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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 비교 연구:
17대~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박윤희 동국대학교
장석준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선거구와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각각 설정하고, 2005년과 2009
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인 17대 국회(2005년)와
한나라당이 집권당인 18대 국회(2009년)에서의 자원배분의 정치적 기제에 있어 상이성이 발견
되는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형 1~모형 4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던 17대 국회 2005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인 선거경쟁(득표율 차이, 집권당 정당 득표율) 변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의 선거구 변수와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특별교부세 배
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던 18대 국회
2009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와 모형 4에서는 독립변수인 집권당 승리 선거
구 여부 변수와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치이념이 다른 단점정부 아래에서 특별교부세의 자원배분
의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 변수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치적 배분 논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합리적 수요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의
해 배분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특별교부세, 자원배분의 정치, 선거, 선거구,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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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2005년 7,166억 원에서 2013년
1조 3,14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2014년부터 교부세 총액의 4%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2015년 9,87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통교부세에 비해 배분과 집행
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크고 특별교부세의 배분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의 배
분과 집행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석태(2001)는 보통교부세의 경직적인 배분방식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목
적으로 도입된 특별교부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2,200여 개의 소규모 단위 사업에 ‘웃
돈’의 형태와 지역안배의 방식으로 지원되면서 재원 간의 중복과 배분의 지역편중, 배분
을 둘러싼 과도한 지대추구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을 최초
로 제기하였다.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10
억 원가량 편법 지원되고, 2008년 초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2009년부터 특별교부세 세부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다(유보람 2012).
그동안 지역별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특별교부세의 배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
개되면서 “특별교부세는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배분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해 오고 있다(김상헌 ․ 배병돌 2002; 최연태 ․ 김상헌 2008; 허석재 ․ 권혁용
2009; 김지윤 2010; 최연태 ․ 이재완 2011; 유보람 ․ 조정래 2014).
최근 이들 실증 연구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둘러싼 자원배분의 정치적 특성이 부분적으
로 드러나고 있지만 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특성을 일반화된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특성을 접근함에 있어 분
석 단위의 문제와 정부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탐색적 차원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선거구 혹은 행정구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
로써 분석단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 경
쟁이 이뤄지는 선거구와 특별교부세가 배분되는 행정구역의 수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문
제점을 감안하여 선거구 단위와 행정구역 분석 단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배분된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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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특징을 비교한다. 대통령제도 아래에서 17대와 18대 국회는 정치 이념을 달리하
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로 운영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각 2005년과 2009년
특별교부세의 배분액을 활용하여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특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먼저 II절에서는 우리나라 특별교부세 제도의 변천과 특성을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배
분과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III절에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소개하고 이들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소개한다. IV절에서는 선거구
와 행정구역의 분석단위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판별해 낸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 및 선행연구

1. 특별교부세 제도 개요
1) 특별교부세 개념 및 종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이다. 이로써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행정자치부 2015).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
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특별교부세 재
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
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
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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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에 교부된다(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행정자치부 장관
에게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9조제2항).
2) 특별교부세 제도 변화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서는 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
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
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
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5조제3항에 따라 차액을 정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결정된 세원의 배분율을 의미하는 내국세의 19.24%는 교부
세 법정률로서 2000년 15%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기존의 지방양여금
재원 중 지방도로정비사업 재원 등 일부(2.8%)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추가 재원(0.5%)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가 신설(0.83%)되면서 2005년 19.13%로 인상
<표 1> 특별교부세 제도 변화
구분

2005년 이전

2005년~2008년

2009년~2013년

지역현안수요(30%),
시책수요(20%)
재해대책수요(50%),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수요

시책사업
재정보전
대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수요

재원

보통교부세 10/11,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특별교부세 1/11 비율

비고

법정률
(내국세 15.0%)

지역현안수요(50%),
재해대책수요(50%)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2005년 법정률, 내국세 19.13%
2006년 이후 법정률, 내국세 19.24%
분권교부세 운영; 2005년~2014년

출처: 행정자치부(2015), 최연태 ․ 이재완(2011) 재구성

2014년 이후

지역현안수요(40%)
시책수요(10%)
재난안전수요(50%)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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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율이 0.83%에서 0.11%p 인상되면서 교부세 법정률
이 19.24%가 되었다(행정자치부 2015).
2004년까지는 보통교부세 10/11, 특별교부세 1/11 비율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보통교
부세 96%, 특별교부세 4%로, 2014년부터는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로 변경되었
다(행정자치부 2015).
2005년 개정에 의해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전체 재원에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금
액의 4%로 변경되었으며, 교부대상 사업유형은 지역현안수요(50%), 재해대책수요(50%)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재해대책수요 잉여예상분은 우수단체 재정지원에 사용하도
록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개정에서는 교부대상 사업유형이 지역현안수요(30%), 시책
수요(20%), 재해대책수요(50%), 재해대책수요 잉여예상분은 우수단체 재정지원에 사용
하도록 조정되었다(최연태 ․ 이재완 2011, 194).
2014년 개정에 의해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전체 재원에서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금
액의 3%로 변경되었으며(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교부대상 사업유형은 지역현안
<표 2>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교부세 총액
(보통+특별+분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2005년

19,484,517

17,927,570

711,566

845,381

2006년

20,441,392

18,691,488

738,741

1,006,508

2007년

23,307,694

21,316,202

852,759

1,138,733

2008년

28,213,686

25,795,852

1,039,411

1,378,423

2009년

25,186,858

23,032,062

924,253

1,230,543

2010년

26,990,688

24,679,136

992,880

1,318,672

2011년

29,833,227

27,274,652

1,101,027

1,457,548

2012년

33,064,835

30,191,425

1,257,977

1,615,560

2013년

34,561,586

31,558,105

1,314,921

1,688,560

2014년

34,559,080

31,884,524

986,119

1,688,437

2015년

33,163,592

32,176,185

987,407

–

출처: 행정자치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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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40%), 시책수요(10%), 재난안전수요(50%)로 변경되었다.

2.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
특별교부세 재원규모는 2005년 7,115억 원에서 2013년 1조 3,149억 원까지 매년 증가
하였으나(2009년 예외), 2014년부터 교부세 총액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14년 9,861억 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특별교부세 재원규모는 9,874억 원으로 지역현안수요 3,950억 원
(40%), 시책수요 987억 원(10%), 재난안전수요 4,931억 원(50%)이 각각 배분되었다.

3. 특별교부세 관련 선행연구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가 기준재정수요 ․ 수입 등의 획
일적인 선정방법에 의해 발생하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특별
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
다(행정자치부 2015).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십 개의 개
별 사업에 소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나눠먹기식 예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어 왔다(김석태 2001, 289).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보통교부세와 같은 명확한 배분원
칙이 없이 중앙정부의 심사에 의한 특별교부세의 배분 과정에 여러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다는 이론적 ․ 실증적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상헌 ․ 배병돌 2002; 김지윤 2010; 유보람 ․
조정래 2014; 최연태 ․ 김상헌 2008; 최연태 ․ 이재완 2011; 허석재 ․ 권혁용 2009; 허원재 ․
김영신 2014).
특별교부세의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국내 실증연구들은 다양한 기
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연구 분석 단위를 행정구역으로 접근하느냐 혹은 선거구
로 접근하느냐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연구 분석 단위를 시 ․ 도 혹은 시 ․ 군 ․ 구 행정구역으로 접근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상헌 ․ 배병돌(2002)은 지방교부세 총액에서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보통교
부세 자료를 차감하여 특별교부세를 추정하여 국회의원 선수(seniority), 국회의원 수, 여
당 여부, 당4역 여부, 대통령 출신지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등의 정치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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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결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의 당4역 여부, 소속 상임위원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실제자료가 아닌 예측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분석 단위가 시 ․ 도 단위로 분석된 한계가 있다(허석재 ․ 권혁용 2009,
119).
최연태 ․ 김상현(2008) 연구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공개한 2005~2006년 특별교부세의 시 ․
군 ․ 구별 자료를 활용하여 당4역 변수, 최다 당선횟수, 여당의원 여부, 예결특위 소속 여
부, 지역구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부 등의 정치적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역구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부 변수가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보람(2012)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정
치적 역량, 지역의 사회 ․ 경제적 역량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단체장의 역량 중에서 단체장
의 정당 변수와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부,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지역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변수들은 정치적인 관계 형성 변수
로서 2005년과 2007년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서는 영향을 미쳤으나 2009년도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개정 전후로 교부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유보람 2012).
유보람 ․ 조정래(2014)는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여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
에서 자치단체장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안전행정부 관료 출신 단체장 변수와, 안전행정부
장 ․ 차관 출신 지역 변수 등의 자치단체의 특성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추가로 정치적 변수로서 국회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변수와 재정수요로서 낮은 재정자립도 등의 변수가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 동시에 작
동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반면, 연구 분석 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닌 선거구로 분석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허석재 ․ 권혁용(2009) 연구는 17대 국회 기간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공개된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 수요 배분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배분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는 여야 정당별 선수(seniority),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vote margin)의 정치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특
별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인구수 등의 재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집권당과 반대당 간의 상이한 자원배분 패턴과 행정자치 상임위원회 소속 의
원의 특혜적 배분 행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면서 선거구적인 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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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하나의 시나 구에 서로 다른 정당 후보들이 당선된 경우는 제외하
고 있어 분석의 편향성(bias)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김지윤
2010).
김지윤(2010) 연구는 선거에서 경쟁수준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기 분석하
기 위해서는 분석단위로 선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콕스(Cox, 2006)의 주장을 강조하면
서 중앙정부에서 각 선거구로 배분된 일인당 보조금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영향 변수로 선거구별 표준화된 득표율 차이의 선거경쟁 변수, 집권당 승
리 선거구 여부, 집권당 비선두그룹 여부, 분할 지역구 등의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
과, 정부여당이 이긴 지역구의 경우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율의 차이가 커질수록(선거경
쟁률이 낮을수록) 적은 액수의 보조금을 전달받았으며, 집권당 승리 선거구에서의 당선자
와 차점자의 득표차가 작을수록(선거경쟁률이 높을수록) 1인당 보조금이 증가한다는 점
을 제시하여 핵심지지층 가설보다는 부동층 가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김지윤
2010, 132). 이 밖에 선거구별 특별교부세 획득이 의원의 재당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박윤희 2015).
이와 같이 특별교부세의 배분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들의 분석단위의 상이성
은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가 배분되는 시 ․ 군 ․ 구 행정구역과 국회의원의 선거구 경계가
불일치하지 않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분석단위의 상이성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차이
가 초래될 여지가 있어 분석단위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변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분석 단위를 다르게 접근하여 분석해 왔다. 행정구역을
분석 단위로 한 경우에는 단체장의 변수 초점을 두고, 선거구를 분석 단위로 하는 경우에
는 국회의원선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단위의 문제로 활용
할 수 있는 변수의 제약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석단위를 일치시키는 비교연구
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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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및 측정

1. 종속변수: 특별교부세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9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특별교부세가 2005년에는 지역현안수요(50%), 재해대책수요(50%)로, 2009년에는
지역현안수요(30%), 시책수요(20%), 재해대책수요(50%)로 구성되었다. 특별교부세 유형
중에서 재해대책수요와 시책수요보다는 지역현안수요에 있어 배분의 정치성이 보다 강하
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재해대책수요와 시책수요는 “재해발생, 국가장
려사업, 우수 자치단체”처럼 교부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지역현안수요의 경우에
는 지역현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정치적 기제가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유보람 ․ 조정래 2014; 최연태 ․ 이재완 2011; 허석재 ․ 권혁용 2009).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특별교부세의 세부 내역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와 재해
대책수요도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 2005년의 경우 특별교부세 총액과 지역현
안 수요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점(상관계수 0.8319)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
속변수로 활용한다.
최근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을 분석한 유보람(2012) 연구에서 재해대책수요는 2006년
큰 폭으로 한번 증가하고, 2008년 한번 더 증가하고 2009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이는 2006년 태풍 피해와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해발
생 여부에 따라 교부금의 배분에 자율성 내지 재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유보람 2012,
12-13). 즉 2005년과 2009년에는 큰 재난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재해대책수요분
도 재난 수요보다는 정치적 배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표 2>에서와 같이 특별교부세 배분 총액은 2005년 7,115억 원에서 2009년 9,24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의 240개 선거구에 평균 배분액은 25억 3,000만 원이고
최소 0원 최대 237억 6,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9년 242개 선거구의
평균 배분액은 36억 3,000만 원이고 최소 1억 3,000만 원 최대 583억 7,700만 원인 것으
로 나타나 특별교부세 총액 자체가 증가하고 편차(2005년 26억 800만 원에서 2009년
43억 6,600만 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은 2005년과 2009년 특별교부
세 배분 상위 10개 선거구의 배분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 10개 선거구 평균액은 2005
년 104억, 2009년 157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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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5년/ 2009년 특별교부세 배분 상위 10개 선거구
(단위: 백만 원)

17대 국회(2005년)
순위

18대 국회(2009년)

선거구
(선거구 승리 정당)

특별교부세

선거구
(선거구 승리 정당)

특별교부세

1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임실군(열)

23,765

춘천시(한)

58,377

2

포항시남구울릉군(한)

10,483

밀양시창녕군(한)

15,680

3

보은군옥천군영동군(열)

9,944

의령군함안군
합천군(한)

12,739

4

영양군영덕군봉화군
울진군(한)

9,878

담양군곡성군
구례군(민)

11,548

5

태백시영월군평창군
정선군(열)

9,430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민)

11,458

6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한)

9,181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민)

10,571

7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열)

8,706

산청군함양군
거창군(한)

10,035

8

남해군하동군(한)

8,197

보은군옥천군
영동군(자)

9,043

9

김제시완주군(열)

7,317

함평군영광군
장성군(민)

8,955

10

전주시완산구갑(열)

7,181

고령군성주군
칠곡군(무)

8,760

* 열(17대 국회 열린우리당), 한(17대, 18대 국회 한나라당), 민(18대 국회 통합민주당), 자(18대 국회 자유선진당)
무(무소속)

에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배분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반
대당인 야당의 배분 지역을 보면 2005년에 야당인 한나라당은 영남에, 2009년 야당인
민주당은 호남에 상위 배분 선거구가 몰려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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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부세의 정치적 배분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치적 영향 변수를 고려한다.
1)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
먼저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의 가변수를 활용한다. 핵심 지지층 가설의 논리를 원용
하여(Cox and McCCubbins 1986, 허석재 ․ 권혁용 2009)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선거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할 것으로 가정하면,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도 집권당
이 승리한 선거구에 보다 많은 교부세를 배분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기초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집권당 소속 정당 일치 여부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집권당 소속 정당 일치 여부의 가변수를 활용한
다. 특별교부세의 배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중앙정부 집권당의 소속
정당이 일치한다면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
해 볼 수 있다. 김지윤(2010)의 연구에서도 지역구가 정부 여당의 지역구인지 아니면 야
당의 지역구인가가 중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같은 정당에 속한 지방정부들
이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는
연구(Arulampalam et al. 2008)나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가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Larcinese; Rizzo and Testa
2006)도 제시되고 있다(김지윤 2010, 126 재인용).
3)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배분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
원들이 속한 지역구에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분된다는 실증결과는 지속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김상헌 ․ 배병돌 2002; 허석재 ․ 권혁용 2009; 최연태 ․ 이재완 2011;유보람 ․ 조
정래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속한 지역
구에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분될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제
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과 2009년 결과를 어떻게 도출되는
지에 대한 비교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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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경쟁: 득표율 차/ 집권당 정당득표율
선거경쟁에서 자원배분의 목표가 핵심 지지층인가 아니면 부동층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허석재 ․ 권혁용 2009, 116). 허석재 ․ 권혁용(2009) 연구
에 따르면, 부동층 가설을 지지하거나(Kwon 2005), 핵심지지층 가설을 지지하는(Horiuchi
and Lee 2008) 등 실증 결과가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의에 기초하여
국내 특별교부세 배분 사례를 통해 선거구의 선거경쟁 수준과 특별교부세의 자원 배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야당에서만 부분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허석
재 ․ 권혁용 2009), 여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율 차이의 감소가
보조금 증가를 초래하는(김지윤 2010)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가 작을수록(선거경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구를 분석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1위와 2위를 한
후보들 간의 득표차이를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수를 합한 값으로 나누어 선거경쟁 수준을
표준화한 값을 사용한다(김지윤 2010, 126). 한편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하
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별 집권당의 정당득표율로 경쟁 수준을 측정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교부세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인구,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4. 데이터 측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선거구와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각각 설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분석 단위의 양자택일에 따라 배제될 수 있는 변수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를 시도한다.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한 모형에서는 하나의 선거구가
여러 행정구역을 합하여 구성된 경우에는 행정구역별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합하여 사용
하였고, 하나의 선거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별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2005년과 2009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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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 측정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특별교부세 총액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
단체장 집권당 소속
정당 일치 여부

독립변수

행자위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선거
경쟁

비고

2005년, 2009년 지역별 특별교부세 배분액
집권당이 승리한 선거구 1, 그렇지 않은 선거구 0 선거구 기준
기초단체장과 집권당 소속 정당이 일치하면 1,
아니면 0

선거구 기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의 선거구 1, 아니면 0 선거구 기준

득표율 차

(승자 득표율 – 차점자 득표율)/(승자득표율+차점자
선거구 기준
득표율)

집권당
정당득표율

해당 연도 직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의
정당득표율

로그지수 주민수
통제변수

조작적 정의(변수 측정)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행정구역
기준

자치단체 주민등록 인구수

공통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

공통

인구밀도=면적/인구

공통

권당인 17대 국회(2005년)와 한나라당이 집권당인 18대 국회(2009년)에서의 자원배분의
정치적 기제에 있어 상이성이 발견되는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
식을 정리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는 2005년, 2009년 선거구별/행정구역별 특별교부세
배분액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는 17대, 18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당시를
기준으로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를 가변수로 측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집권당 소
속 정당이 일치하는 여부를 가변수로 측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의 선거구
여부를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선거 경쟁의 수준은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준 득표율 차이
(선거구의 경우)와 집권당 정당득표율(행정구역의 경우)로 각각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는 로그지수화한 주민수,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비율을 보여주는 재정자립
도, 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인구밀도로 각각 측정한 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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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17대와 18대 국회의원선거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좋은 비교 사례가 된다. 2004년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152석(50.84%), 한나라당 121석(40.475), 비교섭단체 26석
(8.69%)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 된 단점정부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4월 9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153석(51.17%),
통합민주당 81석(27.09%), 비교섭단체 65석(21.74%)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18대 국
회는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된 단점정부가 등장하였다.
2005년과 2009년은 17대와 18대 선거가 치러진 바로 다음 해로서 특별교부세의 자원
배분 과정에서 각 정부의 특성을 비교하기 적절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9년 특별교부세 배분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단위를 선
거구 기준으로 한 결과와 행정구역 기준으로 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한다.

1. 선거구 기준 특별교부세 배분 분석 결과
먼저, <표 5>는 분석단위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기준으로 한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 요
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경쟁의 수준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Cox
2006; 김지윤 2010, 123).
모형 1은 2005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모형 2는 2009년 특별교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인 선거경쟁(득표율 차이) 변수와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
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선거구별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당선자와 차점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선거구일수록 특별교부세 배분
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집권당과 반대당 양자에게 동일하게 핵심지
지층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경쟁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밀도가 낮아 재
정수요가 요구되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특별교부세가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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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선거구 기준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2005년 기준)

모형 2
(2009년 기준)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

338.07
(0.258)

298.30

1,681.54***
(0.005)

597.78

단체장과 집권당
소속 일치 여부

392.77
(0.346)

415.74

행자위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758.37
(0.153)

529.38

288.61
(0.763)

955.22

선거경쟁(득표율 차이)

29.43**
(0.014)

11.86

– 17.61
(0.236)

14.80

Ln주민수

93.29**
(0.063)

50.01

0.101
(0.977)

3.515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절편

– 28.54***

8.36

(0.001)
– 0.127***

0.020

(0.000)
2,588.92***
(0.001)

798.95

– 388.09

704.45

(0.582)

– 67.84***

15.50

(0.000)
– 0.189***

0.037

(0.000)
– 1,477,448***

348,873

(0.000)

관측 수

240

242

R2

0.3207

0.1977

Ad R2

0.2999

0.1737

*** p,0.01, ** p,0.05, * p<0.1

이런 결과는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합리적 배분 원칙에 의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함으로 의미한다(허석재 ․ 권혁용 2009, 128).
반면,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집권당 승리 더미 변수와 통제변수인 재정자립도와 인
구밀도가 선거구별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
이 승리한 선거구에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된다는 결과는 핵심지지층 가설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모형 1과 모형 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1과 같이 선거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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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대신에 집권당 승리 더미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동일한
단점정부하에서도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 자원배분의 정치적 과정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모형 1과 모형 2에서 행정자치 위원회 소속 의원의 선거구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런 결과는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의 종류
에 따라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형 3과 같이 분석단
위의 조정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추후 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2. 행정구역 기준 특별교부세 배분 분석 결과
<표 6>은 분석단위를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단위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배분이
시 ․ 군 ․ 구로 배분되는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모형 3은 2005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모형 4는 2009년 특별교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이다.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인 행자위 소속 의원의 선거구 변수와 선거경쟁(집권장 정당득
표율)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속한 지역구에 보다 많은 특별교부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권당 정당득표율로 측정한 선거 경쟁 변수는 정당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 보다
많은 교부세가 배분됨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 1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선거구
별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모형 4에서는 독립변수인 집권당 승리 더미 변수와 통제변수인 로그지수화한 인
구,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가 선거구별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3, 모형 2와 모형 4를 비교하면 그 결과가 대체로 유사하다. 모형 1과

1) 다만, 모형 1에서 2005년 특별교부세 총액 대신에 특별교부세 중 지역현안수요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에
서는 행정자치 위원회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변수가 강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759.01, p – value=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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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행정구역 기준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 요인 분석 결과

구분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

모형 3
(2005년 기준)

모형 4
(2009년 기준)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41.14
(0.849)

215.79

1,463.73**
(0.025)

649.00

127.63

131.09
(0.866)

775.01

– 92.06

단체장과 집권당
소속 일치 여부

(0.471)

행자위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544.36**
(0.038)

261.06

225.42
(0.782)

814.13

선거경쟁
(집권당 정당 득표율)

29.38***
(0.004)

10.17

– 18.03
(24.75)

0.467

Ln주민수

390.38***
(0.004)

134.07

1,021.39**
(0.010)

393.62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절편

– 22.70***

7.16

(0.002)
– 0.091***

0.015

(0.000)
1.14e+07**
(0.047)

0.047

– 47.92**

21.37

(0.026)
– 0.154***

0.047

(0.001)
– 1,057,617**

470,610

(0.026)

230

230

R

0.2705

0.078

Ad R2

0.2475

0.049

관측 수
2

*** p,0.01, ** p,0.05, * p<0.1

모형 3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선거구 변수의 유의미성에 차이가 있다.
모형 1~모형 4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분석 단위를 선거구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거구와 행정구역의 차이에 발생
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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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2005년 특별교부세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3과 2009년 특별교부세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와 모형 4를 비교하면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선거구 여부, 선거경쟁의 수준이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 변수의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기간에
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Ⅴ. 결론: 연구 의의 및 한계

특별교부세의 배분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되면서 ‘특별교부세는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배분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해 오면서 자원배분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료 공개와 분석단위의 문제 등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배분의 정치적 특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 단위를 선거구와 시 ․ 군 ․ 구 행정구역을 각각 설정하고, 2005년과 2009년 특별
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인 17대 국회(2005년)와 한
나라당이 집권당인 18대 국회(2009년)에서의 자원배분의 정치적 기제에 있어 상이성이
발견되는지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어 보다 일반화된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 시대의 17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 시대의 18대 국회는 정부 형태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단점정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공
통적이나 정치이념이 다른 집권당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상이한 정치이념을 가진 단점정부 아래에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비교
해 보는 접근은 일반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모형 1~모형 4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던 17대 국회 2005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인 선거경쟁(득표율 차이, 집권당 정당
득표율) 변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의 선거구 변수와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
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던 2009년 특별교부세 총액을 종속변수

선거와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 비교 연구

165

로 한 모형 2와 모형 4에서는 독립변수인 집권당 승리 선거구 여부 변수와 통제변수인
Ln주민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이런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단점정부 아래에서 17대 국회
와 18대 국회 아래에서 특별교부세의 배분 과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는 양자 동일하게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합리적 배분 원칙
에 의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허석재 ․
권혁용 2009, 128).
이와 같은 결론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으로서 정치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지지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선거 기제가 자원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분석 단위를 선거구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하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
다. 정치이념이 상이한 집권당이 집권한 단점정부 아래에서 자원배분의 정치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비교 대상을 19대까지 확장시켜 비교
함으로써 보다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분석단위를 달리하는 비교 분석에서 대부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
서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자원배분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
게 추정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선거구와 행정구역의 차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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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Distributive
Politics of Special Shared Tax

Park, yun hee | Dongguk University
Jang, seok jun |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distributive politics of Special Shared tax by comparative
study.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tical factors affect the process of distributive
politics of Special Shared tax.
Al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both district boundary and administrative district
as unit of analysi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17th National Assembly and 18th National Assembly in that the political
factors mainly affect the process of distributive politics, through comparative study.
Namely, there is no different the process of Special Shared tax in spite of ruling
party which is different political ideology. Second, the basic process of distribution
is determined by rational demand and standards. As a result, the process of distribution of Special Shared tax show the political process which means the authoritative process of social value.

■ Keyword: special shared tax, distributive politics, election, district, comparative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