014; 유지연·구

혜림, 2016) 등을 참조하였다.

  1인당 국고보조금은 그 단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자

릿수가 적은 변수들과 함께 분석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변

수 간 나타날 수 있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였으

며, 따라서 분석결과는 절대량(금액)이 아닌 비율의 변화로 설명된

다. 또한 자연로그값을 사용할 경우 비선형관계를 선형에 가깝게 만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고보조금이 지역과 연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12), 자연로그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11) 법령상 보조금 대상 사업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통
일·외교, 일반·지방행정, 교육, 통신, 국방,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로 분류됨
(비중 순)

12) 1인당 국고보조금의 평균은 293.54천원이며 표준편차는 293.01천원, 최소값 1.30
천원, 최대값 1,246.48천원으로 나타남. 상세 자료는 <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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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독립변수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영향요인이

다.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과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와의 관계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이

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을 받고 1차

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의 국

회의원들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

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안을 확정하는 주무부처

인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접근성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에 유의미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집단의 독립변수는 입법부의 고유권

한인 예산 심의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각 상임위 내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

부와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

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해당 지역구에 보다 많

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커지므로 결과적으로도 유의미

한 예산확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변수를 제외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기준인 신청주의 및 일련의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의 벡터로, 이는 동

일함을 가정한다. 다음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를 통

제하기 위한 변수로, 재선 이상여부와 여당의원 여부, 당 4역(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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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과 국회 의장·부의장

을 지정하였다. 당선횟수와 여당의원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

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당 4역과 국회의장·

부의장의 경우 이른바 ‘실세’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

서 활용되어 왔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변수로, 영유아 및 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선정하였다. 영유아, 노령인구 비율은 일

반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였으므로 영향력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여러 사업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

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1인당 지방세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 보전 목적과 정률보조금의 특성을 가지므

로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 1인당 지방세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단위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다른 변수와의 형평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이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도시(구), 중소도시(시·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중 구 해당 여부를 지정하였다. 또한 한 지역

구에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

고 규모가 작은 행정구역이라 볼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중 기초지

방자치단체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를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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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의 변수와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시점 변수의 조작적 정의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자연로그)

t
각 연도(2009~2016)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 보건분야를 제외한 예산(총계)

독립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예산

편성과정

접근성

행정안전위원회 t-1
국회의원의 예산편성관련 상임위 소속여부
[dummy: 행안위(2), 기재위(1), 기타(0)]

기획재정위원회 t-1

예산

심의과정

접근성

상임위 내 

예산소위
t-1

국회의원의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여부
[dummy: 예결소위(1), 기타(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t-1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안조정소위 
소속여부
[dummy: 예산안조정소위(2), 예결특위(1), 기타(0)]예산조정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
t-1

종속변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정치자원
요인

당선횟수 t-1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dummy: 재선 이상(1), 초선(0)]

여당 여부 t-1
국회의원의 여당의원 여부
[dummy: 여당(1), 여당 외(0)]

당 4역/
국회 의장·부의장 

여부
t-1

국회의원의 당4역(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의장, 부의장 해당
여부
[dummy: 당 4역 등(1), 기타(0)]

사회경제
요인

영유아 비율 t-1 영유아(4세 이하) 인구의 비율(%)

노령인구 비율 t-1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지방세수입
(자연로그)

t-1 1인당 지방세수입(총계)

지역특성
요인

시군구 중 구 여부 t-1
시·군/구 해당여부
[dummy: 구(1), 시·군(0)]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복합선거구 여부)

t-1
기초지방자치단체 수
[dummy: 2개 이상(1), 1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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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의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보조금의 증가율은 8.3%로 집계된다. 아래 <표 6>

은 해당 기간 국고보조금의 추이이다.

<표 6> 2009~2016년 국고보조금 규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

 ○ 보조금 규모(조원) 40.1 42.2 43.7 46.5 50.5 52.5 58.3 62.3 7.6

   ․ 자치단체보조 29.4 31.6 32.3 34.2 37.8 40.0 45.1 47.5 8.3

   ․ 민간보조 10.7 10.5 11.4 12.3 12.7 12.5 13.2 14.8 5.6

 ○ 정부 총지출(조원) 301.8 292.8 310.9 325.4 349.2 355.8 375.4 386.4 4.2

  (자료: 기획재정부, 2017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등)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인 지역별 1인당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기술통계자료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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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지역별 국고보조금

1인당 국고보조금
(단위: 천원)

1인당 국고보조금
(LN)

18대

평균 284.66 4.73

표준편차 276.32 1.76

최소값 1.30 0.26

최대값 1,100.55 7.00

집단수 96 96

표본수 384 384

19대

평균 321.32 4.87

표준편차 303.10 1.72

최소값 1.52 0.42

최대값 1,246.48 7.13

집단수 91 91

표본수 364 364

통합

평균 293.54 4.71

표준편차 293.01 1.78

최소값 1.30 0.26

최대값 1,246.48 7.13

집단수 86 86

표본수 688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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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라 종속변수인 국고보

조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다. 연구문제인 “국

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참여도와 접근성에 따라 해당 지

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예

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행정안전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소속여부,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 해당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

정소위 포함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1)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국고보조금의 정부안을 편성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상임위 해당 여부이다. 18대와 19대 기간에 

위원회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며, 일정한 방향으로의 영향은 관측되

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1인당 국고보조금 통계량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행안위·기재위 관련 기술통계량13)

18대 19대 통합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행안위 291.38 294.72 35 222.01 256.75 18 267.82 281.86 53

기재위 249.09 295.93 31 361.57 271.13 33 274.12 262.22 59

기타 287.39 272.97 318 322.79 308.24 313 297.90 297.22 576

전체 284.66 276.32 384 321.32 303.10 364 293.54 293.01 688

13) 평균, 표준편차 값은 1인당 국고보조금을 종속변수로 한 값임(자연로그 취하기
전의 값). 기술통계량에서의 이하 내용도 같음.



- 45 -

  2)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부 제출안을 1차적으로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 상임위 내 예산

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로, 일반적으로 상임위 예결소위는 상임

위와 같이 2년을 주기로 구성된다.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예산소위에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국고보조금 배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관련 기술통계량

18대 19대 통합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예산소위 
포함

289.53 268.91 135 379.72 320.93 149 331.49 301.75 271

기타 282.03 280.76 249 280.85 283.86 215 268.88 284.85 417

전체 284.66 276.32 384 321.32 303.10 364 293.54 293.01 688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안조정소위

  정부 제출안을 최종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매년 구성원이 

변경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예산안조정소위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예결특위 해당 여부는 18, 19대 기간에 따른 차이가 관측

되었으며, 조정소위에 속한 경우 평균보다 적은 국고보조금이 배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예결특위·예산안조정소위 관련 기술통계량

18대 19대 통합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예결특위 268.68 257.55 60 366.94 288.11 48 308.36 279.99 99

예산안
조정소위

193.25 176.93 14 283.83 292.68 24 241.48 262.97 35

기타 291.89 283.16 310 316.90 306.50 292 294.18 297.16 554

전체 284.66  276.32 384 321.32 303.10 364 293.54  293.0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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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변수는 아니나, 종속

변수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국회의원의 정치자원 변수와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특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회의원의 정치자원

  국회의원의 정치자원은 재선 이상여부, 여당의원 여부, 당 4역 및 

의장·부의장 여부의 변수로 지정하였다. 초선 국회의원 지역구가 

재선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배분받고 있으며, 여당에 비해 야당일 경우의 국고보조금 배분규모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 4역과 국회 의장·부의장의 경우 해

당되지 않는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적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국회의원의 정치자원 관련 기술통계량

18대 19대 통합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재선 275.85 273.07 232 309.40 296.77 230 280.85 288.19 415

초선 298.11  281.59 152 341.78  313.72 134 312.84  299.69 273

여당 199.06 225.13 210 288.93 250.89 251 245.97 245.83 445

기타 387.98 296.94 174 393.27 386.87 113 380.66 347.94 243

당4역 등 192.58 258.65 16 88.98 181.18 18 109.18 190.91 32

기타 288.67 276.70 368 333.41 303.45 346 302.54 294.25 656

전체 284.66 276.32 384 321.32 303.10 364 293.54 293.0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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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경제 요인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요인으

로는 영유아 비율, 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수입을 지정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일반적인 상식과 같이 18대, 19대 총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량의 변화가 관측되었다. 

사회경제변수와 국고보조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비

율은 큰 폭은 아니지만 반비례의 관계를 보였으며, 노령인구 비율과 

1인당 지방세는 국고보조금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사회경제변수 관련 기술통계량(상수)

영유아 비율(%) 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천원 LN

18대

평균 4.22 15.49 322.76 5.5726 

표준편차 1.11 6.36 180.49 0.71

최소값 1.49 4.74 37.47 3.62

최대값 7.73 31.65 976.77 6.88

집단수 96 96 96 96

관측값 384 384 384 384

19대

평균 4.13 17.60 384.87 5.81

표준편차 1.06 6.60 188.99 0.56

최소값 2.13 5.62 78.51 4.36

최대값 7.60 35.63 954.31 6.86

집단수 91 91 91 91

표본수 364 364 364 364

통합

평균 4.17 16.40 348.77 5.66

표준편차 1.09 6.56 189.25 0.672

최소값 1.49 4.74 37.47 3.62

최대값 7.73 35.63 976.77 6.88

집단수 86 86 86 86

표본수 688 688 688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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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사회경제변수-국고보조금 상관관계 분포 및 추세

영유아 비율(X)  - 1인당 국고보조금(Y) 노령인구 비율(X)  - 1인당 국고보조금(Y)

1인당 지방세(X)  - 1인당 국고보조금(Y)

  3) 지역특성 요인

  지역특성 요인은 시·군·구 여부와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 지역이 구 지역에 비해, 기초지방자치

단체수가 2개 이상인 복합 선거구가 1개인 단일 선거구에 비해 많

은 1인당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지역특성 관련 기술통계량

18대 19대 통합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값

구 15.24 19.11 100 24.00 39.04 100 19.62 30.97 200

시·군 379.53 261.77 284 433.94 282.63 261 405.81 277.99 488

기초지자체 
2 이상

487.81 272.10 168 547.79 282.80 168 512.03 283.18 304

기초지자체 
1

126.66 145.55 216 131.50 156.64 196 120.58 150.58 384

전체 284.66 276.32 384 321.32 303.10 364 293.54 293.0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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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분석 결과와 가설 검증14)

  1. 회귀분석 결과와 영향력 검증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

성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

다.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 기준 2009년부터 2016년을 대상으로 패

널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18대(2009~2012년)와 19대

(2013~2016)에 해당되는 기간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8년간의 

통합 기간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회기별 별도 분석의 이유

는 각 회기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치적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기 위

함이다. 특히 18대는 이명박 정부, 19대는 박근혜 정부에 해당되는 

기간이므로 양 기간 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Rtest결과 이분산성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GLS 모형을 사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신뢰도 Prob > chi2는 세 가지 모

형 모두에서 0으로 나타나 분석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14) 본 절에서는 통계분석 결과와 가설이 채택되는지 여부를 기술하고, 다음 절에서
인터뷰 결과를 포함한 결과 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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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패널데이터(이분산성 고려 GLS) 분석 결과

구분 변수명 18대 국회 19대 국회
18-19대

통합

종속변수 1인당 국고보조금(자연로그) - - -

독립변수

행정안전위
.185***
(0.009)

.034
 (0.754)  

.121**
(0.030)

기획재정위
.030

(0.582)  
-.105**
(0.016) 

-.081**
(0.048)

상임위_예결소위
.090**
(0.016)

.033
(0.344) 

.068**
(0.0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69
(0.144)  

.145**
(0.012) 

-.016
(0.682)

예결특위_예산안조정소위
.026

(0.801) 
-.064
(0.329) 

-.064
(0.156)

통제변수

당선선수_재선이상
-.245***
(0.000) 

-.030
(0.399) 

-.025
(0.351)

여당의원
-.486***
(0.000)

-.032
(0.498) 

-.158***
(0.000)

당4역/의장·부의장
.058

(0.495)
-.199**
(0.042) 

-.107*
(0.081)

영유아 비율
.113***
(0.000) 

.186***
(0.000) 

.153***
(0.000)

노령인구 비율
.102***
(0.000) 

.109***
(0.000) 

.106***
(0.000)

1인당 지방세(자연로그)
.277***
(0.000) 

.008
(0.896)  

.066
(0.107)

행정구역 특성(시군구)_구
-2.11***
(0.000) 

-2.33***
 (0.000)

-2.29***
(0.000)

지자체수_2개 이상
.299***
(0.000)

.336***
 (0.000)

.341***
(0.000)

19대 해당여부 - -
-.012
(0.665)

_cons 
1.937
(0.000)

2.720
(0.000)

2.624
(0.000)

관측값 384 364 688

모집단(지역) 96 91 86

Prob > chi2 0.0000 0.0000 0.0000

Wald-chi2(14) 5,072.98 5,323.39 9,273.53

 ※ 위는 회귀계수, 아래 괄호는 p-value /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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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대와 19대, 통합기간

의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상관관

계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바, 이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립변수의 분석결과를 각 회기별로 살펴보면, 18대 기간의 

분석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 여부가 국고보조

금 배분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95% 신뢰

수준).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원회에 비해 18.5%15) 가

량, 상임위 예결소위에 속한 경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해 

9.0% 국고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대 기간은 18대 기간의 분석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행정

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된 경우 타 위원회에 비

해 10.5% 가량 국고보조금을 적게 획득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

속된 경우 14.5% 가량 국고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95% 신뢰수준). 예산안조정소위 해당여부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기간 분석결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여부, 기획재정위원회 소

속여부와 상임위 예결소위 여부가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독립변수별로 살펴보면, 행정안

전위원회 소속여부는 95% 신뢰수준에서 12.1% 가량 국고보조금의 

획득에 정(+)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15) 종속변수에 로그값을 취한 경우 x가 한단위 증가할 때 y의 변화량으로 설명이
된다. 예를들어 계수가 0.5라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50%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출처: 울드리지 계량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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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하여 국고보조금 획득에 있어 95% 

신뢰수준에서 8.1% 정도 부(-)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내 예결소위에 속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8% 가량 국고

보조금을 더 획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95% 신뢰수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포함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정치인의 자원과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 재선 

이상 여부와 여당의원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관계에 있어 일관된 부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기간별로 유의확률이 

달리 나타났다.  18대 기간의 분석에서 재선 이상의원 여부와 여당

의원 여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국고보조금 획득에 각각 

24.5%, 48.6%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99% 신뢰수준), 19대 기간 

분석결과 당선 선수와 여당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반면 

당 4역과 의장·부의장일 경우 19.9% 정도 국고보조금을 적게 배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90% 신뢰수준). 통합 기간의 분석결과는 여당

의원은 야당의원에 비해 16.3% 국고보조금을 적게 배분받았으며

(99% 신뢰수준) 재선이상 여부와 당 4역 등은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변수의 경우 영유아·노령인구 비율은 일관된 정(+)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인당 지방세

는 18대 기간의 분석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분석되었으나 19대 기간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관련 변수의 경우 모든 기간에

서 유사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시·군 지역이 구 지

역에 비해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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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나타났으며(통합기간 기준 229%, 99% 신뢰구간), 지자체 

수가 2개 이상인 복합 선거구 지역이 단일 선거구 지역에 비해 많

은 예산을 배분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통합기간 기준 34.1%, 99% 

신뢰구간).

  2. 결과에 따른 가설의 검증

  앞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따

라 요인별 가설을 <표 2>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각 가설은 행정안

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회귀분석 결

과에 따른 각 가설의 채택여부를 논하기로 한다.

  가설 1.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해당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회귀분석결과 행정안전위원회 포함여부가 국고보조금 획득에 미

치는 영향은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8대 기간에서는 99% 신뢰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대 기간의 분석결과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갖

지 못하였다. 선행연구 중 석호원(2016)의 연구에 의하면 행정안전위

원회 소속여부는 국고보조금의 획득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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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행정안전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185*** 0.034 0.121**

유의확률(P>ＩzＩ) 0.009 0.754  0.030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획재정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는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기간의 분석에서는 95% 신뢰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18대 기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16> 기획재정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30 -0.105** -0.081**

유의확률(P>ＩzＩ) 0.582 0.016 0.048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분석 결과 18대 기간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여부는 95% 신뢰수준

에서 국고보조금 획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19대 분석결과 역시 같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의

미는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인의 상임위 내 예

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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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90** 0.033 0.080**

유의확률(P>ＩzＩ) 0.016 0.344 0.010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 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여부와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는 19대 

기간의 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정(+)의 방향으로 나

타났으나, 18대 기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인 의미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가설 4는 19대에 있어서 한정적으

로 채택되었다. 

<표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69 0.145** -0.016

유의확률(P>ＩzＩ) 0.144 0.012 0.682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예산안조정소위 해당여부는 18대, 19대 기간 모두에서는 통계적으

로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가설 5는 기각되었다.

<표 19> 예산안조정소위 포함여부와 국고보조금 배분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18대 19대 18-19대 통합

회귀계수(Coef.) 0.026 -0.064 -0.064

유의확률(P>ＩzＩ) 0.801 0.3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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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따른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아래 <표 20>에 정리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와 

통제변수에 대한 해석은 인터뷰 결과 등을 취합하여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표 20> 연구가설 검증결과

<연구문제>

국회의원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 접근성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채택여부

18대 19대

가설 1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가설 2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가설 3

국회의원의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가설 4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채택**

가설 5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

소위 해당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

    * 90%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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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정량 연구방법인 패널데이터 분석 외에 전문가 인터뷰

를 수행하여 데이터 분석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동시에 해석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19대 해당 기간의 근무 경험

이 있는 국회 보좌진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전제가 되는 국

회의원과 국고보조금 배분의 연관성에 대해 질의한 후, 관련한 각 

가설에 대한 의견과 패널 분석 결과의 해석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16)

  1.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

  

  인터뷰 결과, 정치인들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영향력

은 실재하나, 편성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등의 조정은 쉽지 않은 반

면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예산의 확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한다. 또한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배분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영향이 있는 것은 

16) 인터뷰 질의 내용은 후단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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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2017년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이 중 1%에만 영향력을 행사

한다 해도 4조가 되고 300명의 국회의원들로 나누어도 인당 130억에 

달한다.”

   “지역구 예산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워낙 많은 지자체장이나 의

원들이 증액 활동을 하고 공무원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피하

다보니 정부 예산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정부, 특히 기재부에서

는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는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근거자료를 세세하

게 요구하는 편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편성과정보다는 증액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

고, 적당한 안분을 통해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직접 예산을 심

의하고 챙길 수 있는 예결소위나 예결특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1) 행정안전위원회

  패널데이터 통계분석결과 행안위 해당여부는 국고보조금 획득에 

있어 18대 기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19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2002~2011년의 국고보조금

을 대상으로 한 석호원(2016)의 연구에서는 행안위 해당여부가 국고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의 시

기와 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뷰 결과 중앙부처와 관련된 위원회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

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의 예산 영향력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 더 크

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8대 기간의 회귀분석결과 행정

안전위원회와 국고보조금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행

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권한이 다른 중앙부처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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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고보조금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접근성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9대에

서 유의미성이 달리 나타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 등 18

대와 19대의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는 결과해석의 시사점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상임위에 속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 예산에 비해 수

월한 편이긴 하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와 관계가 있다보니 예산에 대

한 설명 요구나 증액 요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행정안전위의 경험은 없으나, 예산은 기본적으로 부처로 편성이 되

며 관련된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다. 해당 부처의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미칠 수 있다. 다만 이

를 행안위로 좁혀서 보자면 국토위나 보건복지위 등 예산 규모가 큰 

다른 상임위에 비해 예산확보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해당여부는 19대 기간의 분석결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18대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통계적인 상관관계는 

관측되지 않았다. 유추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

조금의 편성 과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의 비중이 적거나 기재위와

의 관계성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

부 예산안의 확정 과정에서의 기재부 영향력은 실재하나, 타 중앙부

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과

의 접근성이 크고 이것이 예산편성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 기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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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을 편성·집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

할 것이다. 혹은 기재부가 기재위 위원과의 관계성에 있어 타 부처

에 비해 적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는 연구가 더 필

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어려운 부처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기재위 국회의원은 기타 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비해 예산 

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증액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바 있는데, 기재부

는 정부 예산안의 편성만이 아니고 최종 결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처이다. 예산의 주무부처이다보니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는 다른 위원

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아

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의 규모는 타 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작기떄문

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기재부와 기

재위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최초 부처안과 정부 확정안의 비교가 필

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상임위 내 예결소위

  패널데이터 통계분석결과 상임위 내 예결소위 여부와 지역의 국

고보조금 배분은 18대 기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고, 19대 기간 또한 같은 방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상임위 내 예

결소위는 국회의원과 해당 부처 공무원간 비공개 회의 형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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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되므로 지역의 현안 예산을 증액하기가 용이하며, 공무원의 입

장에서도 부처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해관

계가 일치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18대와 19대 유의성이 달리 나타난 이유는 정치적 환경에 따른 18

대와 19대 예결특위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임위의 예결소위는 3개 소위 중 가장 인기가 많다. 예결소위 회의

는 차관, 국장 등 해당부처 공무원과 예결소위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참

석하여 이루어지는데, 회의록은 남기고 있으나 중계 등은 하지 않기에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또한 상임위 내에서는 기재부 심

사나 예결위 심사시 감액될 것을 감안하여 기존 정부안에 비해 증액하

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

다.”

    “상임위의 예결소위에서 국회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면전에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

기도 하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정치적 타협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 

지역구의 예산을 깎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산 목에만 들어가 있다면 

특별한 근거자료가 없더라도 요구에 의해 증액이 비교적 손쉽게 이루

어진다.”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이 100% 반영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예결위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험을 얘기하자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을 기본으로 롤백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

은 적도 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도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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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패널데이터 통계분석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부와 지역의 국

고보조금 배분은 18대 기간의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난 반면, 19대 기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인터뷰 결과, 이는 18대 시기와 19대 시기의 

특이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18대의 경우 4대강 이슈 등으로 인해 예산안이 4년간 여당 단독으

로 강행 처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것에 

비해, 19대의 경우 정상적인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결정사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감액 활동을 주로 하므로 지역의 예산 확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18대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의 여파로 여-야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몸싸움 등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거나, 예산

안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인 합의는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

은 가운데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산조정소위 자체가 구성

되지 못한 해도 있었고17), 예결위의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당정 

협의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해도 있었다. 18대의 결과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오는 것에 비해,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

는 정부가 정한 실링(ceiling)에 예산을 맞추는 감액 작업을 주로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증액도 이루어지고, 예결위원인 경우 지역구 예산을 

한번 더 질의하고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있겠으나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17)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해는 2009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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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결특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패널데이터 통계분석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구 계수조정소위)는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결과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 

편성·심의과정의 마지막 단계의 조정 역할을 하며, 그 주된 역할은 

감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구성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한 관계로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

이며, 동시에 광역시도의 지역별 대표의 역할도 주문받기에 지역구

의 예산 증액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전 단계까지 증액된 예산을 정부안의 범위 내로 

맞추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감액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계수조정소위는 15명 내외로,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구성된다. 이

들은 지역 시도당을 대표하는 역할과 소속 정당에서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지역구 예산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경우 광역시도

를 대표하는 주요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신경쓸 수 밖에 없다.”

  6) 정치적 자원 관련 통제변수

  앞서 종속변수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예산과정 접근성을 제외한 국회의

원의 정치적 자원, 사회경제변수, 지역특성으로 나누어 통제변수로 

구성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은 재선이상 여부, 여당의

원 여부, 당 4역과 의장·부의장 여부로 지정하였다.

  먼저 국회의원의 재선이상 여부와 국고보조금의 관계는 모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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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성을 보였으며, 18대 기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논의와 일치되지는 않으나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의 

방향으로 나타난 바 있다.(송준상(2016); 김지윤(2010); 유지연·구혜

림(2016)) 인터뷰 등을 분석한 결과 초선 의원의 경우 재당선의 중요

도가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

치적 자원이 지역 내 국고보조금의 확보 등에 한정되므로 다선 의

원에 비해 국고보조금의 획득 노력에 보다 강한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당선 선수가 높은 의원이라면 지역구 예산의 확보에 조

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과정에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을만한 의원은 몇몇 되지 않고, 그런 건도 많지 않다. 당선 수 보다

는 심의에의 참여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초선 의원 지역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배분된다는 결과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중진 국회의원이 정치적 영향력 과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 예산 확보 이외에 많다. 중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일부러 

챙기지 않더라도 표 걱정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당내에서의 공천을 더 

챙긴다. 또한 최고위원이나 대선 후보급 정도가 되면 지역구의 의미가 

초선·재선 의원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다.”

  다음으로 회귀분석결과 여당의원의 포함여부는 대체적으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부(-)의 영향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고, 19대 분석결과는 통계적으

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

으나 석호원(2016), 송준상(2015)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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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 모집단의 기간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18)

  인터뷰 결과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18

대 국회의 경우 4대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을 방어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었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적 타협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본인의 지역구에 유치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 등 정부의 주요 정책예산

을 지키려는 유인이 있는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할 수 있다

는 의견이 있었다.

    “여당의원은 지역구의 예산확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정 협의 등의 권한이 있고, 정부와의 관계가 야당에 비해 좋기 때문

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 18대에는 이명박 정권 시기로, 임기 내 완공

을 목표로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편성되었다. 여당이 관련 예산

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통해 야당이 원하는 예산을 

내어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여당은 특정 정책에 대

해 예산을 방어해야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야당은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지역구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터 통계분석결과 당 4역과 의장·부의장의 

현역 여부는 18, 19대 기간 모두에서 부(-)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19대 기간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냈다. 인터뷰 결과 의견이 상

18) 모집단을 분할선거구를 포함한 150여개로 확장(정치인 특성은 최대값을 취함)
하여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18대는 부(-)의 방향으로, 19대는 정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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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게 집계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의견은 정치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으며, 영향이 없을 것이

라는 의견은 앞서 설명한 당선선수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획득이 우

선순위 대상이 아니고 정당을 대표하는 위치임을 주목하였다.

    “당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 의장 정도가 되면 자신이 원한다면 지역

구의 예산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이라 판단된다.”

    “당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 정도라면 중진의원에 해당될 것이고, 이는 

앞서 말했듯 지역구의 예산확보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자신의 정치

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 기회비용의 

문제라 볼 수 있을텐데, 예산 심의와 같은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중앙 정치무대의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정당을 대표하

는 입장에서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는 쉽지 않다.”

  7) 사회경제요인 관련 통제변수

  사회경제요인은 지역의 영유아·노령인구 비율, 지방세와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비율과 노령인구 비율은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 매

우 안정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

인 국고보조금에서 이들 변수의 영향력에 따라 정률·정액으로 지

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을 제외하였으나, 

다른 분야의 사업에도 영유아와 노령인구의 비율이 배분근거 산출

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둘째, 1인당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는 정(+)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18대 기간에만 관측되어 기간에 따라 다르게 



- 67 -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특성상 지방의 재정 형평성 보전의 목적을 

고려할 경우 지방의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 보다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반비례의 가능성과, 비용의 일부를 피보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정률특정보조로 인해 자주재원의 확보가 용이한 경우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정비례관계의 가능성이 혼재한다. 

시기별로 해당 요인과 다른 변수와의 영향력 변화로 인해 서로 다

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8) 지역특성 관련 통제변수

  행정구역의 특성인 시·군·구 여부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큰 상

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지역이 구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국고보조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

소도시에 속하는 시·군 지역이 광역시 등 대도시에 속하는 구 지

역에 비해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 중 약 30%의 비중을 차

지하는 농림수산 예산이 시·군 지역에 집중된 이유와 재정자립도

를 감안한 보전효과로 인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역 

내 기초지자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인 경우에 비해 국고보

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각 

기초지자체 별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또한 여러 지자체가 있는 선거구는 시·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의 도시이며 농어촌 기반지역과 대체로 일치하는데, 앞선 

행정구역 특성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분야 예산 등의 집중도에 따

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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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해석의 시사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국고보조금의 배분에는 국회의

원의 예산과정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

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이 예산 편성과 심의라는 제도에 있어

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분석 결과 국회의원

의 단계별 예산과정 접근성은 18대, 19대 기간에 상관관계와 유의성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이 단순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환

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터뷰와 정치·사회 현상 분석을 

위한 기사 검색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8대 회기 기

간에는 4대강 이슈 등으로 인해 4년 동안 여당에 의한 예산안 단독

처리가 계속되었고, 상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 당정협의안을 기본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8대의 경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

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행정안전위원회와 1차 심

의 권한을 갖는 상임위 예결소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야 합의에 의해 예산안이 확정·의결된 19대 국

회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간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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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소위는 상임위의 예산심사 내용 중 감액 부분은 거의 

100% 반영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예산 증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증액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분은 대

부분 삭감된다. ……

      …… 부처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상임위 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예결위 소속 의원 50명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주무르

게 된다. ……“19)

19) 출처: 국민일보, “예결위서 삭감 뻔하니… 상임위 ‘팍팍 증액’ 헛수고 예산심사”
(17.11.10일자)



- 70 -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논문은 국고보조금에 임의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라는 이론과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

성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대와 19대 국회 회기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

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변수 구성은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별하였다. 지

역별 국고보조금 중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1인당 국고보조

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국회의원의 특성과 종속

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성이 혼

재되는 분할 선거구를 제외한 단일 선거구와 복합 선거구를 대상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하여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행정안전위

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높은 

상임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해당 여부로 지정하였다. 이밖에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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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사회경제 요인, 지역 특성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였다. 구체적인 

통제변수는 국회의원의 재선이상 여부, 여당의원 여부, 당 4역 및 

의장·부의장 여부와 지역의 인구, 영유아·노령인구 비율, 1인당 

지방세, 행정구역 특성(시군구)과 지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이다.

  본 연구는 정량적 연구방법과 정성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정량적 연구분석은 

STATA 13.1을 사용하여 이분산성을 고려한 GLS 패널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을 대상으로 18대(2009~2012년), 19

대(2013~2016년) 기간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국회 회기 변화와 

정부 변화를 감안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대의 경우 이명박 

정부 기간이고, 19대는 박근혜 정부 기간으로 정치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정성적 연구분석은 

국회 보좌진 여야 각 1명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량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교차 확인하는 동시에 해석을 보완

하고자 했다.

  패널 데이터 분석과 인터뷰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예산확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8대와 19대의 분

석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대 기간을 살펴보면 국

고보조금 편성 단계에 속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

원회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국회 예산심사의 1차 과정인 상임위 예결소위 소속여부 또한 

지역의 국고보조금 획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18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된 예산결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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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위원회 포함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안 합의여부, 예결위의 역할 등 정치·

사회적 이슈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분

석되었으며, 정량분석 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기존

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 이

외에도 정치·사회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심의과

정에서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의해 국고보조금 배분이 영향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국회의원 등 정

치인의 역량 차이와 국고보조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국고

보조금의 정치성을 증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

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단계를 세분화하여 국회의원

의 접근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요

가 적정 수준을 넘어 과다 공급될 우려가 있고, 공공재의 비효율성

이 작동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을 보전

하고 국가적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국고보조금의 본래 목적

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자원



- 73 -

으로 활용된다면 지역의 국고보조금 확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에

게 편익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

진 예산 규모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듦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적 요인에 의한 임의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고보조금 획득 과정에 

활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진바, 특히 해당 단계에 국고보조금의 임의

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인터뷰 수행

결과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따지기에는 심의 기간이 한 달여에 지

나지 않는 관계로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전문성을 키

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고보조금 정보공개의 강화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보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 포털사이

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처별 국고보조금 링크 등 각 자료가 최신

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정보를 제

공하기보다 재원별-목적별-단체별-지역별로 입체화된 메타 데이터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초 정부안과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거치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정

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단계별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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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다. 

상임위 예결소위 포함여부가 지역의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임위 예결소위를 중계한다거나 회의록 

공개의 접근성을 높여 정치인이 특정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도록 장

치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심사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예산 증액 등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

기 위한 방안으로 예결특위 혹은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을 지역의 이

해관계가 적은 비례대표로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예산심사 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기간 확대이다. 예산 심의

시 국회 공무원을 활용한 검토의견 보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처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국회사무처에 입법조사관과 같이 별도

로 예산심의관을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할 것이며,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로 한 예산심의 관련 교육의 확대도 필

요하다. 또한 정부안이 제출되는 8월부터 예산심의 최종 기한인 12

월 중에 정치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있는 관계

로 실제적인 예산 심의기한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

황이므로, 국정감사 기간을 조정하여 예산심의 기한을 확보하는 것

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와 피드백이다. 현재 기

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존치평가-운용평가-연장평가 

등이 수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20)도 있으므로 보다 면밀

20) … 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결과가 예산안 편성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며 "평가결과가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보조사업 ‘평가 따로, 예산 따로’” (17.1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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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와 이에 근거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내 예결소위의 영향력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영향력이 정치·사회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임의

성에 대한 조정도 고려 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결특위

에서 상임위별로 조정 가능한 예산한도를 정해주고, 상임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처의 예산을 증감하여 조정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예산 배분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민주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

요 선진국에서 국고보조금의 장점보다 임의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

고, 이를 축소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운영에 있어서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21)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예산

과정에의 접근성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이 영향받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 18대와 

19대의 기간을 대상으로 각각의 패널 데이터 구성과 분석을 실시하

21) 유럽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장점보다 임의성 문제가 강조되어 1990년대 이후 이
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Blochliger and King, 2006). 미국
및 일본의 경우 통합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김현아, 2010; 석호원, 201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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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결과의 설명력을 강화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임

의성이 확인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향 등 정책적 함의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와 향후 연구과제가 존재하였다.

  먼저, 자료 구성의 한계이다. 앞선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인 국고

보조금과 독립변수인 국회의원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조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약 60% 이상이 속해있는 분할

선거구 지역은 제외된 한계가 있다. 국고보조금이 사업 편성 및 집

행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 이하 단위로 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제외된 표본이 많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

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거나 분할선거

구의 경우 국회의원의 최대치를 취하는 등의 조정을 수행하였으나 

이 또한 결과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데이터 

구성과 조합을 통한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변수의 다각화를 통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영향

력과 상임위 내 예산조정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안조정소

위원회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치적 영향

력과 국고보조금 배분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던 것에 비해, 입법부

에 실재하는 권한인 예산심의과정에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역구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 점은 정치인

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였기에 각 단계별로 세분화된 상관관계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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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신청액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정부안, 상임

위 수정안과 예결위 조정안 등 단계별 예산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정치인의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사회

복지·보건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지

만 각 부처별 혹은 기능별·사업 목적별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보다 풍부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 연구 대상 시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18

대, 19대 기간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들이 있으며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고보조금 배분에는 정치·사회적 환경, 

이슈의 영향 또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석에 

따라 국회의원의 구성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른 요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대상기간

이 8년의 기간이긴 하나 주요 변수인 정치인의 특성에 있어 큰 변

화는 18대, 19대 총선의 한 차례이며 각 회기별로 별도 분석을 실시

한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정권의 교체 등을 포함한 

종단면의 확장을 통해 보다 다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의 예산과정 접근성과 정치적 자원, 사회경제요인 등을 변수화한 정

량분석과 인터뷰 등 정성적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정량연

구방법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향력의 계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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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내용을 이끌어내기보다

는 정량연구결과분석에 대한 설명력 강화에 그친 측면이 있다. 특히 

인터뷰 내용에서도 단순한 사회경제변수만이 아닌 다양한 정치·사

회적 변수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언급된 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와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FGI나 

서베이, 기타 국회 회의록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

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지금의 국

고보조금 배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보다 상세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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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구 51 청원군 81 영주시

22 유성구 52 보은군·옥천군·영동군 82 영천시

23 대덕구 53
증평군·진천군·괴산군·

음성군
83 상주시

24 중구 54 공주시, 연기군 84 문경시·예천군

25 동구 55 보령시·서천군 85 경산시·청도군

26 북구 56 아산시 86 고령군·성주군·칠곡군

27 울주군 57 서산시·태안군 87 군위군·의성군·청송군

28 양주시·동두천시 58 논산시·계룡시·금산군 88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

진군

29 의왕시·과천시 59 부여군·청양군 89 통영시·고성군

30 구리시 60 홍성군·예산군 90 사천시 

91 밀양시·창녕군

92 거제시

93 양산시

94 의령군·함안군·합천군

95 남해군, 하동군

96 산청군·함양군·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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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2013~2016): 91개 지역>

1 종로구 31 오산시 61 남원시·순창군

2 중구 32 군포시 62 김제시·완주군

3 용산구 33 하남시 63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

실군

4 금천구 34 안성시 64 고창군·부안군

5 중구·동구 35 김포시 65 목포시

6 서구 36 광주시 66 순천시·곡성군

7 영도구 37 포천시·연천군 67 나주시·화순군

8 동래구 38 이천시 68 광양시·구례군

9 금정구 39 여주군·양평군·가평군 69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

성군

10 연제구 40 춘천시 70 고흥군·보성군

11 수영구 41 강릉시 71 장흥군·강진군·영암군

12 사상구 42 동해시·삼척시 72 해남군·완도군·진도군

13 중구·남구 43 속초시·고성군·양양군 73 무안군·신안군

14 서구 44 홍천군·횡성군 74 경주시

15 달성군 45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

선군
75 김천시

16 중구·동구·옹진군 46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

제군
76 안동시

17 연수구 47 충주시 77 영주시

18 동구 48 제천시·단양군 78 영천시

19 남구 49 보은군·옥천군·영동군 79 상주시

20 동구 50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

성군
80 문경시·예천군

21 중구 51 공주시 81 경산시·청도군

22 유성구 52 보령시·서천군 82 고령군·성주군·칠곡군

23 대덕구 53 아산시 83 군위군·의성군·청송군

24 중구 54 서산시·태안군 84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

진군

25 동구 55 논산시·계룡시·금산군 85 통영시·고성군

26 북구 56 부여군·청양군 86 사천시·남해군·하동군

27 울주군 57 홍성군·예산군 87 밀양시·창녕군

28 양주시·동두천시 58 당진시 88 거제시

29 의왕시·과천시 59 군산시 89 양산시

30 구리시 60 정읍시 90 의령군·함안군·합천군

91 산청군·함양군·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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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대 통합(2009~2016): 86개 지역>

1 종로구 31 오산시 61 김제시·완주군

2 중구 32 군포시 62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임실군

3 용산구 33 하남시 63 고창군·부안군

4 금천구 34 안성시 64 목포시

5 중구·동구 35 김포시 65 나주시·화순군

6 서구 36 광주시 66 고흥군·보성군

7 영도구 37 포천시·연천군 67 장흥군·강진군·영암군

8 동래구 38 이천시 68 해남군·완도군·진도군

9 금정구 39 여주군·양평군·가평군 69 무안군·신안군

10 연제구 40 춘천시 70 경주시

11 수영구 41 강릉시 71 김천시

12 사상구 42 동해시·삼척시 72 안동시

13 중구·남구 43 속초시·고성군·양양군 73 영주시

14 서구 44 홍천군·횡성군 74 영천시

15 달성군 45
태백시·영월군·평창군·

정선군
75 상주시

16 중구·동구·옹진군 46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인제군
76 문경시·예천군

17 연수구 47 충주시 77 경산시·청도군

18 동구 48 제천시·단양군 78 고령군·성주군·칠곡군

19 남구 49 보은군·옥천군·영동군 79 군위군·의성군·청송군

20 동구 50
증평군·진천군·괴산군·

음성군
80

영양군·영덕군·봉화군·

울진군

21 중구 51 보령시·서천군 81 통영시·고성군

22 유성구 52 아산시 82 밀양시·창녕군

23 대덕구 53 서산시·태안군 83 거제시

24 중구 54 논산시·계룡시·금산군 84 양산시

25 동구 55 부여군·청양군 85 의령군·함안군·합천군

26 북구 56 홍성군·예산군 86 산청군·함양군·거창군

27 울주군 57 당진군

28 양주시·동두천시 58 군산시

29 의왕시·과천시 59 정읍시

30 구리시 60 남원시·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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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인터뷰 질의내용>

 본 인터뷰는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참여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

향’의 연구수행을 위한 정성적 연구의 한 방편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신 전문가를 모시고, 예산 배분

과정과 국회의원의 예산참여활동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협조에 감사드리며, 인터뷰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의원과 예산

 1) 국회의원에게 예산은 어떤 의미인가? 

 2)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실제로 활동에 의한 증액이 이루어지는가?

2, 배분과정 영향요인

 1) 국고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2) 본 연구에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음. 고려되어야할 다른 요인이 있다면?

독립변수 기간 변수의 조작적 정의

예산
편성과정
접근성

행정안전위원회 t-1
국회의원의 예산편성관련 상임위 소속여부
[dummy: 행안위(2), 기재위(1), 기타(0)]기획재정위원회 t-1

예산
심의과정
접근성

상임위 내 예산소위 t-1
국회의원의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여부
[dummy: 예결소위(1), 기타(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t-1
지역 내 국회의원의 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여부
[dummy: 예산안조정소위(2), 예결특위(1), 기타(0)]예산조정소위원회

(구 계수조정위원회)
t-1

종속변수 기간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정치자원
요인

당선횟수 t-1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dummy: 재선 이상(1), 초선(0)]

여당 여부 t-1
국회의원의 여당의원 여부
[dummy: 여당(1), 여당 외(0)]

당 4역/
국회 의장·부의장 여부

t-1
국회의원의 당4역(당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의장, 부의장 해당여부
[dummy: 당 4역 등(1), 기타(0)]

사회경제
요인

영유아 비율 t-1 지역 내 영유아(4세 이하) 인구의 비율(%)

노령인구 비율 t-1 지역 내 노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지방세수입(자연로그) t-1 지역 내 1인당 지방세수입(총계)

지역특성
시군/구 여부 t-1 지역 내 행정구역의 시군/구 여부

지방자치단체 수 t-1 지역구 내 지방자치단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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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참여

 1) 국회의원은 국고보조금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활동을 하는가? 활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활용

하는가?

 2)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여부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회의원들의 선호도는?

 3)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가?

 4) 상임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선호도는?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하는가? 선호도는?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는 국고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선호도는?

4. 국회의원의 정치력과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영향력

 1) 국회의원의 정치자원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당선선수, 여당, 당 4역 및 국회의장·부의장 관련)

5. 지지기반 지역 관련22)

 1) 선거구 내에 여러 행정구역(지자체)가 존재하는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지기반지역인 출신지역에 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

보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는가?

22) 지지기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논문 작성과정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
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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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량분석 결과에 대한 견해23)

7. 국고보조금 배분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은?

 2)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은?

 3) 기타 관련된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은?

23) 해당 내용은 앞선 인터뷰 내용에의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해 사전 질의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현장 질의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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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18, 19대 총선 선거구>

<선거구와 연구대상 표본의 개수>

18대 총선 19대 총선

선거구 수
245

(제주 3 포함)

246
(제주 3, 세종시 1 포함)

연구대상 표본
96

(제주 3 제외)

91
(제주 3, 세종시 1 제외)

<18대 – 19대 총선 선거구 변경내역>

18대 총선 선거구 19대 총선 선거구

파주시
파주시 갑

파주시 을(분할 신설)

원주시
원주시 갑

원주시 을(분할 신설)

충북 청주시(3개)
청주시 + 청원군(4개)

충북 청원군

공주시, 연기군24)
공주시

세종시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곡성군

전남 광양시 전남 광양시, 구례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전남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전남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삭제(선거구 통합)

경남 사천군 경남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경남 남해군, 하동군 삭제(선거구 통합)

  주) 통합 구성: 18대 대상 선거구 - (위 18대 10개 변경 지역구)

      19대 구성: 18대 대상 선거구 - (위 18대 10개 변경 지역구) + (위 19대 5개 변경

지역구)

24) 세종시 행정구역 및 지역구 신설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가 세
종시로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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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between  

Accessibility of Politician in 

Budget Process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Shin, S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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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Democracy vest budget deliberation and control authority in legislature 

to hold government in check under division of powers. Meanwhile, the 

budget can be affected by the politician’s profit as political resource, 

especially government subsidy because of its voluntariness and political 

nature.

  This study adapted the theories and preceding researches that 

government subsidy is affected by voluntariness and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MNA) makes a greater effort to get the 

subsidy in a local constituen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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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between accessibility of MNA in budget process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This study analyzes for 8 

years from 2009 to 2016, for each 18th and 19th session of NA, by 

panel data analysis and interview of legislative staff.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The accessibility of MNA in 

budget process affects on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in a 

local constituency, but it is analyzed differently between 18th and 

19th. In the session of 18th,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is 

affected by the fa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of a standing 

committee’. However, in the session of 19th, the facto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has a effect on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instea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of a 

standing committee. These results are verified through interview 

that distribution of government subsidy is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agreement of budget and activity role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so it is needed 

additional study as well as quantitative analysis.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Government subsidy is 

affected by not only gap of MNA’s political resources as theories 

and preceding researches but also accessibility of MNA in budget 

process even though differences by external factors. As a result, 

this study support the voluntariness and political nature of 

government subsidy.   The preceding researches had verified 

effects between MNA’s political resource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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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y, but this study has gone further by focused on a budget 

system level by subdivision such as compilation and deliberation of 

a budget.

  If government subsidy is used by political resource, it can 

provide benefit for local voters and politician but total utility can 

be reduced by loss of opportunity cost from a national total view. 

Besides, financial stabi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since 

financial crisis, so to keep financial health, the budget must lower 

voluntariness and improve effectiveness.

  This study verified the fa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budget and account subcommittee of a 

stand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are working for government subsidy as political 

resource, so it is needed to find out solutions in these stage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expanding 

disclosure of subsidy information, secondly, securing of fairness, 

strengthening expertise and expanding period in budget 

deliberation, thirdly, effective evaluation and feedback of 

government subsidy, and lastly, adjustment by external influence.

  Budgeting mechanism can hardly be free from politics under 

democracy, so it is needed proper balance between democracy in 

social value and effectiveness in economic aspects. However, the 

issues of voluntariness in government subsidy have been magnified 

as a new controversy instead of advantages in many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America and Japan, so they hav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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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face to lower or improve government subsidy. And considering 

that we must refer to distribution and management in government 

subsidy.

keywords : government subsidy,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ccessibility in budget process, political nature of 

budgeting, budget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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