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호주 지방정부 보조금제도

- NSW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재정보조금이란?
ㅇ 지방정부 재정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1995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지방정부 재정지원법(이하 "지방정부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방정부
(local council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에 지급되는 일반목적의 보조금임.

ㅇ 동 법은 전체 보조금 재원(Grants Fund)의 규모와 각 주(State) 및 준주

(ACT and Northen Territory)간 재원의 배분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
하고 있음.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의 결정권자는?
ㅇ 각 주와 북부 준주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방정부보조금위원회

(Local Government Grants Commission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함.

ㅇ 각 주별 위원회는 당해 주내에서 각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배분에 관해 주의
지방행정 장관(Minister for Local Government)에게 권고함. 주 장관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ㅇ 지방정부법 4조 2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음.

- 주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행정 기구로써 주요 기능이:
- 전력, 수도 공급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기타 주의 규정이나 관보에 의해 설립된 지방행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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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9. 6. 30 현재 NSW에는 152개 자치단체와 보조금 수령을 위한 3개
지역의 특별 위원회가 있음.

배분되어지는 재원의 규모는?
ㅇ 2009/10년 보조금의 규모는 1조 9226억원임. (A$1=1,000원 기준)

일반목적 보조금이 1조 3317억원이고 지방도로 보조금이 5909억원임.

ㅇ 일반목적 보조금은 전국인구 대비 각주의 인구 구성을 기초로 배분됨.
 NSW는 호주 전체 인구의 32.53%를 차지하므로, 전국 보조금의 32.53%인
4,332억원을 받음.

ㅇ 지방도로 보조금은 역사적인 공식에 의해 배분되며, NSW는 전체 재원의
29%인 1713.6억원를 받음.

ㅇ 보조금 전액은 자치단체로 전달(pass)되며, 위원회 운영비는 NSW 주정부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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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General Purpose

Local Roads

Total

NSW
VIC
QLD
WA
SA
TAS
NT
ACT

$433,719,943
$330,233,684
$267,457,191
$135,343,863
$99,209,222
$30,748,029
$13,596,707
$21,437,040

$171,448,714
$121,829,371
$110,719,520
$90,354,790
$32,475,866
$31,315,366
$13,842,542
$18,948,579

$605,168,657
$452,063,055
$378,176,711
$225,698,653
$131,685,088
$62,063,395
$27,439,249
$40,385,619

Total

$1,331,745,679

$590,934,749

$1,922,680,428

[2009-10 보조금 지급 산정액]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ㅇ 매년 8월 중순부터 분기별로 자치단체에 배분됨.
ㅇ 보조금은 물가변동지수(CPI)와 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s)에 기초하여
추정되며, 추후 정확한 통계치에 의해 정산되어 다음해 보조금에 포함됨.

 전국적인 초과지급(Overpayment)액은 105.9억원 정도이며, NSW주의
경우 일반 19.5억원, 도로 9.4억원임.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용방법?
ㅇ 지방정부법 제 15조에서 모든 재원은 조건 없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완전한 자유를 가짐.

위원회가 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ㅇ 보조금의 배분은 연방정부법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발된 원칙에
의해 배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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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alization)
2. 노력중립성(Effort Neutrality)
3. 최소 보조금의 보장(Minimum Grant)
4. 기타 원칙

ㅇ 타 시군 비교 최소한의 기능보장 및
특별한 재정지출 요인 고려
ㅇ 각 시군의 세입 및 세출 노력과 무관한
보조금 지급
ㅇ전년 대비 최소 30%의 보조금은 보장
ㅇ 시군에 대한 기타 보조금 및 원주민 고려
ㅇ 시군통합시 4년간 통합전 시군에
지원되던 보조금의 전액 지원

NSW 보조금 지급 시 결정요인은?
ㅇ 일반 보조금은 자치단체간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안하여 주 위원회에서 결정.
즉 서비스 제공측면과 세입 증대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를 고려하나,

노력중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policies and practices)

은 고려치 아니함.

ㅇ 도로보조금 배분은 NSW 도로 및 교통청에서 개발한 방식을 활용하며, 각 자치
단체의 주내 인구점유비율과 지방도로 길이, 지방도로 교량길이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결정됨.

도로보조금은 지방도로에만 사용되어야 하는지?
ㅇ 비록 도로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일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음. 보조금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자치단체 자율

사항임.

ꋃ
ꊺ 노력 중립성(Effort Neutral)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ㅇ 노력 중립성은 보조금 배분의 핵심적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익창출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의 독립성의 장려하기

위한 장치임. 즉, 특정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수준(Level of Rates), 특정 기능에 대한 예산지출 수준, 자산이나 부채

(Reserves or Debt) 정도, 수익사업의 성과 정도 등 해당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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ꋄ
ꊺ 일반보조금 결정 시 고려되는 지출수당(Expenditure Allowances)
이란?

ㅇ 지출수당은 각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 즉 도서관, 보건, 빌딩관리,
레크레이션비, 도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됨. 이와 같은 지출

수당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요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
(Disadvantages)을 보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ㅇ 노력 중립성 원칙에 의거, 자치단체가 제공키로 결정한 서비스의 만족도 등의
정책적 사항은 고려되지 않음.

ꋅ
ꊺ 위원회가 지출수당을 결정하는 방법은?
ㅇ 지출수당은 자치단체의 기능 중 20개 분야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음.

지출수당 = 단위수(No. of Units)×표준비용(Standard Cost)×장애비율(Disability)
 단위 수는 자치단체 기능(Function)의 수행범위를 측정하는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단위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일부는 토지 수나 도로길이 등을 기준으로 측정됨.

 표준비용은 단위당 연평균 순 지출(Annual Average Net Expenditure)의 평균치로서
주내 모든 자치단체의 5년간 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됨.

 장애비율은 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말미암아,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며, 이는 자치단체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추가비용을 반영한 수치임.

ꋆ
ꊺ 장애요소(Disability Factor)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ㅇ 장애요소는 위원회에서 자치단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Issues)으로 인해
표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정도를 비율로 추정한 것을 의미함.

- 예를 들면, 어떤 자치단체가 역내 인구증가로 인해 도시개발계획 관리에 표준
비용보다 10%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경우, 이때 장애비용은 10%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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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단체의 장애요소는 지형, 기후, 교통, 서비스 중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기능별 장애비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장애비율 = [(자치단체 측정치/표준 측정치)-1)]×100×가중치(Weighting)
 자치단체 측정치(Council Measure)는 해당 지자체의 장애비용 측정치임.
(예. 인구증가)

 표준측정치(Standard Measure)는 주 단위로 측정되어진 장애비용 평균임.
 가중치(Weighting)는 측정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특정표본
추출에 근거하여 최대의 장애비용을 산출하는 요소임.

ㅇ 일반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애비용이 표준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장애비율은 0(Zero)으로 처리됨. 장애를 발생시키는 각각의 요소를 계산하여
총 합계하여 전체 장애비율을 산출함.

ꋇ
ꊺ 지출수당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ㅇ 도서관서비스의 경우, 지출비용 사용단위는 인구로 볼 수 있는데, 자치단체(A)

의 인구가 10,000명이고, 1인당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비용이 $26.42라면 (A)의

도서관 서비스제공 비용 추정치는 $264,200(10,000명×$26.42)임.

ㅇ 지출수당은 자치단체(A)가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지역의

내재적 특수요인(Inherent Characteristics)에 의해 표준비용에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비용을 추정한 측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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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출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서비스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내재적 특수요인이 파악되어야 함.

-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 반영됨:
 비거주 도서대출자(Non-Resident Borrowers):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거주민이 평균치 이상을 기록할 경우 발생하는
비거주민 대출로 인한 추가비용.



노령자(Aged) 대출:

노령인구가 평균치 이상을 기록할 경우, 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큰활자 책
(Large Print Books), 가정방문 등 특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추가비용.

 학생(Students):

도서관 서비스 활용도 면에서 평균치를 상회하는 학생들로 인한 추가비용.

 비영어권 인구수(Non-English Speaking Background):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치 않는 주민의 수가 평균치 이상인 경우, 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인구분포(Population Distribution):

지역 내 중심업무지구(CBD)가 1곳 이상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기타,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사정(Special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각종 추가비용 등.

- 각 측정요소에 대해 위원회는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요소별 비용을 합산.
- 예를 들어, 자치단체(A)에 3개의 도심(CBD)이 있고 비거주자 및 노령자

대출이 평균치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장애비용 가중치가 20%로 산정되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10,000 × $26.42 × 0.2 = $52,840임.

- 결국 자치단체(A)는 지역 특수사정으로 인해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평균비용
대비 $52,84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추가경비가 자치단체 A의
도서관서비스 지출수당(Expenditure Allowances)으로 책정됨.

ꋈ
ꊺ 자치단체의 일반 보조금은 특수목적(Special Purpose) 보조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ㅇ 위원회는 일반 보조금 결정시 도서관 및 지방도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치

단체에 기지급된 특수목적 보조금을 포함 시키는 접근법(Inclusion Approach)을
사용하고 있음. 즉, 이들 서비스와 관련한 표준경비 대비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s) 산출 시에는 특수목적 보조금 지급분이 삭감(Discounted)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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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외의 자치단체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특수목적 보조금을 공제하는 접근법

(Deduction Approach)을 사용하고 있음.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총 표준경비를

특수목적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산출한다는 의미임. 이와 같은 공제

접근법은 자치단체의 노력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한 서비스(기능) 분야에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함. 이렇게 함으로써 특수목적 보조금은 노력중립성을 가진
일반 보조금과 다르게 자치단체의 노력과 연동시킬 수 있음.

ꋉ
ꊺ 시드니 외곽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화물운송비, 전화료 등의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데, 이도 보조금 산정에 고려되는지?

ㅇ 위원회는 원거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추가 경비에 대해 원격수당(Isolation

Allowance)을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 원격수당은 자치단체가 시드니 또는

주요 광역도심지(Major Regional Centre)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도를
회기분석(Regression Analysis) 접근법으로 산정한 수치임.

ㅇ NSW주의 서부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우, 노동관계(Industrial Relations)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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ꋊ
ꊺ 일반 보조금에서 수입수당(Revenue Allowance)이란 무엇인지?
ㅇ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수입증대 능력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함.

수입수당은 주 평균 대비 부동산별 토지가 비교, 주 표준 지방세 산정비율

적용 등을 통한 개별 자치단체의 이론적 수입증대 능력을 평가하여 산정됨.
ㅇ 위원회는 자치단체 수입증대능력 비교평가를 위해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감정평가단에 의해 산정된 공시지가 발표 자료를 반영함.

토지가 비교:

>

>

>

>

ㅇ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을 감안, 안정적 토지가 산정을 위해
3년에 걸친 평균 토지가를 산출함. 수입수당 산출시, 대지당 토지가가 평균치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감안되어 추가수당을 수령하게 되며, 평균치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당이
감액 적용됨.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의 이론적 수입증대 능력이 주의 평균치에
부합되도록 조치됨.

ㅇ 위원회는 수입수당 산정 시,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세(재산세) 부과정책,

재정․경영정책, 재정상태 등은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음(노력 중립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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ꋋ
ꊺ 자치단체의 수입증대 능력을 평가하는데 부동산가를 측정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ㅇ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능력을 평가할 때 재산세의 범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데, 이는 자치단체 간 매년 변동하는
상대적 부의 정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기준이 됨.

실지로 부동산 가격은 호황기에는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감소하는 등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준으로서 자치단체 비교분석에 있어 세금,

소매시장 판매실적, 인구 등의 타 기준자료에 비해 신뢰성 높은 근거를 제공
하는 것으로 드러남.

ㅇ 따라서, 위원회는 주 전역에 걸쳐 자치단체의 수입증대 능력을 비교분석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다는 데 동의하고, 이를
보조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ꋌ
ꊺ 위원회는 수입수당을 절감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ㅇ 위원회는 수입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시드니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연발생적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종 수당 산정액이 왜곡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수당이 지출수당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공동으로“수입수당은 지출수당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액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수립, 수입과 지출수당이 동등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조치함.

ㅇ 수입수당을 감액 조치함으로써 시드니 도심 부동산 가격과 같이 수입/지출수당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ㅇ 또한, 수입수당 감액조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수당이
과잉 지급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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ꋃ
ꊻ 지방세 상한제(Rate Pegging)가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능력을 산정
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ㅇ 수입증대능력은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지방세 상한정책은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ꋄ
ꊻ 장관의 승인으로 지방세를 상한점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치단체의 경우, 수당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ㅇ 장관이 지방세 부과 상한액 이상을 부과하도록 승인한 자치단체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 평균 지방세 부과 산정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추가 보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음.

ㅇ 마찬가지로 지방세 상한선 이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거나 인상 자체를 유보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당산정에 있어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

ㅇ 수당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자치단체 간의 상대적 격차를 조율하는

것인데, 지방세 상한제 정책은 모든 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조건이므로
그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당산정에 있어 제외접근법을 적용함.

ꋅ
ꊻ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수당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ㅇ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위원회의 수당 산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음.
ㅇ 위원회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세 부과가 가능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자치
단체 간의 이론적 수입증대능력의 상대적 격차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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ꋆ
ꊻ 모든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게 되는지?
ㅇ 연방정부법 6조2항(b)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는 일반 목적에 한해 법정 최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소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지급총액의 30%에 해당하며 인구를 기준으로 자치
단체에 배분됨.

ㅇ 2009-10년도 보조금은 호주통계청에서 2008년 6월 30일 추산한 각 자치단체별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인구당 최소보조금은 A$18.72불로
책정됨.

ꋇ
ꊻ 주 보조금위원회의 보조금 산정법과 연방정부의 일반목적 보조금
산정법은 어떻게 틀린지?

ㅇ 위원회의 일반보조금은 연방정부의 총 보조금 지급액을 감안하지 않고 우선적
으로 산정됨.

ㅇ 국가보조금은 1차적으로는 보조금 여유분에 따라, 2차적으로는 연방법에

의거, 모든 자치단체가 인구당 최소 보장된 보조금(2009-10년도 기준, 인구당

A$18.72) 이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재조정됨.

ㅇ 인구당 일반보조금 최소 수령액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보조금 산정법에 의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수준에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됨.

ꋈ
ꊻ 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틀려지는지?
ㅇ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액 수준은 부동산 가격, 표준비용, 도로&교량길이,
장애요인 측정도, 인구 등의 연간 변동 폭에 따라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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ꋉ
ꊻ 주요지출(Capital Expenditure)은 보조금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
되는지?

ㅇ 자치단체의 주요 지출항목이나 인프라 복구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론적/실용적
관점에서 보조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됨.

예를 들어 주요지출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위원회

에서 개별 자치단체별로 인프라(산업기반구조) 재건에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프로젝트별 旣보조지급분 등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치성을 저해할 단점이 있음.

이는 또한 자산관리에 실패한 자치단체의 손실액이 자산관리를 제대로 한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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ꋊ
ꊻ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사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ㅇ 지방 상수도 및 하수도에 대한 보조금은 유관기관(NSW 지방정부연합,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보조금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됨.

ㅇ 지방정부연합 및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 대해 상수도/하수도 사업을 보조금
지원항목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시한 이유:

▶ 상수도/하수도 사업은 NSW주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님.
예를 들어, NSW주 대도시권 지역은 Sydney Water(시드니 수도공사)가

수도서비스를 전담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외곽지역에서는 개별 자치
단체가 직접 수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주별로 수도관리사업 체제가 다양함.

▶ 자치단체의 수도관리사업이 보조금 지급 산정 시 반영된다면, 이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음.

▶ 수도사업이 보조금 지급 산정 시 고려된다면,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목적 보조금의 배분이 감축되거나 왜곡되어 배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주정부 예산에 수도사업과 관련한 기금 혹은 보조금이 산정되어 있음.
ㅇ 상/하수도 사업의 포함여부를 놓고 보조금 분배법칙 수립 시, 위원회는 NSW주
지방정부연합 및 자치단체들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도관련
사업은 보조금 배분조건 항목에서 제외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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ꋋ
ꊻ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고려되는지?
ㅇ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사항에 의거, 보조금 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ꋌ
ꊻ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ㅇ 지원할 수 없음.

ㅇ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하는
자금 대부처가 아니며, 자치단체의 시정 운용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주체가 아님.

ㅇ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어떠한 형태의 예비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매년 보조금 총액은 자치단체들에 대해 당해연도에 모두 지급 처리됨.

ꋃ
ꊼ 부채 서비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ㅇ 부채 서비스는 자치단체 정책과 연루된 것이며, 그러므로 위원회의 산정 기준
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함.

ꋄ
ꊼ 자치단체의 과거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ㅇ 과거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자치단체 본연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원회 산정절차에서 제외됨.

ꋅ
ꊼ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 수준이 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ㅇ 일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음.

ㅇ 위원회의 보조금 산정 시 자치단체의 지출 수준은 동일 사업에 대한 해당 주의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제한되어 반영됨.

ㅇ 개별 사업(기능)에 대한 주 표준비용은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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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개 자치단체의 일개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출비용이 주의 표준비용이나
보조금 산정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표준비용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의 지출경향을 반영하여 적용됨.

ꋆ
ꊼ 자치단체의 시정 효율성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효율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ㅇ 보상받을 수 있음.

ㅇ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정책결정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우선순위에 따라 타 분야에
할당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여전히 수령할 수 있음.

ㅇ 즉, 효율적인 자치단체는 그들의 효율성 정도에 기해 혜택 받을 수 있음.

ꋇ
ꊼ 위원회는 호주지방정부 분류법 범주에 의거 자치단체를 구분

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보조금 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ㅇ 미치지 않음.

ㅇ 여기서 말하는 자치단체 분류는 단순히 분석목적으로 편의상 자치단체를

구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음. 자치단체 분류 자체는 보조금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ꋈ
ꊼ 자치단체가 통합될 경우에는 보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ㅇ 국가에서 통용되는 원칙에서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자치
단체로 통합될 경우, 향후 4년에 걸쳐 개별 자치단체가 수령할 예정이었던

일반보조금 총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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