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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결과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 행정부 재량의 소규모 지역예산과 지방선거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 한 오

I. 서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체계적으로 왜곡될 것이라는 분배정치의 의심은 정치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그 연구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배정치 연구는 그 수효가 적을뿐더러 대부분 유사한 가정과 변수에 기반하고 

있다. 기존연구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하고 의존재원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시·

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하고 의존재원은 분배

주체가 그 용처와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또 분석단위로서 시·군·구는 분배정치 연구의 주요 개념인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크다.

본 연구는 의존재원이 아닌 행정부 재량의 소규모 지역 예산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의존재원의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은 

교육부의 재량권이 높으면서 용처와 수혜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치적으로 배분될 가능성

이 높다. 또 본 연구는 기존연구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지방 선거를 분배정치 이론의 관점에

서 재해석한다. 지방 선거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서 부동층보다 핵심지지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지지층과 부동층 그리고 그것을 고려한 분배주체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방 선거 결과는 유의미

한 독립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행정부 재량의 소규모 지역 예산에는 선거 이득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자원 배분이 나타날까? 정치적 

자원 배분이 나타난다면 지방 선거 결과가 그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까?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

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지방 선거 결과를 독립변수로 삼아서 분배정치의 패턴을 검

증함으로써 위의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분배정치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검

토한다. 2장 1절에서는 분배정치의 정의와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층 가설에 대해 

설명한다. 2장2절에서는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층 가설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한다. 2장3절에서는 한국 

분배정치를 다룬 기존연구의 내용을 정리한다. 2장4절에서는 기존연구에 대한 본 연구의 비판을 분배

주체, 연구대상, 분석단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2장5절에서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존연구와 

대비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가설과 변수, 데이터 등 전반적인 연구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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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결과를, 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토의를 다룬다. 마지막 6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분배정치의 논쟁적 주제 : 핵심지지층 가설이냐 부동층 가설이냐

분배정치(distributive politics)는 정부가 경제적 자원을 배분할 때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분에 영향

을 미친다고 의심한다. 자원의 수혜자가 지리적·계층적으로 한정된다면 특히 그렇다. 정치학자들이 자

원 배분을 왜곡할 것이라고 가장 의심하고 또 실제로 그 효과를 검증한 대표적인 정치 변수는 바로 

선거다. 정부의 정치적 자원 배분을 선거 관련 변수로 설명하려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골든·민

(Golden&Min 2013, 74)은 정치적 책임성 관점(political accountability perspective)의 분배정치 연구

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4가지 부류로 분류한다.

이러한� 큰� 범주(정치적� 책임성� 관점-인용자주)� 안에서,� 우리는� 연구들을� 4가지� 구체적인� 부류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정치인이�자원을�그들의�핵심지지층�지역에�배분하는지�아니면�부동층을�겨냥하는지�질문한다;� 이것

은�분배정치�연구를�구성하는�논쟁적이면서�이론적으로�매우� 정밀한�주제다.� 두� 번째�부류의�연구는�정치적�편

애(political� favorism)를� 보다� 넓게� 다루어서� 정치인이� 배분하는� 자원이� 인종·민족·당파성으로� 구별되는� 특정�

인구� 집단에� 불균등하게� 돌아가는지� 질문한다.� 세� 번째� 부류의� 연구는� 선거� 주기(political� business� cycle)와�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는� 자원이� 전달되는� 시점을� 선거� 주기와� 연관해서� 조사한다.� 마지막� 부류의�연구는� 정치

적� 자원� 배분이� 선거에서� 보상을� 가져다주는지� 검사한다;� 즉,� 선거에서� 결정적인� 지역� 혹은� 특정� 유권자� 지역

에�자원을�배분한�정치인이�선거에서�표를�더� 많이� 받았는지�질문한다.

본 연구는 위 4가지 부류 중 첫 번째 부류의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

치인은 투표로 선출되고 주기적인 선거로 정치권력을 재창출해야 한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적 이해관계는 자신의 당선과 재선이며, 이를 위해 현재 보유한 혹은 미래에 보유할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의혹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 이득(electoral margin)을 극대

화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경제적 자원이 주

는 혜택의 크기는 자원의 양에 비례하므로 선거 이득이 큰 지역일수록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도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어느 지역이 선거 이득이 큰 곳인지, 다시 말해 자원을 주었을 때(혹은 준다고 약속했

을 때) 선거에서 표(vote)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인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두고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층 가설이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층 가설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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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치는 선거 경쟁을 재분배 게임(redistributive game)으로 보는데, 이러한 시각은 다운스

(Anthony Downs)의 중위수 유권자 이론(Median Voter Theory)에 대한 반발과 보완의 의미가 있다. 

다운스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의 선거 전략은 어느 후보와도 가깝지 않은 중도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러나 콕스·맥큐빈스(Cox&MaCubbins 1986)는 다운스의 이론이 정치인과 핵심지

지층 유권자 사이 선거 연합(electoral coalition)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때 이념적 근접성뿐 아니라 후보가 제공을 약속한 경제적 혜택의 

크기도 고려한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각 후보가 재분배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와

의 이념적 근접성과 각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의 크기를 종합하여 투표 대상을 

결정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위험회피적(risk-averse)인 성향의 현직자 후보

와 그의 핵심지지층 사이에서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전략이 안정적 내쉬균형에 해당

함을 그들은 증명했고, 이 연구는 현재까지 핵심지지층 가설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딕싯·론드리간(Dixit&Londregan 1996)은 선거 경쟁을 재분배 게임으로 분석하면서도 다운스와 동

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동일한 양의 자원을 추가로 배분한다고 약속했을 때 투표 대상을 바꾸

는 유권자의 수(數)를 정치적 자원 배분이 가져다주는 선거 이득의 한계 효과로 정의했다. 유권자의 투

표 대상은 해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시 유권자가 얻게 될 효용의 크기에 달려 있고, 유권자의 효용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정당 선호(party affinity)와 각 후보가 약속하는 경제적 혜택의 크기에 대한 함수

인 정밀한 모형을 그들은 구성했다. 그들의 모형에 따르면 자원 배분이 야기하는 선거 이득의 한계 효

과는 정당 선호와 역(逆)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정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집단

일수록 선거 이득의 한계 효과, 즉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에 투표 대상을 바꿀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표를 돈으로 사기 쉽다(cheap to buy)는 이유로 부동층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약속하는 것이 모든 후

보에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그들은 결론 지었고, 이 연구는 오늘날 부동층 가설의 이론적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콕스(Cox 2010)는 실증연구의 분석단위(unit)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실증

연구가 핵심지지층(core supporter group)과 부동층(swing group) 개념을 측정할 때 변수가 선거구 

내(within district)인 경우와 선거구 간(multi district)인 경우는 이론적으로 상이한 맥락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핵심지지층 가설이든 부동층 가설이든 그 이론(Cox&MaCubbins 1986; Dixit&Londregan 

1996)이 전제하는 배경은 하나의 단일 선거이고 이때 등장하는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은 그 단일 선거구

(single district)의 하위에 속하는, 즉 선거구 내에 분포한 유권자 집단(voter group)이다. 또 이론적 

모형에서 후보의 목표는 득표 극대화(vote maximization)인데 이는 정당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사실상 두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콕스(Cox 2010)는 설명한다.1) 그런데 몇몇 실증연구는 동시다

발적으로 시행되는 복수의 선거(대개 의회 선거)에서 얻은 선거 결과로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을 측정한

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행되는 복수의 선거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이 선거구 간의 

관계에 놓이므로 그 변수는 이론이 가리키는 선거구 내 유권자 집단이 아니라 핵심지지 지역(core 

supporter district)과 부동 지역(swing district)을 의미할 뿐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또 동시에 시행되

1) 콕스·맥큐빈스(Cox&MaCubbins 1986)와 딕싯·론드리간(Dixit&Londregan 1996)의 모형은 암묵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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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수의 선거에서 후보의 목적은 여전히 득표 극대화지만 정당의 목적은 의석 수 극대화(seat 

maximization)로 바뀐다. 그러므로 핵심지지 지역보다 부동 지역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은 

논쟁적이지 않은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 지역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역의 부동층에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부동 지역 내 핵심지지층을 동원하는데 사용한 것인지 여전

히 알 수 없다고 그는 비판한다.

3. 통일되지 않은 실증연구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기존연구의 추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분배정치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선거 경쟁을 자원 배분과 연결 

짓는 분배정치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전제하므로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분배정치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산정 과정이 불투명한 특정 예산의 배분이 정치적일 것이라는 의

혹(선대인 2000; 2001; 김상헌·배병돌 2002; 최연태·김상헌 2008) 혹은 전라도 지역의 저개발을 지역

주의 투표행태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 한국의 분배정치를 실증적

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는 권혁용(Kwon 2005)이다. 그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중앙정부가 광역자

치단체에 배분한 국고보조금을 분석했는데,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즉, 현직 대통령)와 2

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작은 시·도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부

동층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다.

호리우치·이승주(Horiuchi&Lee 2008)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의존재원을 분석했는데,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당선자의 득표율과 시·군·구가 배분받은 

의존재원의 규모가 U곡선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지지층과 대통령 경쟁

자의 핵심지지층이 부동층보다 자원을 더 많이 배분받았음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핵심지지층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쟁자의 핵심지지층을 부동층보다 우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를 그들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때문으로 

해석한다. 지역주의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경쟁자는 지역주의 지도자이고 한국 대통령은 단임

제이기 때문에 재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대통령은 임기 중 원활한 국정 운영과 임기 종료 후 

명예로운 은퇴(graceful retirement)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부동층을 포섭하는 것보

다 경쟁 지역의 호의를 얻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허석재·권혁용(2009)은 한국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하므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분배정치에 있어서 

주체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이 연구한 특별교부금은 전체 국가 예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므로 대통령보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특별교부금을 분석한 결과,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의원이 당선된 지

역구에서만 당선자와 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작은 시·군·구일수록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받는 

경향이 있음을 그들은 발견했다. 이는 부동층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다. 그러나 부동층 가설에 입각한 

정치적 자원 배분이 야당에서만 나타난 것을 두고, 그들은 행정부 권력자와 연결고리가 많은 여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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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게는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2)

김지윤(2010)은 한국 대통령에게는 차기 대통령 선거보다 임기 중 도래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

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남은 임기 동안 함께 할 국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의존재원을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에

서 여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에서만 당선자와 2위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작은 선거구일수록 의존재

원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발견했다. 또 의원의 정당과 무관하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의존재원을 더 많

이 받았으며, 여당 후보의 득표가 3위보다 저조한 지역은 당선 혹은 2위를 기록한 지역보다 의존재원

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부동층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지만, 부동층 가설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여당에서만 확인된 것이다.3) 이를 두고 김지윤(2010, 133)은 자원 배분 과정에 있어 야당의 정

치적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4) 

마지막으로 강우창(Kang 2015)은 분배정치를 야기하는 정치인의 동기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time-varying incentives) 가정함으로써 선거 주기(electoral cycle)에 맞춰서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

층 가설이 번갈아 나타난다고 보았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 승리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하지

만 선거를 치른 후에는 다른 정치적 목표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선거 승리에는 부동층의 지지가 

결정적이지만 선거가 아닌 다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핵심지지층의 지지가 더 중요하므로, 선

거 직전 시기에는 부동층 가설이 유효하고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는 핵심지지층 가설이 유효하

다고 그는 주장한다. 1989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보조금을 분석한 결

과,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한 여당과 야당의 득표율 격차가 작은 시·군·구일수록 보조금

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국회의원 선거 직전 해(年)에만 나타났다. 반면,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 · 대

통령 선거 직전 해 · 지방 선거 직전 해에는 여당 득표율이 높은 시·군·구일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이처럼 정치적 자원 배분이 순환하는 형태이므로(cyclical changes in 

allocation patterns) 연구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길게 잡는 실증연구는 대개 핵심지지층 가설을 검증하

는 경향이 있고, 선거 직전의 짧은 시기에 초점을 맞춘 실증 연구는 부동층 가설을 검증하는 제2종 오

류(Type Ⅱ error)의 위험이 있다고 강우창(Kang 2015, 56)은 지적한다. 한편, 대통령 선거 직전 해에 

부동층 가설이 유효하지 않은 것을 그는 한국 대통령의 단임제로 설명한다. 재선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 선거 직전 해는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선거 직전 해에도 부동층 가설이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지지층 가설이 강하게 검증된 것에 

2) 선행연구를 곡해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한다. 허석재·권혁용(2009, 124-127)은 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
에 한해서 국회의원의 선수(選數, seniorty)가 높은 시·군·구일수록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으
며, 이 결과를 두고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국회의원의 이익 추구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최소제
곱법(OLS) 추정에서는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던 선수 효과가 동일한 모형의 로버스트(Robust) 추정에서는 유
의성이 사라진다. 이를 두고 저자들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선수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증연구 
결과를 요약하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3) 이는 허석재·권혁용(2009)과 유사하면서도 상반된 결과다. 분배정치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는 일치하지만 분배정치가 작용하는 정당이 어느 쪽인지에서는 서로 다른 곳을 지목한다.

4) 동시에 김지윤(2010, 133)은 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일 가능성도 언급한다. 당시 여당의 핵심지지지역은 호남인데, 호
남 지역에 할당된 국회의원 의석 수는 당시 야당의 핵심지지지역인 영남 지역 의석 수의 절반 수준이므로, 당시 여
당은 야당보다 부동층에게 호소할 동기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 6 -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 선거도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당 소속 시장·도지사의 당선을 극대화할 유인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보조금 

배분에는 이러한 목적이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the allocation of subsidies may not serve this 

purpose)"라고만 강우창(Kang 2015, 56)은 덧붙였다.

4. 한국 분배정치 연구의 기본 가정과 그에 대한 비판

1) 분배주체로서 대통령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분배정치 연구는 대부분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했다(Kwon 2005; 

Horiuchi&Lee 2008; 김지윤 2010; Kang 2015). 분배정치 이론에서 현직자의 재선(re-election)은 정

치인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동기이자 선거결과를 독립변수로 삼게 하는 인과론적 연결고리다. 그러

나 한국 대통령의 단임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분배정치를 연구하면서 대통령을 분배

주체로 상정하기 위해 기존연구들은 추가적인 가정을 도입했다.

초기 연구(Kwon 2005; Horiuchi&Lee 2008)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지역주의(regionalism)로 

이를 보완한다. 재선이 불가능한 한국 대통령은 명예로운 은퇴를 추구하는데5)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

보는 현직 대통령의 지역주의 후계자(successor)이므로, 여당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대통령이 자원 

배분을 왜곡할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 후보를 

더 이상 후계자 관계로 보기 어려워지면서 지역주의를 통한 보완은 이제 시도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호리우치·이승주(Horiuchi&Lee 2008, 873-874)는 연구기간 전체(1994년부터 2003년까지)에 걸쳐 대통

령 득표율과 의존재원 간 U곡선 관계를 검증했는데 유독 2003년의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떨

어진 것을 두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주의 후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또 강우창(Kang 2015, 56)은 한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말에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부분 여당 대통령 후보는 현직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선거 전략을 

취했다는 점과 모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탈당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다 최근의 연구(김지윤 2010; Kang 2015)는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의 동기를 임기 중 중간평가

(midterm assessment)와 원활한 국정 운영에서 찾는다. 이러한 연구에서 분배주체는 여전히 대통령이

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다. 임기 중 도래하는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방 선

거에서 여당 후보의 선전 여부는 간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고 당선인은 직접적으로 향

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된다. 그러므로 자원을 배분할 때 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임기 중 도래하는 다른 선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수년에 걸쳐 자원 배분

을 체계적으로 왜곡할 만큼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허석재·권혁용(2009, 117)은 대

통령이 아닌 정당과 국회의원을 분배주체로 삼는데, 그 이유는 재선 불가능한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

5) 여기서 말하는 명예로운 은퇴(graceful retirement)는 단순히 임기를 순탄히 마치는 것이 아니라 퇴임 후 수사나 
감찰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로운 은퇴를 대통령의 동기로 가정하는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두환·노
태우 전 대통령의 유폐가 이후 대통령들에게 정치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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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선을 고려하면서 ‘마치(as if)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처럼’ 자원 배분을 한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

이기 때문이며 반면에 재선이 가능한 국회의원과 의석 수를 늘리려는 정당은 자원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이고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평가와 원활한 국정 운영이라는 대체적

(alternative) 동기에서 유래하는 분배주체로서 대통령의 행위가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거나 

재선의 동기가 있는 다른 행위자와의 갈등·협상에서 훼손되지 않을 만큼 공고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연구대상으로서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수입 항목을 의존재원이라고 칭한다.6) 전체

를 다루었느냐(Horiuchi&Lee 2008; 김지윤 2010) 혹은 일부 항목만 다루었느냐(Kwon 2005; 허석재·

권혁용 2009; Kang 2015)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연구는 모두 의존재원을 종속변수, 즉 정치적으

로 배분한다고 의심되는 자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했기 때문이

며 현실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무 경제

부처를 장악하고 있으며 예산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짧은 심의 기간과 부족한 전문성 탓에 국회는 실질적인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호리우치·이승주

(Horiuchi&Lee 2008, 865)에 따르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수정되는 몫은 예산 총액의 1%를 넘지 않

으며 이렇게 제한된 심의 능력 때문에 종종 야당은 심의를 포기하고 예산안 통과를 협상카드

(bargaining chip)로 삼아 다른 법안 통과와 맞바꾸려 든다. 따라서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이 점하는 압

도적 우위 덕분에, 진정 대통령이 분배주체라면 공식 절차를 거친 예산 속에서도 분배정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절차를 거치는 만큼 연구자가 자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의존재원은 애

초에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책정된다. 중앙정부의 지출 항목이면서 동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항목이므로 설혹 중앙정부에서 서로 다른 부서나 경로로 지급하더라도 『지

방재정연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자료를 통해 금액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배분이 의심되는 자원 중 접근 가능한 것이 그것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결

과에 따라 자원 배분이 체계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검증하려면 해당 자원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대상이 

지리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얻은 자원의 양이 중복이나 

손실 없이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행정부서별로 그리고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별로 책정되므로 예산안을 통해서는 어느 지역에 얼마의 자원이 배분되었는지 알 수 없다. 사업 내역

을 검토하여 지역을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세밀한 사업 내역은 대개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예산을 다

시 지역별로 할당하는데 추가적인 가정이 요구되므로 위험 부담이 크다. 반면, 의존재원은 관할구역이 

나눠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비록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관할을 벗어나지 

6) 반대로 지방세·지방채 등의 경로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수입 항목은 자주재원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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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분배정치를 연구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의존재

원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분배정치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많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아래와 같이 연구대상

의 성격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의 한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1) 의존재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경우

호리우치·이승주(Horiuchi&Lee 2008)와 김지윤(2010)은 의존재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세 가지 자원인 지방교부금, 지방양여

금, 국고보조금을 총합한 금액을 다룬 것이다.7) 연구대상을 의존재원 전체로 설정한 것에 대해 기존연

구들은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리우치·이승주(Horiuchi&Lee 2008, 878)는 “한국 

분배정치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서(To get a fuller picture of distributive politics of 

Korea)” 라고만 주석에서 간략히 언급할 뿐이고, 김지윤(2010, 125)은 “이 연구는 호리우치와 이승주가 

사용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부지원금 항목을 모두 포함한 액수를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수를 확장하

였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의존재원 전체를 분배정치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처할 위험이 있다.

첫째로,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 보통교부금은 산정 공식에 따라 기계적

으로(formulaic) 산정된다. 이 산정 공식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하위 행정구역 수 등이 고려

된다.8) 정치적 자원 배분은 재량적으로(discretionary) 산정되는 자원에서 더 쉽고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설령 대통령의 압도적 권한이 보통교부금의 산정 공식마저 교묘히 바꿀 수 있다하더라도 그 변화 폭은 

재량적 산정 자원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므로 산정 과정이 기계적인 자원과 재량적인 자원은 분배정치

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의존재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기존연구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은 

채 검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스타인·빅커스(Stein&Bickers 1994, 380)는 “모든 돈이 동등하게 정

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all federal moneys are equally beneficial to a member’s reelection)”는 

가정을 비판한 바 있다. 실업 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액과 같은 돈은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기

계적으로 지출되는 것일뿐더러 경기침체의 반증이기 때문에 현직자의 재선에 이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의 총량이 아니라 재량적으로 산정되는 자원(discretionary programs)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위에 언급한 지방교부금 보통교부금은 기계적으로 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 재량이 지

방자치단체에 있다. 중앙정부가 의존재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주고 나면 그 용처를 

통제할 수 없다. 분배정치 이론상 선거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자원 배분은 핵심지지층에 대한 보상

(reward) 혹은 부동층에 대한 설득(persuade)의 기제다. 그러나 의존재원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면, 

7) 지방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동일한 대상의 다른 표현이다. 지방양여금와 지방양여세도 그렇다. 한편, 지방양여금은 
현재 폐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현재 명칭이 보조금으로 바뀌었다.

8) 지방교부금법의 시행령으로 정해지지만 그 공식은 지금까지 조금씩 수정되었을 뿐 큰 개혁을 겪은 적은 없었다(김
태일 2014,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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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수혜자는 유권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유권자에게 보상과 설득을 제공할 수 있는 주

체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배분된 의존재원을 지출할지, 투자할지, 저축할지는 지방

자치단체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고, 분배주체인 정치인은 자신의 체계적 자원 배분을 통제할 수 없

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셋째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역

민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이 중 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대신 시행하는 역할일 뿐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서 의존재원은 위임사무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위임사무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의존재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 주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해당 

지역에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존재원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위임사무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

체라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의존재원을 적게 받았더라도 

위임사무의 비중이 작다면 지역주민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위임사무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지역 유권자가 얻은 경제적 혜택의 크기를 의존재원의 총

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9)

(2) 의존재원 중 일부 항목만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경우

권혁용(Kwon 2005)과 강우창(Kang 2015)은 (국고)보조금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고, 허석재·권혁용

(2009)는 지방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자원은 의존재원 중에서도 산정 

과정이 재량적이고 그 용도를 명확히 정해놓은 채 조건부로 지급한다. 의존재원 중 일부 항목만을 연

구대상으로 다루는 기존연구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권혁용(Kwon 2005, 335)은 행정학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공식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이 중앙정부의 정

책 판단에 크게 영향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it is safe to assume that distribution of 

national subsidies in Korea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judgement 

since their distribution is not based any specific formular)”고 설명하고, 허석재·권혁용(2009, 119)

도 “특별교부금은 배분기준이 불분명하고 자료공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산정 과정이 재량적이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하더라도 기존연구가 포착한 자원이 유

권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기존연구가 주목한 국고보조금과 특별

교부금은 토목·건설·정비 사업 위주의 재원이다. 해당 자원으로 인해 얻는 혜택의 크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유권자의 거주 지역, 종사 업종, 사회적 계층, 연령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업 종류와 구

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다. 기존 연구

는 이러한 문제를 추가적인 가정으로 해결한다. 권혁용(Kwon 2005, 330)은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을 

9) 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위임사무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를 분배정치의 근거로 제시할 지도 모르겠
다. 중앙정부(혹은 정치인)가 애초에 국가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특정 지역이 수혜를 많이 받도록 조성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지역 자체를 겨냥했다기보다 해당 지역에 밀집해
서 거주하는 특정 계층을 의식했다는 의미기 때문에, 골든·민(Golden&Min 2013, 74)이 분류한 정치적 책임성 관점
의 분배정치 연구 중 두 번째 부류의 연구주제로 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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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처럼 여긴다(voters expected local development as well as personal benefits)”고 가정하

고, 강우창(Kang 2015, 49)은 유권자들이 “지역에 대한 물질적 투자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킨다는 

믿음에 기반하여(based on a belief that material support for their region will have positive 

externalities)” 사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해당 자원이 유권자에게 주는 혜택을 우회

적으로 측정한 것일 뿐더러 지역 내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못한다.

3) 분석단위로서 행정구역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분배정치 연구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삼는다. 이것은 의존재

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로만 데이터가 제공된

다. 데이터 형태의 한계 때문에 의존재원을 대상으로 삼는 한, 시·군·구보다 작은 지역은 연구의 분석

단위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권혁용(Kwon 2005)은 13개 시·도(광역자치단체 관할)를, 호리우치·이승

주(Horiuchi&Lee 2008) · 허석재·권혁용(2009) · 강우창(Kang 2015)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관할)

를 분석단위로 설정했다.

콕스(Cox 2010)의 지적을 수용한 김지윤(2010)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석단위로 삼았으나, 본래 행

정구역 단위로 제공되는 의존재원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정이 발생했다. 김지윤

(2010, 125-126)은 데이터를 선거구 단위로 변환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추가적으로 도입한 가정을 아래

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일단� 선거구와�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지역(예:� 서울� 중구)은�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선

거구�주민의�일인당�보조금�액수를�계산했다.� 선거구가�여러� 지역� 시군구가�합쳐져�구성된�경우(예:�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에는� 각� 시군구에� 내려온� 보조금� 액수를� 합산한� 뒤,� 이� 값을� 선거구� 구민� 1인당� 주어진� 보조금�

액수로� 사용했다.� 이는� 비록� 선거구가� 여러� 시군구로� 이루어져있다� 할지라도� 이� 시군구의� 보조금� 액수는� 결국�

이�시군구를�대표하는�한�사람의�국회의원의�능력에�달려있기�때문이라는�가정에서다.

반대로� 한� 지역� 시군구가�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뉜� 경우(예:� 서울� 동대문� 갑,� 동대문� 을)에는� 일단� 시군구의�

일인당� 보조금액수를� 계산해서� 그� 시군구에� 속한� 여러� 선거구들에� 동일한� 값을� 사용했다.� 비록� 선거구가� 다를

지라도� 일단� 시군구별로� 분배된� 보조금의� 액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점은� 서로� 다른� 당에�

속한� 동대문� 갑을� 대표하는� 의원이� 자원을�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나� 선거경쟁력과� 동대문� 을을� 대표하

는� 의원의� 정치적� 노력이나� 선거경쟁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두� 선거구의� 선거경쟁력

의� 영향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현재�가지고�있는�데이터로서는�이를� 해결할�만한�계량적�방법이�부족하다.� (괄호�안은�원저자)

그러나 분배정치 연구의 분석단위로서 시·군·구는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을 겨냥한 자원 배분을 식별

하기에 너무 큰 단위다. 대개 하나의 구(區) 안에서도 상업 지구, 주거 지구, 공업 지구 등이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도 감전동과 괘법동은 오래된 공단 지역인 반면, 주례동·엄궁동·학

장동은 주거밀집지역이다. 그러므로 사상구청에 의존재원이 많이 조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성장

유인책으로 쓰느냐 혹은 환경미화사업에 쓰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유권자가 서로 다른 크기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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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것이다. 기존연구는 암묵적으로 분석단위인 시·군·구가 내부적으로 동질적(identical)이라고 가정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회피한다. 물론, 분석단위를 개인 수준(individual-level)로 설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10) 그러나 내부구성원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기에 시·

군·구는 너무 넓고 크다. 또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시와 군과 구는 동등

하지 않다. 시(市)와 군·구는 인구 규모면에서 크게 다르다. 군(郡)과 시·구는 산업 구조 면에서 동등하

지 않다. 행정구역을 분석단위로 삼는 기존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더미변수로밖에 통제할 수 없었다. 요

컨대 분석단위로서 시·군·구는 의존재원 데이터가 허용하는 최소 단위일 뿐 분배정치를 검증하는데 적

합한 분석단위로 보기 힘들다.

5. 본 연구의 차별성

1) 행정부 재량의 소규모 지역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

본 연구의 첫 번째 차별성은 의존재원이 아닌 자원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에 있다. 본 연구가 연

구대상으로 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자원이

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방의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

당하고 교육사무는 교육자치단체가 전담하며 서로 간섭할 수 없다. 시·도에는 시·도 교육청이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의 아래에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위하여 중앙정부가 교육자치단체(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돈이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 중 하나인 지방교부금과 유사한 이름이지만 다른 예산이다.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거하고 교육부 소관이다.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액은 내국

세의 20.27%로 고정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대부

분인 96%는 보통교부금으로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교 수 등을 포함하는 산정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된다. 나머지 4%가 특별교부금인데 그 배분기준이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오랫동안 정치적 자원 배분이 의심되어졌다. 또 “보통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용도

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특별교부금은 용도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감사원 

2008, 7).”

특별교부금의 도입 취지는 산정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으로는 예측하거나 대

응할 수 없는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 특별한 교육수요를 인지하여 예산을 

10) 골든·민(Golden&Min 2013)은 핵심지지층과 부동층 개념이 본래 개인 단위인 반면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데이
터는 대개 선거구 단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설령 연구자가 설문조사로 유권자의 정당 지지를 측정하더라도 자원 데
이터가 개인 단위로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를 개인 단위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핵심 개념과 접근 가능한 데이
터 단위의 불일치는 연구의 설명력을 약화시킨다(this interpretation is weakened by misalignment between 
key concepts and the level at which data are available).”(Golden&Min 2013, 79)

11) 지방교부금은 지방교부금법을 적용받으며 안전행정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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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교육부에서 내부 심사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결재를 받은 뒤 교부한다. 이러한 특별교부

금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액의 60%에 해당한다. 국가적인 

교육 정책의 실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교육부의 사업부서가 사전

에 반영하지 못한 교육 사업이 있으면 회계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교

육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금액의 30%에 해당한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추가적인 교

육 관련 예산 수요가 있으면 이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이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심사

한 뒤 교부한다. 세 번째는 재해대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액의 10%에 해당한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

은 경우 그 복구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12) 이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이 신청하고 교육부가 심사 후 

교부하지만, 신청 시 소방방재청의 피해조사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자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이하 ‘교육특별교부

금’으로 표기)이다. 교육특별교부금은 배분 기준이 불투명하고 장관 결재만으로 쉽게 집행 가능하며 사

후에 국회로부터 심의 받지 않으며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예전부터 정치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교부금을 일

선 학교에 격려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008년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교육부 간

부 27명이 모교를 방문하는데, 각자 500만원씩 총 1억 35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윤두현 2008). 초기에 교육부는 “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내에서 사용하

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윤두현·조민진 2008), 이후 5월 28일에 

교육 관련 시민단체연합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조민진 2008;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2008)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감사원 2008, 1). 이윽고 2008년 8월 6일, 김도연 교육부 장관이 취임 6

개월 만에 사퇴하게 되었다.

감사원(2008, 21-23)이 2007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특별교부금의 82.2%(약 2,330억 원)가 

학교시설 증·개축사업(50.7%) 혹은 교육환경개선사업(31.5%)의 보충재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학교

시설 증·개축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하였다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보통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고,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보통교부금 등에서 추가 지원하는” 행태

를 보이고 있었다(감사원 2008, 23). 또 교육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강당·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30% 이상 대응투자가 확보된 경우에만 교부한다’ 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3년 이내에 교부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등의 내부 지침이 존재했으나 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감사원 2008, 31-36).

비단 교육부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 차원의 신청 단계에서도 자의성이 작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0년 동안 신청내역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2011, 100)은 시·도 

교육청이 교육특별교부금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 선정 절차 없이 각 시·도교육청 

예산부서의 담당자가 임의로 우선순위 및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등 대상사업 선정에 형평성·공정성을 

12) 재해대책사업의 잔액이 예상되면 우수 교육지원기관에 지원금으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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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감사원(2011, 109-110)은 “시의원 등 외부 인사들이 우

선순위 또는 시설 노후 정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역구 등 특정학교의 시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각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

다. 실제로, 2008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신청에서는 사전 수요조사 때 없었던 사업 

3건이 갑자기 추가되었는데, 이 3건은 모두 시의원의 요구한 것이었다(감사원 2011, 100). 교육특별교

부금을 둘러싼 자의적 배분 관행은 최근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년 3월에 감사원은 또 

다시 교육특별교부금의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주의요구서를 교육부에 발송했다(감사원 2015). 주된 내용

은 특별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과 보통교부금으로도 운영 가능한 사

업을 중복 지원했다는 점으로 과거의 지적과 동일한 내용이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년 12월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이 요구하여 2013년~2014년

의 세부집행내역을 확보했고,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밝혀진 자료

를 주간지 기자 천관율(2015, 16-21)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합산하여 교육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은 

지역과 그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개별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부 소관 

상임위) 소속 혹은 원내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이 교육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았음을 확

인했다.

이후 2015년 12월 16일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설했고 

교육특별교부금 등 교육재정관련 데이터를 2015년 것부터 공개하고 있다. 교육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 자료부터 공개하고 있다.

교육특별교부금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분배정치를 검증하는데 의존재원보다 장점이 많다. 

첫째로, 행정부의 재량성이 높은 자원으로 정치적 자원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정치적 

자원 배분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자원 배분이 지탄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관행은 고쳐지지 않

아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온 이력도 있다. 또 최근까지 그 집행내역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분배정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로, 교육특별교부금은, 비록 그것이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며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대부

분이 일선 학교의 시설 증·개축과 교육환경조성사업에 쓰인다. 그 때문에 해당 자원으로 인해 물질적 

혜택을 얻는 유권자 집단의 계층과 지역이 훨씬 좁혀질 수 있다. 의존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자원이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인 시·군·구 이하로 나눌 수 없고 시·군·구 안에서도 유권자의 특

성을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선으로 인한 혜택의 수혜자는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뿐이다. 학교 시설물 개선은 대개 지역사회에 경제적 외부효과를 낳지 않으며 그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다. 또 대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인근에 거주할 것이므로 학교 주소지

를 기준으로 연구의 분석단위를 시·군·구보다 더 작고 동등한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셋째로, 교육특별교부금은 행정부 예산 중에서도 매우 작은 규모다. 분배정치를 둘러싼 기존논의에

서 분배주체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 기존연구들이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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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통령은 재선의 동기가 없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교육특별교부금은 연간 약 4,0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내국세의 약 0.486%에 해당한다. 중간평가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추구하는 동기를 인

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편성에 압도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분배정치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대

적으로 작은 규모다. 오히려 장관의 재량성과 자의적 기준, 집행내역의 비공개성으로 미루어 볼 때, 대

통령보다 공식적인 권한이 적으면서도 분배정치의 동기가 강력한 정당 혹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

하기에 더 유리한 자원이다. 또 한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 중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예산에서 분배정

치의 패턴을 검증한 바는 아직 없다.

2) 지방선거의 특수성: 핵심지지층과 부동층 식별과 지방의원의 역할

본 연구의 두 번째 차별성은 지방선거를 재해석한다는 데 있다. 한국 분배정치를 다룬 기존연구에 

있어서 지방선거는 좀처럼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선거 결과와 자원 배분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

는 분야임에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별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 분배정치 연구에서 선거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핵심지지층 

혹은 부동층 개념을 측정하기 위함인데, 이 때 분배주체의 기준에서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이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당 등 중앙정치인을 분배주체로 삼은 기존연구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는 그 측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한 권혁용(Kwon 2005)과 호리우치·이

승주(Horiuchi&Lee 2008)는 대통령 선거결과로 독립변수롤 조작했다. 김지윤(2010)은 대통령이 중간평

가로서 임기 중 도래하는 선거를 의식한다고 가정했으나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만 

사용했다. 허석재·권혁용(2009)은 대통령이 아닌 정당과 국회의원을 분배주체로 보았지만 국회의원 선

거 결과만 사용했다.

예외적으로 강우창(Kang 2015)은 지방선거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또한 핵심지지층과 부

동층을 측정하는 독립변수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사용했고, 지방 선거는 선거 직전 해를 구분하기 

위한 더미변수로만 사용했을 뿐이었다. 또 대통령을 분배주체로 가정한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

가와 국정 운영 파트너의 선출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한

다. 그러나 경험적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 직전 해에는 선거를 의식한 부동층 가설이 유

효했지만, 지방선거 직전 해에는 예측과 달리 핵심지지층 가설이 유효했다. 강우창(Kang 2015, 56)은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두고 보조금이라는 재원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가 분배정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

심을 품게 한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를 분배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한다. 기존연구는 분배주체의 핵심

지지층과 부동층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분석에 고려한 경우에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와 동

일시해왔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선거이득의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인이 핵심지지층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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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다른 선거와 다른 특색을 보인다.

첫째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지방 선거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이는 유권자 집단의 측정에 있어서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의 식별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분배정

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유권자 집단을 세 부류로 분류한다. 행위자의 핵심지지층, 부동층 그리고 경쟁자

의 핵심지지층이 바로 그것이다. 경쟁자의 핵심지지층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선거이득이 적

다는 공통 전제 하에, 자신의 핵심지지층과 부동층 중 어느 쪽이 자원 배분의 한계 효과가 큰지에 대

한 상반된 견해가 핵심지지층 가설과 부동층 가설 간 대립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비중은 다른 전국적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

에 대한 강력한 정당 선호를 가진 핵심지지층이 지방선거에 투표할 가능성은 그렇지 못한 부동층이 투

표할 가능성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심지지층이 과대 대

표되고 부동층이 적게 참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경우, 분배주체는 지방선거 

결과에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핵심지지층과 경쟁자의 핵심지지층 간 경합 결과

이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지역은 자신의 핵심지지층이 경쟁자의 핵심지지층보다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은 지역은 경쟁자의 핵심지지층이 강고

하게 자리잡은 지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부동층의 규모다. 앞의 가정에 따르면 지방선

거에는 핵심지지층이 주로 참여하므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의 수를 통해 부동층의 규모를 

역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투표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부동층의 규모가 큰 곳이며, 투표율이 낮은 곳은 

향후 전국적 선거에서 부동층이 대규모로 유입될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선거결과 중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

구제로 다른 전국적 선거에 비하여 승패에 대한 압박이 덜하다. 실제로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극심한 

몇몇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여당은 모든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1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선출했

다. 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인 다른 전국적 선거처럼 반드시 상대보다 많은 득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경쟁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낮은 선거경쟁도로 인해 전략투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으므로 핵심지지층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방선거는 분배

주체가 득표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대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달성하는데 경유하거나 참고하는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로, 지방의원은 전국적 선거를 준비하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핵심지지층을 관리하고 동원하는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선거운

동의 기간과 선거운동원의 수,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를 규정하고 각 지역의 선거관리사무소가 이를 

감독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2조 5항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원은 전국적 선거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원 

외 선거운동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인·전광준(2017, 38)의 보도에 따르면, “밑바닥 선거운동”에 있

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지대하다. 지방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역민의 민원을 신

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며 유권자를 직접 만나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양질의 선거운동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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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방의원도 선출직으로서 자기 지역구 내에 자신의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의 분배주체 입장에서도 지방의원을 포섭하여 그가 유지하고 있는 유권자 조직을 함께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 나아가서는 분배주체의 핵심지지층을 지방의원의 지지층과 일치시켜서 지방의원을 

핵심지지층의 중간관리자로 삼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연합에 해당하는데, 핵심

지지층 가설을 주장한 콕스·맥큐빈스(Cox&MaCubbins 1986)가 애초에 설명하고자 했던 그것이다. 정

치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의 교환은 그 선거연합이 유지되기 위한 외적인 조건일 뿐이고, 실제 선거연

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앙정계의 분배주

체가 다음 전국적 선거를 위해 핵심지지층을 관리하고 동원하는데 있어서 지방선거 결과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넷째로, 실제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한다는 정황이 알려진 바가 있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지역구가 겹치는 동일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비공식적인 후견주의 관계에 

있다. 국회의원의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기면 그 아래의 지방의원이 따라가는 행태를 강준만(2008)은 

비판한 바 있다. 최근에도 민주평화당이 창당되면서 전라북도 소속 지방의원 54명 중 20명이 국민의당

에서 민주평화당으로 집단 탈당한 바 있다(정성학 2018). 이진수(2015, 312)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오랫

동안 지냈는데 자신의 경험을 술회하는 책에서 지방의원과의 관계를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실제로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의-인용자주)� 사무국장은�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공천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 다른� 하나는� 지역� 구민을� 위해� 일한� 업적.� 의원에� 대한�

충성심은� 의원의� 득표력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의� 여부다.� 만약� 지방의원이�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의�경선이나�본선에�동원하지�않거나�심지어�반대편에�서는�경우는�위험하다.� 일종의�사병(私兵)인데,� 사무

국장은�이를� 사전에�국군(國君)의�편제로�느슨하게라도�통합해야�한다.

같은 책에서 이진수(2015, 350-351)는 아래와 같이도 서술한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그가 지방

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지방사무실의-인용자주)� 사무국장은� 언젠가는� 출마해야� 한다.� 원하건� 원치� 않건� 한� 번은� 지방의원�

배지를� 달아야� 한다.� 계속� 무관의� 제왕으로� 50이� 넘어가면�우선� 가족이,� 그리고� 나중에는� 조직원이� ‘좀� 무능한�

사람’으로� 본다.� (중략)� 심지어� 자기� 도움으로� 구·시의원이� 된� 이들이� 국장을� 슬슬� 아래로� 보기� 시작하면� 처음

에는� 안� 그랬다가도� 어느새�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선출직� 의원이� 체질이� 아니라�

생각하면� 두� 번은� 안� 하더라도� 한� 번은� 해야� 의원의� 오른팔로서,� 또�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권위를�

지닐�수�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지방의원은 그 자체로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나 득표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보다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더 중요한 선거에서 선거이득을 얻기 위한 보조적이

고 준비적인 단계로써 작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득표율은 핵심지지층 

간 경합에서 우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지방선거에서 확인한 투표율은 부동층

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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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지역구에서 핵심지지층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혹은 다음 전국적 선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유

능한 선거운동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가설

본 연구는 대통령이 아닌 정당과 국회의원을 분배주체로 가정한다. 재선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분

배정치에 있어서 대통령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교육

특별교부금은 비록 행정부의 재량권이 높지만 대통령에게 배분 권한이 있는 전체 예산에 비해 매우 작

은 규모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도 장관과 공무원과의 협상을 통해 배분 과정에 틈입하기 유리

하다. 천관율(2015, 18-19)은 국회의원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한� 교문위(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용자주)� 의원실� 관계자가� 들려준� 에피소드

다.� “언론은� 국정감사� 현장만� 주목하지만,� 사실� 행정부� 처지에서� 더� 골치� 아픈� 게� 국감� 결산보고서다.� 여기에�

기록이� 남으면� 인사고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고� 쓰는� 날에는� 아주� 피곤해진다.�

국감� 현장에서� 두들겨� 맞더라도� 결산에서만� 빼달라고� 한다.� 특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

사업-인용자주)� ‘민원’을� 슬쩍� 들어주면서.”

비록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한 직접적인 심의 권한이나 절차는 없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과 국

회의원은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사안에 걸쳐서 서로 대립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 행정부의 자의성이 높으며 내역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

기 좋은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선거이득을 위해 교육특별교

부금을 배분을 왜곡했다고 가정한다. 분배주체는 정당과 국회의원, 정치적 목표는 선거이득, 정치적으로 

배분된 자원은 교육특별교부금이다.

또 본 연구는 선거의 특성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를 구분한다.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선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할 것이다. 즉, 정

당과 국회의원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면서까지 선거이득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 그 선거이득이 의미하

는 구체적인 대상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추가적인 득표다.

반면,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지방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중간점검 혹은 준비단계로 볼 수 있

다.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인해 지방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의 식별 문제

를 완화해준다. 지방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로 경쟁자와의 핵심지지층 경쟁에서의 우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선거 투표율을 통해서는 부동층의 규모를 확인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불확실성을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선거 결과 당선된 지방의원은 향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능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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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중·대선거구제라서 선거 경쟁에 대한 부담은 적다. 심지어 지방 선

거는 4년 주기로 국회의원 임기의 딱 중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이득을 추구하

는 분배주체의 입장에서 지방 선거는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회인 동시에 지방의원

을 사전에 확보하는 준비하는 기회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가정에 의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첫째로, 지방선거 

결과는 핵심지지층 간 대결에서 경쟁자와의 우세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세한 지역은 

곧 현직자의 핵심지지층이 강고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핵심지지층이 강한 지역일수록 자원을 더 많

이 받았을 것이다.

가설1. 지방 선거에서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득표율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구일수록 교육특별교부금

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둘째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부동층 규모의 역수로, 이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크

기로 볼 수 있다. 지방 선거 결과에 의거하여 자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려는 분배주체의 입장에서 낮

은 투표율은 지방 선거 결과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합리적

인 분배주체라면 부동층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에 자원을 더 적게 배분할 것이다.

가설2.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기초의원 선거구일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적게 받을 것이

다.

셋째로,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에 개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13) 교육특별교부금은 행정부의 재량권이 큰 예산이다. 비록 정당과 국회의원은 다양한 경로

와 방식으로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만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개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개입 과정에 있어서 그 

주체가 여당인지 아니면 야당인지 여부는 행정부 공무원과의 협상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공

무원과의 협상에 있어서 야당보다는 여당이 협상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

을 것이다.

가설3. 야당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보다 여당 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서 분배정치의 패턴이 더 명확

하게 나타날 것이다.

2. 변수와 데이터

본 연구의 시간적 배경인 2015년을 전후한 주요 정치일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당시 

13) 한국 분배정치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허석재·권혁용(2009)와 김지윤(2010)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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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이던 19대 국회의원은 2012년 4월에 선출되었고 2016년 4월에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그 중간지점인 2014년 6월에 6회 지방 선거가 있었다. 만약 정당과 국회의원이 분배주체로서 

2016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를 위해 2014년의 지방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면, 2015

년은 선거를 앞두고 분배정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변수

들은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1> 2015년을 전후한 주요 정치일정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초의원 선거구다. 교육특별교부금의 특성 덕분에 본 연구는 시·군·구보다 더 

작은 단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의 기준을 따랐

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에서 세부적인 획정표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표는 행정동을 기

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주소지는 법정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다른 변수를 코딩하면서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2014)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주소코드를 참고하여 분류했다. 주민등록주소코드로도 분류되지 않은 것들은 각 시·군·구의회의 「◎◎

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혹은 「◇◇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을 참고하여 분류했다. 시·군·구의회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검색시스템14)에서 검색했

으며, 조례가 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조례를 참고했다. 법정동으

로 표기된 주소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15)을 사용하여 변환했다. 특별자치시·도인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의회가 없어서 기초

의회 선거구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기

초의원 선거구로 분석단위를 편성했고 총 표본 수는 1,034개다. 

종속변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의 교부액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5)에서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업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사업별 내역이다. 사업별 내역에는 담당 교육청, 지역, 사업명, 교부금액 등이 표기되는데, 일선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에 사용된 경우는 사업명 안에 학교명이 포함되어 있다.16) 교육특별교부금의 사

업별 내역 중 학교명이 표기된 사업의 교부금액만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교부금액 4,161억 원 중 

3,375억 원으로 약 81%에 해당한다. 학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 있는 학교

가 받은 교부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코딩했다. 학교의 주소지는 학교알리미(2017)를 참고했다.

14)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8.03.15)
15) http://www.juso.go.kr/openIndexPage.do (검색일: 2018.02.28)
16) 예를 들어 “경기고 교내통학로 하수관배관 공사”, “중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등(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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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얻은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의 득표율이다. 투표율은 각 기초

의원 선거구의 총 유권자 수 중 기권 수의 비중으로 계산했다. 국회의원 정당은 각 기초의원 선거구를 

자기 지역구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 우선 각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역구가 일치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정렬시켰다. 예컨대, 기초의원 선거구인 서울

성동구_가와 서울성동구_나 선거구는 지리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인 서울성동구_갑의 하위에 속한다. 

이 때 서울성동구_갑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재천 의원이었으므로, 서울성동구_가와 서울성

동구_나 선거구의 국회의원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준을 따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a)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파악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b; 2016),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정

당을 하위 기초의원 선거구의 국회의원 정당으로 설정했다. 국회의원 정당이 2014년 기초의원 비례대

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국회의원 정당의 득표율로 코딩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 해당 지역

을 점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핵심지지층이 경쟁자의 핵심지지층에 비해 얼마나 우세한지를 측정

하기 위한 의도다.

통제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사용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성이

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성이 자원 배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허석재·권

혁용(2009)과 김지윤(2010)에 의해 거듭 밝혀진 바 있다. 국회의원의 선수(選數), 여당 소속 여부 그리

고 교육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문위 소속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여당 소속 여부와 교문위 소

속 여부는 더미변수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인 경우와 교문위인 경우는 1을, 야당이

거나 교문위 소속이 아닌 경우는 0을 코딩했다. 또 교육부 외에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교육특별

교부금의 신청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여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성향 일치 여부

도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했다. 즉,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보수 교육감인 경우 그리고 새

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의원과 진보 교육감인 경우에는 1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코딩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교육 수요에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다.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 소재

하는 학교 수와 총 재학생 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학교 수는 교육특별교부금을 신청하거나 수혜할 

수 있는 사업의 수효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5군데인 지역은 학교가 단 1군데인 지역보다 교

육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건수도 많고 수혜 받을 확률도 높다는 추정이다. 재학생 수는 학

교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신축·증축·보수 수요를 의미한다. 재학생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

역보다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가정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학교가 많다는 

것이 밀집된 인구의 반증이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의 제약 때문에 인구

와 무관하게 면적에 따라 학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면 학교 수만으로

는 측정할 수 없는 교육 수요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수와 재학생 수는 

학교알리미(2015a; 2015b)에서 참고했다.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 높으며 예산 배분 과정에서 도시 지역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시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했

다. 기초의원 선거구 중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하는 지역은 1을, 도(道)에 속하는 지역은 0을 코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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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분배정치 연구에 있어서 지역주의를 핵심 개념으로 사용한 연구(Horiuchi&Lee 2008)가 있

고 또 지역주의 변수가 자원 배분에 유의미한 것을 검증한 연구(허석재·권혁용 2009)가 있으므로 지역

주의 여부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경상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혹은 전라도(광주·전북·전남) 지

역은 1을, 그 외 지역은 0을 코딩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에 나와 있다.

변수명 표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육특별교부금액(천원) 1,034 326,475.100 603,431.300 0 3,743,000

투표율(%) 1,034 57.419 8.386 34.944 81.978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1,034 59.163 15.336 0.000 88.000

국회의원 선수(선) 1,034 2.046 1.154 1 7

국회의원 여당 여부(더미) 1,034 0.588 0.492 0 1

국회의원 교문위 여부(더미) 1,034 0.084 0.278 0 1

교육감-국회의원 성향 일치여부(더미) 1,034 0.573 0.495 0 1

학교 수(개) 1,034 11.245 5.412 1 34

학생 수(명) 1,034 5,806.963 4,707.135 97 29,192

도시 여부(더미) 1,034 0.514 0.500 0 1

경상도 여부(더미) 1,034 0.319 0.466 0 1

전라도 여부(더미) 1,034 0.172 0.378 0 1

<표 1> 기초통계량 

IV. 분석 결과

앞에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아래의 <표2>는 본 

연구가 포함한 5가지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2>의 1열에 있는 모형(1)은 모든 설명변수를 기본항으로 넣고 통상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추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다. 모형(1)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

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인 경우는 야당인 경우보다 교육특별교부금을 약 1억 3152만 원을 더 받

고, 국회의원이 교문위 소속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육특별교부금을 약 2억 8142만 원을 더 

받는 경향이 있다. 또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에 소재한 학교 수가 1개 늘어날 때마다 약 1118만 원을, 

학생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약 2만 4655원을 더 받는 경향이 있었다.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국

회의원 정당 득표율을 비롯한 그 외 다른 변수는 교육특별교부금액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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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교육특별교부금액(천원)

모형(1)
( OLS / 전체 )

모형(2)
( WLS / 전체 )

모형(3)
( WLS / 전체 )

모형(4)
( WLS / 여당 )

모형(5)
( WLS / 야당 )

투표율
-4,337.145
(2,651.732)

-2,276.638
(2,071.749)

23,192.850***

(8,708.125)
37,976.820***

(13,023.200)
2,462.970

(12,303.050)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956.763
(1,444.598)

-846.699
(1,200.911)

21,461.760***

(7,584.416)
38,942.140***

(11,381.240)
5,000.022

(11,581.770)

(투표율)*(국회의
원 정당 득표율)

-374.465***

(125.366)
-559.669***

(180.745)
-83.590

(193.366)

국회의원 선수
19,969.840

(15,875.060)
13,909.530

(14,063.760)
11,335.820

(14,021.000)
19,313.620

(20,858.210)
1,766.518

(19,280.510)

여당 여부
131,526.300*

(72,137.290)
215,234.800***

(64,551.650)
193,587.800***

(64,843.280)

교문위 여부
281,422.400***

(65,145.680)
248,418.600***

(57,347.890)
413,552.900***

(107,160.200)
169,059.100**

(72,376.840)
393,344.700***

(99,690.300)

(여당 여부)*(교
문위 여부)

-235,077.900*(1
26,926.900)

교육감-국회의원 
성향 일치여부

-8,683.894
(58,838.630)

40,152.430
(48,381.670)

40,717.490
(48,844.520)

-20,169.040
(62,381.250)

136,492.400
(195,964.900)

학교 수
11,188.180**

(4,681.782)
9,336.124**

(3,995.215)
9,728.572**

(3,978.763)
8,512.085

(5,596.592)
7,465.541

(6,443.998)

학생 수
24.655***

(6.405)
29.090***

(6.137)
29.980***

(6.116)
43.313***

(9.849)
26.155***

(9.283)

도시 여부
75,266.740

(47,313.340)
112,914.600***

(43,553.430)
107,479.700**

(43,410.320)
140,720.900**

(57,611.240)
80,923.710

(80,339.350)

경상도 여부
-9,061.839

(53,126.170)
-21,341.310
(44,691.980)

-1,908.192
(44,911.320)

-24,224.180
(56,519.530)

-84,905.540
(129,241.400)

전라도 여부
86,464.250

(63,999.880)
162,559.600***

(53,878.610)
119,401.800**

(56,241.160)
617,642.800**

(239,409.200)
70,480.460

(95,882.300)

Constant
62,366.420

(193,889.200)
-47,615.060

(160,945.800)
-1,531,966.000***

(519,238.500)
-2,677,674.000***

(806,608.300)
-354,901.700
(759,760.500)

Observations 1,034 1,034 1,034 608 426
R2 0.122 0.149 0.159 0.169 0.164
adjusted R2 0.113 0.139 0.148 0.154 0.141
F Statistics 12.917*** 16.208*** 14.782*** 11.049*** 7.368***

Note: * p<0.1; ** p<0.05; *** p<0.01

<표 2> 회귀분석 결과표

모형(2)는 모형(1)과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되 추정기법을 비중을 준 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 WLS)로 변경하였다. OLS추정은 동분산을 가정하는데 횡단면 자료는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횡단면 자료에 있어서 OLS추정량

은 더 이상 최우수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이 아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각 변수에 일정한 비중(weight)을 곱한 채로 추정하여서 잔차의 분산을 동분산으로 만들고 추

정량의 표준편차를 줄이는 추정방식이 WLS 추정기법이다. 따라서 이분산성이 있는 데이터는 WLS기법

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실제로 모형 (1)의 잔차를 대상으로 골드펠트-콴츠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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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felt-Quandt Test; GQ test)를 실시한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본 연구자는 데이터에 

이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WLS기법을 사용했다. WLS 추정에 있어서 비중(weight)은 학생수 


로 주었다. 이는 이론적으로 교육특별교부금의 분산이 학생 수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이

다.17)18) 실제로도 모형에 포함된 연속형(continuous) 척도의 변수들 가운데 WLS추정의 비중으로 학생 

수를 사용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adjusted R2)가 가장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 WLS기법으

로 추정한 독립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OLS기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의 증가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모형(2)의 추정결과는 모형(1)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당일 때 그리고 교문위 소속일 때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모형(1)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던 여당 여부의 유의성이 모형(2)에서는 1% 유의수준으로 상승했다. 학교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생이 많을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도 모형(1)과 동일하다. 다만, 

모형(1)과 달리, 모형(2)에서는 도시 여부 가변수와 전라도 여부 가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게 나왔다. 이는 곧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가 특별시, 광역시 혹은 전라도 지역에 속할 때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LS 추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도시 여부와 전라도 여부의 유의성이 학생 수를 비중으로 둔 WLS 추정에서는 매우 강하게 나타

난 것은 각 지역과 학생 수의 연관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에 속하든 도시 지역은 공통적으로 

학생 수가 많다. 때문에 OLS 추정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류되었던 효과 중 일부

는 해당 지역이 도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OLS 추정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던 도시 여부의 

효과가 WLS 추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전라도 여부의 유의성의 몇몇 이상치(outlier)의 존재 때문

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다 개선된 모형인 모형(4)의 분석에서 이어서 하겠다. 한편, 

모형(2)의 조절된 결정계수(adjusted R2)가 0.139로 모형(1)의 0.113보다 큰 것으로 미루어볼 때 WLS 

추정으로 인해 모형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3)은 모형(2)에 상호작용 항을 추가했다.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은 각각 핵심지지층의 

우세 정도와 부동층 규모를 의미하므로,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이 분배주체의 판단에 있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는 모두 자원 배분 과정에 있어서 

유리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변수이므로 두 속성 사이에 모종의 상호작용을 의심할 수 있었다.

모형(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가 지방 선거에서 획득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2015년에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설1과 가설2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1% 유의수준 하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간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의미하

17) 보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이 받은 교육특별교부금액은 서로 엇비슷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의미다.

18) 물론, 이러한 교육특별교부금의 이분산은 학생 수 외 다른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도 관측될 수 있다. 그러나 WLS 
모형의 비중을 학생 수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학생 수가 종속변
수의 이분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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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은 그 각각의 효과를 더

한 증가분보다는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의 상호작용 효과

가 투표율의 효과와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의 개별 효과를 상쇄시켰다. 비록 기본항에 비하면 그 절대

값이 작은 편이지만 상호작용 항의 계수추정치도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가

볍게 넘길 수 없다. 또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모형(2)에서는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의 개별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이 각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

는데도 필수적임을 반증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하겠다.

두 번째 상호작용항의 효과도 특징적이다.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는 모형(2)와 마찬가지로 모형

(3)에서도 부호가 양의 방향이고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다. 그러나 계수 추정치의 절대액에 있어

서 두 변수는 차이가 있다. 여당 여부의 계수 추정치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모형(2)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교문위 여부의 계수값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의 상호

작용 항의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며 그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여당 여부의 계수보다 

크다. 즉,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이거나 교문위 소속일 때 교육특별교

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교문위 소속일 때 얻는 증가분이 여당 소속일 때 얻는 증가분보다 

크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여당이면서 동시에 교문위 소속일 때는 그 증가분이 단순 합산되지 않을뿐더

러 오히려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교육특

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국회의원의 특성은 야당·교문위, 여당·교문위, 여당·비(非)교문위, 야당·비교

문위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모형(3)의 조절된 결정계수는 0.148로 모형(2)보다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형(3)에서 나타난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의 독특한 상호작용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

해서,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측정된 전체 1,034개 표본을 여당 국회의원의 관할 구역(N=608)과 야당 

국회의원 구역(N=426)으로 나누어서 따로 추정했다. 분석모형은 모형(3)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이미 표

본으로 여당과 야당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여부 변수를 제외했다. 모형(4)는 여당 국회의원 관

할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이고 모형(5)는 야당 국회의원 구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그리고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은 모형(4)에서만 나타났

다. 이는 지방 선거 결과에서 확인한 핵심지지층 우세 정도와 부동층 규모를 고려한 자원의 체계적 배

분이 여당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와 상호작용 항의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높아질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여당 국회의원 관할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물론 투표율과 득

표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도 모형(4)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교문위 여부가 교육특별교부금의 추가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교문위 국회의원의 관할 지역이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확인되었지만, 그 추가적인 증가분은 국회의원이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가 두 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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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이 컸다. 이는 모형(3)에서 여당 여부와 교문위 여부의 상호작용 항이 음수값으로 유의하게 나온 것

과 같은 결과다. 이는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 교문위를 통한 자원 배분 과정 개입이 다른 맥락이기 때

문으로 보인다.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에서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는 가정의 

근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의 대면할 사안이 많거나 협상에서 우위에 설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시간적 배경인 2015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었다. 교육특별교

부금의 산정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의 재량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당(혹은 여당 국회의원)의 입

장에서는 교육부 공무원과의 대면기회 혹은 협상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 황우여 의원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교육부 운영을 둘러싼 사안에 있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여당 교문위 의원들은 대개 교육부 운영에 협조적이다. 여당 교문위 국회의원은 황우여 의원과 

업무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다른 여당 국회의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반

면 야당 국회의원은 교문위 소속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인 상황에서는 자원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야당 교

문위 국회의원이 여당 교문위 의원보다 더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수는 모형(4)와 모형(5)에서 모두 유의성을 잃었다. 전체 표본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던 변수가 그 하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 유의성을 잃은 것이다. 여당 표본에서 학교 수의 평

균이 11.1052(표준편차 5.1378)이고 야당 표본의 학생 수 평균이 11.4436(표준편차 5.7817)로 거의 비

슷함을 고려할 때 표본 분할 과정에서 편향(bias)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다만, 도시 여부 변수의 

유의성이 모형(4)에서만 나타났고 그 계수 추정치가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도시 지역 중에서도 

여당 국회의원 관할 구역에 교육특별교부금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분된 것이, 전체 표본을 다룬 모형(3)

에서는 도시 여부와 여당 여부 변수만으로는 추정될 수 없어서 학교 수의 효과로 일부 판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본을 여당 국회의원 관할 구역으로 한정하고 여당 여부 변수를 제거하자, 기존까지는 

학교 수의 효과로 오인되었던 도시 지역 여당 국회의원 지역의 효과가 제 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여당 국회의원 지역의 학교 수는 평균 11.7193개(표준편차 

5.8090)로 야당 국회의원 지역의 학교 수 평균 11.3699(표준편차 6.6157)개보다 근소하게 많은 편이다.

한편, 학생 수는 모형(4)와 모형(5)에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당 표본만

을 대상으로 한 모형(4)에서 그 계수 추정치가 1.5배 정도 증가했다. 동시에 전라도 여부 더미는 그 계

수추정치의 값이 5배 넘게 증가했다. 여당 표본에서만 전라도 여부의 계수가 유의하고 그 추정치의 값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여당 국회의원 관할 구역이면서 전라도 지역인 곳에 교육특별교부금이 

집중된 것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적은 계수값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19) 또 여당 표

본에 있어서 학생 수의 계수 값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의 여파로 보인다. 전라도 지역의 학생 수는 평

균적으로 적은 편인데 다른 정치적 이유로 자원을 많이 받은 것이 모형(3)에서는 구분되지 않다가, 전

19) 참고로, 전라도 지역(광주, 전북, 전남) 중 여당 표본에 해당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는 총 11개인데, 국회의원 선거
구로 변환하면 전남순천·곡성 단 한 군데이다. 순천·곡성 지역의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순천시 9개, 곡성군 2개)가 
받은 교육특별교부금액의 평균은 4억 3854만 5500원(총액 48억 2400만 원)으로, 전라도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의 
평균(약 2억 1415만 원), 전국 평균(약 3억 2647만 원)과 여당 국회의원 관할 지역 평균(약 3억 5340만 원)을 상회
한다.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다. 그는 2014.07.30.에 시행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선거 운동 기간에 지역에 ‘예산폭탄’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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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에 위치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관할하는 지역이 받은 자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모형(4)에서는 제 

값을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은 

전국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교육특별교부금

액 증가분의 규모가 1.5배 정도 더 크다.

모형(4)와 모형(5)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특별교부금을 둘러싼 정치적 배분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지방 선거에서 확인된 정치 변수는 여당 국회의원이 대

표하는 지역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가설3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결정계수를 비교

하면, 모형(3)의 0.148과 비교할 때 모형(4)에서는 결정계수가 0.154로 증가했고 모형(5)에서는 0.141로 

하락했다. 본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와 모형이 여당 국회의원 관할 구역에서 나타난 교육특별교부금 배

분 패턴에 좀 더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토의

앞의 분석 결과 중에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의 상호작용 항이 보인 독특한 패턴이 아직 규

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모형(3)에 따르면, 해당 기초의원 선거구가 지방 선거에서 확인한 투표율이 

높을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또 지방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당이 얻은 득

표율이 높을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런데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

표율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1% 유의수준 하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형(4)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향은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모형(5)에 따르면, 야당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서는 지방 선거 관련 변수가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2> 투표율와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의 이론적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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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 결과를 본 연구의 가설에 기반하여 단순하게 도식화한 것이 위의 <그림2>다.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과 투표율을 높다-낮다의 두 가지 기준으로만 분류해 총 4개의 사분면을 구성했다. 예컨

대, 제1사분면은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은 낮지만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가설1에서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핵심지지층이 경쟁자의 핵심지지층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우세한지 정도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로 정의된 X축이 이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핵심지지층

의 우세 여부다. 득표율이 높은 곳은 곧 핵심지지층이 우세한 지역, 득표율이 낮은 곳은 곧 핵심지지층

에 열세한 지역이다. 가설2에서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층의 규모였다. 이

러한 부동층의 규모는 지방 선거 결과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뒤바뀔 불확실성의 크기와 비례한다. 

따라서 투표율로 정의된 Y축이 이론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이 가진 불확실성

의 정도다. 투표율이 높은 곳은 불확실성이 작은 지역,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불확실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므로 모형(3)에서 투표율과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 변수의 유의성이 의미하는 바는 핵심지지층이 

우세한 지역일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작은 지역일수록 자원을 더 많이 배분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형(4)와 모형(5)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핵심지지층이 우세할수록 그리고 불확실성이 작을

수록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여당 국회의원의 관할 지역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위

의 <그림2>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아래 <그림3>처럼 변형할 수 있다. 득표율에 따라 자원을 추가적

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여당에서만 나타났으므로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을 여당 득표율로 변형했다. 또 

이 경우 여당 득표율이 의미하는 바는 여당의 핵심지지층이 해당 지역에서 우세한지 정도다. 야당 국

회의원의 관할 구역에서는 정치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1사분면과 4사분면에 빗금을 쳐서 

제외했다. 단순다수 소선구제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될 정도라면 여당 핵심지지층이 열세한 지역으

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빗금 친 구역을 제외하더라도 여당 득표율에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으므로 득표율이 증가할수록 자원이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림 3> 여당 득표율로 변환한 이론적 도식화

<그림3>을 보면 분배주체로서 여당과 여당 국회의원이 처한 상황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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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여당과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 선거 결과를 참고해 자원 

배분을 왜곡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을 선출할 만큼의 핵심지지층이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

로 지방 선거에서 여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한다. 또 여당 국회의원을 선출할 만큼

의 핵심지지층이 있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투표율이 높아 불확실성 낮을수록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 방식에는 선거이득 측면에서 한 가지 난점이 있다.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자원

을 배분하면 투표율이 높으면서도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그런 지

역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압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콕스(Cox 2010)가 

지적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복수의 선거에서 정당의 목표는 의석 수 극대화가 된다. 의석 

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의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핵심

지지층이 강고하면서도 부동층이 적은 지역은 승리가 낙점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정당의 입장에서 보

면 투표율과 득표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보다는 득표율은 높지만 투표율이 낮아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

는 곳 또는 득표율은 다소 낮지만 투표율도 낮아서 반전의 기회가 있는 곳이 선거이득이 더욱 큰 곳

이다. 따라서 정당이 합리적 분배주체이고 선거이득을 추구하는 체계적인 전략에 따라 정치적 자원 배

분에 접근한다면, 투표율이나 득표율이 높을수록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과 투표율과 득표율이 

동시에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을 적게 배분하는 경향은 양립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사업의 지출내역을 대상으로 하고 

2014년 6회 지방 선거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사용하여 분배정치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한국 분배정치를 다룬 기존연구들은 모두 이전재원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지방 선거를 고려하지 않았

다. 본 연구는 이전재원이 아닌 다른 행정부 재량의 소규모 지역 예산을 사용했다. 또 분배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지방 선거 결과를 재해석했다. 지방 선거를 핵심지지층과 부동층을 식별하는 기제로 가정하

여 분배주체의 전략의 방향성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지방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았다. 또 지방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러한 결과

는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곧 핵심지지층이 우세한 지역에 그리고 불

확실성이 낮은 지역에 여당이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투표율과 득

표율이 동시에 높은 지역이 받는 교육특별교부금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또한 의석 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의 유인과 일치함을 확인한 것이다.

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여당일 때 혹은 국회의원이 교문위 소속일 때 교

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교문위 소속일 때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은 국회의원이 여당 소속일 때보다 야당 소속일 때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행정부 재량이 큰 자원의 성격상 여당과 야당의 접근성이 차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여당 국회

의원 관할 구역에 한하여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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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라도 지역에 단 한 명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특별교부금을 월등히 

많이 받았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집중하는 여당의 전략적 자원 배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소규모 지역 예산에서도 정당과 국회의원을 주체로 한 분배정치의 패턴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교육특별교부금의 자의적 기준의 틈새를 정치적 계산이 틈입했다는 사실이다. 교육특별교부금의 

자의적 배분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다. 또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개별적인 민원의 형

식으로 끼워넣는다는 우려도 함께 있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여당이 그 직전 해의 교육특별교부금을 체계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있다.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수요를 

위해서 써야할 재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준비 자금의 성격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기준이 모호해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보완하고 자의적 배분을 근절하여 정치적 계산에 따른 왜곡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분배주체가 보다 중요한 전국적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 지방 선거의 결과를 참고하며 선거 직전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2015년 단 한 해의 결과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2015년(혹은 박근혜 정부)에만 

나타난 특수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주기로 번갈아서 

치러지는 현재 한국의 선거주기 상, 본 연구의 결과가 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면 지방 선거 다

음 해이자 국회의원 선거 직전 해마다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배정치 연구가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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