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지역구 국회의원의 산출물로서의

특별교부세 발행에 관한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유 제 웅



지역구 국회의원의 산출물로서의

특별교부세 발행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유 제 웅

유제웅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위 원 장 구 민 교 (인)

부위원장 김 윤 지 (인)

위 원 금 현 섭 (인)



- i -

국문초록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으로 국가전체 예산의 0.3%정

도를 차지하는 비율적으로는 다소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 특별

교부세의 발행에 대하여 그 기준이 자의적이며 정치적이라는 이유

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금액적 규모 역시 매 해 10%이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 주인인 유권자는

대리인의 활동을 위해 일정의 비용을 부담하며 대리인은 주인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특별교부

세는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주인인 유권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산출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발행하는 특별교부세를

산출물로,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투입으로

보아 국회의원이 받는 일련의 비용에 대비하여 얼만큼의 산출물을

생산해내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한 분석 시기에 정권의 교

체가 포함되어있는 점에 착안하여 정권의 교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도 파악해보았다. 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역

구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배분에는 전통적 예산과정에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여부는 영향력이 없

었으나, 특별교부세의 배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행정안전특별위원회가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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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정권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유

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투입보다는 더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그 규

모가 작아 주목받지 못했던 특별교부세와 관한 연구에서 이런 연

구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추후 연구의 확장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산출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국회, 지역구의원, 특별교부세,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투입비용

학 번 : 2018-2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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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행정부는 1년간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다. 이 예

산은 국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되며, 이 예산 사용에 대해 결산을 받는다.

2019년 총 지출 예산 기준으로 497조원에 달하는 정규 예산은 재정규모

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규 예산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

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가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남창우, 2003).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화하

고 지방정부 상호간의 격차를 조정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

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

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한다. 이 중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존재한다. 이 중 지방교

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장,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지방

교부세는 성격이 상이한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으

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최

연태·김상헌, 2008; 행정안전부, 2020).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

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 보장을 위해 교부되는 금액이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의 획일

적 사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하는 금액이며, 종합

부동산세 전액을 시·군·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하는 금액이다.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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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는

금액으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의 재원으로 교부되는

금액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는 52조 6,028억원이, 특별교부

세는 1조 6,269억원이, 부동산교부세는 2조 9,421억원이, 소방안전교부세

는 5,375억원이 교부되었다.

68년

이전

69∼

72년

73∼

82년

83∼

99년

00∼

04년
05년

06년

이후

특정

세목의

일정률

17.6%
법정률

유보
13.27% 15.0% 19.13% 19.24%

[표 1-1] 연도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이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2005년

을 기점으로 하여 내국세의 15%를 차지하던 교부세는 분권교부세의 신

설과 지방양여금의 흡수, 재원 확충을 통해 전체 내국세의 19.13%규모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내국세의 19.24%의 규모로 교부세의

규모가 고정되게 되었다. 2006년의 지방교부세의 변화는 분권교부세의

법정률이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증가함에 따라 그 만큼 반영되어

지방교부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으나

법정률 19.24%는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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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 원)

[그림 1-1] 연도별 법정률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또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한 법정률분 재원규모는 점차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 해 약 10%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의 재원 규모는 당초예산에 추경예산 그리고

정산분을 합한 총액이 된다.

아래의 [표 1-2]는 정부의 예산규모와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나타낸

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합의 19.24%의 정률로 구성되어 있지만, 총

지출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총지출예산에 대비한 보통교부세와 특

별교부세 합의 규모는 2016년에는 9.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55%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지출예산에 대비한 보통교부세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11.20%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의

3.09%의 규모를 갖는 특별교부세는 전체 총지출예산에 대비하여 0.35%

의 규모로 1%가 채 안되는 규모를 보인다. 그러나 특별교부세가 전체

총지출예산의 0.35%의 규모라 하더라도 매 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의 교부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좀 더 면밀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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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

2016 2017 2018 2019

보통교부세(A) 350,237 410,323 452,118 526,028

특별교부세(B) 10,832 12,690 13,989 16,269

총지출예산(C) 3,864,000 4,005,000 4,288,000 4,696,000

총지출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A/C)

9.06 10.24 10.54 11.20

총지출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B/C)

0.28 0.32 0.33 0.35

보통교부세

대비

특별교부세

(B/A)

3.09

(고정)

3.09

(고정)

3.09

(고정)

3.09

(고정)

[표 1-2] 정부의 예산규모

지방교부세법에서 정의하는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포착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부세이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그 실제 운용에 있어 정식 예산과정으로 포함되기는 힘들

지만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단위사업에 사용되는 선심성 예산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일정한 기준과 공식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

세와 달리, 전체 세액의 일정량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량으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특이한 성격을 지니기

에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특별

교부세의 분배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분배는 국회의

공식적 견제나 감시가 불가능하고 배분 기준이 모호하며, 그 집행과정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김상헌·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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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2002). 또한 특별교부세는 이런 자의성, 정치성 외에도 국회의원 선

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업적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요

소이다. 국회의원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발행하는 선거 공보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OO지역에 OO설치위한 특별교부세 O억

원’의 형태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무에 대한 일종의 성과의 형태로

홍보가 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의 정식적 예산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의 예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술한

것처럼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구성되어있지는 않다. 특별교부세가 지방교

부세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밝혀낸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의 일종으로 작용한다

면, 어떠한 투입에 대한 산출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입으로 지역구 주민들이 부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용을 투입변수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산출물로 특별교부세를 선정하

여 두 비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특히 2019년을 기준

으로 그 규모가 1조 6,26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단순한 금액을 넘어 매

년 지속적으로 그 금액이 커지고 있기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

는지, 어떤 방식에 의해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선거 결과로 같은 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99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

며, 당선 이후 임기 도중에 사망, 실형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들을

제외한 246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분배에 있어서는 지

방선거를 통해 선출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228개의 개별 자치구를 분

석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



- 6 -

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 변수로는 특별교부세 발행액과 국회의원에

투입된 비용이다. 특별교부세 발행액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 발행된 특별교부세 발행액 전액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회

의원에 투입된 비용은 국회의원에 지급된 세비와 국회의원이 선거 당시

에 사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보전액이 포

함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입하는 일정 비용에 대한 대가로 지

역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를

산정하였고,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이며, 독립변수와 추가적으로

통제변수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회귀계수의 도출과

그 회귀계수의 해석을 통한 가설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상기 분석은

STATA SE 16.1 버전을 통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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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관련 이론의 검토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론은 공공영역에서의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투표자의 관

계를 시장에 존재하는 생산자 소비자, 고용자, 피고용자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노동자 각기

모두 시장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경제학에서 인간에 대해 가정을 할 때, 경제적 인간이란 합리적 인

간을 가정한다. 시간은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교환하는 곳이며,

이 시장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

래를 성사시킨다.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건을 토대로 하여 자신 혹

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며,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

계에 있어서는 고용자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

고 그 생산물을 시장에 팔게 되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노

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임금을 지급받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시장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자신들의 효용 수준에 대해 주고받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는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서는 “판매량”으로, 고

용자-노동자간의 관계에서는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매량이 늘어

난다는 것은 곧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효용을 느끼고 있기

에 더 많이 추가적으로 구매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임금이 늘어난다

는 것은 고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생산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느끼기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노동력을 구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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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택론은 이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학의 영역으로 옮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자, 소비자, 고용자, 노동자와 정확하게 일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기 정치인, 유권자 혹은 시민, 공무원, 이익집단의

네 주체가 공공선택론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이다. 이 네 행위자 모두 자

신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효용이라는 함수가 갖는 목표점은

각기 행위주체별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공공선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경제인간, 그리

고 교환으로서의 정치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공공선택론의 행동

주체는 개인이며, 행동은 모두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행해진다. 또

한 경제학에서의 기본 가정인 합리적 인간의 가정을 차용한 경제인간의

개념은, 이기적 인간을 상정한다. 이기적 인간이란 자신의 효용 혹은 이

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교환으로서의 정치는 경제학에서의

기본가정인 “한정된 자원의 제한적 배분”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정치적 장에서 한정된 자

원은 어떤 집단에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들이 될 수 있고, 어

떤 집단에게는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배분하는 세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교환은 모두 그 거래 당사자들의 효용만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다. 다만, 정치적 교환의 특성은 거래 당사자들의 효용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공동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정치적 교환행위는 외부효과를 필연적으로 발

생시킨다는 특징을 갖는다. 어떤 정치적 행위, 예를 들어 일련의 지역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건축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의 이해득실은 그러한 결정에 참여한 정치가들에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모든 주민이 일정한 금액의

세금 부담을 더 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정치적 교환이나 거래에 직

접 참여하지 않았던 공동체 전체의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정치적 결정은 어느 특정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공

익을 우선할 수 있는 공인(public figure)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 정치학

과 정책학에서는 이 정부나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가 및 관료들이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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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고 보았으며, 이들이 이끌어 가는 국가는 공익의 추구라는 하나

의 선한 목적을 갖는 유기체로 행동한다고 보았다.(소병희, 1996)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이런 전통적인 선한 목적을 갖는 하나의 유기

체적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각기 행위주체들이 갖는 목적함수들이 경제

학에서의 이기심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정치가는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득표 극대화), 공무원은 자신들의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 이익집단은 공무원과 비슷한 행태

를 보이는데, 이익집단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며, 이 지대추구 행위는 “입법과정에서의 로비”,

혹은 “시위”등의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 시민들은 자신이 투표에서 행사

하는 표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을 극대화하려 노력하며, 이는 곧 정치인들의 공약과 연결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선택론에서의 정치인의 재선추구와 시

민들의 이익극대화의 관계 사이에 놓이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분석한다.

특별교부세는 국회에서 매년 심사받는 예산안과는 다른 형태의 예산안에

해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로 구성되고 집행되는 보통예산과

는 달리 “필요”에 의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예산안이다. 다만 이 필요성

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재선 욕구 때문인지, 주민의 요구 때문인지 혹

은 이 두 가지 욕구와 요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생기는 것인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2. 주인-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은 경제학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

리에서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며 주

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과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상반적 선택

현상의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대리인 이론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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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인이 최소의 노력을 통해 최대의 보상을 추구하는 대리인에 적절한

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목적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

론이다.(김준기 1998)

이런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서도 나타

난다. 현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커지고, 국민 모

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기에 대의민주주의

가 활성화 되어있다. 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는 이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투표를 통해 국회의

원에게 권한을 위임한 유권자 혹은 시민을 주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주인과 대리인의 각각 목적함수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데,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유권자 혹은 시민의 목적함수는 효용 혹은 이익의 극대화이며,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목적함수는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 극대화일 것이

다.

주인인 시민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일련의

비용을 지급한다. 이 비용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비용

에 대한 보전액이 있으며, 국회의원이 활동을 하며 지급받는 세비, 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진의 수당, 활동에 필요한 일련의 경비 등이 있다. 이

경비들을 주인이 지급하는 투입비용으로 바라볼 수 있다. 대리인인 국회

의원의 경우, 그 목적함수를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그 이익의 극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은

선거 시에 공약을 제시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난 후 국회의원

으로 활동을 하며 입법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기반이 되는 지역구에 일

정의 예산을 배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 입법 활동 혹은 예산 배분의

활동을 국회의원의 산출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인-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주인인 시민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고자 한다. 이 민감도는 투입의 변화량에 대한

산출량의 변화량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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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특별교부세에 관한 선행연구

특별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사용내역 공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에, 2015년 이전의 특별교부세 사용에 관한 연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연구자 개인이 추적하여 얻

어낸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보통교부세 연구가 활발했

던 것과 달리, 특별교부세에 관한 연구는 한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 관한 정치성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

다.

김상헌과 배병돌(2002)의 연구는 특별교부세의 배정기준이 불투명하

고 배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공개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지방

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시작하였으며,

특별교부세의 결정 요인에 관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연태와 김상헌(2008)의 연구는 특별교부세의 배분과정에 당해 지

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요인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지역구의원의 수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여부가 유의미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여당의원의 포함여부와 행정안전부 관료

들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밝힘으로써 특별교부

세의 정치성에 대한 향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허석재와 권혁용(2009)의 연구는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

례로 하여 한국에서의 자원배분의 정치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통령중

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정당과 현역의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함으로

써, 특별교부세라는 자원에 대해 야당에서만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상임위원회에 소속되

어있는지가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특히 해당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의 특별교부세가 비공개적으로 배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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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고려한다면,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얽힌 정치적 유인의 작동 매

커니즘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연구이다.

유보람과 조정래(2014)의 연구는 특별교부세의 배분 특성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치단체장

의 정치인 출신 여부, 당선 횟수, 학력, 소속정당, 고위공무원단 상위 5개

대학교 출신 여부,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치

단체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하여 설명모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치단체장

의 당선 횟수, 학력,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여부, 정치인 출신 여부, 집권

여당 소속 여부가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인구가 많을수록 또는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005, 2007, 2009, 2011년의 4년치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특

별교부세의 배분기제로 해당 지역의 정치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방자치

단체의 실제적 재정수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 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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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변수 내용

김상헌,

배병돌(2002)

독립변수 : 당4역 여부,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지역구 인구, 보통교부세

종속변수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

힘.

최연태,

김상헌(2008)

독립변수 : 당4역 여부,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지

역구 인구, 여당여부, 당

선횟수

종속변수 : 특별교부세

2003-2006 4개년도 특별교

부세 자료를 활용한 특별교

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

허석재,

권혁용(2009)

독립변수 : 당선횟수, 득

표차

종속변수 : 특별교부세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을 사례로 하여 현역의원의

인센티브 구조 분석.

유보람,

조정래(2014)

독립변수 : 단체장특성(정

치인출신, 학력, 당선횟

수, 정당, 상위 5개 대학

교출신,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종속변수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수요분

통제변수 : 자치단체 정

치적 특성, 자치단체 사

회·경제적 특성, 제도변

화, 자치단체 유형

2005, 2007, 2009, 2011 4개

년도 특별교부세 자료를 활

용해 지역현안 수요분이 어

떠한 방식으로 배정되는지

에 대한 실증분석.

[표 2-1] 특별교부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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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갖는다.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독립변수들

은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기 위해 종

속변수로는 해당 지역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금액을 투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선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 결과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바라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선여부와는

관계없이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는 산출물이 비용 투입에 대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혹은 탄력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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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변수의 선정

1. 연구문제의 설정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과 유권자간의 관계를 투입과 산

출의 관계로 정의한다면 국회의원의 산출물은 특별교부세 배분액이 될

것이고, 유권자의 투입은 국회의원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과연 그들이 받는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이

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비용에 관련된 자

료이다. 해당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선거비용 보전액 자료를 비롯하여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

득한 국회의원의 임기 간 수당, 의원실에 지급된 의정활동 지원경비, 공

무수행 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료, 해외출장 지원 경비를 사용한다. 국회

의원의 정당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각 년도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를 사용하였다. 특별교부세

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부

세 운영사항 보고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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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 측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선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228개의 기초자치단체이다. 분석 대상이 의원을 선출하는 개별 선거구가

아닌 이는 각 개인별 의원 혹은 개별 지역 선거구로의 구조화가 어려움

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공직선거법 제 25조는 제 1항은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선정함에 있어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지역구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 공

직선거법에 의해 국회의원 지역구가 획정되는데, 이 획정의 기준과 특별

교부세의 배분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교부세의 배분 단위는 기초

자치단체장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획정된

선거구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존재하거나,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

1)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

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

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

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

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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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보고는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물 설치 혹은 어

느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회의원 개인 수준으로 억지로 분할하려 할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

체에 걸쳐 조성된 시설물이나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위해 배분된 교부세

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오히려 분석 결과

에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닌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회의원이 사용한 비용이다. 국회의원이 사

용한 비용이라고 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① 국회의원 선

거에서 사용된 선거비용(A), ② 정당에 지급된 정당 보조금(B), ③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세비(C)가 그것이다.

이 중 ① 선거비용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가 끝이 난 후 각 후보자에게 반환시킨 선거비용 보전액을 의미하며, ②

정당에 지급된 정당 보조금이란 정치자금법 제25조 제4항2)에 의해 각

정당에 매 년 매 분기마다 지급된 보조금을 의미하며, 이 중에서도 정당

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의미한다.

③ 20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며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세비에 포함되는 것

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국회의원에 지급된 세비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국회의원 의원실 지원 경

비, 국회의원의 의원공무수행출장비, 정책자료발송료가 포함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내 국제국 소관 혹은 국회 위원회 소관 해외출장을 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국회의원의 세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3)에서 정한 보좌직원에 대한

2)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

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3) 제 9조(보좌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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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경우, 각 의원 실 별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현황을 국회사무처

에서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4) 동법 [별표4]에서 규정하

는대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 시점 이전에는 4급 보좌관 2

인, 5급 비서관 2인, 7급, 8급, 9급 비서 각 1인씩 총 8명의 보좌직원에

대한 월 급여의 총계를, 이 시점 이후부터는 4급 보좌관 2인, 5급 비서관

2인, 6급, 7급, 8급, 9급 비서 각 1인씩 총 9명의 보좌직원에 대한 월 급

여의 총계를 보좌직원의 수당으로 한다.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4) 국회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공개를 문의한 결과,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원

실 별 각 보좌직원 수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분 비고

수당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일반수당의 9%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1, 7월 각 일반수당의 50%

명절휴가비 설, 추석 각 일반수당의 60%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회기 중 지급, 폐회중

미지급, 결석시 감액

의원실 지원경비

사무실운영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입법활동 지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공무수행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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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회의원의 해외출장비의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

한 정보가 부재하기에 해외출장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해

외출장비는 국회의원 개인 수준에서 공개되는 것이 아닌, 해당 상임위원

회 소속 의원들의 출장 여부와 출장 국가, 출장에 소요된 비용 총액만이

공개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에 소요된 비용 총액에 대하여 개별

의원 별로 명확하게 사용 비용을 분리해내기 어렵고, 여러 국가에 방문

하여 출장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귀국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비용을 별

도로 계산해 낼 수 없기에 투입비용에서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그렇기에 분석의 전 과정에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출장비는

제외하도록 한다.

3) 종속변수

(1) 특별교부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http://lofin.mois.go.kr)에서 공개하는 각 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

고에서 지역으로 배분된 특별교부세 분배액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와는 다르게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용과 별개로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부세이다. 특별교부세는 ①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

원 및 국정수행 뒷받침, ② 국가와 지방간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확보,

③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수요에 탄력적 대응의 세 가지 필요성에 의

해 운용이 된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5)에 의해 특별교부세는 세 가지로

5) 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해외출장비
국제국소관
상임위소관

[표 3-1] 국회의원 세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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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운용되며, 그 구분은 2017년까지는 ① 지역현안수요, ② 시책수

요, ③ 재난안전수요의 세 가지로 운용이 되다가 2018년에는 ① 지역현

안수요, ② 국가지방협력수요, ③ 재난안전수요의 세 가지로 변경되었다.

첫째, 지역현안수요의 경우, 전체 특별교부세 재원의 40%를 차지하

며, 도로·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

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방

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그 대상을 도로·교통사업, 상하수도사업 및 하

천관리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수산 진흥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사업,

도시개발 및 환경사업, 그 밖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그 밖의 주요사업의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지원을 욕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소요

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신청과 심사 과정

에서 그 밖의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지역현안수요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의 40% 내에서 교부가 가능하다.

둘째, 시책수요의 경우 국제·국가 행사 및 국가적 장려사업, 지방행

정·재정운용 우수단체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

력이 필요한 사업 등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발행되는 수요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

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

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

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

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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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를 차지한다. 시책수요가 2017년 지방교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명칭이 국가지방협력수요로 변경이 되었을 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와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에서는 두 용어간의 실질적 의미에서의 차이는 없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책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시책과 주민안정생활시책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생활안정시책은 주

민생활안정 관련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역단위의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

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교부한다고 규정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국회의원간의 유기적 연계가 된다면 특

별교부세 재원의 10% 이내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셋째, 재난안전수요의 경우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로 응급복구, 항구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수요이다. 이 수요는 전체 특별교부세 재원의 50%를 차지한다.

지방교부세법 제 4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4% 수준

으로 정의된다.6) 동법 제 4조 2항 2호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6)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ㄱ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3. 삭제

4. 부동산교부세 :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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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와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정

산금액의 합의 3% 수준으로 정의된다.

아래 [표 3-2]는 특별교부세의 년도별 배분 내역을 보여준다. 2016

년에는 특별교부세의 전체 규모가 1조 832억 원이었으며, 2017년은 1조

2690억 원, 2018년은 1조 3989억 원, 2018년은 1조 6269억 원으로, 적게

는 9.7%에서 많게는 17.15%까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단위 : 억원, %)

2016 2017 2018 2019 비고

지역현안

수요
4,333 5076 5,593 6,508

전체의

40%

국가지방

협력수요
1,083 1269 1,398 1,627

전체의

10%

재난안전

수요
5,416 6,345 6,992 8,134

전체의

50%

총계 10,832 12,690 13,983 16,269

전년대비

증가율
9.70 17.15 10.19 16.35

[표 3-2] 특별교부세 배분 내역

아래의 [표 3-3]과 [표 3-4]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

분 내역과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구성비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특별

교부세를 배분받는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에 금액적으로는 가장 크지만, 구성비를

바라보면 인구 구성비와 교부액 구성비 간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11>을 통해 특별교부

세의 전체 금액은 항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금액의 증감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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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시·도
2016 2017 2018 2019

교부액(구성비) 교부액(구성비) 교부액(구성비) 교부액(구성비)

서 울
59,968

(5.54)

112,300

(8.85)

140,400

(10.04)

163,600

(10.06)

부 산
73,350

(6.77)

66,000

(5.20)

78,100

(5.59)

93,200

(5.73)

대 구
47,057

(4.34)

60,000

(4.73)

66,000

(4.72)

64,200

(3.95)

인 천
42,896

(3.96)

49,800

(3.92)

58,100

(4.16)

80,900

(4.97)

광 주
32,090

(2.96)

42,900

(3.38)

54,400

(3.89)

64,800

(3.98)

대 전
25,326

(2.34)

31,700

(2.50)

39,900

(2.85)

41,800

(2.57)

울 산
55,051

(5.08)

27,600

(2.17)

33,800

(2.42)

38,100

(2.34)

세 종
10,611

(0.98)

11,100

(0.87)

12,600

(0.90)

8,000

(0.49)

경 기
127,683

(11.79)

178,500

(14.07)

199,000

(14.23)

235,200

(14.46)

강 원
85,769

(7.92)

110,100

(8.77)

79,900

(5.71)

169,300

(10.41)

충 북
67,264

(6.21)

89,200

(7.03)

74,400

(5.32)

85,000

(5.22)

충 남
67,334

(6.22)

91,900

(7.24)

77,900

(5.57)

87,500

(5.38)

전 북
72,470

(6.69)

76,700

(6.04)

95,500

(6.83)

79,800

(4.91)

전 남
80,759

(7.46)

101,900

(8.03)

114,200

(8.16)

112,900

(6.94)

경 북
103,852

(9.59)

113,500

(8.94)

129,100

(9.23)

170,100

(10.46)

경 남
107,539

(9.93)

91,900

(7.24)

127,700

(9.13)

116,900

(7.19)

제 주
24,187

(2.23)

13,900

(1.10)

17,300

(1.24)

15,600

(0.96)

계 1,083,200 1,269,000 1,398,300 1,626,900

[표 3-3]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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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시·도
2016 2017 2018 2019

인구수(구성비) 인구수(구성비) 인구수(구성비) 인구수(구성비)

서 울
9,930,616
(19.21)

9,857,426
(19.04)

9,765,623
(18.84)

9,729,107
(18.76)

부 산
3,498,529

(6.77)
3,470,653

(6.70)
3,441,453

(6.64)
3,413,841

(6.58)

대 구
2,484,557

(4.81)
2,475,231

(4.78)
2,461,769

(4.75)
2,438,031

(4.70)

인 천
2,943,069

(5.69)
2,948,542

(5.69)
2,954,642

(5.70)
2,957,026

(5.70)

광 주
1,469,214

(2.84)
1,463,770

(2.83)
1,459,336

(2.82)
1,456,468

(2.81)

대 전
1,514,370

(2.93)
1,502,227

(2.90)
1,489,936

(2.87)
1,474,870

(2.84)

울 산
1,172,304

(2.27)
1,165,132

(2.25)
1,155,623

(2.23)
1,148,019

(2.21)

세 종
243,048
(0.47)

280,100
(0.54)

314,126
(0.61)

340,575
(0.66)

경 기
12,716,780

(24.60)
12,873,895

(24.86)
13,077,153

(25.23)
13,239,666

(25.53)

강 원
1,550,806

(3.00)
1,550,142

(2.99)
1,543,052

(2.98)
1,541,502

(2.97)

충 북
1,591,625

(3.08)
1,594,432

(3.08)
1,599,252

(3.09)
1,600,007

(3.09)

충 남
2,096,727

(4.06)
2,116,770

(4.09)
2,126,282

(4.10)
2,123,709

(4.10)

전 북
1,864,791

(3.61)
1,854,607

(3.58)
1,836,832

(3.54)
1,818,917

(3.51)

전 남
1,903,914

(3.68)
1,896,424

(3.66)
1,882,970

(3.63)
1,868,745

(3.60)

경 북
2,700,398

(5.22)
2,691,706

(5.20)
2,676,831

(5.17)
2,665,836

(5.14)

경 남
3,373,871

(6.53)
3,380,404

(6.53)
3,373,988

(6.51)
3,362,553

(6.49)

제 주
641,597
(1.24)

657,083
(1.27)

667,191
(1.29)

670,989
(1.29)

계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861

[표 3-4]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인구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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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시·도
2017 2018 2019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서 울 87.27 25.02 16.52

부 산 -10.02 18.33 19.33

대 구 27.50 10.00 -2.73
인 천 16.09 16.67 39.24

광 주 33.69 26.81 19.12
대 전 25.17 25.87 4.76

울 산 -49.86 22.46 12.72

세 종 4.61 13.51 -36.51
경 기 39.80 11.48 18.19

강 원 28.37 -27.43 111.89
충 북 32.61 -16.59 14.25

충 남 36.48 -15.23 12.32
전 북 5.84 24.51 -16.44

전 남 26.18 12.07 -1.14

경 북 9.29 13.74 31.76
경 남 -14.54 38.96 -8.46

제 주 -42.53 24.46 -9.83

[표 3-5]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증가율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보통교부세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재원으로 묘사

되고 있으나, 배분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심사가 포함되어 있고,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없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

세를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

치단체장과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지역으로의 예산 유치가 얼마든 가능

하다. 특히 매 선거마다 개별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에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간 지역 내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

였는지, 어떠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는지 그 예산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에 국회의원의 산출물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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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구 분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 출처

종속변수

특별

교부금

발행액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역에 발행된 특별

교부금 중 재난안전분

야를 제외한 특별교부

금 금액

행정안전부

독립변수

: 비용

선거비용

보전액

2016년 제20대 국회의

원 선거에 사용된 비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해당 지역에 존재

하는 득표율 5%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

액의 합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세비

각 년도 별 국회사무처

에서 국회의원 개인과

사무실에 지급한 비용

의 총계

국회사무처

통제변수

선수

제 20대 국회를 기준으

로 하여 해당 의원의

당선횟수

국회사무처

평균선수

한 기초자치단체에 여

러 선거구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

체에서 선출된 의원들

의 선출 횟수의 합을

국회의원 수로 나눈 값

국회사무처

선수합
한 기초자치단체에 여

러 선거구가 존재하는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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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 6개의 통제변수를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선거

와 관련된 가장 주요한 변수인 국회의원의 당선횟수, 그리고 하나의 기

초자치단체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존재하기에, 이를 균등화하기 위한 해

당 지역의 평균 당선횟수, 그리고 당선횟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한 당선횟수의 총 합을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에 관련된 변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

속 여부와 행정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여부를 포함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소속여부의 경우, 특별교부세도 세금, 예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위원회 위원들의 영향력이 발휘 될 것이라 예상하여 이 변수를 통제

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특별위원회 소속 경험은, 특별교부세의 발행 주

체는 기획재정부나 다른 부처가 아닌 행정안전부이며, 이 발행의 허가

권한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으로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행정안전부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는 경험

이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바라볼 필요가 있

다.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

체에서 선출된 의원들

의 선출 횟수의 합

예결특위

여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

속 경험 =1, 소속 경험

이 없는 경우=0

국회사무처

행안위

여부

행정안전특별위원회 소

속 경험 =1, 소속 경험

이 없는 경우=0

국회사무처

정권구분
박근혜정부=0, 문재인정

부=1

[표 3-6] 변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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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1. 모형

1) 모형

본 연구는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연구이다. 투입비용과

산출비용이 존재하며, 이 투입과 산출 사이에 통제변수들이 각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존재하고 있다. 투입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로는 선거비용과

세비가 존재하며, 산출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로는 지역으로 발행된 특별

교부금이 존재한다. 이에 통제변수로는 국회의원의 수, 평균 당선 횟수,

지역 국회의원 선수의 합,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부, 행정안전위원회 소

속 여부가 존재한다.

[그림 2-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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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구조

본 연구에서는 입법생산성의 분석단위와 특별교부세의 분석단위가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갖는다. 입법생산성의 분석단위는 제 20대 국회를

구성한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이 분석단위가 된다. 특별교부세의 분석단

위는 의원 개인과 선거구가 아닌 개별 자치구가 분석단위가 된다. 여기

서 개별 자치구란 자치구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자치구를 의미한

다. 이렇게 분석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선거구와 자치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가 모두 동일하게

하기 위해 ①하나의 자치구에 여러 개의 선거구를 두는 경우도 있고, ②

여러 개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 그렇기에 의원에게 투입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보일 수 있다. ① 하나의 자치구에 여러 개의 선거구를 두는

경우, 의원들에게 투입된 비용의 값을 모두 더한 후, 해당 자치구에 속한

선거구의 수로 나눈 산술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여러 개의 자치구

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하는 경우, 의원 개인에게 투입된 비

용의 계산에 있어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에 비례하

여 그 투입비용을 계산하도록 한다.

2.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총 네 가지의 가설을 지니며, 가설 1은 큰 차원에서의 국

회의원의 투입과 산출을 분석하기 위한 가설이고, 하부 가설인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각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을 위한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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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과연 그들이 받는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한다.

가설 1 :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1-1 :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국회의

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

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다.

가설 1-2 : 국회의원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국회의원의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 할 것이다.

가설 1-3 : 정권의 변화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행태를 전환시킬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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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특별교부세 배분액 전체의 기술통계량은 [표 4-1]과 같다. 특별교부

세 배분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각 정권별로 228개로 나타났

으며, 이 때 특별교부세 배분액의 평균은 109억 9천 2백 4만원으로 나타

났으며 표준편차는 72억 3,048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특별교

부세 배분액은 33억 5,9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 배분액은

637억 2,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은 92억 3,55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전체에서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은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특별교부세를 배분받은 지역은 서울특

별시 용산구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

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특별교부세 배분

액의 평균은 31억 8,413만 6천원이었고, 표준편차는 27억 1,768만 8천원

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은 1천 7백만원, 최댓값은 268억 8,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값은 26억 6,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의 특

별교부세 배분액의 평균은 78억 789만 9천원이었고, 표준편차는 52억

8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18억 1,525만원 이었으며, 최댓값은 368

억 4,600만원이었다.

재난안전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가장 적게 배분된 지역

은 8억 5,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받은 지역은

481억 6,700만원을 배분받았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나

타났으며,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분된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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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단위 : 백만원)

Obs. Mean.
Std.

Dev.
Min Max Median

특별교부세

_전체
228

10992.

04

7230.

483
3359 63727 9235.5

특별교부세

_박근혜

정부

228
3184.

136

2717.

688
17 26881 2662.5

특별교부세

_문재인

정부

228

7807.

899

5208.

58
1815.25 36846

6419.

875

재난인전

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_전체

228
6689.

711

5119.

743
852 48167 5400.25

재난안전

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_박근혜

정부

228
2801.

439

2508.

821
17 26281

2371.

5

재난안전

수요를

제외한

특별교부세

_문재인

정부

228
3888.

272

3080.

114
235 21886

3102.

375

[표 4-1] 특별교부세 배분액 전체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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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 백만원)

Obs. Mean.
Std.

Dev.
Min Max Median

지역구

지출액_전

체

228
3286.29

3

2929.82

8

482.781

6
14578.9

2537.40

5

지역구

지출액_박

근혜 정부

228
1458.

599

1299.

197

208.

2381

6463.

833
1143.13

지역구

지출액_문

재인 정부

228
1827.

694

1630.

775

274.

5435

8115.

065

1394.

274

[표 4-2] 자치구별 의원 세비 투입에 대한 기초통계량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전체 분석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

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나타났으며, 그 비용은 32억 8천 6

백 29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29억 2천 9백 82만 8천원으로

나타났고 최소투입비용은 4억 8천 2백 78만 1천 6백원으로, 최대투입비

용은 145억 7천 809만원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가 가장 많이 배분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였으며,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적은 비용이 투입된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나타났으며, 철

원군의 경우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선출되기에 다른 지역구에 비해 낮은 투입비용을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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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징

[그림 4-1] 특별교부세 배분액의 분포

[그림 4-2] 지출비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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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로그를 씌운 특별교부세 배분액의 분포

[그림 4-4] 로그를 씌운 지출비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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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1] ∼ [그림 4-4]는 각기 특별교부세 배분액과 지출비

용의 분포들을 보여준다. 먼저 [그림 4-1]에서 종속변수인 특별교부세

배분액의 분포를 보면 좌편향 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4-2]의

지출비용의 분포 역시 좌편향 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자연로그를 씌워 ln

(독립변수), ln(종속변수)의 형태로 변환하여 본 변수들의 분포도가 [그림

4-3]와 [그림 4-4]이다.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편향이 어느 정도

해소 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로그를 씌워 회귀계수의 형태가

“탄력성”의 형태를 보이게 함으로써, 투입비용에 대해 그 산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상관관계 분석

[그림 4-5] 특별교부세와 투입비용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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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ln(특별교부세)와 ln(투입비용)의 산포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에 앞서, 특별교부세와 투입비용의 산

포도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점검해보았다. [그림 4-5]에서 나타나는 그래

프는 특별교부세 배분액과 투입비용의 산포도를 보여주며,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지만, 좌측에 값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은 로

그 변환을 통해 이 편향을 해소한 것으로, 여전히 두 변수는 우상향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추세선을 중심으

로 하여 그 밀도가 로그 변환을 하기 전에 비해 더 모여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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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ln(교부세) ln(투입) 국회의원수 평균선수 선수합 예결위 행안위 정권구분

ln(교부세) 1.0000

ln(투입) 0.3190*** 1.0000

국회

의원수
0.2934*** 0.9013*** 1.0000

평균

선수
0.0534 0.1681*** 0.1415*** 1.0000

선수합 0.2758*** 0.7849*** 0.8745*** 0.4786*** 1.0000

예결위 0.0307 0.1318*** 0.1798*** -0.2661*** 0.0567 1.0000

행안위 0.1942*** 0.0630 0.1539*** 0.0299 0.0896* 0.0377 1.0000

정권구분 0.6037*** 0.1244*** 0.0000 -0.0000 0.0000 -0.0754 0.1095** 1.0000

* p<0.1 ** p<0.05 *** p<0.001

[표 4-3] 국회의원 수, 평균선수, 특별교부세 배분액간의 상관관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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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특별교부세와 투입비용 간에는 0.319

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 수, 선수의 합, 행정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여부,

정권 여부가 각각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권변화에 있어서는 그 상관계수가 0.6037로 꽤 높게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비용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수, 평균 선수, 선수 합,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소속여부가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회의원 수의 경우 그 상관계수가 0.9013으로 아주 큰 수

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국회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

그 투입 비용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1.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형에 따른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ln 특별교부세     ln 투입비용 국회의원수 평균선수

선수합 예결특위여부 행안위여부 정권  정권×ln투입비용  

각각 특별교부세와 투입비용은 원래의 값에 선형화를 위해 로그

를 취한 값이며, 국회의원 수, 평균선수, 선수 합은 연속형 변수로 사용

되었으며, 예산특위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부를, 행안위여부

는 행정안전특별위원회 소속 여부를, 정권은 박근혜 정부에 해당하는지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각기 소속일시 1,

소속되지 않을시 1의 값을 갖도록 하였으며, 정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0, 문재인 정부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정권×ln(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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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정권 여부와 투입비용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

을 생성한 변수이다.

[그림 4-7] 정권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투입비용의

회귀선

[그림 4-8] 정권에 따른 ln(특별교부세)와

ln(투입비용)의 회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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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7]과 [그림 4-8]는 정권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투입비

용의 회귀선을 나타낸다. [그림 4-7]은 로그를 취하지 않은 특별교부세

와 투입비용의 관계를 나타내며, 아래쪽에 위치한 선이 박근혜 정부를

의미하고, 위쪽에 위치한 선은 문재인 정부를 의미한다. 두 선은 분명한

기울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회귀선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림 4-8]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로그를 취한 특별교부세와 투입비

용의 관계를 나타내며, 로그를 취하여 편향 현상을 해결하면, 박근혜 정

권에서는 그 기울기가 더 낮아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울기가 더 가

파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4]과 [표 4-5]은 각각 정권을 구분하여 정권 내에서 발

생한 특별교부세와 세비의 회귀분석 결과값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에

서는 그 방향성이 부(-)의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투입 대비 산출의 민감

도가 비탄력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방향성이 정(+)의 방향을 보여주기는

하여 박근혜 정권에 비해 탄력적이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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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VARIABLES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투입비용) 0.0796 -0.225* -0.230* -0.214* -0.206 -0.149
(0.0535) (0.124) (0.124) (0.125) (0.126) (0.129)

국회의원수 0.308*** 0.309*** 0.175 0.154 0.0522
(0.113) (0.113) (0.177) (0.178) (0.186)

평균선수 0.0177 -0.0295 -0.0130 -0.0319
(0.0428) (0.0640) (0.0659) (0.0665)

선수합 0.0529 0.0525 0.0710
(0.0533) (0.0533) (0.0540)

예결위소속 0.110 0.102
(0.106) (0.106)

행안위소속 0.288*
(0.160)

Constant 7.294*** 9.051*** 9.045*** 9.048*** 8.927*** 8.614***
(0.372) (0.742) (0.743) (0.743) (0.752) (0.769)

Observations 228 228 228 228 228 228
R-squared 0.010 0.041 0.042 0.046 0.051 0.064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4] 박근혜정부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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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VARIABLES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투입비용) 0.356*** 0.0290 0.0272 0.0332 0.0333 0.0680
(0.0300) (0.0695) (0.0700) (0.0708) (0.0710) (0.0728)

국회의원수 0.325*** 0.325*** 0.280*** 0.280*** 0.220**
(0.0630) (0.0632) (0.0972) (0.0975) (0.102)

평균선수 0.00590 -0.00982 -0.0101 -0.0212
(0.0229) (0.0344) (0.0351) (0.0353)

선수합 0.0176 0.0176 0.0277
(0.0286) (0.0287) (0.0290)

예결위소속 -0.00250 -0.00344
(0.0557) (0.0554)

행안위소속 0.132*
(0.0692)

Constant 6.278*** 8.245*** 8.245*** 8.240*** 8.241*** 8.032***
(0.216) (0.433) (0.434) (0.434) (0.436) (0.447)

Observations 228 228 228 228 228 228
R-squared 0.383 0.448 0.449 0.449 0.449 0.458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5] 문재인정부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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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VARIABLES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교부세)

ln(투입비용) 0.282*** 0.134** 0.130** 0.139** 0.139** 0.191*** 0.00565 -0.0873
(0.0264) (0.0606) (0.0609) (0.0614) (0.0615) (0.0616) (0.0591) (0.0621)

국회의원수 0.151*** 0.152*** 0.0724 0.0729 -0.0306 0.163* 0.158*
(0.0556) (0.0556) (0.0875) (0.0879) (0.0898) (0.0839) (0.0824)

평균선수 0.0150 -0.0128 -0.0133 -0.0332 -0.00752 -0.00756
(0.0213) (0.0319) (0.0327) (0.0324) (0.0296) (0.0290)

선수합 0.0312 0.0312 0.0508* 0.0338 0.0340
(0.0266) (0.0266) (0.0265) (0.0242) (0.0237)

예결위소속 -0.00352 -0.00512 0.0283 0.0309
(0.0520) (0.0511) (0.0466) (0.0457)

행안위소속 0.289*** 0.176*** 0.174***
(0.0687) (0.0635) (0.0624)

정권변수 0.449*** -0.924***
(0.0459) (0.328)

교호항 0.196***
(0.0464)

Constant 6.607*** 7.478*** 7.472*** 7.474*** 7.478*** 7.176*** 8.024*** 8.668***
(0.187) (0.370) (0.371) (0.371) (0.374) (0.374) (0.351) (0.377)

Observations 456 456 456 456 456 456 456 456
R-squared 0.200 0.213 0.214 0.216 0.216 0.246 0.379 0.403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6]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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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모두 통틀어서 본 회귀분석 결과는 비탄

력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회귀분석으로 아무런 통제변수를 투

입하지 않았을 때, 지출비용의 회귀계수는 0.282로, 탄력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99%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탄력성은 국회의원 수,

평균 선수, 선수의 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부가 통제변수로 추가

되는 동안에도 계속 탄력적임을 보여주었다. 각 변수가 추가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수가 증가하는 것이 교부세의 탄력적 투입에 영향을 주

는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 지역구에 속한 국회의원의 평균 선수는 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선수의 합 역

시 교부세의 배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

상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부도 해당 지역구에

발행되는 특별교부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특별교부세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밝혀지다 정권변수가 투입되

는 순간 설명력을 상실하는 특이성을 보여주었다. 정권변수에 따른 특별

교부세 배분 행태에는 분명한 변화가 존재하나, 특별교부세의 배분 행태

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한다거나 비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설명력을 추가하기 위해 정권변수와 투입비용의 곱으로 생성된

교호항을 사용하여 그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호항을 투입하여

계산한 경우 교호항의 회귀계수는 0.196으로 나타났으며,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ln(투입비용)과 ln(특별교부세)

간의 직접적 탄력성에 대해서는 그 수치가 –0.0873으로 비탄력적인 결

과를 나타내었다. 단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

다.

위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첫째, 정권이 변화함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배분 행태가 변화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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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교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ln(투입비용)과 교호

항의 값을 더하면 0.1087으로 문재인정부에 접어들어 투입에 대비한 산

출량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호항을 사용하지

않은 정권변수의 회귀계수는 0.449로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으며 이는 박근혜정권에서 문재인정권으로 정권이 변화함에 따

라 특별교부세의 분배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속 여부 중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소

속되는 것이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

수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부를 모두 사

용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되는 경험은 특별교부세의 배분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는

경험은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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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결과의 해석

1) 가설의 채택 여부에 대한 확인

가설 1 : 국회의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은 한정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 더 많은 산출물이 나오는 결과는 상관관계분석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정권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측정의 방법

이 탄력성의 개념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기에 한정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1 :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 국회의원

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모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속여부는 지역구로 배분되는 특별교부

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교부세와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정식

예산과정이 아닌 별도의 예산과정으로 볼 수 있는 특별교부세는 오히려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안전부와의 관계가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1-2 : 국회의원의 선수가 올라갈수록, 국회의원의 투입되는 비

용이 많을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더 많

은 특별교부세를 배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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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가설 1-2는 한정적으로 채택되었다. 정권변수가 통

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선수의 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새로운 통제변수로 정권변수가 유입되면서

국회의원의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이는 국회

의원이 더 많은 선수를 확보할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할 것이라는 가설을 한정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3 : 정권의 변화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행태를 전환시킬 것이

다.

회귀분석 결과,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상호작용항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이 정권의 변화에 의한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ln(지출비용)의 회귀계수 값은 –0.087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값은 0.196으로 나타났다. 회귀계

수의 값은 정권=0, 즉 박근혜 정부일 때는 지출비용과 특별교부세 간의

관계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

면 –0.0873 + 0.196 = 0.1087 양의 값을 나타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지출비용과 특별교부세 간의 관계가 탄력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투입비용 대비 산출이

더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의 시사점

국회의원을 대리인, 유권자를 주인으로 본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국회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하거나, 주인의 투입물에 대한 대리인

이 산출물에 대해 국회의원 개인의 특성 혹은 정치적 특성 외에도 지역

구에 있는 주민들이 투입한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일정 이상의 산출

물을 생산해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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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정치적 특성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4역 여부, 여당 소속 여

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소속 정당 일치여부, 선거에서의 득표 차이, 지

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은 모두 정치적 특성이었다. 이는 공공선택

론과 주인-대리인의 관점에서도 특히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의 승

리를 위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시혜적 특성에 좀 더 초점이 맞

추어진 연구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투입하는 비용

에 대한 산출물이라는 관점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잘 다루어지지 않았었

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모두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 동일하게 비용이 투입된다 하더라

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더

많은 산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유권자간의 주인-대리인의 관계에 있어 국

회의원의 산출물인 특별교부세 배분액은 유권자의 투입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본적인 특성 이외에도 더 많은 산출물

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들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부, 국회의원의 선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별교부세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인데, 전통적인 예산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교부세의 배분 결정은 예산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예산결산위원

회가 아닌 특별교부세 배분의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행정안전위원회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속되

는 것은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이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향후 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을 평가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도움이 될 수도 있

다는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다선

의원이 초선 의원에 비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자신의 지역구에 가져다

주는 행태를 확인함으로써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수록 지역구 주민

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 혹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더 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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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정권의 변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의 변

화인데 기존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탄력적인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응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로 접어들며 탄력적인 특별교부세

배분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행태의 변화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20대 국회 개원 초기

에서부터 20대 국회의 중반기까지이고, 대통령 선거 주기와 관하여는 박

근혜 정권 말기 1년과 문재인 정권 초기 1년에 대한 비교이기에 이 결과

에 대해 단순히 정권 변화에 따른 정권별 특색이 반영된 특별교부세 배

분 행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혹은 국회의원의 임기 초년에 발생한 선거

직후와 2년차 간의 국회의원의 행태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늘리고 국회의원과 정권의 연차별 특성

을 파악하는 변수를 활용한다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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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 연구의 의의

매 선거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해당 임기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는지,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얼마

나 화답했는지이다. 국회의원과 유권자간의 관계는 주인-대리인의 관계

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

고 유권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 지역구

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주인

의 요구에 대해 대리인이 응답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이런 관점에서 주인의 요구에 대리인이 응답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인의 요구를 민원의 제기 정도, 국회의원

간담회의 참여 정도, 선거 참여 정도로 바라본 것이 아닌, 참여 외에 해

당 지역구 주민들이 세금의 형태로 모두 일정량 부담을 지니는 국회의원

에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바라보아 국회의원의 투입 대비 산출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국회의원들은 한정적인 조건 하에서 효율성을 지니

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투입 대

비 산출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투입 대비 산출의 관점에서 바

라본다면, 그 효율성은 한정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별교부세

의 산출 과정에 있어 이전까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투입비용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하여 투입

대비 산출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까

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공식적 자

료를 활용한 것이 아닌 보통교부세 운영사항에서 다른 교부세들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을 활용하여 특별교부세의 추정치를 활용한 실증분석들이

었다면,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별교부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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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국회의원들

의 성과에 대해 매 선거 주기별로 반복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나

국회의원들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투

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지역구 의원에 한정적이기는 하나 투입되는 것

에 비해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교부세

는 정식 예산과정이 아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여부 보다 행정안

전위원회의 소속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처럼 예산과정 밖에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

원회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별교부세의 정치성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재선 혹은 국회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에 더 많은 도움이되는

지 향후 연구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과정이라고 하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모든 것이 종속된다고 바라

보지 않고 어떤 상임위원회가 어떤 예산과정에 참여하는지 더 확실하게

파악한다면 국회의원과 유권자 간의 관계에 있어 유권자가 주인으로써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대리인을 선출할 때 어떤 상임위원회

로 가는 것이 유용한지 판단하는 근거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의 형태로

본인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는 연구 결과였다. 책임성을 진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니지만, 본 연구

에서의 책임성을 투입량에 비해 더 많은 산출량을 생성해낸다고 정의한

다면, 본 연구결과에서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과 국회의원이 배분한

특별교부세 발행액간의 탄력성 관계가 탄력적으로 나타났기에, 책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지역구 유권

자에 대해 막연히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자의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구

유권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

본 연구에서의 탄력성 역시 음의 값을 나타내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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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세 가지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분석 기간이 전체 임기를 분석하지 않은 일부라는 한계를 갖

는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제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7개월 정도의 분석 기간을 갖는다. 그렇

기에 국회의원의 4년의 임기동안 발생하는 각종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력이 부족하다. 특히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2년차에 접어드는 기간

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에, 선거가 치뤄지기 직전 발생하는 선심성 예

산등에 대해 분석할 수 없었다.

둘째, 정권 말과 정권 초기의 비교로 정권 전체를 대표하는 특성을

보여줄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기간은 박근혜 정부 말기 1년

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정도가 분석기간에 포함된다. 이는

각 정권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분석 시점이 각 정권의

끝과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특히 2016년 말부터 2017년까

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놓인 상황부터 탄핵을 당하기까

지 여러 정치적 변수가 존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이 탄핵 정권

이후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정치적 변수가 추가적

으로 발생하여 이런 행태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특별교부세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외에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연구가 연결되지 않은 아쉬움을 갖는다. 21대 국

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여부와 득표율까지 통제변수로 활용할 수 있었다

면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발행하는 것이 포크배럴링의 관점에서 실행

되는 선심성예산의 집행의 일환인지, 혹은 국회의원이 정말로 자신의 지

역구에 필요하다고 느껴 집행한 예산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

할 수 없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하지 못했지만 국회의

원이 지역구 주민들에 대하여 투입 대비 산출을 탄력적으로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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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한계는 현재 존재하는 자료의 시간적 한계로 인해 발생

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발행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보고는 다음

해 3월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해 동안 발행된 교부세 운영사항에 대해 확

인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선거 결과와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정보

역시 선거가 끝난 후 수일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보전액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면 확보할 수 있다. 추후 더 많은 자료가

생성되고 축적된다면 더 좋은 양질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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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hare tax is a kind of tax which cannot be seized by the

finance of normal share tax, and its portion toward the whole

national tax is small, only 0.3percent. However drawing special tax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s control is wayward and political. And

the scale of special share tax has been increased about 10percent

annually, so there is an need of research on the usage and

distribution of special share tax. The relation between District

Congressmen and voters can be seen as the relation of principal and

agent. Voters, as principals, burden expenditures for the agents’

activities, and the District Congressmen, as agents, endeavor for the

principals’ profit maximization. In this sense, special share tax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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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n as the result of voters’ expenditure.

So, in this essay, special share tax is the out of the District

Congressmen, and expenditure of each districts is the input toward

the District congressmen by voters. In this sense, it will check the

efficiency of input and output relation. And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re was the change of president, so it will check the change

of behavior of issuing special share tax by the change of president.

The research method 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change of government makes the behavioral change of

issuing special share tax. Moreover, conventionally, in the budgeting

process there was a huge pow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However, there was no pow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toward the special share tax. But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meaningful explan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spite of th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s, District Congressmen produced much more outputs than

its input by voters. Special share tax was most directly related to the

voters’ districts, but it was treated as subordinated because of its

financial scale. However the analysis made meaningful findings, and

the expansions of research based on these findings will make

evaluations toward congressmen’s output and efficiency.

keywords : National Assembly, District Congressman, Special

Share Tax, Public Choice Theory, Principal-agent Problem,

Inpu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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