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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16pt)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

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

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

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

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

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

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

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

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

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

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

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

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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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

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

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

해 드러난다.

주요어 : 국회예산심의, 국회예산확정, 국가재정, 사회간접자본, 국가

지원지방도,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국회의원선거

학 번 : 2018-2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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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헌법은 “국회는 국

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명시한다(대

한민국헌법 제10호). 또한 헌법 제54조 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국가의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을 정의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1)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본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 치 국가 예산이

결정된다. 2020 회계연도의 경우 512조 원이 넘는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중요한 일이기에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달

성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

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 각 가정에 배달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1)에 주로 소개되는 ‘국비 확보’가 있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를 강조하는데 이는 지역구민 즉 유권자들이 생

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

1) “‘쪽지예산’ 뽐내더니, 874억 한 푼도 못써”,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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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줌

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들을 강하게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

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들을 비교한다. 특히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

산 증액의 변화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국회확정예산 증가율, 즉 정부

제출안에서 국회확정안의 차이를 구해 이를 정부제출안으로 나눈 값을

이용한다. SOC 사업 중에서도 회계연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

지원지방도 예산을 추려 해당 지역의 국가지방지원도 사업에 포함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출마 여부를 파악해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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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목표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18대, 19대,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차기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

에 불출마한 의원을 분류한다. 특히 차기 선거가 있는 직전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예산안이 국

회로 넘어가 심의되기 시작하는 10월 전에 불출마를 결정해야 그의 정치

적 목표가 차기 선거 당선이 아님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

류하기 위해 불출마 발표 시의 기사, 의원들의 SNS와 함께 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의 역대 선거 후보자 명부를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18대 국회의원에서 20대 국회의원 임기에 해

당하는 회계연도 2009년에서 2020년 예산안을 이용하고자 한다. SOC 사

업이 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소관의 예산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을 이용하고자 한다. 각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포함되는 지역구 국회의

원이 차기 선거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를 살펴본 후 출마와 불출

마하는 국회의원 간의 예산 확정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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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예산안 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

1. 예산안 심의과정

예산이란 일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을 뜻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권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

히 통제하여 그 효율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대한민국 국회).2)

대한민국 헌법 제57조에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과 확정에 대한 권한을 설

정하고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편성과 확정된 예산의 집

행에 관한 권한은 정부에 부여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권한과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적부를 점검하는 결산심사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부여

하고 있다”(김춘순 이동규, 2014). 즉 예산안에 대한 제출권은 정부에 있

지만 이를 심의하고 삭감 등의 과정을 통해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예산안의 심의·확정 과

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2) 대한민국 국회, 2020.11.20.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work/asswork0102.j

sp

절차 세부 과정

제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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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은 정부만이

할 수 있음

회부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

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

정연설을 청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검

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로 심

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예산

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내용을 존

중하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싼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

친 예산안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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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

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찬반토

론→의결(표결)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정부 이송 및 공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

어 대통령이 공고

법률과는 달리 예산의 공고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님

출처: 대한민국 국회

표 1 예산안 심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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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공공선택론

국가나 지방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주로 공공선택론에

의해 설명되어왔다. 공공선택론이란 “투표자의 행태, 정당 정치, 관료제

등 정치학과 행정학의 관심 분야를 경제학으로” 접근하는 이론이다(박재

용, 2019). 공공선택론은 ‘의회중심모형(congressional-dominance model)’

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의회중심모형은 의회의 최종 예산 배정권, 입법

권, 감사권과 청문회 등의 효과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는 의

원의 소속 위원회와 해당 지역구에 배정된 예산 간 유의미한 관계를 밝

혀낸 논문들에 의해 제시되었다(최연태·김상헌, 2008). 특히 김동건과 이

동헌은 의회의 역할 중에서도 예산, 즉 재정에 관한 결정이 정치 관계를

통한 정치 과정으로 인해 이루어지기에 재정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설명한다(박재용, 2019).

공공선택론은 주로 3가지의 전제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현상

의 모든 분석을 ‘개인(individual)’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선

택과 의사결정의 주체는 오직 개인으로서 개인만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전제한다. 둘째는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애를 가지고, 자신이 사익을 추

구하는(self-interested) 합리적인 (rational) ‘경제 인간(homo economic

s)3)이다. 인간에게 행위를 위한 가장 큰 동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rational maximizer)하는 것이며, 최대한 자

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선택론은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를 전제한다. 즉, 정치 과정 또

한 시장과 같이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기본적으로 교

3) 뷰캐넌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구체적인 목적
으로 달성하려는 의지를 가진 ‘목적 합리적’인 인간이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
을 극대화하려 하는 인간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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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행위의 특수한 행태로 보는 것이다 (Buchanan & Tullock, 1962).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은 정치라는 재화

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며, 국회의원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수

요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정치라는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승리하

기 위해 노력하는데 즉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들에게 가장 큰 목적이 된

다. “비록 정치인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얻

고 이를 유지할 경우에만 이를 실천할 수 있다”(박재용, 2019).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설명에서 보면 현 정부와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집권하

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해 공공지출과 예산을 이용해 유권

자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할수록 유권자들의 선호를 만족시

키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박재용, 2019).

정당이나 후보가 유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화는 정책재와 특수재

로 나뉜다. 정책재(programmatic goods)는 정당 이념 및 비전과 직결된

재화로서 복지확대나 감세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특수재

(particularistic goods)는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재화로

서 지역시설이나 도로건설 즉 사회간접자본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이 부동층의 선호이며, 부동층은 정책재보다는 특수재의 혜택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러한 반응에 기초해 투표 선호를 결정할 가

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차기 선거에서 집권을 원하는 정당이나 후

보자는 위험을 감수하고(risk-acceptant) 부동층을 유혹할 수 있는 자원

을 배분하게 된다(Linbeck & Weibull, 1987, Dixit & Londregan, 1996,

허석재·권혁용, 2009).

공공선택론을 담고 있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

해 살펴보면 정치인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본인의 목표인 선거에서의 당

선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직에서의 본인의

정치력과 이해관계를 활용해 해당 지역구의 사업권 관련 예산을 증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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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표에 따른 선심성 예산을 의

결할 확률도 높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 즉 지역구 주민들의 정치적 선호

를 만족시킬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예산 배분의 정치적 요인

예산 배분의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Fiorina & Noll(1978),

Arnold(1979) 등이 있다. Fiorina & Noll(1978)은 지역 경제 프로그램 관

련 입법이나 시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직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의 관료

집단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특히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가

이러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설명한다.

Arnold(1979)는 “지역구 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이 상호의존적 교환관계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상하수도 사업이나 기타공공지출

사업의 대상 지역 선정” 등을 통해 밝힌다(최연태·김상헌, 2008). 이에

따르면 관료는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을 활용해 해당 지역구

의원의 차기 선거 당선을 도와주고, 의원은 이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해

당 부처의 예산안 등의 지원해주는 관계가 형성되며 상호 협력적 정치거

래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 이후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김

상헌·배병돌(2002)은 특별교부세의 결정에 대한 요인을 실증 분석했는데,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당4역 여부, 소속 상임위원회”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박재용, 2019). 또한 공공선택론적 의회

중심 모형과 지대추구이론 등에 따라 의원들은 재선하기에 집중하며, 이

를 위해서 선거구민과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들에게 유리한 예산을 제공

해 주고 있다고 본다.

허석재·권혁용(2009)은 “17대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를 바탕으로

자원 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하였다”(허석재·권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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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분석 결과 여당은 선수와 득표율에서 무의미하였지만 야당은 의

원 선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 소속 여

부가 특별교부금 배분에 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구자는 상임위 심의

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moralhazard) 현상”이 존재함을 밝혔다(박재용,

2019).

유보람·조정래(2014)는 특별교부금 배분을 지자체장이 가지는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특징은 지자체장의 “정치인 출신 여부, 당선 횟수,

소속정당 등과 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특별교부

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고자 했다(박재용, 2019).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 횟수, 정치인 출신, 학력, 행정자치부의 관료

출신 여부, 집권 여당의 소속 여부가 특별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허원제·김영신(2017)은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경제적 요

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의

여·야당 소속 여부와 재선 여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김애진(2018)은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대통령의 정치적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정해

노무현 정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배분된 특별교부세 자료를 통해 대통

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혔다.

분석 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중에서도 정치적 기반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변수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은 재정

자립도는 음의 영향, 예산대비 채무비율·인구수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전 정부마다 대통령의 출신지 또는 지지기반

이 단단한 지역에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어 온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자

면, 예산 배분에서의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독

자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히,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결과 행자부나 예결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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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임위 소속 여부,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 당선 횟수, 여당·야당 소속

여부 등에 따라 예산 배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의 크기가 차이를 보

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산 배분의 정

치적 요인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구 SOC 사업 예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사회간접자본(SOC)

사회간접자본(SOC)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은 아니

지만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뜻한다. 구체적

으로 철도·항만·도로·항공·전력 등의 공공시설을 뜻한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기에 사회적 자본으로 하고, 기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수요 되기 때문에 간접자본이라고 한다.” (박승준·배

정민, 2018).

IMF, World Bank, ADB 등의 국제기구들은 SOC의 확대가 경제성장

을 유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주장하며 SOC의 유지와 확

충을 통해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

한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한국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IMF

의 이코노미스트 Andrew Warner는 2014년 발표한 논문(Public Invest

as anEngine of Growth)에서 SOC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유의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사업 초기인 단기간에 그칠 뿐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배정민·박승준 2020).

사회간접자본과 이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국외논문을 살펴보면,

Ferejohn은 연방 예산을 사용해 각 지역에서 건조된 다리와 항구와 같은

SOC 사업에 대해 포크배럴식 예산 배분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리 및

항구의 건조에 사용된 연방 예산 분배를 결정한 정치적 과정과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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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지역사업 지출을 가져왔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다. 또한, Shepsle and Weingast의 연구는 예산 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다수 국회의원이 모든 지역 포크배럴식 예산 배분안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만들고 국가재정

에 또한 부담되는 점을 밝혔다. Costa-I-Font et al의 연구는 공공투자

명목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역 예산 배분이 지방선거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특히 중앙 집권당과 공공투자에 대한 지역 배분 사이

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당의 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 지출의 비능률을 설명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병근 정진현(2002),

류덕현(2005), 나경연 박철한(2018)등이 있다. 문병근 정진현(2002)은

1970년도에서 2000년 사이의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 형성 간의 장기

적인 균형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류덕현(2005)은 생산함수접근법을 통해 공공자

본이 가지는 성장 제고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자본 스톡을 민간과 정

부 부문으로 구분한 후, 총요소생산성 구성식에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포

함한 모형을 통해 공공자본의 생산 제고 효과에 대해 밝혀내었다.”(배정

민 박승준, 2020). 나경연 박철한(2018)은 SOC 투자가 지역경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위해 SOC 예산의 삭감이 지역경제에 어떠

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분석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간접자

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각 연구가 채택

한 모형, 가정, 자료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사회

간접자본 재정 지출의 효과를 다루며 지역 혹은 국가 성장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증연구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간접

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표 즉 다음 선거 당선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SOC 예산 배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또한 선거철이 다가오는 해일

수록 그렇지 않은 해에 비해 지역 SOC 예산 증가율이 더 크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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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밝히고자 한다.

4. 현직의 불출마

현직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에 그들의 불출마나 정계 은퇴는 연구자들로부터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왔다. 현직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연구한 국외논문을 살펴보

면 Brace(1985), Groseclose and Krehbiel(1994). Hall and Van

Houweling(1995), Hibbing(1982). Jacobson and Domick(1994), Kiewiet

and Zeng(1993), Theriault(199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불

출마 원인을 개인적인 원인과 합리적 선택으로 나누는데 개인적인 원인

은 “현직 의원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공직수행의 스트레스를 비롯해 의

회 내 정치적 지위, 연금이나 정치자금 등의 재정적 요인, 그리고 스캔들

등을” 말한다 (황아란, 2014). 불출마를 합리적 선택으로 보는 관점은 현

직 정치인의 불출마는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돈, 시간, 노력 등의 비용뿐

아니라 선거 경쟁의 취약성에 따른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비용이 공직에

부여된 목표나 정치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재선 도전의 기대 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황아란, 2014).

선거 경쟁의 취약성은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 경합의 결과뿐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느끼는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Kingdon과 Mann에 따르면 재선을 도전하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의 심리

적 비용이 수반됨을 말하며 현직의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선거 경쟁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환

경의 단기적인 요인들도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Campbell(1993),

Cover(1986), 그리고 Tufte(1975)의 연구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나 국가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집권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선거

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연구인

Wolak(2007)의 논문은 “현직의 전략적 불출마 결정에는 의회 내 지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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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와 국가경제

평가, 의회지지도 등 단기적인 선거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황아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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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 그리

고 확정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경우는 많다. 하지만 이들

이 정치적 목표를 가졌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도가 예산배분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

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국

회의원의 경우 다음 선거 당선이라는 목표를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치적 목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가정하고 이를 비교해 지역구 예산

배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지역 경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사업 그 중에서도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을 중

점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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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설정 및 분석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의 설정

공공선택론과 예산 배분에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정치적 목표를 가진 의사결정자들이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본

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치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

년마다 지역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

안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에 유리한 사업 예산 증가에

힘을 써 통과시키고 이를 의정보고서 등에 소개하며 본인의 정치력과 실

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달리 국회에서의 심의과정 중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끼워 넣기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쪽지예산’4)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지역 경

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부분에서 이러한

쪽지예산, 국회의원의 지역구 챙기기는 자주 발견된다. 다음 선거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4년 동안의 본인의 정치

적 성과물을 예산이라는 확실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증명하곤

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한 국회

의원은 다음 선거의 승리에 대한 목표 의식이 출마한 낮을 수 있으며 예

산 배분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또한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의 내용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가

지역 예산배분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이다.

4)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서로 쪽지를 건네며 로비

를 벌여 추진하는 예산”이라 정의한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쪽지’등

을 건네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칭한다. 최근에는 ‘카톡’을 통해 이뤄지기도 해

‘카톡’예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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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설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로 설정하

였다. 이는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안에서 국회확정안의 차이를 구하

고 다시 정부안으로 나눈 것이다. 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안이 지역구별로 구분된 것이 아니기에 지

역이 더욱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분야를 분류해 샘플로

취합한 다음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SOC 분야 예산 집행

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열린재정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다. 18대 국회의원에서 20대 국

회의원 임기에 해당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산안을 연구 범위

로 설정하였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이 가지는 SOC 사업이 가지는 특성상 국가지

원지방도 사업 또한 다양한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는 2009년에서 2020년 예산안 중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진행되는 각 지

역구를 검토했을 때, 한 사업당 한 명 혹은 두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증가액을 사업에 해당

하는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전액을 이득으로 볼 것인지, 지역 수로 따로

나눠 전 지역에 분할된 금액을 혜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

다. 본 연구는 한 사업에 두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경우 두

명에게 전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도로의

경우 지역의 구분 없이 도로가 지어진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 동일하게

  국가지원지방도 국회승인예산 증가율=(국회 확정안-정부안)/정부안
표 2 종속변수의 정의



18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기에 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두

명의 국회의원에게 비슷한 영향력과 성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 포함되는 종속변수는

각 사업별 예산의 국회확정안 증가율이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이다. 여기서 말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한정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임 중인 지역구의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하

는 것을 ‘불출마’로 정의하며 이는 언론기사, 국회의원 SNS, 그리고 선거

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자료를 이용해 분류하였다. 지역구 의원의 출

마 여부를 보는 것이기에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하였다. 범위는 18대 국

회의원 (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 19대 국회의원(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그리고 20대 국회의원(2016년 5월 30일∼2020

년 5월 29일) 중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한정한다. 그리고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보

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도 포함한다.

회기 지역구 의원 수 해당 예산안

18대 국회

(2008.5.30. ∼ 2012.5.29)
245

2009
2010
2011
2012

19대 국회

(2012.5.30. ∼ 2016.5.29)
246

2013
2014
2015
2016

20대 국회

(2016.5.30. ∼ 2020.5.29)
253

2017
2018
2019
2020

표 3 독립변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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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독립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에 따른 지역 예산배분과정

에서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 외에도 불출마하는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예산안이 국회

로 넘겨져 심의와 확정이 이뤄진 후에 불출마 선언 혹은 결정을 하게 된

다면 해당 국회의원의 예산배분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기 총선 출마여부와 함

께 불출마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

의 10월 전에 불출마하는 지 확인해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시기의

변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예산의 심의과정에서의 증가율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 시기의 분류를 아래와 같

이 네 가지로 나눴다.

독립변수 분류 설명

출마 여부

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출마 여부의 유형

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지자체 선거로 인한

불출마

총선 후 2년 뒤 있는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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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거, 즉 정치의 영역에 관한 연구이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준이

기에 독립변수 외에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예산심의·확정 과정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임기연차(1∼4년차). 소속정당(여·야), 그리

고 지역구 규모(군·시)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국회의원 임기 연차는 예

산안 심의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로 분류한다. 소

속정당은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회기 중 집권 정부를 파악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여야 소속 여부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규모는 행정

동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기준으로 군과 시로 분류한다.

출마하기 위해 불출마

하는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불출마 시기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

-

임기중 마지막 예산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후
총선 직전

(낙천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지자체 선거 출마로

인한 불출마

표 4 독립변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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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독립변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여부
- 차기 총선 동일 지역구
출마
- 차기 총선 동일 지역구
불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여부
의 유형
- 차기 총선 동일 지역구
출마
- 차기 총선 동일 지역구
불출마
- 지자체 선거로 인한 불출마
- 의원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

지역구 의원의 불출마 시기
-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
가 있는 해의 10월 전
-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
가 있는 해의 10월 후
- 총선 직전 (낙천 등의 정치
적 상황으로 인한）
- 지자체 선거 출마로 인한
불출마

종속변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
- {(국회확정안-정부안)/정
부안}

통제변수

- 국회의원의 임기연차
- 국회의원의 소속정당
- 지역구 규모

표 5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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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위의 표 5와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

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지역구 SOC 예산심의 과정에서 에산

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차기 총선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분하기 위해 차기 총

선 출마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며, 불출마한 의원이 예산안 심의과정

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출마 시기 또한 독립변수

로 취한다. 지역구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도로, 건설, 항만 등 지역 경제와 연관된 SOC 사업 예산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했으며, 특히 국가지원지방도의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위 연구 모형을 통해 검증할 가설은 아래와 같

다.

가설 1-1.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

의 영향을 미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불출마를 결정했다면

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보다 차기 총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가 줄어들 것

으로 예상이 되기에 지역구 주민들에게 예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

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적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산 의 중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배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행사하려는 시도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

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의원 중에서도 동일

지역구에서 정치적 목표나 의도를 가진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 회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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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로 출마할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

서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회기 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존 지역구가 포함된 시장 혹은 도지사 선거

에 출마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안 증액에 영향

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가설1-2를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달라진다. 정

부가 회계연도 기준 120일 전까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매년 9월 중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넘겨진다. 그 시점부터 국회의 예

산안 심의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예산안 심의가 시

작되는 10월 전에 후년에 있을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선언 혹은 결

정하지 않는다면 그 정치적 목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전 즉 10월 전에 불출마 선언 혹은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지역

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배분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설 2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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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패키지 STATA 14.0을 사용해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

석을 실시해 연구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제시할 것이며, 이와 함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 가설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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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 통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각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 통계량을 먼저 분석하

였다. 표 6, 표 7, 표 8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

수에 대한 기술 통계이다.

1.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2009년부터 2020년 예산안 중 국가지

원지방도 사업의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이다. 지방도 건설 사업을 담당하

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예산을 분류

해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을 구했다.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은 정부가 제출

하는 정부안과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국회확정안의 차이를 구해 이를 정

부안으로 나눈 값이다. 종속변수의 특성은 표 8과 같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N

국회확정

예산증가율
-0.261 6 0.105 0.356 7.292 91.218 953

표 6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2009년부터 2020년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개수는 총 953개이

다. 이 사업의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의 평균은 0.105이고, 표준편차는

0.356이다. 왜도는 7.292이며 0보다 큰 양수이므로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

를 하고 있다. 첨도는 91.218이다. 이는 뾰족한 모양의 분포를 보임을 뜻

하는데 이는 국회확정 예산증가율이 0인 값이 78.83%로 쏠려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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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정부안과 국회확정안이 같은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2.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1) 출마여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첫 번째 독립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 여

부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일한 지역구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지 여부를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

가지원지방도 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구에 한정한다. 즉,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별로 해당 국회의원의 출마여부를 검토한 것이기에 다른 사업이지만

같은 지역구 의원이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다.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의원, 20대 국회의원 중 차기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지를 언론

기사, 의원 SNS,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 후보자명부를

통해 검토한 뒤 변수를 지정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의 특성은 표 9과

같다.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비율(%) 총계

출마 242 270 226 65.14 738

불출마 156 135 104 34.86 395

N 398 405 330 100 1,133

표 7 독립변수(출마여부)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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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히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면 18대 국회의원 중

2012년 4월 11일에 치러진 차기 총선인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동일한 지

역구로 출마한 국회의원은 242명이고 불출마한 국회의원은 156명이다.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불출마한 경우, 낙천 혹

은 경선 탈락 등으로 불출마한 경우, 18대 총선 후 2년 뒤에 있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그리고 마

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등의 이유로 불출마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원 중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차기 총선인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207명이고

불출마한 의원은 104명이다. 20대 국회의원 중 2020년 4월 15일에 치러

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의원은 226명이고 불출마한 의원은 104

명이다. 총계의 비율을 살펴보면 18대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중 차기 총선에 동일한 지역구로 출마한 의원의 비율은

65.14%이고, 불출마한 의원은 전체비율에서 34.86%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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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마여부의 유형별 분류

첫 번째 독립변수인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여부를 더 자세히 유형별로

분류해 변수로 설정하였다. 출마여부의 변수가 단순하게 출마와 불출마

로만 구분을 했다면 두 번째 출마여부의 유형별 분류는 출마, 불출마와

함께 총선 2년 뒤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로의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로 인

한 불출마 등 총 4개의 분류로 나눠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변수와

마찬가지로 언론기사, 의원 SNS,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

거 후보자명부를 통해 검토한 뒤 변수 지정을 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

의 특성은 아래 표 10과 같다.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비율(%) 총계

출마 242 270 226 65.14 738

불출마 136 88 83 27.10 307

지자체선거 12 20 2 3 34

의원직상실 8 27 19 4.76 54

N 398 405 330 100 1,133

표 8 독립변수(출마여부의 유형별 분류)의 기술통계



29

3) 불출마 시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이다. 제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에 따른 예산심의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기 총선에서의 출마 여부와 함께 불출마 의원들의 불출마 결정 혹은

선언의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임기 중 마지막 예산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했는지에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의 여

부를 파악해 예산심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독립변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결정 시

기이며 첫 번째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언론기사와 의원 SNS 등을 통

해 검토한 뒤 변수를 지정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의 특성은 표 9와 같

다.

명목변수로서 독립변수를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해 각각의 효과를 보고

자 했다. 자세히 기술통계를 분석하면 그 구분은 임기 중 마지막 예산심

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한 경우, 같은 해 10월 후 불출마한 경

구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비율(%) 총계

전

지자체

선거
12 20 2 10.23 35

10월

전
16 8 11 4.68 16

후

10월

후
7 4 5 75.15 257

총선

직전
113 77 67 9.94 34

N 148 109 85 100 342

표 9 독립변수(불출마시기)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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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총선 직전 불출마한 경우, 그리고 지자체 선거 출마로 인해 불출마한

경우로 나뉜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결측

치 처리해 표본에서 제외한다.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국가지원지방도 사

업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 중 10월 불출마한 경우는 16명, 11월과 12월

중 불출마한 경우 7명, 19대 차기 총선 직전 불출마를 한 경우 113명, 그

리고 2년 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사퇴

등으로 인한 불출마는 총 12명이다. 19대 국회를 살펴보면 임기 중 마지

막 예산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한 경우는 8명, 같은 해 11월

과 12월 중 불출마한 경우 4명, 20대 차기 총선 직전 불출마한 경우 77

명,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불출마한 경우

가 총 20명이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는 10월 전 불출마 10명, 11월

과 12월 중 불출마한 경우 5명, 21대 차기 총선 직전 불출마한 경우 67

명, 그리고 제10회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불출마

한 경우가 총 2명이다. 결론적으로 총 표본에서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기

중 마지막 해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 불출마 결정을 한 경우

는 10.23%, 11월과 12월 중 불출마 결정한 경우가 4.68%, 낙천 혹은 경

선 탈락 등의 이유로 차기 총선 직전 불출마를 결정한 경우가 75.15%,

그리고 지자체 선거로 인해 사퇴로 인한 불출마가 9.94%를 차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임기 중 마지막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 10월 전에 불출마 결정을 한 의원의 표본을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했

다. 하지만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는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한 의원이 적

었고, 더 나아가 이들이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

우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적었기에 이 점은

표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 전 불출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

수적이기에 적은 표본이지만 이를 통해 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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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국회의원 임기 연차(1∼4년 차). 소속정당(여·

야), 그리고 지역구 규모(군·시)를 포함한다. 이들 모두 명목변수로 분석

식에 포함했다. 통제변수의 특성은 아래 표 12과 같다.

통제변수인 임기 연차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가 1로 설정했다. 특히 임기 연차의 경우 1년 차와 2년

차의 임기는 선거가 있고 난 뒤 1∼2년 후로 임기 초기로 보며 다음 국

회의원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다. 임기 연차 3년 차와 4년 차의 경

우 임기 후기로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의 거리가 최대 2년 그리고 최소

4개월 남은 시기로 다음 총선과의 시간적 거리가 가깝다. 소속정당은 여

당과 야당으로 분류했으며, 야당이 0 그리고 여당을 1로 설정했다. 각 정

당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으로만 구분한 이유는 해당 연도

의 대통령과의 정당 관계가 각 국회의원의 정당 소속에 따라 어떤 차이

를 보기 위해서 이처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규모는 행정동 분

류 기준을 참고해 자치구를 포함한 시를 0 그리고 군을 1로 설정했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N

임기 연차 1 4 2.445 1.122 1,138

소속 정당 0 1 0.477 0.500 1,134

지역구 규모 0 1 0.621 0.485 1,134

표 10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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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임기 연차에 따른

빈도수는 1년 차가 304, 2년 차가 295, 3년 차가 268, 4년 차가 271개이

다. 임기 연차에 따른 백분율은 1년 차가 26.71%, 2년 차가 25.92%. 3년

차가 23.55%, 4년 차가 23.81%이다. 임기 연차 중 1년 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년 차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속 정당은

야당이 539개, 여당이 541개이며, 백분율은 야당이 52.29%, 여당이

47.71%로 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

다. 지역구 규모는 ‘시’가 430개, ‘군’이 704개로 시보다는 군이 현저히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분율 또한 ‘시’가 37.92%이고 ‘군’이 62.08

로 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4. 통제변수에 대한 t-test

본 연구의 통제변수 중 2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변수인 소속정당, 그

리고 지역구 규모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진행하였

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른 t-test의 결과는 아래와 같

다.

구분 빈도수 백분율(%)
누적배분율

(%)
합계

임기 연차

1 304 26.71 26.71

1138
2 295 25.92 52.64

3 268 23.55 76.19

4 271 23.81 100

소속 정당
0 539 52.29 52.29

1134
1 541 47.71 100

지역구 규모
0 430 37.92 37.92

1134
1 704 62.08 100

표 11 통제변수의 세부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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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 증가율의 평

균은 0.833(SD=0.2672)로 나타났고,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의 예산증가율

의 평균은 0.1297(SD=0.4319)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

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했고, t=-2.0001(p<0.05)로 나

타나 소속정당에 따른 예산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당 소속 의원은 야당 소속 의원보다 예산 증가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지역구 의원의 해당 지역구 규모에 따른 t-test의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지역구 의원의 해당 지역이 시일 경우 예산 증가율의 평균은

0.0731(SD=0.2723)로 나타났고, 지역구 의원의 해당 지역이 군일 경우 예

산 증가율의 평균은 0.1256(SD=0.3989)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이

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했고,

t=-2.1956(p<0.05)로 나타나 지역구 규모에 따른 예산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지역구가 군인 경우 시인 경우보다 예산 증

가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야당 (n=488) 여당 (n=461)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산증가율 .0833 .2672 .1297 .4319 -2.0001*

표 12 통제변수(소속 정당) t-test 결과

구분
시 (n=357) 군 (n=592)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예산 증가율 .0731 .2723 .1256 .3989 -2.1956*

* P<0.05

표 13 통제변수(지역구 규모) t-test 결과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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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귀 분석

1.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

도 사업의 예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

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표 14은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이다. 독립변수를 출마와 불출마로 나뉜 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유의성이 나온 모형을 토대로 아래의 표를 완성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가 10을 넘는지 확인한 결과,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를 자세히 분석하자

면 예산증가율에 따른 출마 여부의 계수는 0.050으로 p<0.05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출마를 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증가율에 양의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1인 지역구 국회의

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

율에 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지 못한다. 지역구 규모의 경

우 시보다는 군을 지역구로 삼은 국회의원의 경우 그 예산증가율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설 1-1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출마를 하는 경우

와 지역구가 ‘군’일 경우 예산증가율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

적으로 생각되는 바와 다르게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

원이 해당 지역구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

정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출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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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구 의원을 불출마 유형에 따라 분류해 회귀분석을 다시 시행했

다. 출마, 불출마와 함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로 인한 불출

마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로 나눠 변

수를 설정해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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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1)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출마여부
(ref.=출마)

.0362

(1.49)

.0339

(1.40)

.0410

(1.68)

.0455

(1.85)

.0428

(1.74)

.0388

(1.59)

.0505*

(2.06)

.0479

(1.95)

소속 정당
( ref.=야당)

.0446

(1.92)

.0393

(1.69)

.0445

(1.92)

.0390

(1.68)

임기 연차
(ref.=1년차)

-.0126

(-.39)

-.00982

(-.30)

-.0137

(-.42)

-.0112

(-.35)

임기연차
-3년차

.0595

(1.85)

.0610

(1.90)

.0598

(1.87)

.0611

(1.91)

임기연차
-4년차

.0536

(1.64)

.0550

(1.68)

.0541

(1.66)

.0553

(1.69)

지역구규모
(ref.= 시)

.0592*

(2.45)

.0551*

(2.27)

.0604*

(2.50)

.0563*

(2.32)

상수항
.0933***

(6.47)

.0724***

(4.01)

.0673**

(2.78)

.0530*

(2.43)

.0374

(1.58)

.0451

(1.68)

.0263

(.90)

0.00960

(.31)

Observation 948 948 948 948 948 948 948 948
Adj. R2 .002 .006 .010 .009 .012 .014 .017 .020

* P<0.05

표 14 출마여부(1)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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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

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

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표 15는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이다. 유의성이 나온 모형을 토대로 그 결과를 아래 표 15를 통해 볼 수

있다. 변수인 출마여부는 출마, 불출마, 지자체 선거로 인한 불출마, 그리

고 의원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로 나눠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역시나 다

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가 10을 넘는지 확인한 결과, 1을 조

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표 15를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 선거를 위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경우

(Coef.=0.199, p<0.01) 예산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2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

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에 국가지

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임

기연차를 살펴보면 3년 차에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증가율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구 규모의 경우 가설 1-1과 마찬가지로

시보다는 군을 지역구로 삼은 국회의원의 경우 그 예산증가율이 더욱 크

다는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가설 1-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불출마하는 경우, 임기 연차 3년 차인 경우,

그리고 지역구가 ‘군’일 경우 예산증가율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출마와 불출마 여부를 나눈 변수를 통해 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는 알 수 없었던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이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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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2)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출마여부
(ref.=출마)

.0284
(1.08)

.0251
(.96)

.0288
(1.10)

.0376
(1.42)

.0340
(1.28)

.0254
(.97)

.0382
(1.45)

.0345
(1.30)

출마여부
-지자체선거

.161*
(2.21)

.164*
(2.25)

.196**
(2.66)

.161*
(2.21)

.164*
(2.25)

.200**
(2.71)

.196**
(2.67)

.199**
(2.72)

출마여부
-의원직상실

.0120
(.21)

.0121
(.22)

.0311
(.55)

.0242
(.43)

.0234
(.41)

.0316
(.56)

.0435
(.77)

.0430
(.76)

소속 정당
( ref.=야당)

.0462*
(1.99)

.0411
(1.76)

.0469*
(2.02)

.0416
(1.79)

임기 연차
(ref.=1년차)

-.0102
(-.32)

-.00719
(-.22)

-.0114
(-.35)

-.00858
(-.27)

임기연차
-3년차

0.0682*
(2.10)

.0704*
(2.17)

.0682*
(2.10)

.0702*
(2.17)

임기연차
-4년차

.0625
(1.89)

.0645
(1.95)

.0626
(1.90)

.0644
(1.95)

지역구규모
(ref.= 시)

.0568*
(2.35)

.0524*
(2.15)

.0577*
(2.39)

.0532*
(2.19)

상수항 .0933***
(6.48)

.0716***
(3.97)

.0622*
(2.56)

.0546*
(2.50)

.0384
(1.62)

.0385
(1.43)

.0232
(.79)

.00521
(.17)

Observation 948 948 948 948 948 948 948 948
Adj. R2 .003 .006 .009 .008 .010 .012 .014 .017

* P<0.05, ** P>0.01, *** P<0.001

표 15 출마여부(2)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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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 시기에 따라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예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표 16은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이

다. 독립변수를 출마 시기로 나눠 시행했을 때 유의성이 나온 모형을 토

대로 아래의 표를 완성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가

10을 넘는지 확인한 결과, 3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를 자세히 분석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비해 10월 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경우(Coef.=0.236, p<0.05) 예

산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가

설 2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앞

서 불출마를 결정한다면 그 후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에비해 그 지역의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유의미하게 나타낸다. 또한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일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

원지방도 예산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의미하게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

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같은 해 예산안 심의 중이거나 심의가 끝난 후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

원보다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여야 여부 또

한 예산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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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불출마시기
(ref.=10월전)

.243*
(2.05)

.236*
(1.99)

.230
(1.94)

.220
(1.85)

.215
(1.81)

.222
(1.88)

.206
(1.74)

.201
(1.70)

불출마시기
-총선직전

-.00114
(-.02)

-.0182
(-.26)

-.000766
(-.01)

-.00890
(-.13)

-.0231
(-.33)

-.0185
(-.26)

-.00858
(-.12)

-.0234
(-.34)

불출마시기
-지자체선거

-.0177
(-.26)

-.0291
(-.43)

-.0186
(-.28)

-.0358
(-.53)

-.0442
(-.66)

-.0304
(-.45)

-.0368
(-.55)

-.0457
(-.68)

불출마시기
-출마

.143
(1.48)

.135
(1.39)

.177
(1.82)

.125
(1.29)

.119
(1.23)

.170
(1.74)

.159
(1.64)

.154
(1.58)

소속 정당
( ref.=야당)

.0481*
(2.00)

.0417
(1.73)

.0497*
(2.07)

.0432
(1.79)

임기연차
(ref.=1년차)

-.000168
(-.01)

.00264
(.08)

-.00103
(-.03)

.00148
(.04)

임기연차
-3년차

.0701*
(2.11)

.0724*
(2.18)

.0704*
(2.12) .0725*

임기연차
-4년차

.0668*
(1.97)

.0693*
(2.04)

.0670*
(1.98)

.0692*
(2.05)

지역구규모
(ref.= 시)

.0646**
(2.59)

.0597*
(2.38)

.0654**
(2.63)

.0604*
(2.41)

상수항 .111
(1.69)

.0996
(1.52)

.0768
(1.13)

.0850
(1.29)

.0773
(1.17)

.0634
(.93)

.0506
(.74)

.0410
(.60)

Observation 905 905 905 905 905 905 905 905

Adj. R2 .0080 .0113 .0136 .0143 .0164 .0172 .0201 .0225
* P<0.05, ** P>0.01

표 16 불출마 시기에 대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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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1. 가설 1-1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1-1)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의 영

향을 미친다.

이 질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 승리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

지지 않았을 경우 즉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 선언 혹은 결

정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 증가율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면 된다. 3절에서 검토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출

마를 한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불출마를 결정한 지역구 국회의원 해당 지

역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의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를 통해 가설 1-1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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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1-2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1-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 질문은 가설 1-1이 단순히 출마와 불출마 여부를 나눠 변수를 설

정해 분석을 한 점에서 더 나아가 불출마의 유형을 나눠 변수 설정 후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출마와 불출마, 차기 지자체장 선거 출마로 인한

불출마, 의원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로 분류를 해서 예산증가율과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는데, 이는 단순한 불출마와 다른 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가진 불출마의 정치적 목적의 차이가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불출마를 한 지역구 의원이라도 지역구와 연

관된 차기 지자체장 선거에 후보로 나가기 위한 불출마의 경우 예산증가

율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은 검증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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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2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2)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

방도 예산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10월 전에 불출마 결정을 해야 지역구 국회의원

의 정치적 목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이 시기에 집중해 분석을 시

행하였다.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같은

해 예산안 심의 중이거나 심의가 끝난 후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보다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 후에 따라 예산증가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낙천이나 정치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총

선 직전 불출마하는 경우에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힐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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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4년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 정치적 목적, 즉 차기 총선에서의 승리라는 목표 여부에 따라 지역의

SOC 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지역구

에 이익에 따라 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 언론을 통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들의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

안을 증액하기 위해 애쓰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8, 19,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

구 출마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예산안의 국회확

정안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

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동일 지역구로 출마하는

경우와 출마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 독립변수로 설정해 예산증가율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불출마를 한 의원들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정치라는 분야가 공천과 경선 등 정치적 이유와 타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인해 불출마 이유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불출마의 분류를 자세히 나눌 필요가 있었다. 따

라서 독립변수를 출마, 불출마, 지자체장 선거 출마를 위한 불출마, 의원

직 상실로 인한 불출마로 나눠 독립변수를 설정해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출마했더라도 그 이유가 지역구가 포함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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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매년 예산안 심의가 9월 말 또는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는 점에 주목해 그 불출마 시기에 따라 예산안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

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

기를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과 후로 나눠 차

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는 해의 10월 전에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같

은 해 예산안 심의 중이거나 심의가 끝난 후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

보다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 결정 혹은 선언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이후

불출마를 결정한 의원들에 비해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안을

더 적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치인의 정치적 목표는 다양하지만, 정당의 목표가 정권획득이듯

이 정치인의 목표 또한 재선 혹은 그 이상의 당선이라 가정하고 본 연구

를 진행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나 시기를 정량

화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

서 이를 시도한 점이 유의미한 점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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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 여부를 차기 총선 출마와

불출마에 따라 분석해 이의 차이가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에 이에 대한 희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되었다. 출마와 불출마

간의 변수 개수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 힘듦

이 있었던 것이 이 연구의 한계로 생각한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의 특성으로 인해 생긴 한계이다. 국가지원지방

도의 경우 짧게는 한 읍, 면, 동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길게는 도시를

넘어가며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예산증가율 영향력을 1:1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

쉬움을 꼽힌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로서의 도로의 특성상

해당 도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해당 국회의원에게 연결되는 정

치적 혜택의 정도 정확히 파악해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들

의 영향력을 다 동일하게 설정해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나

눠 분석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구 국

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부분 공천심사를 보는 점, 경선

에 나가는 점은 이들의 정치적 목표가 다음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차기 총선 당선이라는

점에 한정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을 차기 총선 출마 이외에도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한 깊게 고찰해 본 후 더욱 흥미로운 문제를 다

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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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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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keywords : National Budget Review, National Budget

Confirmation National Finance, SOC,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National Assembly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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