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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교 육 과

중앙정부의 체육예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체육 전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체육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배분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 조성될 수 있으나, 조성액

의 대부분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을 통해 조달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

는 중앙정부의 체육예산은 국정과제 및 연설문을 통해 파악한 결

과 각 정권의 정책 의지 및 기조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널회귀분석(FGLS)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액 증감률

에 미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점증주의론적 요인인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결정요인론적 요인인 ‘사업수행기관 유형’, ‘기금지원사업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금지원사업 유형’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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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정권’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사업 규모’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총체주의론적 요인인 ‘기금지

원사업 성과평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중앙정부 체육예산을 조성과 분배 양면에

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배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 패널회귀분석(FGLS)을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체

육 예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중앙정부 예산, 체육 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패널회귀분석,

FGLS, 예산결정이론

학 번 : 2018-2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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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체육계는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공공스포츠 거버넌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고, 2018년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체육이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의 핵심 가치로 부

상했다. 특히,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직

되고 수차례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체육계 전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

다. 이러한 체육계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변동은 체육과 관련된 정책

의 창(policy window)을 열어(Kingdon, 1984), 결과적으로 정부 체육정

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녹아드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요구와 당국의 의지만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발현되고 이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해당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책

을 시행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지 않으면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정치학자 이스턴(D.

Easton)이 ‘정치란 사회를 위한 가치들의 권위적인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라고 정의한 것처럼

(Easton, 1953), 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예산의 분배가 곧 정치이자 정

책이기 때문이다. 즉, 예산 없는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배분될 수 없고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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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가

치의 배분 행위는 결국 ‘예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에 비추

어 한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

구개발센터, 2018).

따라서, 커다란 변화의 파도 앞에 선 대한민국 체육계가 올바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핵심적인 가치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육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체육예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필요하

다. 체육예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떠한 구

조로 이루어져,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분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결국 체

육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 거버넌스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으

며, 이를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더욱 중요하다. 2015년 기준 평균

적으로 OECD 국가들의 정부지출이 GDP의 40%를 넘을 정도로 그 규모

가 크게 확대되면서(OECD, 2017), 현대사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체육 분야는 핵심적인 사

회복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투명성을 기초로 한 효율적 예산 지

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체육예산의 예산결정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한국 체육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예산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한

국의 체육예산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비, 대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

체재원 등으로 구성되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

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국고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체육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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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정책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체육예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

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기금의 정책적 효과 분석이거나 기금운

용실태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 제시 등에 관한 것이었다(이준행,

이성민, 2005; 권웅, 2007; 강호정, 김경식, 2008; 노용구, 신규리, 2014;

유한웅 외, 2015). 이 연구들은 기금의 역할이나 그 효과에 대해 거시적

으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예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기금

자체를 분석한 예산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예산은 매년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예산

안 평가 및 심사 후 예산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 여러 선행연구

를 통해 정부 총예산부터 고등교육예산, 문화예산, 복권기금예산, 소방예

산 등 다양한 종류의 예산 결정요인이 분석되었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의 결정요인을 탐구하거나 그 조성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 총액만을 다

루는 것이 아닌, 기금이 지원되는 여러 세부 프로그램 각각의 예산까지

깊숙히 파악하고자 한다. 체육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중앙

정부의 일반회계 체육예산의 결정요인을 탐구한 장형겸(2014), 김허중

(2000)의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의 결정요인을 탐구한 윤영철

(2010)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각 대상의 총액을 종속변수로 설정

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금의 구조와

예산분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

고예산과 달리 법적 근거에 의해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 조

성 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다양한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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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에 배분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예산 총액보다는 여러 세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배분의 메커니즘을 보

다 구체적이고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대부분을 담

당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배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조성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체육예산이 사업유형별로 예산액과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체육예산의 배분 추세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술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성적으

로 평가함으로써, 체육 예산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각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액이 어떠한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총

체주의론, 점증주의론, 결정요인론 세 가지의 예산결정이론을 국민체육진

흥기금에 대입하여 체육 재정으로써의 독자적인 결정요인을 도출해내고,

이 결정요인들이 실제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냄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배분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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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중앙정부의 체육정책

(1) 중앙정부 체육정책의 개관

정치권력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동은 예산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한다(황혜신, 2004). 따라서 체육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한국 체육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체육정책이란 체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육활동과 그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행정 및 기타 관련 영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본계획과 지침(이종원, 1997)이다. 즉, 국가 혹은 정부가 이룩하고자 하

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체육적 측면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범제, 1999).

이러한 체육정책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부 또는 체육행정조직, 지방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성이라는 주요한 특성을 가진다(김병권, 2004).

이에 더해 체육은 정치와 사회의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생활의 철학까지도 그 국가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

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김승영, 2004), 체육정책과 정권은 불가분의 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체육정책은 정권획득의 과정에서 파생된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립 및 전개되어왔으며(양금산, 1999), 실제로 정권의 정치 이데

올로기와 정책 기조는 체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 1>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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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정부 체육관할부서의 주요 변천

구분 일자 관할부서 비고

이승만 48.11.04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윤보선 61.10.02 문교부 체육국 과에서 국으로 승격

박정희

63.12.14 문교부 문예체육국 체육과 다시 과로 환원

68.07.24 문교부 사회교육국 체육과 사회교육국으로 개칭

70.08.31 문교부 체육국 과에서 국으로 재승격

전두환

81.11.2 문교부 체육국제국
체육국제국으로 개칭

및 규모 확장

82.03.20
체육부

체육진흥국/체육과학국/국제체육국
체육부 신설

노태우 90.12.27
체육청소년부

체육진흥국/체육지도국/국제체육국
체육청소년부로 개칭

김영삼

93.03.06
문화체육부

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국제체육국
문화부-체육청소년부 통합

94.12.23
문화체육부

체육정책국/국제체육국

체육지원국 폐지 및

2국 체제로 축소

김대중 98.02.28

문화관광부 체육국

문화관광부로 개칭

(체육 삭제) 및

1국 체제로 축소

노무현

02.03.09 생활체육과 부활

04.11.11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05.12.15 장애인체육과 신설

이명박 08.02.2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

(체육 삽입)

박근혜

14.10.2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체육레저정책실 체육정책관실

관광국, 체육국 등을

하나의 정책실로 통합하고

체육국을 체육정책관실로 개칭

15.01.0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관실 / 체육협력관실

정책실 개칭

15.03.23
체육협력관실 신설

(17년만의 2국 체제)

문재인 17.09.0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 체육협력관

체육정책관실을

체육국으로 전환

* 출처 : 2017 체육백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역대 기구도, 교육부/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2020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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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체육을 관할하는 정부조직의 영향력,

중점체육분야 및 규모는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조직명, 조직규모 등의 거시적 관점에서 <표 1>의 흐름을 파악해보

면, 군사정권 및 보수정권에서는 체육을 핵심 국정영역으로 분류하고 조

직 규모를 확대하는 반면 진보 정권에서는 체육의 비중을 비교적 축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점체육분야는 주로 전자가 엘리트체육 및 국

제체육이었다면, 후자는 생활체육 및 레저 스포츠 등이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 역대 정부들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향하

는지, 국민의 의사와 거리를 둔 권위주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스포츠

정책이 달라진다는 이종원(2006)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최경범

(2000)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각 시대적 배경에 따라 스포츠를 정치적

으로 이용하여 체육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추근도(2010) 역시 과거

정치권력은 정당성 확보와 우민화정책의 도구로 체육을 이용했으며, 체

육정책과 정권의 정치이념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한국의 체육정책은 시대별 환경에 따라 정치 권력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으며, 체육에 대한 국가개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되

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이강우, 2003)

(2) 정권별 체육정책

① 이승만 – 노태우 정부

가. 이승만 정부

먼저, 제1공화국은 광복 및 6·25전쟁 등으로 혼란한 국가 분위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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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육 분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될 당시 체육 담당 조직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문교부 산하 문화

국 내 1개 과에 불과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미미했다. 이것은 정부가

체육을 ‘문화정책’의 일부로 인식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학교체육 이외

의 분야에는 지원이 전무한 수준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또한, 제1

공화국 출범 당시의 직제계획 상에는 문교부 내에 체육관(體育官)이라는

별도의 특수행정직을 마련하여 체육 지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

정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 내내 실제로 임명되지 못할 정도로

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적었다(이종원, 1999).

나.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권은 한국 체육이 처음으로 뼈대와 체계를 갖추게 되고 체

육발전의 기틀이 다져진 시기였다. 먼저,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

되고 체육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체육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

되었다. 또한 반공주의라는 핵심국정기조와 맞물리면서 ‘체력은 국력이

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이러한 국가주의적 방향성 속에서 체육의 주

체를 국민으로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했다(김승영, 2003).

이와 관련하여 한승백(2018)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국체육대회 연설문을

분석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국난 극복의 도구로서 ‘국방체육’을 강조했고,

엘리트 체육의 성과를 국가의 성과로 인식하는 ‘국위선양’을 칭송했으며,

국민의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을 위한 체육의 기능을 중요시하면서 국가

주의적 체육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체육정책 외에는 학교체육 및 청소년체육과 관련

된 부분이 많았다. 1971년 도입된 체력장 제도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는

입시과열 등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했으나 많은 학생의 체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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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스포츠 종목이 널리 보급되는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황수연, 2003).

이외에도 체육 특수목적 학교 설립, 어린이회관 건립, 소년체전 및 청소

년 국제체육교류 확대, 레크리에이션 보급을 통한 여가선용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다(김병권, 2004).

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권에게 체육은 최우선순위의 분야였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

령은 “정부는 ‘산업입국’ 못지않게 체육을 통해 국위를 떨치는 ‘체육입국’

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작년에 체육부를 발족시켰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부 시책의 하나로서 국민체육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국가기록원, 1983).”이라고 밝힌 만큼 관심이 상당했다.

1981년 9월,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면서 정부의 체육

정책은 더 큰 추진력을 얻었다. 정부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부를 설립했는데

(박종권, 2008), 이는 단순히 체육을 담당하는 단독 부처가 생겼다는 상

징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나 ‘국’의 규모에서 ‘부’ 단

위의 정부 국고예산이 정기적으로 체육진흥에 책정됨을 의미하여 실질적

으로도 큰 변화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과학연구소 설립, 태릉선수촌 확장

및 분촌 개소,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조성액 및 수혜대상 대폭 확대, 체육

복지기금 설립, 국가대표선수 상해보험 확충,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설립

등 다양한 체육정책이 전개될 수 있었다(김태형, 박인철, 2004).

또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프로야구를 출범시키면서 프로스포츠를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지배이데올

로기의 선봉장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김승영, 2004). 이

처럼, 비록 전두환 정권이 체육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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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증진이나 체육발전 등이 아니라 3S정책(Sports, Screen, Sex)이라

는 우민 정책으로서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박종권, 2008), 현재 스포

츠 강국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게 된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

다.

라. 노태우 정부

1988년부터 시작된 노태우 정권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인 서울올림픽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지속해서 이어갔다. 다만, 기존의 박정

희·전두환 정권과는 다르게 엘리트체육 육성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세우고,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탄

생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체육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조

규보, 2012). 이는 국가차원의 체육정책 거버넌스의 기본 틀이 구축되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엘리트체육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정책기반이 마련되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9). 또한, 서울올림픽 잉여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

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체육 인프라 확장 및 건실한 체육 재정을

마련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기존의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대한체육

회로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스포츠과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김호민, 2010).

② 김영삼 – 노무현 정부

가.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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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군사정권에서 국위선양과 정치적 목적으로 엘리트 체육정책

에 몰두했던 것과 달리, 전반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가 다져

놓은 기반 위에서 국민 중심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김한나,

2009). 이는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1993-1997)의 수립으로 집약되

는데,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국제체육협력의 증진, 체

육과학의 진흥,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등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조규보, 2012; 김한나, 2009).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체육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크

게 줄였다. 체육청소년부를 문화부에 통합시켜 문화체육부를 새로 설립

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황수연, 2003), 체육 전담

부서가 없어짐에 따라 체육정책수립 및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박혜란, 2005). 따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체육시설의 절대 부족과 유사 단체 간의 마찰 등으로 혼란에 빠

졌고, 학교체육의 경우에는 교육부로 권한을 전가함으로써 학교체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강서린, 2012).

나.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건강은 생

활체육에서’라는 표어를 선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체육지도자 양성, 복합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전 정권에 이어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생활체육참여 환경 조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 남

북체육교류 촉진, 2002 FIFA 한일월드컵 성공개최, 스포츠산업 육성 등

을 체육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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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전 정권들이 체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감이 적었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체육공

급에서 벗어나 시장주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하웅용, 2005). 이에 더

해 IMF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 정부의 체육조직 축소와 체육 관련 업무의 분권화 및 민간이양이

촉진되었다(조규보, 2012). 특히, 김영삼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부에

서 문화관광부로 개칭하면서 ‘체육’을 제거하고, 체육관할부서를 한 개의

‘국’ 단위로 편성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체육에 큰 정책적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

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 전문체육 세계 10위 이내의 경기력 유지,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삼아 김대중 정부와 비

슷한 기조의 체육정책을 펼쳤다. 체육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 강화, 지방

이양을 통한 분권 정책 등도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그러나 이전 정권과 특별히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장애인 체육정책이

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업무

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고 체육국 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 장애인생활체육 활

성화, 우수한 장애인선수 육성 등을 도모하였다(추근도, 2008).

③ 이명박 –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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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를 체육정책의 기

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비전 2008-2012’를 통해 국민의 스포츠참여

확대와 학교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 진흥, 스포츠외교 강화, 엘리트체육

육성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2019, 문

화체육관광부). 체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체육의 정책 비전을 세웠던 만

큼 체육의 가치를 중요시했고, 이는 기존 문화관광부에 ‘체육’을 삽입하

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한 것을 통해 증명된다.

특히, 한국스포츠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 대한체육회의 국제역량 강화 추진, 스포츠외교 전문가 및 체육영재

양성, 개도국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 지원, 국제기구 및 종목별 스포츠외

교인력 풀(Pool) 운영, IOC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한국인 진출 지원, 태권

도 지원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 국제체육 분야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

을 기울였다(김대광, 박정식, 2008).

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스포츠 참가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드는 것’이었다(박주한, 2013). 이를 위해 ‘스포

츠비전 2018’을 마련하고 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했다

(체육백서, 2019).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국정농단과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체육의 위상과 상징성은 크게 훼손되었

다. 체육 특기생 제도를 악용한 입시 비리, K스포츠재단 등 기관 비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사업 비리, 올림픽조직위원회 인사권 개입 등

체육 관련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이다(김영호, 민병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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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비록 정치적 목적과 그릇된 방향성을 가졌지만, 박근혜 정부

가 스포츠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양한 체육정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을 지속적으로 보급했으며, 스포츠 교류 강화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2) 중앙정부의 체육예산

(1)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개관

중앙정부의 체육정책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크게

변했던 것처럼, 체육예산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정책

을 결정하는 과정은 곧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이며(김인수, 2012), 정책의

실질적은 결정은 예산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므로(하민

지, 2013) 정책과 예산은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체육예산이란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체

육조직이 그들의 체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예산계획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체육행정 담당조직이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재정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허중, 2000).

이러한 체육예산을 개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예산의 연도

별 변화를 보면 해당 정책분야의 정책적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쉽

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Benton, 1983),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흐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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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교

* 출처 : 2003, 2008, 2011, 2016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장형겸(2014)의 연구 결과, 각 년도별 국

회확정예산안(국회)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 단위: 억 원

* 체육예산 비율(B/A)은 국고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특별회계

는 포함되지 않았음

구분 연도

정부 총예산

(일반회계)

(A)

정부 체육예산

(일반회계)

(B)

정부 체육예산

(특별회계)

체육예산 비율

(일반회계)

(B/A)

비고

박정희

1970 4,065 2

-

0.05

1971 4,894 5 0.10

1972 5,784 4 0.07

1973 5,759 2 0.03

1974 7,435 5 0.07

1975 11,728 10 0.09

1976 18,493 20 0.11

1977 26,592 33 0.12

1978 35,170 78 0.22

최규하 1979 45,338 93 0.21

전두환

1980 58,041 119 0.21

1981 78,511 115 0.15

1982 95,781 163 0.17

1983 104,167 244 0.23

1984 109,667 332 0.30

1985 122,751 444 0.36

1986 138,005 385 0.28

1987 155,596 433 0.28

노태우

1988 174,644 381 0.22

1989 192,284 434 0.23 국민체육진흥기금 도입

1990 226,894 439 0.19

1991 269,797 389 0.14

1992 332,000 431 0.13

김영삼

1993 380,500 478 0.10

1994 432,500 456 0.11

1995 557,805 511 0.09

1996 579,621 639 0.11

1997 705,284 1,541 0.21

김대중

1998 807,629 1,816 0.22

1999 884,850 1,572 0.18

2000 946,199 1,799 0.19

2001 1,002,246 1,639 0.16

2002 1,060,963 1,589 0.15

노무현

2003 1,114,831 1,425 0.13

2004 1,183,560 1,093 0.09

2005 1,343,704 652 482 0.05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2006 1,448,076 831 655 0.06

2007 1,641,435 871 940 0.05

이명박

2008 1,782,797 1,103 1,237 0.06

2009 2,041,000 1,145 987 0.06

2010 2,053,312 597 930 0.03

2011 2,099,303 600 957 0.03

2012 2,231,384 632 882 0.04

박근혜

2013 2,362,258 681 1,033 0.03

2014 2,472,031 45 1,441 0.002

2015 2,585,856 36 1,306 0.001

2016 2,683,871 34 1,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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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앙정부 총예산 대비 체육예산 비율 추이(1970-2016년)

서 체육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회의 한정된 자원은 구성원 전체에게 배분될 수 없고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어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서 체육의 사회적 가치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체육예산을 살펴보면 <표 2>와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총예산 대비 체육예산의 비율이 시대적 환경과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1970년 총예산의

0.05%에 불과했던 체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 0.36%를 차지

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

권의 체육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경향에 대해서는 1981

년 서울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경기장 건설 및 대

회 준비를 위한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989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도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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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육 재정의 분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금 도입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되지 않음과 동시에 정부의 총예산은 확대되면서 비율은 하

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지

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 역시 1998년 부산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월드컵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 및 종료에 따른 환경적 요

인에 의한 것이었다(문화체육부, 2004). 이후 2005년부터 도입된 국가균

형발전특별회계에 체육 항목이 배정되면서 국고 체육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9년 기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분산되었고, 이

에 따라 총예산 대비 일반회계 체육예산의 비율은 더욱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 체육예산은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국민

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로 다원화되면서 분산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반회계상의 경향성만으로는 단순히 체육예산의 비중이 점점 미미해진

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의 체육예산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메가스포츠이벤트 등 외부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해온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구성 및 특징

일반적으로 한국의 체육예산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대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

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되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9),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중앙정부 관할의 체육예산, 즉 국고와 국민체육

진흥기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8 -

① 국고예산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중에서 체육 관련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지역

발전특별회계로 분류된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란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회계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

계로 정의된다.

먼저, 일반회계 체육예산은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내 체육담당부서의

예산을 의미하며 198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의 도입 이전까지 중앙정부 체육재정의 유일한 재원이었다(장형겸,

2014).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

애인체육, 스포츠산업 등 전 영역을 아울러 1950-80년대 한국 체육이 발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체육예산은 일반적으로 2005년에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로 도입되었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개칭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체육 부문으로 책정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감소에 체육이 하나의 도구이자 해결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생활기반계정, 지역지원

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2007년 신설), 세종특별자치도계정(2014년 신

설) 등 4개의 세부 계정으로 나뉘는데, 체육 부문은 지역지원계정을 제

외한 3개 계정에 각각 배정되어 있다. 구조의 이해를 위한 2019년도의

특별회계 체육예산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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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9년도 특별회계 체육예산

* 출처 : 2019년도 국회확정예산

②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 진흥

에 소요되는 시설 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의미한다(이

태신, 2000). 1989년 발족한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서울올림픽 잉여

금 등 3,521억원을 기초 재원으로 출발하여 2018년까지 30년간 15조

3,34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성됐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8년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기금 19조에 의거

하여 2개의 계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체육 관련 계정인 ‘국민체육

진흥계정’이고, 둘째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경륜 및 경정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

방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사행산업중독예방치

유계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 및 운용 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서

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88올림픽 기념사업, 국민체육진

흥기금 조성 및 운용,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육진흥과 관련된

지역발전 특별회계

계정 생활기반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도계정

부문 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육성

예산액 (원) 231,939,000,000 840,000,000 1,3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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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민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지원 금액

* 출처: 장형겸(2014)의 연구, 2017 체육백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기금지원현황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

* 단위: 억 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성된 기금을 다양한 기관과 사업에 지

원하는데, 이렇게 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기금지원사업이라고 일컫

는다. 공단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체육에 3조 6,794억원, 전문체

육에 2조 9,467억원, 국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3조 7,968억원, 장애

인체육에 4,984억원 및 기타 청소년 육성·올림픽 기념사업에 1,045억원

등 총 11조 258억원을 지원하며 체육의 젖줄 역할을 해오고 있다.1)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체

육진흥투표권 사업에 따른 기금출연금, 경륜 및 경정사업 등에 따른 수

익금,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액,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부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육진흥투표권(스

1)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기금지원현황

(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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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토토)이며, 이는 2018년 기금 총 조성액 1조 6,546억원 중 1조 4,287

억원(86.3%)에 달한다.

실제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급격하게 증대되었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재원으로 부상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따라서,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체육예산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금예

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체육예산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과정

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예산결정이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산결정요인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9년 기준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83.1%를 담당하면서 국가 체육의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핵심

재원이다. 즉,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분배가 어떠한 요인과 어떠한 메커니

즘에 의해 결정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부의 체육정책의 방향성과 기조

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체육회, 종목별 경기연맹 같은 다양한 공공체육조직의 여러 사업에

지원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세밀한 체육예산 및 정책 분석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예산결정이론의 개념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각 이론에서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잠재적으

로 도출하고자 한다. 예산결정이론은 다양한 학자에 의해 정립되고 활용

되면서 발전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체주의론, 점증주의론,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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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론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예산결정이론들

의 핵심 개념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결정요인을 도

출하고자 한다.

(1) 총체주의론

① 총체주의론의 개념

총체주의론(Synopticism)은 예산결정자를 ‘사회의 가치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

간’으로 가정함에 따라 예산결정과정을 합리성이 기초가 된 자원 배분

절차로 보는 이론이다(엄익천, 2010). 특히, 총체주의론에서 설명하는 예

산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신무섭, 2014), 이는 예산의 결정을 합리성

에 기초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배분 절차로 해석함을 의미한다.

원구환(2012)에 따르면, 총체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산 배분의 목표가

명확하고, 목표 간 우선순위도 확고하게 정의된다. 이에 따라 목표를 달

⒜예산결정자가 정책의 목표를 정의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

⒞각 대안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검토한다.

⒟각 대안에 투입될 비용과 산출되는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한다.

⒠명백한 기준에 의해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선정된 정책에 예산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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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대안과 수단을 도출해낼 수 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

석과 합리적 대안 선택이 가능하다. 이처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분배와 정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C. Hitch, R. McKean, D. Novick,

G. Fisher, A.Schick 등 많은 행정학자 및 재정학자들이 총체주의론을

옹호하고 발전시켜왔다(신무섭, 2014).

이러한 예산결정과정은 이성에 바탕을 둔 설득과 협조를 통하여 결정

되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면 정부 정책의 산출 및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예산결정자에 대한 전제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인간은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 의사결정비용의 과다, 상황의 불

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완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성균, 2013). 또한, 총체주의에서는 목표-수단 관계가 확립되

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기 어려우며, 목표를 명확

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목표 간 대립이 생기거나 목표가 산발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오상범, 2001). 게다가,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의 계량화가 필요한데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존재하

고,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 역시 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윤영진,

2010).

이러한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이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 Lewis(1952)

는 예산결정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세 가지 요소로 ‘상대가치

(Relative Value)’, ‘점증분석(Incremental Analysis)’, ‘상대적 효과성

(Relative Effectivness)’을 제시하였다. Lewis는 수요에 비해 자원은 희

소하므로 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지출로부터 파생되는 부가

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점증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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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적인 효과성을 검토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Lewis의 주장은 차후 1960-70년대에 도입된 계

획예산제도(PPB: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나 영기준예산제도

(ZBB: Zero-Based Budgeting)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Lewis, 1952;

엄익천, 2010; 신무섭, 2014).

② 총체주의론적 예산결정요인

총체주의론의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예산과정에서 합리성은 예

산이 투입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로부터 도출된다. 정책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예산 사용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고 이는 곧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결정

된다. 예산이 투입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

도 예산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추구하는 과정은 결국 합리성을 근간으로 한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제도로 2006년부터 실

시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제도’가 있다. 이는 기금관리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지원

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성과 분석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환

류를 통한 기금지원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국민체육진흥공

단, 2013).

복권기금(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제3항),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

예술진흥법 제35조) 등 여러 기금의 지원사업 성과평가가 법적 근거와

강제성에 의해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련법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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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8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배점체계

* 출처 : 2018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2019)

* 일반형 :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 및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지원 대상

을 선정하는 생활체육 공모 사업

* 시도형 : 시·도체육 관련 사업

체육진흥법에 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자발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계적인 평가체

계와 과정을 통한 예산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기금

운용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 3

년 마다는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반으로 한 기

금지원체계와 이를 위한 자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사

업도 국정 목표나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국민체

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체

육과학연구원, 2010).

2018년 기준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는 생활체육(일반), 생활

체육(공모),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 시·도체육 등 크게 6개의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

이 평가대상이나, 평가 실익이 적고 평가결과 활용이 어려운 사업은 일

부 평가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평가지표 체계는 계획·준비 / 집행·관리 /

성과·환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사업 유형별로 배점체계가 다른데 이는

구분
배점

계획·준비 집행·관리 성과·환류 총점

일반형 25점 30점 45점 100점

시도형 0점 40점 6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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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다.

공단은 이렇게 책정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액 책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환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정지하거나 예산

감액 및 폐지할 수 있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포상을 제공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19).

이처럼 예산 및 기금지원사업의 평가결과가 예산액 책정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 먼저 GAO(2004), Gilmour, Lewis(2006a, 2006b), Blanchard(2008) 등

은 미국정부의 예산사업 평가체계인 PART(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의 결과가 정부예산안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음을 밝혀내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방문규(2008), 윤성채, 임준형

(2009), 정무경(2011), 윤기웅, 공동성(2012) 등이 한국정부의 예산사업

평가체계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가 정부예산안 및 국회확

정예산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의 성과평가결과가 기금 예산책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오영민, 전준오(2016)의 연구에서는 환류가 거의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러 연구가 진행된 만큼 예산사업 성과평가결과는 중요한 예산결정요

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록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시스템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면서 변동해왔지만, 평가를 통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으

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

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총체주의적 결정요인으로 도출해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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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인 지원사업별 총점을 독립변수로 도출하였다.

(2) 점증주의론

① 점증주의론의 개념

총체주의론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했다면, 점증주의(Incrementalism)

론은 정치적 합리성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예산 결정이라는 정치과

정의 현상 속에서 예산은 점진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이 점증주의론의 내

용이다(박성균, 2013). 다시 말해,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크기와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이다(엄익천, 2010).

이러한 점증주의론은 현실적·경험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총체주의

론과는 반대로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다(양경

숙, 2009). 점증주의론적 관점에서 예산 결정자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

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개인 및 조직의 정치적 영향으

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그들은 이미 안정적인 예

산결정체계의 균형을 깨는 것을 회피하며, 다양한 결정자 간의 대립 과

정에서 상호 조절을 거치면서 결국 소폭적 변화에 합의한다(신무섭,

2014).

점증주의론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예산결정과정 상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이전에 마련된 자료와 정책안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

문에 결정에 따른 비용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Rubin, 1990). 이에

더해, 예산결정과정을 행태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총체주의론에서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점증의 정도에 대한 기준의



- 28 -

모호함과 제한적 정보의 분석으로 인한 비합리적 예산 결정 가능성, 소

수의 이익집단에 의한 보수적 결정과정 및 사회적 환경에 따른 급격한

변동 등은 점증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박성균,

2013).

역사적으로 점증주의론은 Lindblom(1959)의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이론

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산결정이론으로 적용 및 확대되었다. Lindblom은

정책결정자들이 예산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고려를 하고, 지난해

예산에서 미시적 조정만을 거침으로써 결정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의 세 가지 중심적 구성요소는 베이스(지난해 예산심사액), 공정

한 분배에 대한 기대(예산분배 유지), 점증(작고, 미시적인 변화)이다. 베

이스의 경우 전년도의 예산 수준이 비교적 제약 없이 금년도에도 허용되

리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기대는 총액이 변동하면

각 부처에 변동 비율만큼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점증의 경우 예산결정자들이 서로 협상하고 상호조절하여 정

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예산이 큰 변화 대신 소폭적으로

변동함을 의미한다(원구환, 2012). 따라서 전체예산액의 퍼센티지를 특정

한 기관에 몰아주는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 대신, 반복적인 절차

의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예산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허용한다

(김은지, 김상헌, 2015).

이러한 Lindblom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Wildavsky(1979)의

경우, 예산 편성 작업은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뿐이며, 대부분 프로그램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새로 들어선 정권

등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전면적인 재검토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다(양경숙, 2009). 이들의 이론은 이후 여러 연구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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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및 발전되어 현재 가장 중심적인 예산결정이론 중 하나로 정착되었

다.

② 점증주의론적 예산결정요인

점증주의론의 핵심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점증주의론의 관점에서 예

산결정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전년도의 예산을 토대로 소폭 증감하므로,

‘전년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된다.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예산

결정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한 가치 배분

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권력에 의한 협상과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폭 증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원구환, 2012).

전년도 예산액이 당해 연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많

은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김재훈(1993)은 1950년부터 1988년까지

39년 간 미국의 주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분석을 시행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의 90% 이상을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국 지방정부 예산 규모를 분석한

Danziger(1976)와 미국정부의 예산증감을 분석한 R.Olsen, D.Levy(2004)

의 연구에서도 전년도 예산 규모가 당해 연도의 예산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구환(2009)은 한국 광역자치단체 예산

의 점증성 분석을 실시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전년도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을 약 70% 가량 설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장형겸(2014)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예산과 기금예산을

통합한 중앙정부 체육예산 총액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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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이는 국고예산과 통합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정책사

업별 예산액이 아닌 모두 합한 예산 총액이므로 본 연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점증주의론적 요인이 체육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

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윤성채, 임준형(2009)은 정부 예산사업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차차년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행했는데, 여

기에서 점증주의적 요인이자 통제변수로서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을 활용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

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별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을 독립변수로 선정하

였다.

(3) 결정요인론

① 결정요인론의 개념

결정요인론(Determination Theory)이란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의 내용

을 결정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설명이론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예산

규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주목하고 있다(장혜윤, 2009). 결

정요인론에서는 예산 결정의 내용이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분류되는 변수에 따라 크

게 사회·경제적요인론과 정치·행정적요인론으로 구분된다(윤영철, 2010).

먼저, 사회·경제적요인론은 주로 경제학자들과 재정학자들이 주장하

는 것으로, 예산결정자가 결정하는 지출 규모와 수준은 사회나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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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박시영, 2003). 이는

Fabricant(1952)가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

했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거듭 발전해나갔다(엄익천, 2010). Fabricant

는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의 독립변수를 설정했으며. 그중에서도 주

민 1인당 소득이 정부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사회·경제적요인은 소득, 공공

재의 가격 수준, 인구수와 인구밀도, 산업화와 도시화 수준, 교육수준, 문

화 등이 있다(박성균, 2013).

정치·행정적요인론은 환경이 정치체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것

이 다시 전환되어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으로 결정요인

을 분석하는 이론이다(장혜윤, 2009). 정치·행정적요인론의 대표적인 학

자 Key(1956)와 Lockard(1959)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요인의 영향

을 중요시하였다. 이들은 지방정부 구성원의 정치참여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 혹은 유권자의 요구를 보다 중요

하게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가정한다(윤영철, 2010). 이에

해당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투표율, 선거, 정당 간의 경쟁률, 당파성, 정당

의 이념 등이 있으며, 행정적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수, 단체장의 리더십

성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행정기구, 관료의 행태 등이 있다(박성균,

2013).

이처럼 결정요인론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산 증가의 원인을 밝

히기 위하여, 특히 교육 및 사회복지 등 특정 예산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연구대상과 예산의 이질성 및 특수성, 독립변수 조

작화의 상이, 분석 방법의 다양성 등으로 연구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또

한 한 사회의 사례에서 도출한 결정요인을 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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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한된다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다(원구환, 2012).

② 결정요인론적 예산결정요인

결정요인론적 요인의 핵심은 ‘환경’이다.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등 국

가 전반에 걸친 환경적 요인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인식된다. 이렇게 예산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다양한 외적인 요소가

예산결정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원사업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요인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앞서 중앙정부의 체육정책과 체육예산 검토에서 발견한

정권과 체육예산의 연관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권’을 결정요인으

로 도출해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행범(1995)의 연구에서는 결정요인론

과 점증주의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복지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

했는데, 주요한 정치·행정적 요인인 정권이 복지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

쳤음을 밝혀낸 바 있다.

또한, 황혜신(2004)은 예산 심의의 행태와 정도는 정권 변동 전후로

차이를 보였으며, 정권의 변동은 정부와 시장의 예산 증가율 속도를 변

화시키며, 사회개발예산에도 큰 차이를 형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권 교

체가 예산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체육예산과 관

련해서는 이용식 외(2005)가 1982년부터 1997년까지 중앙정부의 체육 관

련 예산의 결정요인으로 대통령 변수를 선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권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원사업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은 전문 및 국제체육에, 김대중·노

무현 정권 등은 생활체육에 집중했던 것처럼, 정권의 기조에 따라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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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는 체육 분야가 상이하다는 발견을 토대로 ‘기금지원사업 유형’을

결정요인으로 도출해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성, 방문규, 윤기웅(2007)

은 정부 예산사업을 직접사업(SOC사업, 시설·장비사업, 기타)과 간접사

업(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출연사업, 융자사업)으로 사업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별로 예산사업 평가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바 있

다. 또한, Wang, Biedermann(2012)의 연구에서는 예산사업의 유형을

R&D, 직접보조금 등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사업유형이 예산증감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단에

서 분류한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나누어, 사업 유형이 기금

지원사업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다양한 체육 관련 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기금예산은 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분배되기 때문에 기

관의 역할과 사업 내용은 예산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전반을 담당하는 통합

대한체육회는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예산액의 29.41%(약 2,887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받는 기관이 되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익집단이 예산결정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양

경숙, 2009)와 미국 정부사업의 예산 증감액에 사업 관할부처(농림부, 교

육부, 국방부 등) 별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R. Olson, D.Levy(2004)의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기관을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도출하여

기관별로 예산증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예산 결정 및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승우(2012)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문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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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분석했는데, 실제로 국정과제에 언

급한 사업들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타 일반사업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음을 밝혀내었다.

이와 반대로, 신현기, 우창빈(2018)의 연구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실제로 예산 배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결과

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 착안하여 국

정과제로 언급된 기금지원사업이 타 사업과 다른 예산 증감을 가지는지

를 분석하고자 이를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결정요인 요약

앞서 한국의 체육 정책 및 예산의 개요와 역사적 흐름에 대해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예산결정이론

별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 책정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도출해낸 예산결정이론

별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예산결정이론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결정요인

총체주의론 점증주의론 결정요인론

결

정

요

인

기금지원사업별

성과평가 총점

기금지원사업별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정권

기금지원사업 유형

사업수행기관 유형

국정과제 관련 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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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도출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의 조성과 분배 메커니즘을 분

석하기 위해 정성적 분석인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와 정량적 분석인 연

구문제 3으로 나누어 각각 시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문제 1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파악

하고자 한다. 기금이 어떠한 체계를 통해 조성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체

육예산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 특히, 기금의 경우

에는 세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예산의 현주

소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체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금이

어떠한 경로로 재원을 조달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연구문제 1의 목적이다.

연구문제 1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고 조

달되는가?

그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는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양축인 국고예산

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흐름으

로 분배되는지 파악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체육정책을 예산 분배의 시각

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고예산과 기금의 비

율 변화를 우선 분석하고, 체육예산의 총액과 그 비율이 연도에 따라 사

업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도

출해낸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시대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비록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체육예산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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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현상은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국고예산

의 비중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시대적 맥락에서 체육예산의 변화를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고예산과 기금을 모두 합한 전체 체육예산

을 볼 필요가 있다. 국고예산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여기서 발견하는 결과를 기

반으로 연구문제 3을 보다 폭넓게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재원별, 사업유형별 예산액 및 비율

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연구문제 1과 2를 통해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앞서 도출해낸 결정

요인들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별 예산액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 사업

유형별 예산 총액을 다뤘다면, 연구문제 3에서는 세부적인 예산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실제로 다양한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예산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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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질적 내용분석(RQ 1-2)

(1) 자료

먼저 연구문제 1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

성되고 조달되는가?”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파악함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사실은 국고 체육예산과는 다르게 기금의 조성은 법에 의해

그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그

예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장은 국민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기금의 설치 근거와 조성, 사용, 징

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기금의 조성’과 그

관련 예하 법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국민체육진흥

기금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1조 8천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조성되는 만

큼, 해당 조항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이외에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등 기금 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함께 검토하여, 보다 타당

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법안 이외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년도 종합업무현황 보고서’를 주요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자료

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대한 개요, 현황 등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과 관련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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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 공개하는 공개 자료, 보고서, 홈페이지 공시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는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재원별, 사업유형별 예

산액 및 비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이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2008년

-2017년도 체육백서를 중심으로 하되, 중앙정부 체육예산 결정요인을 분

석한 장형겸(2014)의 연구와 2010년-20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지

원현황 보고서, 그리고 각 연도별 국회확정예산안을 참조하여 2004년부

터 2017년까지의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구성과 사업유형별 비율을 파악하

고자 한다.

기간을 2004년부터 2017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

육백서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자료에 대하여 세분화된 사업 유형

(생활체육/전문체육/국제체육/스포츠산업/장애인체육)으로 처음 구분한

것이 2013년도인데, 해당 연도에서 2004년 이전의 값은 하나로 묶어 개

별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고예산의 경우 2013년도 이전

의 체육백서에서도 해당 분류 기준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그중 2008년도 체육백서를 이용하기로 한다. 즉, 국고예산 데이터는

2008년-2017년도 체육백서를 활용하여 수집하고, 기금예산 데이터는

2013년-2017년도 체육백서를 활용하여 수집하기로 한다. 비록 가용 데이

터의 범위가 15개년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양적 성

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간만으

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대적 맥락과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정권별 국정과제, 보고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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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에서 공개하는 대통령별 연설문,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

하고자 한다. 특히, 연설문의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관(www.pa.go.kr)의

‘기록콘텐츠-연설기록’ 탭에서 각 대통령별로 검색하여 연설문을 수집하

기로 한다.

(2) 분석 방법

먼저 연구문제 1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고찰

을 통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를 활용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은 텍스

트를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이 가진 메시지의 특성을

추론하는 분석기법이며, 연구자료를 통하여 반복가능하고 타당한 결과를

추론하는 연구 방법이다(Holsti, 1969; Kripendorff, 2004).

본 연구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과 그 조달 체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이러한 내용분석을 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내용분석을 통해 여

러 자료에 산재되어 있는 중요한 텍스트와 내용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추론과 결론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국

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

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

며 재정구조상 국민체육진흥기금 산하에 속해있을 뿐 체육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만을 파악

하기로 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간 보고서 등 내용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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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현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항목별 세입 구

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법률과 대조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

한 메커니즘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는 수집된 문헌의 내용과 도출해낸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및 도

식화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

다.

연구문제 2도 연구문제 1과 마찬가지로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내용분석

이 텍스트와 각종 자료를 통하여 특정인물의 의도와 특성을 확인하고 한

시대의 특징을 밝히고자 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최성호, 정정훈, 정

상운, 2016). 따라서, 체육예산 및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과 시대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체

육예산의 트렌드를 추적하는 것이 연구문제 2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정부 체육예산을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체육백

서에 명시된 국고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연간 예산 자료를 수집할 예

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예산과 기금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우

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사업 유형별 예산 변화를 하나의 도표에

종합하되 변화 추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비율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업유형별 변동 양상의 원인을

시대적, 정치적 맥락에서 유추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대통령별 국정과제를 분석한다. 국정과제란 대통

령이 임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혹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의 목록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 이후 조직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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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정윤재, 2007), 국정과제를 작성하는 것은 인

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는 예산의 지원

없이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신현기, 우창빈, 2018), 국정과제에서 언급

된 체육정책의 방향성이 예산 편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도 대통령의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정책의 방향이 부처의 예산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장연수, 2000; 최승우, 2011)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 대통령의 ‘체육’ 혹은 ‘스포츠’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고

자 한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표적

으로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국정목표 및

정부의 운영방향이 잘 나타나 있다(이세화, 2005). 따라서, 체육 및 스포

츠와 관련된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은 각 정권의 체육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다양한 선행

연구(신승우, 2004; 장연수, 2000; 이세화, 2005)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의

내용에서 나타난 국정방향이 예산분배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 및 스포츠와 관련된 연설문에서 체육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해내고 이것이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패널회귀분석(RQ 3)

(1) 자료



- 42 -

<표 6> 기금예산 체계

연구문제 3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 증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며, 앞서 예산결정이론의 고찰을 통해 도출해낸

결정요인들이 실제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표 6>의 기금예산 체계 중 가장 낮은 단위인 ‘세세부사업’ 항목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의 최소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정한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세세부사업의 예산액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민체육

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공개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원현황’ 보고서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을 활용하여 예산 자료를 조회하였다.

또한, 기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총점과 사업수행기관, 기금지원사업의

유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개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

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공단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각 지원

사업의 개요,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 결과,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

으므로, 해당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과

제 관련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권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를 확인하였으며, 기금지원사업의 총예산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의 분석 기간을 설정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분석자료를 수집하였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지속되고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인 사업들을 수집하였는데, 그중에

서 ‘시도체육’ 카테고리의 사업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들의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세세부사업



- 43 -

<표 7> 분석자료의 사업유형별 구분

<표 8> 분석자료의 예산수혜기관별 구분

수행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

회인데다가, 단순지원금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의 결정

요인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 분석기간의

단위는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회계연도란 국가의 세입 · 세출의 수지상

황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관련된 실적을 평가할 회계목적을 위해서 설정

된 예산효력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데(박은태, 2011), 국가재정법 제2조

에 따른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상으로 2015-2019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지속되었

으며, 시도체육을 제외하고 성과평가 대상인 사업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

하였다.

수집된 세세부사업은 총 86개 사업이었으며, 연도까지 구분하면 총

318개의 사업예산(ID)이 확보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보는 <표

7> 및 <표 8>과 같다.

구분 국민생활체육회 (전)대한체육회 통합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타 계

ID 48개 43개 79개 40개 108개 318개

비율 15.09% 13.52% 24.84% 12.58% 33.96% 100%

사업유형 단위사업 비율 ID 비율

생활체육 34개 39.53% 128개 40.25%

전문체육 17개 19.77% 67개 21.07%

국제체육 21개 24.42% 73개 22.96%

장애인체육 14개 16.28% 50개 15.72%

계 86개 100% 318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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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연구문제 3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 증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2 등을 검토하여

도출해낸 결정요인들이 실제로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

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은 그 규모가 크고 사업대상이 광범위하다는

특성상 단년도만 시행되기보다는 최소 수년간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중에서도 체육 분야는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반영하고 보다 타당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가 결합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패널분석은 변수들 간 정적 관계 외에도 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

고,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요인이 모형에 고려되어 누락된

변수로 인해 발생한 편의를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을 가지므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에(민인식, 최필선, 2013), 다년도 예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본 연구에 적

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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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증감률

SCORE : 기금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점수

EXRATE : 기금지원사업의 전년도 예산증감률

GOV : 정권

TYPE : 기금지원사업의 사업유형

ORG : 기금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PROJ : 국정과제 관련사업 여부

SIZE :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액 규모

FULLBUD : 기금지원사업 예산 총액

 : 오차항

(3) 변수의 설정

① 종속변수 (RATE)

연구문제 3의 종속변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액 증감

률’이다. 앞서 설정한 대로 ‘세세부사업’의 예산액이 분석의 최소단위이

며, 본 연구는 다년도의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므로 단순히 각 지원사업

별 예산액이 아니라 연도 간 예산액의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

써 다양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폭넓게 관찰하고자 한다.

실제로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액은 사업규모 및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

지므로, 단순히 금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면 분석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t년도 A사업의 예산액은 1백만원이고, B사업의 예

산액은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t+1년도에 A사업의 예산액이 100% 증

가한 2백만원이 되었고 B사업의 예산액은 10% 증가한 1억 1천만원이

되었다면, A사업의 예산이 어떠한 결정요인에 의해 매우 크게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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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은 미미하게 증가하여 큰 차이가 있음에도 예산액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B사업이 A사업에 비해 100배 더 큰 사업인 것으로만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상 오류를 막기 위해 예산액 증감

률로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Gilmour,

Lewis, 2006a, 2006b; 윤성채, 2008; 윤성채, 임준형, 2009; 오영민, 전준

오, 2016)에서 예산액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t년도 예산은 한 해 전인 t-1년도에 국회에서 결

정되므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 년도예산액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② 독립변수

가.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총점(SCORE)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이 투입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자

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정성·정량적 지표와 기준을 토

대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의 총점을 산정하는데, 이는 가장 기초적인 평

가 척도로써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기금지원사업들의 성과평가 총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였다. 다만, t-2년도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를 t-1년도 국회에서 반영하

여 t년도의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서 종속변수와 시간 단위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t-2년도의 성과평가 총점을 분석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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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금지원사업의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EXRATE)

점증주의론적 요인인 기금지원사업의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변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보다 1년 이전의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점증주의론에 근거하여 t-1년도에서 t년도로

넘어갈 때의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은 t-2년도에서 t-1년도로 넘어

갈 때의 예산액 증감률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기금지원사업의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다. 기금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유형 (ORG)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

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씨름협회, 스포츠

안전재단 등 다양한 기관의 사업에 지원된다. 각 기관들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익집단들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이 예산결정과정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각 기관들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가 통합

되었으므로, 통합 이전의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대한체육

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전 대한체육회는 1, 통합

전 국민생활체육회는 2, 통합 대한체육회는 3, 국민생활진흥공단는 4, 기

타 기관은 5인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예산의 결정시점을 고려하여 이

변수 역시 t-1년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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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정과제 관련 사업 여부 (PROJ)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사업

혹은 관련 사업이 통계적으로 실제 예산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였다. 국정과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나타내고, 정책의지의 실현은 결

국 예산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 변동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에서 공개한 국정과제 자료를 분석하여,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체육정책

관련 사업들은 1로, 비관련 사업들은 0으로 코딩한다. 이 역시 시간 단위

는 t-1년도이다.

마. 기금지원사업의 유형 (TYPE)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 대로 사업 유형에 따라 예산 증감률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기금지원사업을 사업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 분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사용한

기준을 사용하며, 이는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체육 / 장애인체육으

로 나누어진다. 이 변수 역시 생활체육은 1, 전문체육은 2, 국제체육은 3,

장애인체육은 4인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분석한다.

③ 조절변수

가. 정권(GOV)

이론적 배경에서 나타난 대로 역사적으로 정권은 체육정책과 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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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론적배경 및 연구문제 2에서 정권의 국정기조와 정책의지가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문제 3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권을 사업유형(TYPE)별로 예산액 증감을 조절하는 조절변

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연도별로 정권을 구분하고, 이를 더미(dummy) 변수로 코딩하

였다. 즉.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박근혜 정권은 1로, 2018년과 2019년

의 문재인 정권은 2으로 코딩하는 방식이다. t년도의 예산액은 t-1년도

에 책정되므로, 정권 변수의 시간 단위는 t-1년도로 설정한다.

④ 통제변수

가. 사업 규모 (SIZE)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수백억 원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에 지원된다. 기금이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재정인 만

큼 체육과 관련된 대부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담당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특성은 예산액의 증감률을 종속변수 단위로 사용하는 본 연

구에서는 통제가 필수적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은 작은 액수의 증감에도

그 값이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은 큰 액수의 증감에

도 그 값이 미미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노욱 외(2008)와 오영

민, 전준오(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과

25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 규모를 통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로 수집한 모든 사업의 t-1년도 금액을

4분위로 나누고 소규모(1분위)사업은 1, 중규모(2-3분위)사업은 0,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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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4분위)사업은 2인 더미변수로 코딩하기로 한다.

나. 기금지원사업 예산 총액 (FULLBUD)

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 총액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예산의 총액이 변동하면 자연스럽게 개별 지원사업의 예산

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산의 총액은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총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함으로

써 외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의 총액은 금액 단위가 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로그를 취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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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패널회귀분석의 변수 요약

앞서 설명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및 정보는 <표 9>와 같이 정리 및 요약된다.

<표 9> 패널회귀분석의 변수 요약

구분 변수명 측정 변수 속성 자료 출처

종속변수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연속변수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보고서

독

립

변

수

총체주의론적

요인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총점

연도별 기금지원사업별

성과평가 총점
연속변수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점증주의론적

요인

기금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년도 예산액
연속변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보고서

결정요인론적

요인

기금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유형
기금지원사업별 사업 개요 확인

더미변수

통합 전 대한체육회: 1

통합 전국민생활체육회: 2

통합 대한체육회: 3

국민체육진흥공단: 4

기타 기관: 5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국정과제

관련사업 여부
대통령별 국정과제 확인

더미변수

관련사업:1 / 비관련사업: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금지원사업 유형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분류기준 적용

더미변수

생활: 1 / 전문: 2 / 국제: 3 / 장애인: 4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조절변수 정권
2015년-2017년 예산 : 박근혜 정권

2018년-2019년 예산 : 문재인 정권

더미변수

박근혜: 1 / 문재인: 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통제변수
기금지원사업 규모 전체 사업예산을 4분위로 구분

더미변수

소규모: 1 / 중규모: 0 / 대규모: 2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보고서

기금지원사업 총예산 ln(기금지원사업 총예산) 연속변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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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앞서 분석모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자 한다. 패널데이터는 횡단면적인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시계열 데이

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시계열 분석 내지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 할

수 없는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무

엇보다 실증분석에 있어서 패널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은 패널데이터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실증분석에 매우

유용하다(조일형, 2011). 특히, 단년도 예산증감률의 회귀분석에 그쳤던

예산 결정요인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산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최소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세세부

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인 사업들에 대하여 불균형 패널 데이터셋

(unbalanced panel dataset)을 구성하였다. 불균형 패널 데이터셋이 구성

된 이유는, 예산사업의 특성상 사업 신설, 이관, 통합, 폐지, 평가 제외,

평가 누락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의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과평가 대상 사업들 중에서 ‘시도체육’ 카테고리의 사업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해당 사업들의 수행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인데다가, 단순지원금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취지

와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2019년 내에 최소 3년 이상 지속

되었으며, 시도체육을 제외하고 성과평가 대상인 사업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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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패널분석모형

을 도출하기 위하여 F 검정(F-test),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우

드리지 검정(Wooldridge test), 수정된 왈드 검정(Modified Wald test

for groupwise heteroskedasticity)를 사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정

들이 필요한 이유는, 패널데이터가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패널데이터는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은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의 기본

가정을 위반한다. 이 가정은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모든 시점에서 오차

항의 평균이 0이고,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하며, 오차항 간 상관관계 없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민인식, 최필선, 2009). 이렇게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OLS 추정방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추정량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검정을 통하

여 데이터셋 특성에 맞는 분석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먼저, F 검정은 고정효과모형과 Pooled OLS 중 어떤 것이 연구

자의 데이터에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F 검정의 귀

무가설은 개체별 오차항이 0이라는 것이며, 귀무가설이 채택될 경우 패

널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Pooled OLS가 더 정확한 일

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모형이며, 기각될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이 더

욱 적합한 모형이 된다(양오석, 2013; 조민수, 2018).

이후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다. 하우스만 검정은 패널회귀분석의 대

표적인 모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 중 어떤 모형이 연구자의 데이터에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검정이다. 여기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은 관찰

되지 않은 이질적인 오차항에 대해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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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이 오차항이 개체별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

정하는 반면, 후자는 오차항을 확률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민인식, 최필선, 2009). 두 모형의 가정이 다른 만큼 데이터의 특성에 따

라서 적용해야 하는 모형도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두 모형 중 어떤 것이 더욱 적합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찾아낸 후 수정된 왈드 검정과

우드리지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수정된 왈드 검정은 오차항에 이분산성

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정이다. 이 검정의 귀무가설은 오차항

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오차항에 이분

산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박종훈 외, 2017). 그리고 우드리지 검정은 패

널 개체들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정 방법

이다(Wooldridge, 2002). 우드리지 검정의 귀무가설은 패널개체 오차항에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정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면 데이터에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정된 왈드 검정과 우드리지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성 및

자기무상관의 OLS추정 기본가정을 위반할 경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도출한 고정효과모형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계수는 신뢰할 수 없으며

(김태희, 이용모, 2012), 결과적으로 OLS 이외의 추정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가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우

철민 외, 2011).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5 IC’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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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RQ 1)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현황 및 법적 근거

<표 10>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난 1962년 도입되어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

국 체육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자리매김해왔으며,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

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에

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제20조 ‘기금의 조성’이다(2020년 1

월 16일 개정안 기준). 제20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은 크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구 분 내 용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수익금 (방송사업, 체육시설 운영

및 스포츠기업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

7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출연금 (스포츠토토 수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국유시설 운영, 경륜·경정

수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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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및 민간 출연금

먼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이전지출하거나 민간에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

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원조 혹은 민간 조달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자체 재원 조달이 원활한 상황

에서는 정부출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년도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출연금을 통한 기금 조성액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

조항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광고사업 수입금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은 국

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금조

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입을 의미한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는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된 1989년에 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다양한

메가이벤트 개최 때마다 대회 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활용되었다(김

성훈, 2018). 하지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FIFA한일월드컵을 앞두

고 각 대회 조직위원회로 사업이 전량 이관되면서, 1999년부터는 수입액

이 없어졌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재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법 조항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김성훈, 2018;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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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세 번째의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말 그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입장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

는 금액이다. 1인 1라운드 기준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규모에 따라 징수 금액도 달라지는데, 입장료 금액이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면 1,000원,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1,500원,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이면 2,000원, 4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 2,500원, 5만원 이상

이면 3,000원을 징수한다.

그러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7헌가21)을 내려 징수가 중단되었고 재원의 기능을 상

실하였다. 추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이 높은 실정이다.

④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수익금

네 번째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의 경우에는 기

금의 자산운용 관련 수익을 의미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

계정을 투자하여 기금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는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이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각종 예산사업 및 지원사업을 수행한 뒤

남은 여유자금으로 운용을 하는데, 제1금융권의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제

2금융권에서 발행하는 펀드 등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한

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자산운용 평균수익 200억 원 및 평균수익률

1.97%를 올리면서 기금 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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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권수익금

다섯 번째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은 복권수익금 중 법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

는 수입을 의미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르면, 매년 복권수익금 중 35%를 법률로 배분 비율이 정해진 ‘법정

배분사업’에 자동적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65%를 복권위원회가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배분사업 중 하나이며, 복권수익금의 35%인

법정배분사업 금액을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00

분의 10.371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복권수익금의

3.62985%(0.35*0.10371)가 국민체육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수익금이

아닌 복권사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5%이다. 이 비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기본설정값 자체로

도 이미 큰 비율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체육을 복지와 공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체육진흥기금

의 주요 재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⑥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수익금

여섯 번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수익금’은 방송사업, 체

육시설 운영, 스포츠산업 관련기업 투자 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요 수

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에는 경륜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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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명시되어 있지만, 배분의 구체적 근거는 제20조제8항(그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덟 번째 항목에 포함

시켰다.

가. 종합유선방송 사업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과거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운영했던 ㈜한국스포츠TV 사업을 의미한다. 공단은

1993년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한국스포츠TV를 설립하고

1995년에 개국하여 방송사업을 진행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하상

욱, 2014). 그러나 불과 개국 5년도 지나지 않은 2000년, 경영난을 이기

지 못하고 ㈜서울방송(SBS)에 지분 51%(매각액 252억원)를 매각하여 사

실상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한국스포츠TV는 ㈜SBS스포츠채널로 사명

이 변경되었으며, 공단은 2010년에 잔여 지분 49%(매각액 50억원)를

SBS미디어홀딩스에 마저 매각하면서 사실상 방송 사업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상에는 방송사업이 재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재원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나. 체육시설 운영 및 스포츠기업 투자 수익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여러 수익사업도 기금의 재원이 된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 제36조제1항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올림픽 경기장, 수영장, 스포츠센터,

친환경 골프장, 올림픽회관 등의 임대 및 수익사업 등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체육진흥 및 올림픽시설물과 관련된 방대한 부대사업



- 60 -

을 스스로 모두 진행하는 대신, 공단이 전액 출자하여 1990년에 설립한

자회사 ㈜한국체육개발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체육개발은 국

민체육진흥법 제22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기타 공공기관이며, 주요 사업은 올림픽시설물 및 다양한 체육시설물

관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올림픽시설 대관 및 부대사업이다.

체육시설 관련 사업 이외에도 스포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도

해당 조항에서 인정하는 재원 중 하나이다. 이것은 스포츠산업을 육성한

다는 공단의 목적에 준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공단은 2020년 기준 661억

원에 달하는 융자를 스포츠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다만,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 기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로 명시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⑦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수익금

일곱 번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따른 출연금’은 국민체육진흥

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한 수입을 의미한다. 국민체육진흥투표

권 사업은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 및 베팅하여 적중시 환급금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규모가

큰 재원이다. 2019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계정 전체 조성액의 약 87%를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

법 제24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2020년

현재는 민간 수탁사업자에 단독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

체육진흥법은 여러 기금으로 배분되는 경륜 및 경정과는 달리 국민체육

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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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분배 구조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있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분배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체육진투표권 매출액의 약

60%는 결과 예측에 성공한 투표권 구매자에게 환급되며, 7%는 앞서 언

급한 민간 수탁사업자의 위탁운영비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33%가 국민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비율 자체로도 대단히 큰 액수인데, 2019년

기준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을 넘어설 만큼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

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⑧ 기타수입금

마지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사업이 있으며, 크게 국유시설

을 활용한 수입과 경륜·경정 수익금이 있다. 국유시설을 활용한 수입은

말 그대로 국유 혹은 공유의 시설, 물품, 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경륜 및 경정 사업이다. 경륜·경정 사업은 자전거경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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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륜·경정사업의 수익금 분배 구조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spo.or.kr)

모터보트경주에 투표권을 발행하여 승자를 맞춘 투표권 구매자에게 환급

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들은 경륜·경정법을 근거로 시

행되며 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이다. 수익금

은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배분되는데, 그

배분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경륜 및 경

정사업의 전체 매출 중 72%는 투표권을 적중시킨 구매자에게 환급금으

로 돌아가고, 16%는 세금으로 징수된다. 그 나머지 12%가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 12% 중 경기 개최 경비를 제외한 금액

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42%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년도 종합업무현황에 따르면 공제되는 개최 경

비가 발매수득금의 7-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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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민체육진흥계정 주요 재원의 조성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출연금 0 0 0 0 0

골프장

부가금
46,704 44,995 43,433 39,852 41,027

경륜 41,191 33,700 28,774 22,019 18,073

경정 8,035 7,215 5,586 3,086 3,657

투표권 1,119,427 1,206,944 1,317,625 1,428,696 1,587,394

복권기금 52,752 53,383 62,881 68,282 67,607

기금투자 등

사업수입
43,432 51,712 22,176 23,531 21,617

이자수입 6,271 7,145 6,882 13,855 16,253

기타 12,746 13,949 89,391 55,300 73,165

총계 1,326,222 1,419,043 1,576,748 1,654,621 1,828,793

*단위: 백만원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2020년도 업무현황 보고서

계산해보면 경륜·경정사업 전체 매출액의 약 1.-1.5%(0.12*0.2*0.42 -

0.12*0.3*0.42)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고 추측할 수 있

다.

⑨ 재원별 조성 현황

국민체육진흥계정 주요 재원의 최근 5년간 조성 현황은 <표 11>과

같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이 기금 조성액의 대다수

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비록 재원의 종류는 다양하나 투표권 사업 매출

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투표권 사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상당한 것은 대한민국 체육예산을 움직인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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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하였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법적 근거 및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조달 메커니즘

정 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 경정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각종 수익사업

환급금 (72%)

매출액(100%)

제세 (16%)

발매수득금(12%)

개최경비 (9%)

체육

기금

비율

(1.3%)

기타

기금

비율

(1.7%)

환급금 (60%)

발매수득금(40%)

위탁운영비 (7%)

수익금 (33%)

광고사업

운영 수익
출

연

금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각종 사업 수입

스포츠기업 투자

체육시설 운영

종합유선방송 사업

복권위원회

복권 사업

매출액(100%)

환급금 (51%)

복권사업 운영비 (7.5%)

수익금(41.5%)

법정배분사업(14.5%)

공익

지원

사업

(27%)

체육

기금

비율

(1.5%)

기타

기금

비율

(13%)

매출액(100%)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⑧-2 ⑦

기타수입금

국유시설 활용수입

등

⑧-1

민간

기

금

운

용

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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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재원·사업유형별 예산분배의

변화(RQ 2)

(1)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재원별 예산 비중의 변화

<그림 6> 중앙정부 체육예산 구성비 (2004년-2018년)

*단위 : 억원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체육예산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과 국고예산의 구성비를 확인

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의 체육예산 구성비는 2010년경부

터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5대 5, 4대 6 정도의 구성비를 가

져왔던 국고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이 2009년을 거쳐 201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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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연도별 매출액 추이(2001-2019년)

* 단위: 백만원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터 기금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2010년부터 기금의 비율이 거의 80%

에 다다르기 시작하더니 2016년과 2017년에는 90%를 차지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앞서 연구문제 1의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것으

로 추측된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기금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높

아 기금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기금예산의 양적 성장을 가능케 했으며, 조성된 기금만

으로도 중앙정부의 체육 정책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어 자연스

럽게 국고 예산의 투입이 줄어들고 기금 예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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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사업유형별 분배 추세

그렇다면, 앞서 파악한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구성비 변화 추세 속에서 각 사업유형별 예산분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결과는

<표 12> 및 <그림 8>과 같다.

<표 12>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사업유형별 예산분배액(2004-2017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활체육
국고 31,083 23,452 25,776 27,248 17,649 12,863 93,896 96,547 89,248 104,227 146,491 132,976 134,357 130,354

기금 95,000 114,400 152,000 146,200 143,400 193,100 169,200 195,200 222,900 281,400 208,900 330,500 345,500 385,800

생활체육 소계 126,083 137,852 177,776 173,448 161,049 205,963 263,096 291,747 312,148 385,627 355,391 463,476 479,857 516,154

전문체육
국고 68,361 79,518 98,342 179,341 193,058 177,563 42,404 43,128 40,845 47,131 0 0 0 0

기금 53,600 56,600 64,600 66,700 64,000 77,100 108,000 158,600 123,700 132,200 207,200 326,200 409,800 410,800

전문체육 소계 121,961 136,118 162,942 246,041 257,058 254,663 150,404 201,728 164,545 179,331 207,200 326,200 409,800 410,800

국제체육
국고 7,331 8,025 13,899 11,939 12,998 7,970 1,609 7,126 9,802 10,316 1,011 876 886 865

기금 4,000 3,700 5,500 10,300 22,100 81,000 221,600 264,300 315,800 393,500 389,800 408,300 407,400 343,200

국제체육 소계 11,331 11,725 19,399 22,239 35,098 88,970 223,209 271,426 325,602 403,816 390,811 409,176 408,286 344,065

장애인체육
국고 0 0 0 8,513 4,110 6,610 5,550 5,401 7,747 6,307 110 110 110 88

기금 0 0 7,000 11,100 21,600 27,900 22,000 26,900 36,200 46,400 62,900 52,700 59,500 62,400

장애인체육 소계 0 0 7,000 19,613 25,710 34,510 27,550 32,301 43,947 52,707 63,010 52,810 59,610 62,488

스포츠산업
국고 2,539 2,689 10,835 6,674 6,262 8,269 3,244 3,444 3,759 3,496 985 200 190 120

기금 0 0 0 2,400 6,700 6,900 8,700 11,800 26,500 26,400 26,300 42,800 77,800 92,800

스포츠산업 소계 2,539 2,689 10,835 9,074 12,962 15,169 11,944 15,244 30,259 29,896 27,285 43,000 77,990 92,920

총계 261,914 288,384 377,952 470,415 491,877 599,275 676,203 812,446 876,501 1,051,377 1,043,697 1,294,662 1,435,543 1,426,427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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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사업유형별 분배 비율 (2004년-2017년)

*출처: 2008-2017 체육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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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와 <그림 8>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앙정부 체육예산

전체(국고예산+기금예산)의 사업유형별 분배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

히 <그림 8>에서 해당 기간을 노무현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총 4개

의 정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대통령 실제 임기보다 1년씩 밀린 이

유는 회계연도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첫해의 예산은 전년도

에 전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임기에서 1년씩

밀리게 된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노무현 정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명박 정권, 2014년부터 2017년도는 박근혜 정권으로 구

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 12>와 <그림 8>에서의 눈에 띄는 추세와

양상들이 과연 어떠한 시대적 맥락과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는지를

정권별로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① 노무현 정권 (FY 2004-2008)

<그림 8>에서 나타나는 노무현 정권 체육예산 분배의 가장 특징은

장애인체육 예산의 신설과 스포츠산업 예산의 확대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체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이 결

과들에 대한 근거를 국정과제에서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2008년 2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정부에서 발간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

서’에서 이러한 예산분배의 변화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참여정

부 국정운영백서’는 노무현 정권이 5년의 임기 동안 어떻게 국가를 운영

했으며,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남겼는지 기록한 보고서이다. 체육과 관련

된 내용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중 네 번째인 사회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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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체육

먼저 장애인체육 예산의 경우,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까지

는 장애인체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배분이 없었다가 2006년에 신설되었

다. 그 이유는, 장애인체육 사업이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

가 20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체육 조항이 삽입되

면서 2006년부터는 체육예산으로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

법 개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장애인체육과가 설치

되고 관련 업무과 이관되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도 곧이어 설립되어

장애인체육에 대한 제도적 기초가 다져질 수 있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2008)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장애인체육을

‘재활’이 아닌 ‘체육’의 개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체육이 그

동안 ‘국민’체육의 범주에 들지 못했었고, 그에 따라 장애인체육은 차별

받고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체육도 ‘국민’체육의 일부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이다. 게다가, 2007년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도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 예산도 2006년 70억원에서 정권 마지

막 회계연도인 2008년에는 약 2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노무현 정권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크게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참여정부 국정과제 중 사회분야 정책목표인 ‘차별없는 사회 구현’

에 부합하는 정책 실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정권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장애인체육 관련 연설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 축사에서 노무현 대

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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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

니다. ⋯ 중략 ⋯ 문화, 체육 등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도 더 많은 기

회가 보장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한 장애인체육 증진을 암시하

였다. 이는 장애인체육 정책의 실현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

는 핵심 과제로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도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체육정책

중 하나이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2008)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스포츠

를 21세기가 요구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콘텐츠로 인식하였으며, 주요 국

가정책으로서 관심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부터 스포

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2005년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증 신설,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스포츠산업 예산이 갑자기 증가한 실질적인 예산

증가의 원인은 스포츠산업 육성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태권도원 건립 예

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4년 4월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태권도원 건립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태권도공원조성’ 예산이 스포츠산업육성 항목에

편입되었고 2006년 약 39억원, 2007년 약 46억원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표 11>에서 스포츠산업 예산이 2004년 25억원에서 2008년 13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은 태권도원 건립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스포츠산업 관련 연설문을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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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 2005년 제86회 전국체

육대회 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10년까지 스포츠, 레저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부가

가치가 높은 스포츠용품 개발, 스포츠레저산업 인프라 확충, 그리고 프로스포츠

자립기반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라며 직접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

하였다.

② 이명박 정권 (FY 2009-2013)

<그림 8>에서 나타나는 이명박 정권 체육예산 분배의 특징은 국제체

육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기금 예산에서 비약적으로 증

가하였는데, 2009년에 810억원이었던 기금 국제체육예산이 2013년에는

3,935억원까지 약 5배나 상승한 것이다. 비율 면에서도 14.85%에서

38.41%로 약 3배가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모든 사업유형을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제체육 예산의 비율이 급상승한 원인을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파악해보았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은 “선진일류

국가”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체육 관련 세부과제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제96번 과제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 및 국위선양을 국가의 과제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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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국정과제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2008-2012)에서 체

육 분야의 중점과제로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여

기서도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하겠다

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등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이벤트 개최, 개최 준비, 개최 확정이 이명박

정권 기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의 주요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세부적인 국제체육예산 지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국제대회

관련 예산이었다. 2008년까지는 없었다가 2009년에 신설된 국제대회 관

련 예산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0

월드레저총회 개최지원 예산이었으며, 그 총액은 약 43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제대회 전반을 지원하는 세부사업명 ‘국제대회 지원’ 예산

이 약 120억원 감소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제대회에 최소 300억원 이상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다. 2010년부터는 스포츠산업 항목에 있던 태

권도 및 태권도원 관련 사업들도 국제체육으로 이관되어 국제체육의 규

모가 더욱 커졌고, 국제체육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3년에도 국제대

회 개최지원과 관련된 예산만 3,200억원에 달해 전체 체육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결국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연속적 개최라는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국정비

전이 맞물려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의 국제체육 및 국제대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

저,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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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 또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략⋯ 이제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

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 경

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중략⋯ 21세기 스

포츠는 한 나라의 종합적 국가경쟁력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라고 말하며 명확하게 국제스포츠를 국격 혹은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11년 제6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진국에서만 주로 열 수 있는 스포

츠 제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진 역량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반드시 성

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라는 구절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국제스포츠대회를 국가의 위상을 높

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③ 박근혜 정권 (FY 2014-2017)

<그림 8>에서 나타나는 박근혜 정권 체육예산 분배의 가장 큰 특징

은 사업유형별 체육예산 비율이 점차 고르게 변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국제체육에 치우쳤던 비율이 다른 분야로 분배되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이벤트 개최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8 평창

올림픽만 남게 된 것이 국제체육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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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과 전문체육 예산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스

포츠산업의 경우 첫해인 2014년에는 전체 2.61%에 불과했던 것이 2017

년에는 6.51%로 약 2.5배가 확대되었고, 전문체육 예산의 경우에는

19.85%에서 28.8%로 10% 가량 증가되었다. 생활체육 비율은 임기 내내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 국정과제와 연설문 등을 파악해본 결과, 이러한 변화 역시 정

권의 정책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제80호 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에

체육 관련 내용이 나타난다. 해당 과제에서는 ‘국가대표 등 체육인 복지

강화’,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및 국가대표훈련장 단계적 기능 분담’ 등

전문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전문체육 관련 세부과제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비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전문체육 예산 내 ‘체육인 복지사업’의 예산이

2014년 약 85억원에서 2017년에는 113억원으로 약 50억원이 증가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서도 전문체육 관련 사업에 대한 의지

를 표명한 바 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연설문에서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

킬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체육인 복지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정과제

에 명시된 사업내용과 비교적 일치하는 언급이었다.

스포츠산업의 경우에도 국정과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제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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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박근혜 정권은 고부가가치 산

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서 설정한 고부가가치 6대 산

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이 지정되었다. 비록 관광산업으로서 초점이

맞춰지긴 했지만, 스포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다.

국정과제와 더불어 대통령 연설문을 통해서도 두 산업에 대한 대통령

의 정책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연

설에서

“현대 스포츠는 문화와 관광, 과학과 기술이 결합한 융합산업이며, 연관 산

업 발전을 통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스포츠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스포츠 산업

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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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액 증감의 결정요인(RQ 3)

(1) 기술통계분석

<표 1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
318 0.0690126 0.3412534 -1 2.932551

독립

변수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총점
318 85.48321 7.047877 52.6 98.2

기금지원사업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318 0.0936416 0.4533363 -0.8386598 5

기금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유형
318 3.707547 1.852445 1 5

국정과제 관련사업

여부
318 0.2358491 0.4251974 0 1

기금지원사업 유형 318 2.141509 1.115749 1 4

조절

변수
정권 318 0.5251572 0.5001537 0 1

통제

변수

기금지원사업 규모 318 0.7610063 0.828964 0 2

ln(기금지원사업

예산 총액)
318 13.96117 0.1096121 13.79684 14.07788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된 국민체육진

흥기금 지원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이며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연

구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예산액의 증감률이기 때

문에, n개년도의 예산액 자료가 있는 단위사업은 총 n-1개의 ID가 형성

된다. 따라서 총 86개의 사업과 318개의 ID가 수집되었고, 이에 대한 기

술통계량은 <표 13>과 같다.

<표 13>에 나타나는 변수들의 눈에 띄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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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인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과 독립변수 ‘기금지원사업 전년

도 예산액 증감률’의 평균이 약 0.07과 0.09 수준인 것을 보았을 때, 평균

적으로 기금지원사업의 예산액이 매년 8% 내외로 증가한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총점’의 평균이 약

85.48점인데다가 표준편차 역시 7점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후한 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2) 패널회귀분석

<표 14> 패널회귀모형 선정을 위한 가설 검정

검정 방법 통계량 유의 확률 검정 결과

F test F(85, 219) = 1.45 Prob > F = 0.0158 FE > Pooled OLS

Hausman test (13) = 32.03 Prob >  = 0.0024 FE > RE

Modified wald test (86) = 7.7e+32 Prob >  = 0.0000 이분산성 존재

Wooldridge test F(1, 64) = 26.772 Prob > F = 0.0000 1계 자기상관 존재

패널회귀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데이터셋에 가장 적합한 분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F test, Hausman test, Modified wald test, Wooldridge

test를 차례대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14>와 같다.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F 검정 및 하우스만 검정 결과 본 연구의

데이터셋은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했으며, 이에 따라 고

정효과모형을 기준으로 수정된 왈드 검정과 우드리지 검정을 실시한 결

과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1계 자기상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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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FGLS 모형을 통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구분
종속변수

(기금지원사업 예산액 증감률)

독

립

변

수

점증

주의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217622*** (.0337464)

총체

주의
성과평가 총점 .0009627 (.0005938)

결

정

요

인

론

사업수행기관

[ref.

국민생활체육회]

(전)대한체육회 .1263535*** (.0446474)

(통)대한체육회 -.049499 (.0297605)

국민체육진흥공단 .0766657*** (.0264394)

기타 .1118016*** (.0311091)

국정과제 관련사업 .0046254 (.011554)

기금지원사업 유형

[ref. 생활체육]

전문체육 -.1057281** (.044477)

국제체육 -.0878174** (.0412646)

장애인체육 -.0366012 (.0363669)

조절변수 정권 .0220371 (.0347099)

상호작용항
정권 * 사업유형

[ref. 문재인*생활]

문재인 * 전문 .1266359*** (.0460611)

문재인 * 국제 .1401385*** (.0409433)

문재인 * 장애인 -.0203974 (.0343216)

통제변수

기금지원사업 규모

[ref. 중규모]

소규모 -.0560304*** (.0111436)

대규모 .0337053** (.0132984)

ln(기금지원사업 예산 총액) .0131493 (.1505009)

상수 -.2783535 (2.108422)

관측치 318

주) *** p<0.01, ** p<0.05, * p<0.1

기 위하여 FGLS 분석을 연구모형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는 FGLS 모형을 적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오차항에 이분산성과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함에 따라, STATA 통계 프

로그램 내에서 분석 시 옵션 명령어를 사용하여 추정량을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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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점정주의론적 요인인 ‘전년도 예

산액 증감률’은 다음연도 예산액 증감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결정한다는 점증주의론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결과로써, 여러

선행연구(Fenno, 1966; Wildavsky, 1975; 윤성채, 임준형, 2009; 장혜윤,

2016)와 맥을 같이한다.

총체주의적 결정요인인 성과평가 총점 역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

사업의 성과평가가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Gilmour,

Lewsis, 2006; 윤성채, 임준형, 2009; 윤기웅, 공동성, 2012; 오영민, 전준

오, 2016)에는 반하는 결과이지만, 문화예술정책으로 범위를 한정한 장혜

윤(2016)의 연구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분야의 정책, 특히 복지나 체육, 문화

와 관련된 정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따른 엄격한 총체주의적 예

산 결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결정요인론적 결정요인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 전 국민생활체육회에 비해 통합 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

공단, 기타기관의 증감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고, 통합 후 대

한체육회는 증감률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국민생

활체육회가 시행하는 세세부사업의 예산 증감률보다 대부분의 타 기관

사업의 예산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국정과제 관련사업의 경우에도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에

‘성과평가’ 대상인 사업만을 수집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정과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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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 일부는 성과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로 수

집되었지만, 국정과제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공공체육시설 건립예산, 메

가이벤트 관련 예산, 지자체 지원금 등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라 분석

에서 제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

기금지원사업의 유형은 조절변수인 정권에 의해 결과가 크게 변화하

였다. 먼저, 기금지원사업 유형(TYPE)의 기준(reference) 유형은 생활체

육이므로,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의 계수

는 생활체육사업보다 얼마나 예산액이 증감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0과 1로 코딩된 더미변수 ‘정권’을 조절변수로 설

정하고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도입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업유형 변수의

계수값 만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상호작용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

회귀식을 간단하게           ⋯

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정권의 경우 0으로 코딩했기 때문에 회귀식에 대

입할 경우 TYPE(사업유형)의 계수 만 남게된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는 생활체육사업의 예산액 증감률이 전문체육보다 10.57%, 국제체육보다

8.78%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경우 1로 코딩하였으므로 회귀식에 대입할 경

우 TYPE의 계수는   이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사업유형별

계수는 원 계수에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더한 값이 된다. 즉, 문재인 정권

에서 전문체육사업의 예산액 증감률이 생활체육보다 2.09%(-0.1057281 +

0.1266359) 높았고, 국제체육사업의 예산액 증감률 역시 생활체육보다

5.23%(-0.0878174+0.1401385)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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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정권*사업유형 상호작용항의 한계효과

구분 박근혜 정권(gov=0) 문재인 정권(gov=1)

생활체육(ref) .0554268** (.025962) .0774639*** (.0165651)

전문체육 -.0503013 (.0336875) .0983717*** (.0217907)

국제체육 -.0323906 (.0311947) .1297851*** (.015942)

장애인체육 .0188256 (.0251391) .0204653 (.0177064)

<그림 9> 정권*사업유형 상호작용항의 한계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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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장애인체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권이 사업유형이 예산액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

절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생활체육 예산

이 타 분야보다 크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 전

문체육 및 국제체육 예산이 생활체육보다 비교적 더 높은 증감률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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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는 <표 16>과 <그림 9>과 같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분석해보면 사업 규모가 예산 증감에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인 중규모(2, 3분위)사업에 비해 소규모 사

업(1분위)은 예산 증감률이 5.6% 정도 낮고, 대규모 사업(4분위)은

3.37% 정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기금지원사업 예산 총액의 경우 종속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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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조성 및 배분 메커니즘을 탐구하였다.

먼저 질적 내용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체육의 핵심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조성되며, 크게 여덟 가지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원들 중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기금 조달의 역할을 하는 재원

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운용수익금, 복권수익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수

익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경륜 및 경정 수익금 등이었다. 출연금, 광

고 수입금, 유선방송사업 수입금,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등은 공

단의 사업 포기 및 위헌 결정 등으로 인해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

투표권으로서, 전체 기금 조성액의 85%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중요한

재원이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히 투표권의

매출액이 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투표권 수익

금의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전체 매출액

의 33% 가량 되는데, 투표권이 연간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구성비 및 사업유형별 분배 경향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재원인 국고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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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기금의 조성액이 확대되면서 구성비도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접어들면서 기금 조성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금과 국고의 비율에서도 기금이 크

게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국고 예산이 10%

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기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사업유형별 예산분배 추세

를 살펴본 결과, 정권별로 사업유형에 따른 특징이 발견되었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 장애인체육 및 스포츠산업 예산이 확대되는 기틀을 다졌고,

이명박 정권의 경우 국제체육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박근혜 정권

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른 사업유형별 예산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의 기저에는 정권의 국정기조와 정책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던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국정과제와 연설문을 통해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예산 총액이 아닌 세세부사업 단위에서의 예산 분배 메

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FGLS 모형을 사용했으며, 분석결과 전년도 예산액 증감률

이 다음연도 예산액 증감률에 영향을 미쳐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이 확인

되었으며,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업수행

기관별로 예산증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사

업유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생활체육 사업예산이 다른 유형에 비해 예산증감률이 크게

높았던 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활체육보다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의

예산증감률이 근소하게 높았다. 또한, 사업 규모에 따라서도 예산증감률

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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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한계점

① 논의

본 연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한 실정

에서 조성과 분배의 메커니즘을 질적·양적 양면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논의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기금 조성 메커니즘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라 한국 체육예산의

조성은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표권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연구와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을 통한 조성액이 기금 전체 조성액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표권 수익의 감소는 결국 기금 조성

액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한국 체육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국민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투표권 사업이 사행

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통제받는 사행산업인 것을 감안하여 국민

의 적절하고 건전한 소비를 해치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 조건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권 사업에 편중된 불균형적 재원 조달 현황을 개선하기 위

하여 보다 실질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여덟 가지 재원 중 절반 가량이 재원으로서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치권 및 정부 당국에서 이를 인지

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원의 다양화 및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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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해 체육예산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체

육진흥의 여건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금의 분배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에서 모두 정권에 따라 사업유형별 예산분배가 달라졌음이 파악되었다.

이는 결국 예산을 결정되는 데에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는 정부의 정

책기조와 의지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년도 예

산, 사업 규모, 사업시행기관, 메가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결정요인이 복

합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정치적 환

경이 예산분배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틀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 학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체육예산과 정책, 산업을

연구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예산은 한 나라의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체육예산을 아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의 방향성을 아는 것과 마찬

가지다. 즉, 체육정책 및 산업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산을 간과한다면 표

면적인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계에서 한국 체육의 올바

른 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을 분석한다면 정권을 중요한 변수로 놓

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②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다소 부

족할 수 있다. 특히 연구문제 2에서 정권별 국정과제와 연설문을 통해서

거대한 체육예산의 분배의 추세를 분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과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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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결정요인이 다양하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대통령의 정치적 방향성 만으로 예산 분배를 모두 해석한다는 것

은 높은 타당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패널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었던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기금지원사업 중에서는 스포츠산업, R&D, 시설 건

립, 사업수행기관 직접보조금 등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이 사업들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인 사업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3년 이상 지속되지 않은 사업 등도 데이터 수집

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렇게 제외된 데이터까지 포함

시켜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패널회귀분석의 결과 해석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

요하다. 양적 분석은 주어진 통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왜 기관별로 예산에 차이를 보이는지, 왜 특정 사업유형

에서 정권 별로 큰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미흡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질적 내용분석 혹은 추가적인 양

적 분석을 통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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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Raising and

Distribution of Sports’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ocusing on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Kyungman Keu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s, especially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NSPF) of Korea, are significant resources for sports

in Korea as of 2020.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sports’ budget of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d on the NSPF was

raised and distribu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raised funds are delivered from the revenue of national

Sportstoto while the NSPF can be raised through variou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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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residential tasks and official speeches, the central

government’s budget of sport tended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olicy will and political keynote of each government. Third, as

conduc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FGLS), the factors affecting the budget increase and decrease

rate of projects supported by NSPF were reviewed. Incrementalism

factor: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he previous year’s budget and

determination factors: type of project execution institution and type of

projec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the type of

project variable, the government had a moderating effect. Size of

project, control variable,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Synopticism

factor: ‘performance evaluation of fund support project’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In conclus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budget of sport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both raising and

distribution. Especially for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the

NSPF,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mplication tha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budget through

panel regression analysis (FGLS).

keywords : Government Budget, Budget of Sports,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Panel Regression Analysis, FGLS,

Theory of Budge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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