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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어 오던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해 지출 유형을 정립하
고, 지출 유형별로 지출실태를 분석한 논문이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비용외 지출은 법리적으로 무제한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선거비용 지출과 달리, 선거비
용외 지출은 자료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출 유형이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거가 없던 해인 2015년과 선거가 있던 해인 
2016년을 대상으로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지출 유형별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
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선거가 있던 해의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가 없던 
해와 비교하여 선거 관련 지출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규정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란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다수의 지적과 달리 선거비용외 지출은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유사성을 제외하면 의원별로 
상당한 지출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 예상과는 달리 여성의 정치적 권익신장
을 위한 여성정치 발전비 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발견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전된다는 정치자금의 
고전적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재원에서 후보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선거비용외 지출이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되
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외 지출을 합산하는 선거비용 총액제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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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활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의 필요성은 이견(異見)의 여지가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견을 개발·홍보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가 없는 해에는 지역구민과의 소통과 사무소 유지 등을 위하

여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대의민주주

의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로서 간주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치자금은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다. 로비, 

비리, 부패, 청탁 등의 부정적 요소가 정치자금의 조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적되는 것처럼1) 정치자금 지출이 조달의 목적과 부합

하지 않게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중요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가하고 있다(김현태 2007).

이처럼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부정부패의 

근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학계를 비롯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

자금의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측면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전용주 

2014). 

그간 한국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는 정치자금의 조달 측면에 초점을 두고 

1) “여의도에 집 두고도 후원금으로 국회 앞 오피스텔 빌려”(한겨례신문, 2016년 4월 4일), “'
후원금 땡 처리' 추가 조사: 제2의 김기식 찾는다”(머니투데이, 2018년 4월 17일), “마지막 
1원까지 '땡처리': 국회의원 후원금 사용 백태”(JTBC, 2018년 5월 2일), “정당 국고보조금 
연 수백억: 어떻게 썼나 살펴봤더니”(JTBC, 2018년 11월 27일).

주제어: 선거비용외 지출, 선거비용 지출, 정치자금, 후원금, 국회의원, 수입·지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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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조달적 측면에서 정치자금의 성격과 특징 등을 분석하는 

것이 정치부패와의 개연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파악하는 데 주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치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

의성 2004; 김의성·임성학 2002; 김정도 2014; 류석진 외 2015; 엄기홍 2005, 

2006a, 2006b, 2007, 2008a, 2011, 2012, 2016; 임성학 2002; 전용주·조진만 

2015). 반면 정치자금의 지출 측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흡하였으며, 이 또한 

선거비용의 지출 실태와 그 효과 등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김의성·임성학 

2002; 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김정도·정준표 2016; Shin, Jin, Gross and 

Eom 2005).  

아쉽게도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공직선거법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치자금 지출에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이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자금 지출이 선거비

용과 선거비용외로 구성되며, 선거가 없는 해에는 선거비용외만으로 정치자금 지

출이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 중 선거가 없는 해가 3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미흡했다는 점은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상당 부분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회의원 후원금 등에서 조달된 

선거비용외 지출 관련 비판들은 이에 대한 연구의 시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중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이 본래

의 취지에 적합하게 지출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향후 정치자금 연구와 국회 연구

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 공고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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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검토

지금까지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거비용 측면에 치중해 왔다. 예를 

들어 선거비용 실태에 관한 연구(강신구 2018; 김의성 2004; 김의성·임성학 

2002; 임성학 2002, 2005), 선거비용 효과에 관한 연구(Coleman and Manna 

2000; Gross and Goidel 2003; Goidel, Gross and Shields 1999; Jacobson 

1976, 1978, 1990; Green and Krasno 1988, 1990), 선거비용 제한법 완화에 

대한 연구(김의성 2004; Jacobson 1976)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연구 분야는 선거비용의 효과에 관한 논의였다. 선거비용 

효과에 관한 첫 번째 논의는 선거비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과 투표 참여를 

높이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콜만과 마나의 논문(Coleman and 

Manna 2000)은 선거비용이 후보자의 이념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이해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반면, 고이델, 그로스, 쉴즈(Goidel, Gross 

and Shields 1999)의 연구는 같은 시기, 그리고 같은 대상을 분석하였지만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의 연구는 콜만과 마나의 연구와는 달리 선거비용 지출

이 후보자 간 이념적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선거비용 지출은 선거결과, 그리고 선거관련 방송보도에 대해서 유

권자들이 갖는 관심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앤솔라비히이

어 등의 연구는 선거비용에서 ‘부정적 광고’에 상당한 부분을 지출하는 것이 유권자

들의 선거참여를 낮출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Ansolabehere and Iyengar 

1995; Ansolabehere, Iyengar, Simon and Valentino 1994; 엄기홍 2005). 

선거비용 지출의 두 번째 논의는 도전자와 현직자의 선거비용 지출이 득표의 

관점에서 차별적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약 도전자의 선거비용 지출이 현직

자의 선거비용 지출보다 득표에 있어 효과적이라면, 선거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직자 보호 정책이 된다(Jacobson 1976). 이와 같은 논의는 글란츠, 아브라

모위츠, 버카트(Glantz, Abramowitz and Burkart 1976)의 연구부터 제이콥슨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다 정교화되었다(Ansolabehere and Gerber 1994; 

Erikson and Palfrey 1998; Jacobson 1976, 1978, 1990; Kenn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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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urnett 1992).

하지만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직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초기의 논의에

는 현직자의 우월한 자금 동원 능력을 차지하고라도 연구방법상의 ‘동시

성’(simultaneity)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선거비용 지출과 득표율 간의 동

시성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Gross 2004). 먼저, 현직자가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현직자 자신의 득표율을 높일 수 있다. 한편, 현직자는 자신이 

얻게 될 득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상 득표율이 높은 경우보다 많은 선거비

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직자의 ‘예상’ 득표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현

직자의 득표율 자체를 사용하는 연구에는 현직자의 선거비용 지출과 득표율 사이

의 동시성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동시성" 문제는 현직자의 

선거비용과 도전자 간의 선거비용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도전자가 선거비용을 지

출하는 것은 자신의 득표율을 높이는 동시에 현직자의 득표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도전자가 거액의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현직자의 득표율은 하락하

고, 이것은 현직자로 하여금 보다 큰 선거비용 지출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시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적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도 후보자 유형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지속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김의성(2004)은 도전자의 

선거비용이 현직자의 선거비용과 비교하여 득표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다. 또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신명순·진영재·그로스·엄기홍(Shin, Jin, 

Gross and Eom 200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신명순 

등의 논문 결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동시성’에 대한 고려를 

결여한 채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동시성 결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김정도·김진하·정준

표(2013)의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인과관계에 대한 방향을 바꾸어 

선거비용 지출의 원인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선거비용 지출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이 지출 액수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또한 선거비용 지출과 후보자 득표율에 대한 동시성을 

결여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방향이 후보자 예상 득표율→선거비용 지출이라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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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 지출 중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선거비용외 지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김정도·김진하·정준

표(2013)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정치자

금 지출 중 4분의 1 이상이 선거비용외 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비용 제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영역이며, 이론적으로 무제한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간과

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

를 간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선거비용외 지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일련의 김정도, 정준표, 김진

하의 연구를 보면(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김정도·정준표 2016; 정준표·김진

하·김정도 2013), 최근 선거에서의 선거비용외 지출 실태를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정도 등은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는 정치자금의 

수입에 관한 부분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은 다시 후보자의 자산, 후원회 기부금 그리고 정당의 지원금 항목으로 구분된

다. 정치자금 지출은 다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로 구분된다. 따라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후보자 수입의 출처와 지출의 용도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정준표·김진하·김정도(2013)의 연구는 정치자금 수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비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의 주요 수입원은 

후보자 자산과 후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농촌이 도시보다, 지역패권 정당 

소속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선경험이 있는 후보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욱 많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자금 수입이 

높을수록, 선거비용 지출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외 지출 또한 높아졌다. 

김정도·김진하·정준표(2013)의 연구는 정치자금 지출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앞서 연구와 같은 시기, 같은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지출의 출처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모두에 있어서 후보자 자산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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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 그 뒤를 이어 후원금(25% 이상) 그리고 정당 지원금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정치자금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선거비용 지출, 그리고 선거비용외 

지출 모두에 있어서 득표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서 언급한 “동시성”의 문제

와 함께 고려할 때, 정치자금의 지출은 예상 득표율에 따라 연동되며, 이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정치자금 지출과 후보자 득표율 간의 동시성이 있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정도·정준표(2016)의 연구는 정치자금 지출의 또 다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치자금 지출 결정요인은 후보자의 예상 득표율뿐만 아니라, 후보

자의 소속 정당이 지역 패권정당에 부합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전남과 광주에서, 민주통합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후원금 기부금액과 

정치자금 지출액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도 등에 의한 일련의 연구는 거시적인 총액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 

각 부문의 세부 유형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들의 분석은 선거비용외 

지출 총액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각 부문에 대한 세부 분석이 제시되

지 않고 있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제한점은 총액에 대한 세부 유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치자금 지출, 특히 그간 간과되어 

오던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세부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Ⅲ.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분석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매년 발간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전과 선거 후 두 번에 걸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는 이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합해야 한다.2)

2) 유념할 사항은 선거가 있는 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선거비용외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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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조달은 크게 자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그리

고 정치자금 지출은 크게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로 구분된다. 선거비용외란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선거비용인 정치자금이 아닌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a, 20),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

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

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a, 19). 매년 발간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1>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자금 지출은 (후보자) 자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각각을 재원으로 하는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외 지출의 재원이 후보자 자산에 기인하는지, 

후원회 기부금에 기인하는지, 정당 지원금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정치자금 지출 재원의 상당 부분이 후보자 자산과 

후원회 기부금이며, 선거비용 지출액이 선거비용외 지출액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

하고 있다(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선거비용외 지출의 주목할 특징은 선거비용 지출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제한을 

에는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외 지출액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지출’도 일부 포함한다
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의 국회의원은 후원금으로부터 받은 수입 일
부를 선거 때 사용하는 후보자 선거통장에 지출할 수 있으며, 선거통장에서 지출
되는 비용에는 선거비용외 지출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도 지출된다. 예를 들어 선거
가 있는 해에 A국회의원은 A후원회로부터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수입한 후 이 중 
2천만 원을 선거비용외 지출로서 A국회의원의 후보자 선거통장으로 이체하여 지
출할 수 있다. 선거통장으로 이체된 2천만 원에서 후보자는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
용외를 선택하여 지출할 수 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
서]에는 선거통장으로 이체된 선거비용외 지출 2천만 원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거
통장에서 지출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지출이 중복되어 보고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선거가 있는 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선거통장으로 이체된 선
거비용외 지출액뿐만 아니라 선거통장으로부터 지출되는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 
지출도 같이 기재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가 있는 해의 [정치자금 수입·지
출 보고서]의 선거비용외 지출액은 선거비용 지출액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점
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한 선거 회계책임자의 인터뷰를 통하
여 파악할 수 있었다. 의견을 제시해준 익명의 선거 회계책임자에게 이 지면을 통
하여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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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반면, 선거비용외 지출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3) 둘째, 선거비용외 지출의 상당한 출처가 후보자 자산(60%)에 있

다는 점이며, 이는 후보자 재산이 정치자금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따라서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외 지출도 

모두 득표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정도·김진하·정준표 2013; 정준

표·김진하·김정도 2013; 김정도·정준표 2016), 후보자로서는 선거비용외 지출을 

무제한으로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선거비용 선거비용외 소계

자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 
지원금

보조금

보조금 외

합계

<표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양식

본 연구의 분석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조달된 선거비용외 지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은 크게 기본경비와 정치활동비로 구분된다. 기본

경비는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운영비로 구분되며, 정치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조직

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로 구분한다(<부록 1>. [정치자금사

무관리 규칙]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참조).4) <부록 1>에 제시된 것처럼 “항”에 

해당하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목”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목”은 다시 기본경

비/정치활동비로, 기본경비는 인건비/사무소 설치·운영비로, 정치활동비는 정책

3) 물론 선거비용외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무제한 지출이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나, 법적인 제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선거기간 동안 사용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 안내
서]에 제시되어 있다(<부록 2>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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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조직활동비/여성정치발전비/지원금/그 밖의 경비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각 “목”의 하부 유형은 구성하지 않고 회계책임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과목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은 “목”까지 유형화가 

가능한 반면, “목” 이하는 회계책임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선거비용외 지출 보고의 실태는 어떠할까?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

서] 세부 내역을 보면, 규정에 따른 지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국회의원의 보고서 내역을 보면, “목”에 대한 지정도 없이 단지 

2016년 4월 26일 “기자간담회” 166,000원 지출, 27일 “의원간담회” 27,000원 

지출, 29일 “지역사무소 공과금 및 신문대금 납부” 144,930원 지출, 29일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비” 34,000원 지출, 30일 “의원정책간담회비” 51,000원 지출 

등 회계책임자의 임의에 따른 내역만이 기록되어 있다. 즉 회계책임자에 따라 해석

을 달리할 수 있는 “과목해소”에 따른 내역 기재를 넘어 “목”에 따른 내역 기재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

램]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거비용외 지출 

보고는 선거비용과 달리 “지출 유형”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기입하는 창이다. 선거비용 지출 보고의 “지출 유형” 칸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

류 선택지가 있어, 각 분류를 지정하면 이에 따른 세부 분류 선택지가 나타난다. 

“지출 상세 내역”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를 모두 선택한 후 기재하도록 되어 있

어, 선거비용 지출의 경우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모두 규정이 준수될 수 있다(<부

록 3>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선거비용 지출 유형 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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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b)

반면 선거비용외 지출의 경우 “지출 유형” 칸에서의 선택지가 없고 “지출 상세 

내역”을 바로 기입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같은 이유로 “목”과 “과목해소”에 따른 

분류가 아닌 회계책임자자 임의에 따른 내역이 기재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b, 29). 따라서 국회의원(후보자)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서 

선거비용외 지출은 회계책임자의 임의에 따른 구분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고 방식은 정치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이 적

절하게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특히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이 본래 

목적인 정치활동에 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사무소 유지 등 기본경비에 주로 사용

되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의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의 구분을 준용하여 선거

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유형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의 지출을 크게 기본경비와 정치활동비로 구분한

다. 기본경비는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운영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의 세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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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과목해소 예시를 토대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본경비 

세목 구분의 방식과 같이 정치활동비도 분류하였다. 정치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로 구분되며, 각 유형의 세목은 

<부록 1>에 제시된 과목해소 예시를 토대로 정하였다. 끝으로 정치활동비의 하부 

범주로서 선거활동비를 신설하였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의 회계보고 특성상 

선거비용외 지출의 중복 기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익명의 다수 선거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목1 목2 세목

기본경비
가. 인건비

나. 사무소 설치·운영비 

정치활동비

가. 정책개발비

나. 조직활동비

다. 여성정치발전비

라. 지원금

마. 그 밖의 경비

바. 선거활동비*

<표 2> 선거비용외 지출의 항목별 구분

 

출처: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2호, 2018.1.19., 일부 개정) 

별표 1 수입·지출 과목해소표

주: * 별표 1과 별도로 신설된 항목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회의원 3명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이다. 분석시

기는 선거가 없는 해와 선거가 있는 해의 분석을 위하여 2015년과 2016년으로 

선정하였다. 3명의 국회의원은 정당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자

유한국당, 정의당 의원 각각 1명이 채택되었다. 또한, 선거구 크기와 선수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국회의원, 그리고 3선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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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설계에 따라 채택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시 

마포구갑), 자유한국당 김용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시 양천구을), 심상정 국

회의원(경기도 고양갑)이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2015년

과 2016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근거하여 후원회 기부금 계정의 선거

비용외 정치자금 지출을 분석하였다.5) 따라서 개인 자산과 정당 지원금에 의한 

선거비용외 지출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후원회 기부금 계정의 선거비용 

정치자금 지출도 분석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Ⅳ. 선거비용외 지출에 대한 정량적 실태 분석

선거비용외 지출은 크게 기본경비와 정치활동비로 나뉘며, 기본경비 항목은 세

부적으로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운영비 항목으로 구분된다. 정치활동비는 정책개

발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선거활동비로 나뉜다. 

기본경비와 정치활동비를 먼저 분석한 후, 각 항목의 세부 항목별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3>은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의원의 2015년과 2016년 선거비용외 

지출 전체에서 기본경비 항목과 정치활동비 항목의 비중이다.

선거비용외 지출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비록 세 명에 대한 분석이

었지만 세 명 의원 모두를 관통하는 일정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년의 경우, 노웅래 의원은 기본경비와 정치활동비의 비중이 48.1 대 51.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 45.6 대 54.4로 정치활동비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으며, 김용태 의원의 경우에는 85.9 대 14.1로 오히려 

기본경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표 3>에 비추어볼 때 선거

비용외 지출 중에서 기본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압도적이란 주장은 타당

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5) 시간과 비용의 제한으로 본 연구의 분석은 이들 3명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외 지출
에 대한 실태 분석으로 제한되나, 본 연구를 토대로 발견되고 유형화된 범주를 통
하여 전체 국회의원 전체적인 실태 분석이 요구된다.



｜ 122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가을 제5권 제3호

연도 항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2015년

기본경비
79,318,711

(48.1%)
213,028,525

(85.9%)
86,164,040

(45.6%)

정치활동비
85,480,794

(51.9%)
34,927,050

(14.1%)
102,893,115

(54.4%)

합계
164,799,505

(100%)
247,955,575

(100%)
189,057,155

(100%)

2016년

기본경비
53,163,466

(20.5%)
119,515,073

(38.4%)
35,405,559

(13.9%)

정치활동비
205,603,525

(79.5%)
191,882,429

(61.6%)
215,094,441

(84.4%)

합계
258,766,991

(100%)
311,397,502

(100%)
250,500,000*

(98.3%)

<표 3> 선거비용외 지출 비중

(단위: 원)

 

주: * 심상정 의원의 2016년 경우 미분류된 두 건의 지출(4,500,000원)이 있음

또 다른 점은 세 국회의원 모두 2015년보다 2016년에 정치활동비 지출을 높였

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 세 명 모두 기본경비를 줄이고 

정치활동비 지출을 높였다. 이와 같은 발견은 선거가 없는 해에는 국회의원 사무소 

유지 등 기본경비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비용

외 지출도 선거비용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설을 추정하게 한다.

1. 기본경비 항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의원의 2015년과 2016년 선거비용외 지출에서 기본경

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2015년 기본경비 지출 세부 항목을 

나타낸 <표 4>를 보면 노웅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인건비보다는 사무소·설치운

영 비용이 각각 64.1%와 70.9%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태 

의원의 경우,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보다 인건비가 61.4%로 더 크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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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

인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별로 기본경비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는 국회의원 세 명의 지출 내역만을 분석한 것이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경비에 있어서 특정 세부항목

의 비중이 일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은 국회의원 특성에 따라 기본경비 세부항목

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무소 설치·운영과 같은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인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6

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국회의원에 따라 기본경비 세부항목의 지출 비중이 

차별적이었다.

세부 항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인건비
28,500,000

(35.9%)
6,257,000
(11.8%)

130,872,500
(61.4%)

67,150,000
(56.2%)

25,081,995
(29.1%)

16,234,780
(45.9%)

사무소 
설치·운영

50,818,711
(64.1%)

46,906,466
(88.2%)

82,156,025
(38.6%)

52,365,073
(43.8%)

61,082,045
(70.9%)

19,170,779
(54.1%)

합계
79,320,726

(100%)
53,165,482

(100%)
213,030,540

(100%)
119,517,089

(100%)
86,166,055

(100%)
35,407,575

(100%)

<표 4> 기본경비 지출 세부항목

다음으로 <표 4>의 인건비 및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 각각의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인건비부터 살펴보면 인건비는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관계 여비, 사무소 기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인건비의 

세목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 5>에서 또한 국회의원을 관통하는 유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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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사무직원 
인건비

4,300,000
(15.1%)

2,000,000
(32.0%)

125,900,000
(96.2%)

66,850,000
(99.6%)

20,952,916
(83.5%)

12,000,000
(73.9%)

사무관계 
여비

24,200,000
(84.9%)

47,000
(0.8%)

0
(0%)

0
(0%)

748,491
(3.0%)

41,500
(0.3%)

사무소 
기타 

인건비

0
(0%)

4,210,000
(67.3%)

4,972,500
(3.8%)

300,000
(0.4%)

3,380,588
(13.5%)

4,193,280
(25.8%)

합계
28,502,015

(100%)
6,259,016

(100%)
130,874,515

(100%)
67,152,016

(100%)
25,084,010

(100%)
16,236,796

(100%)

<표 5> 인건비 세목별 비중

예를 들어, 노웅래 의원의 경우 2015년에는 사무관계 여비가 8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경우, 사무직원 인건비가 

각각 96.2%와 83.5%로 가장 높은 반면, 사무관계 여비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되

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을 대비할 때, 노웅래 의원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반면, 

김용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즉 노웅래 의원은 

2015년의 경우 사무관계 여비가 84.9%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2015년에 전혀 지출하지 않았던 사무소 기타 인건비가 67.3%로 증가

했으며, 사무직원 인건비도 32.0%으로 높아졌다. 반면 김용태 의원과 심상정 의원

은 비슷한 지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김용태 의원의 경우 2015년과 유사하게 

사무직원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99.6%이었으며, 심상정 의원도 다소 낮아지

긴 했으나 73.9%로 사무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기본경비의 두 번째 세부항목인 사무소·설치운영에 관한 세목별 비중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사무소·설치운영 세부항목은 사무소 부대경비, 사무소 임차

료, 사무소 물품구입비, 사무소 운영수수료, 사무소 운영비, 사무소 공공요금, 사무

소 제세공과금, 사무소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소·설치운영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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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무소 임차료와 사무소 공공요금이었다. 

2015년의 경우, 사무소 임차료는 노웅래 의원은 27.2%, 김용태 의원은 37.3%,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10.8%를 차지하였다. 사무소 공공요금의 경우에 노웅래 

의원은 56.3%, 김용태 의원은 41.1%,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16.7%를 차지하였다. 

2016년의 경우,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이 2015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하단의 “합계”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국회의원에 있어서 

고정비용의 하나인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 절대금액이 선거가 없던 해인 2015년에 

비해 선거가 있던 해인 2016년에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세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사무소 
부대경비

1,100,000
(2.2%)

0
(0%)

0
(0%)

0
(0%)

0
(0%)

0
(0%)

사무소 
임차료

13,826,400
(27.2%)

22,516,981
(48.0%)

30,610,800
(37.3%)

18,915,066
(36.1%)

6,620,499
(10.8%)

6,376,360
(33.3%)

사무소 
물품구입비

2,843,130
(5.6%)

2,310,144
(4.9%)

6,120,240
(7.4%)

6,352,700
(12.1%)

7,947,631
(13.0%)

2,916,916
(15.2%)

사무소 
운영 

수수료

0
(0%)

60,500
(0.1%)

2,226,900
(2.7%)

500,500
(1.0%)

700
(0.0%)

166,000
(0.9%)

사무소 
운영비

1,395,400
(2.7%)

2,202,200
(4.7%)

1,522,150
(1.9%)

804,100
(1.5%)

1,524,150
(2.5%)

1,682,049
(8.8%)

사무소 
공공요금

28,635,181
(56.3%)

18,333,771
(39.1%)

33,799,435
(41.1%)

19,836,207
(37.9%)

10,175,905
(16.7%)

6,009,354
(31.3%)

사무소 
제세공과금

0
(0%)

0
(0%)

4,000,000
(4.9%)

0
(0%)

0
(0%)

0
(0%)

사무소 
기타 비용

3,018,600
(5.9%)

1,482,870
(3.2%)

3,876,500
(4.7%)

5,956,500
(11.4%)

34,813,160
(57.0%)

2,020,100
(10.5%)

합계
50,820,726

(100%)
46,908,482

(100%)
82,158,040

(100%)
52,367,089

(100%)
61,084,060

(100%)
19,172,795

(100%)

<표 6> 사무소 설치·운영 세목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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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임차료 항목에 있어서 세 국회의원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소 임차료는 지출의 특성상 연도별 그리고 국회의원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3선 이상의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세 명 간에 큰 차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과 비교해서 김용태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큰 폭의 변동이, 그것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발견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무소를 선거에 보다 편리한 곳으로 

옮겼거나 기존의 사무실 임차료가 부담이 되어 좀 더 저렴한 사무실로 이사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사무소 설치·운영 비용 중에 사무소 임차료와 

더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소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세 국회의원 모두 

비용이 감소하였다.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고정비용을 최대

한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무소 기타 비용 항목은 세부 항목 중에서 일정하게 분류되지 않는 비용들을 

모아놓은 것이기에 특정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3,000만원 넘는 지출이 줄어든 점,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2015년 기타 비용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2. 정치활동비 항목

기본경비에 비해 다양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정치활동비 항목에는 정책개발

비, 조직활동비,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선거활동비 등이 있다. 

주요 정당인 노웅래 의원과 김용태 의원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모두 정책개발

비와 조직활동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의 경우, 2015

년에는 그 밖의 경비가 2016년에는 지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은 정치활동비 지출의 세부 항목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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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정책개발비
41,411,630

(48.4%)
24,853,870

(12.1%)
16,998,250

(48.7%)
17,371,000

(9.1%)
27,482,180

(26.7%)
14,445,170

(6.7%)

조직활동비
44,069,860

(51.6%)
42,800,000

(20.8%)
17,928,800

(51.3%)
169,319,500

(88.2%)
14,817,250

(14.4%)
64,335,115

(29.9%)

여성정치발
전비

0
(0%)

0
(0%)

0
(0%)

0
(0%)

0
(0%)

0
(0%)

지원금
0

(0%)
137,949,544

(67.1%)
0

(0%)
0

(0%)
0

(0%)
124,680,813

(58.0%)

그 밖의 
경비

-696**
(0.0%)

0
(0%)

0
(0%)

5,191,929
(2.7%)

60,593,685
(58.9%)

11,633,343
(5.4%)

선거활동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85,482,809

(100%)
205,605,430

(100%)
34,929,065

(100%)
191,884,445

(100%)
102,895,130

(100%)
215,096,457

(100%)

<표 7> 정치활동비 지출 세부 항목

 주: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과 별도로 신설된 항목, ** 농협하나로마트 현금IC결제 환급

금임

2015년의 경우, 노웅래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정책개발비와 조직활동비를 합하

면 100%로서 다른 세부 항목인 여성정치발전비, 지원금, 그 밖의 경비 모두에 

지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정책개발비와 조직활동비를 

합한 비중이 41.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노웅래 의원, 김용태 의원과 비교하

여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심상정 의원의 경우, 2015년 그 밖의 경비가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지원금을 의미하는 

지원금 항목이 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정치발전비의 지출이 세 국회의원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마련한 항목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심상정 의원조차 전혀 지출이 없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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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하는데 제약조건이 많은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2015년도 대비 2016년의 정치활동비는 선거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 첫째, 

<표 7>의 하단 “합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국회의원 모두 정치활동비가 1억 

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2016년에 기본경비가 감소했

다는 점을 상기할 때, 2016년의 정치활동비 증가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다. 둘째, 2015년 대비 2016년에 김용태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조직활동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치활동비 중 선거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조직활동비가 

2016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선거비용외 지출의 선거 관련성을 

의심케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15년에는 전혀 지출이 없었던 지원금 항목 비중

이 2016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노웅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사례를 통해 

반증된다.

일반적으로 정치활동비 세부 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

개발비와 조직활동비이다. 먼저 정책개발비에 대한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자. 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2015년 정책개발비의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정책회의 개최비와 정책 개발 여론조사비였다. 김용

태 의원은 두 세부 항목이 정책개발비의 전체를 차지하였으며, 노웅래 의원의 경우

에도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심상정 의원은 이 두 항목의 지출보다는 

정책 기타 비용의 지출이 43.8%에 달하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른 심상정 의원의 지출 행태는 <표 8>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2015년에 정책연구소 운영경비와 정책 개발 용역비, 정책 평가비는 세 

국회의원 모두 전혀 지출이 없었다. 정책 교육 연수비는 노웅래 의원만이 1.2% 

사용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별 싱크탱크를 만

들기보다 정당 내의 정책연구소에 의존하며,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외부에 용역

을 발주하거나 정책 개발과 시행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뢰하는데 인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 국회의원이 정책 구상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반영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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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정책연구소 
운영 경비

0
(0%)

0
(0%)

0
(0%)

0
(0%)

0
(0%)

0
(0%)

정책 개발 
기본경비

9,200,000
(22.2%)

7,000,000
(28.2%)

0
(0%)

0
(0%)

4,200,000
(15.3%)

13,694,170
(94.8%)

정책교육 
연수비

495,000
(1.2%)

0
(0%)

0
(0%)

0
(0%)

0
(0%)

0
(0%)

정책 개발 
여론조사비

0
(0%)

0
(0%)

10,345,750
(60.9%)

7,468,000
(43.0%)

9,800,000
(35.7%)

0
(0%)

정책 개발 
용역비

0
(0%)

0
(0%)

0
(0%)

2,500,000
(14.4%)

0
(0%)

0
(0%)

정책 
평가비

0
(0%)

0
(0%)

0
(0%)

0
(0%)

0
(0%)

0
(0%)

정책회의 
개최비

31,716,630
(76.6%)

16,732,970
(67.3%)

6,652,500
(39.1%)

3,403,000
(19.6%)

1,432,000
(5.2%)

751,000
(5.2%)

정책 기타 
비용

0
(0%)

1,120,900
(4.5%)

0
(0%)

4,000,000
(23.0%)

12,050,180
(43.8%)

0
(0%)

합계
41,413,645

(100%)
24,855,886

(100%)
17,000,265

(100%)
17,373,016

(100%)
27,484,195

(100%)
14,447,186

(100%)

<표 8> 정책개발비 세목별 비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의원은 각 정당의 중진 국회의원

이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이 실제 정책 개발을 심도 있게 준비하는 모습은 지출내

역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활동비에서 정책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정책개발비의 세부 항목 중 정책회의 개최비가 높다는 점이

다. 즉 정책회의 개최비의 상당 부분이 기자간담회 같은 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비용외 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자간담회와 같은 회의 비용으

로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6)

6) 익명을 요청한 보좌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매년 2,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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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책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정책교육 연수비는 노웅래 의원의 1.2%의 지출 

외에는 전무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비용인 정책평가비 지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김용태 의원의 경우 정책 개발 여론조사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심상정 의원의 경우 2015년 정책 개발 여론조사비 그리고 2016년 정책 개발 기본

경비에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세 명 모두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구상 또는 

평가를 위한 지출이 없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활동비의 또 다른 세부 항목인 조직활동비는 당원 연수·교육비, 외부 인건

비, 교재·연구자료 수집비, 피교육자 급식비·여비, 교육 훈련 임차료, 정당활동 

경비, 정당 내부 감독 경비, 조직활동 홍보비, 조직활동 발간비, 조직활동 선거비, 

조직활동 후보 지원비, 기타 조직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9>는 조직활동비의 

세부 항목 지출을 정리한 표이다.

조직활동비의 가장 큰 비중은 당내 기관지 발간에 사용되는 조직활동 발간비와 

정당활동 경비이다. 2015년의 경우, 두 항목을 합치면 노웅래 의원은 83%, 김용태 

의원은 69.3%, 심상정 의원은 무려 92.6%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조직활동 발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심상정 의원은 정당활동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정의당의 당대표로서 정당 활동에 대한 지출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조직활동 선거비로서 

2015년에는 세 국회의원 모두 지출이 없었지만, 2016년에는 김용태 의원이 

90.4% 외에 노웅래 의원이 7%, 심상정 의원이 4.7%를 사용하였다. 정당활동 경비

의 경우, 당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면 노웅래 의원은 26.1%가 감소하였고 

김용태 의원은 18.7% 급감하였다. 다만 김용태 의원의 정당활동 경비 지출이 

2015년 3,600,000원이었고 2016년에는 2,400,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감

정책개발비가 지급되고, 이 비용으로 공청회, 토론회. 연구용역(500만원 이내), 기자 
접대(간담회) 등을 한다.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서 정책개발비는 사실 정책 준비
단계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구민, 기자, 
교수 등과 식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부분도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을 듣고, 지역구민의 여론을 살피고, 기자에게 관련 정책 관련 부탁을 한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접대나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다.”(2019년 8월 11일 
면대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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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아니었다고 본다. 조직활동 후보 지원비의 경우,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세 

국회의원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세목 노웅래 김용태 심상정

연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당원 
연수·교육비

4,000,000
(9.1%)

0
(0%)

0
(0%)

0
(0%)

0
(0%)

0
(0%)

외부 인건비
0

(0%)
0

(0%)
0

(0%)
0

(0%)
0

(0%)
0

(0%)

교재·연구자료 
수집비

0
(0%)

0
(0%)

396,000
(2.2%)

29,000
(0.0%)

0
(0%)

0
(0%)

피교육자 
급식비·여비

0
(0%)

0
(0%)

0
(0%)

0
(0%)

0
(0%)

0
(0%)

교육 훈련 
임차료

0
(0%)

0
(0%)

0
(0%)

481,500
(0.3%)

0
(0%)

0
(0%)

정당활동 
경비

12,190,000
(27.7%)

703,500
(1.6%)

3,600,000
(20.1%)

2,400,000
(1.4%)

11,807,000
(79.7%)

52,652,000
(81.8%)

정당 내부 
감독 경비

0
(0%)

5,000,000
(11.7%)

0
(0%)

0
(0%)

0
(0%)

0
(0%)

조직활동 
홍보비

287,650
(0.7%)

6,623,000
(15.5%)

5,112,800
(28.5%)

4,774,000
(2.8%)

0
(0%)

100,000
(0.2%)

조직활동 
발간비

24,352,160
(55.3%)

27,208,500
(63.6%)

8,820,000
(49.2%)

8,195,000
(4.8%)

1,911,250
(12.9%)

6,508,115
(10.1%)

조직활동 
선거비

0
(0%)

3,000,000
(7.0%)

0
(0%)

153,000,000
(90.4%)

0
(0%)

3,000,000
(4.7%)

조직활동
후보 지원비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조직활동비

3,240,050
(7.4%)

265,000
(0.6%)

0
(0%)

440,000
(0.3%)

1,099,000
(7.4%)

2,075,000
(3.2%)

합계
44,071,875

(100%)
42,802,016

(100%)
17,930,815

(100%)
169,321,516

(100%)
14,819,265

(100%)
64,337,131

(100%)

<표 9> 조직활동비 세목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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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실태

를 세부 유형별로 분석했다. 그동안 자료 접근에 대한 어려움과 지출에 대한 범주화

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거비용외 지출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세 명의 수도권 중진급 의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에 대한 

촉매라는 기여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분석결과는 첫째, 선거비용외 지출 중에서 기본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기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별로 고정비용과 정치활동 

비용의 비중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정치적 권익 신장을 위한 

여성정치발전비 지출이 없었다.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서 마련한 항목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의외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정치활

동비에서 정책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정책개발비 중 정책회의

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정책개발비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정책개발비는 정책 개발을 위한 부문에 정치자금 지출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자간담

회와 같은 정책회의비에 상당한 지출이 있었다.

가장 주목할 발견은 선거비용외 지출이 선거비용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다. 2015년도 대비 2016년의 정치활동비 비중이 절대 금액 면에서 그리

고 비중 면에 있어서 급격히 높아졌고,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치활동비 중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직활동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선거비

용외 지출이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란 정치자금법의 규정과 달리,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선거비용외 지출의 상당한 

재원이 후보자 자산에 기인한다는 연구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후보자 

자산이 선거비용외 지출의 주요한 재원이고, 선거비용외 지출이 사실상 선거비용 

지출과 같은 형태로 지출된다면,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불평등이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토대를 두어 본 연구는 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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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외 지출의 무제한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과 선거비용외 지출

을 합산하는 선거비용 총액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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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지출

항 목 과목해소 세목명

선거
비용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
용 등의 정의)의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선거
비용외
정치
자금

기본경
비

가. 인건비

·사무직원에 대한 봉급·수당·여
비·활동비·격려금

사무직원 
인건비

·일반사무관계에 소요되는 여비
사무관계 

여비

·그 밖의 인건비
사무소 기타 

인건비

나. 
사무소설치·

운영비

·건물신축 또는 매입 그 밖의 
부대경비

사무소 
부대경비

·임차계약에 의한 토지·건물·기
계시설 등의 임차료

사무소 
임차료

·사무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사무소 

물품구입비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및 수선비

사무소 운영 
수수료

·각종 보험료, 연료비, 자동차유
지비(사무용에 한함)

사무소 
운영비

·전신전화 그 밖의 공공요금 일
체

사무소 
공공요금

·소송사건에 필요로 하는 공탁
금 그 밖의 제세공과금

사무소 
제세공과금 

·그 밖의 사무소설치·운영비
사무소 기타 

비용

정치
활동비

가. 
정책개발비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운영경비
정책연구소 
운영경비

·정책개발 부서의 기본경비(정책
개발부서직원의 봉급·수당·여
비·활동비·격려금,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연료비·자동차유
지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정책개발 
기본경비

·정책개발부서 직원의 교육·연
수, 정책자료 제작비

정책교육연수
비

·정책개발 관련 여론조사비 정책개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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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과목해소 세목명

조사비
·외부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정책개발 관련 용역
비

정책개발용역
비

·정책평가비(다만, 대규모집회를 
통한 정책평가보고대회는 제외)

정책평가비

·정책개발관련 정책결정·평가 
등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토
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
종 정책회의 개최비

정책회의 
개최비

·그 밖의 정책개발비
정책 기타 

비용

나. 
조직활동비

·당원연수·교육관련 경비
당원 

연수·교육비
·강사료 등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외부 인건비

·교재 및 연구자료 수집비
교재·연구자
료 수집비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
피교육자 

급식비·여비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
차료 및 유지비

교육훈련 
임차료

·정당의 창당·합당·개편·후보자
선출·당원집회 등 관련 경비

정당활동경비

·정당 내부의 지휘·감독 활동 
경비

정당 내부 
감독경비

·홍보 관련 경비
조직활동홍보

비

·기관지 발행·배부 관련 경비
조직활동발간

비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경비

조직활동선거
비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 지원
한 경비

조직활동후보
지원비

·그 밖의 조직활동비
기타 

조직활동비

다. 여성정치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관한 여성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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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2호, 2018.1.19., 일부개정) 

별표 1 수입·지출과목해소표.

주: * 별표 1와 별도로 신설된 항목 

항 목 과목해소 세목명

발 전 비

경비 비용

·그 밖의 여성정치발전비
기타 

여성정치발전
비

라. 지원금
·정당의 각급 당부간에 지원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정당 지원금

·그 밖의 지원금 기타 지원금
마. 그 밖의 

경비
·상기 과목 외의 지출 기타 경비

바. 
선거활동비*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통장으로 이체하여 발생한 
지출

선거활동비



｜ 142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가을 제5권 제3호

<부록 2>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제56조
(기탁금)

후보자 기탁금
기탁금 납부 비용

제57조의3
(당내 경선운동)

당내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등록 후 실시하는 당내 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 비용

제60조의2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 기탁금
기탁금 납부 비용

제60조의2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활동 보조인의 수당․실비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
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
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책상과 의자 등 OA 구입․설치비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
리비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 장치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선거사무소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게시비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 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선거사무소 이전비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
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 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서 선거사무소 등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단순 잡무 
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와 관련 없는 비용인가? ｜ 143 ｜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인부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 교부비

제60조의4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비용

제61조
(선거운동 기구의 

설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포함, 이하 ‘선거사무소 등’이라 함)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
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
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
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책상과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선거사무소 등의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
거 등 내부 수리비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 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
한 칸막이 설치비
선거사무소 등의 TV, 복사기, 프린터, 냉․난방 장치, 
정수기 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생수․휴지․
쓰레기봉투․침구류 구입비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 방송
의 설치․유지비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 비용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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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 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단순 잡무 
처리(차 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외
의 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
하고 위법비용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

개소식과 관련하여 다과 제공을 위한 준비도구(쟁반, 
접시,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의 구입비
선거사무소 등의 사설 경비․보안장치 설치비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이하 ‘간판 등’ 이라 함)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 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을 비추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조명시설 설치 비용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 시 원래 있던 다른 가게의 
현수막을 이동 게시하는데 소요된 비용

제64조(선거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선거운동 준비행위인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 기획 
등에 소요된 컨설팅 비용

제67조
(현수막)

거리게시용 현수막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 제작․설치․철거비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하여 업체로부터 택배 등을 
통하여 받은 경우 그 운반 비용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연설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급한 비용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
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 
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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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구입비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장
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
론, 액정 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
원, 교습소 등에 지급한 비용

연설문 코팅비 
선거운동 기간 매일 아침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
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 시 정당한 손해배상에 근거한 
차량 수리비

제 5 9 조
(선거운동 기간)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제한)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마케팅 전문강사 초빙 비
용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
화료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해 소요된 전화회선 설치 등 비
용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 사용
료

선거운동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임차한 컴퓨터 임
차료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확성장치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
사 인건비․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첩부․
철거에 따른 차량 훼손 수리비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 지역 이동 
시 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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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여론조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답례
선거일 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당선 
사례 또는 낙선 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 서신 발송 
비용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후보자 숙박비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숙박비 
우천 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 
비용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공직선거법」제91조 4항
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의 운영 비용(임차료 및 기사 
인부임 등)
배우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승용하는 자동
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그 밖의 사항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
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 비용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 비용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에 각 언론
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
진 작성 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코팅비 
선거비용의 계좌 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
용 지출을 위한 수표 발행 수수료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당선 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기자회견 장소 사용료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비용과 인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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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a, 36-58. 

공직선거법
조항

지출 항목

「공직선거법」제89조 1항에 따른 선거대책 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명함 제
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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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선거비용 지출 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쇄물

선거벽보

기획도안료
인쇄비
운송비
기타

선거공보

기획도안료
인쇄비
운송비
기타

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비
운송비
기타

후보자 사진
촬영비
기타

명함
인쇄비
기타

예비후보자 홍보물

기획도안료
인쇄비
우편요금
기타

광고

신문광고
광고료
기획도안료
기타

TV광고

광고료
기획도안료
제작비
기타

라디오방송 광고

광고료
기획도안료
제작비
기타

인터넷 광고

광고료
기획도안료
동영상 제작비
배너 팝업 제작비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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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방송 연설

TV방송 연설

시설이용료
제작비
기획도안료
기타

라디오방송 연설

시설이용료
제작비
기획도안료
기타

소품

어깨띠
제작비

기타

윗옷
구입비
기호 등 인쇄비
기타

모자
구입비

기호 등 인쇄비
기타

소품
구입(임차)비
기타

거리 게시용 
현수막

거리 게시용 현수막

제작비
이동 게시비
장비 임차료
기타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임차비
유류비
기사인부임
임차비(유류비/기사인부임 포함)
기타

무대연단

설치철거비
홍보물 설치 관련
기획도안료
기타

확성장치
차량용 임차비
휴대용 임차비
기타

랩핑비 설치․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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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발전기
발전기 임차비
인버터 임차비
기타

녹화기

LED 전광판 임차비
녹화물 제작비
녹화물 기획도안료
기타

로고송

제작비
저작권료
인격권료
기타

수화통역자
인건비
기타

그 밖의 선거운동
녹음기
LED문자․전광판․간판
기타

전화전자
우편문자메

시지

전화(인터넷 포함)

설치비
통화요금
임차비
기타

문자메시지

발송비
장비 임차료

기타

전자우편
발송비
SNS 전송용 동영상 제작비
기타

선거사무관
계자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동행자 식대 식대

그 밖의 
선거운동

그 밖의 선거운동
홈페이지 개설 운영비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
기타

선거사무소 간판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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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b)

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상의 지출 유형을 분류해준 김정민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조사2과 담당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비 임차
기타

현판
제작비
기타

현수막

제작비
장비 임차
로프 이용료
기타

유지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

옥상구조물
제작비
기타



｜ 152 ｜ 연구방법논총 ｜ 2020년 가을 제5권 제3호

Is It Really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Not Related To Elections?

: Actual Situation Analysis On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n 2015 and 2016

Daesik Kim* · Jinman Cho** · Jisung Yoon***

7)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an actual situation on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n Korea. Although this type of money is outside 
campaign regulations and occupies a relatively big portion of campaign 
expenditure, it does not draw academic attention. The reasons are 
simple: limitations on data access and classification of the money. This 
paper attempts to classify this type of expenditure and analyze three 
selected congressmen and woman’s expenditure in 2015 and 2016. 
Although many experts argue that the large portion of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used for a fixed cost,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does not.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related to a 
fixed cost is not large and varies by congressmen and woman. Second,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de facto related to 
elections, unlike the legal provision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Therefore, the findings gives more credibility to the argument that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political inequality because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is not limited by regulations and the large 
source of that expenditure comes from candidates. This paper suggests 
that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ampaign expenditure in general and thus are under 
surveillance. 

Keywords: campaign expenditure, expenditure other than election 
expenses, campaign contribution, congressmen and 
woman, income and expen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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