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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논의배경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의 증대로 정부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2012~2015년 복지지출 예산의 증가 전망치: 연평균 5.9%
이는 정부 총지출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4.8%)보다 1.1%p 빠른 속도

▶ 이러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양대 선거는 복지비용을 더욱 크게 증대시키는 계
기로 작용
총선에서의 공약 실현 복지비용 추산액: 새누리당 5년간 75.3조 원(연평균 15조 원),
민주통합당 5년간 164.7조 원(연평균 33조 원)1)
조경엽·유진성(2012)의 5년간 복지공약 소요비용 전망치: 새누리당 110조 원(연평균
22조 원), 민주통합당 264조 원(연평균 52.8조 원)2)

대선 후 복지비용은 총선 때에 비해 최소 18조 원 가량 증액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지출안에서 밝힌 대선 및 총선에서의 복지관련 공약에 대한 지출
비용 추산액: 93.7조 원3)
조경엽 유진성(2013)의 최소 비용 예상액: 5년간 약 104조 원4)5)
1) 양당의 복지공약에는 사회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어, 복지공약 비용추계 시 모
든 소요비용이 합산되어 발표. 기획재정부의 비용추정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여겨짐(기재부는 비용추계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음). 그러나 양당 공약이 사회복지 보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주 3]에
서 볼 수 있듯이 교육관련 소요비용을 비용추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크기에는 의미 있는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
2) 교육관련 공약 추계비용을 제외했을 시에도, 향후 5년간 새누리당은 18.5조 원 줄어든 91.5조 원(연평균
18.3조 원)을, 민주통합당은 52.5조 원 줄어든 211.5조 원(연평균 42.3조 원)이 필요
3) 조경엽 유진성(201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4)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으나, 복지관련 비용만을 취합할 수 있도록 세부항
목에 대한 소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총선 때처럼 대선 후의 복지관련 비용을 분석 비교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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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부담요인
지방비 부담은 증가하면서도 지역별 다양성의 반영은 어렵고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적 결정권이 약화되는 등 책임 있는 정책 집행 저해 소지마저 다분6)

▶ 본고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간의 연계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과 속
도로 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2.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출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재정 연관성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직결되어 국고보조
금이 증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야기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 비율의 재정 분담
을 통해 추진되는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 보조금법(제13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
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을 규정
▶ 확대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까지 위축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속화되는 구조

2)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현재 지방정부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2006~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연평균 20.8% 증가한 반면, 지방비
측면이 있음.
5) 언론에서 그간 언급되어 온 135조 원의 공약 비용은 새누리당의 전체 대선공약의 소요비용으로서, 이는
복지와 관련된 공약 실현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6) 국회입법조사처(2012), 이슈와 논점 , 제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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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7.8%p 높은 28.6%를 기록

▶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심화7)
지방이양 이전(2002~2004년) 20.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던 분권교부세8)는 이
양 이후(2005~2009년) 7.9%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
이에 따라 동기간 50% 중반이던 지방비 부담이 2009년에는 약 70%까지 상승

3.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부담 심화
1)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 지방정부의 전체 복지지출(중앙의 정책집행에 대한 대응 지방비 포괄)은 매년 총
지출에서의 비중을 늘려가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3%에
서 2011년 20.2%로 약 7%p 확대되며 재정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2006년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대 속도는 총지출 증가분(연평균
4.8%)보다 약 3배가량(연평균 14.3%) 빠른 속도임.

2)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9)
▶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채무 수준이 악화되며 재정부담
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총괄회계10)(순계규모) 기준: 2003~2011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지방채
비중은 세입(歲入)대비 2.3%에서 3.8%로 상승
일반회계(순계규모) 기준: 2003년 0.6%에서 2011년 2.3%로 지방채 비중 악화

7) 김현아(201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8) 2004년 이양 이전은 국고보조금, 2005년 이양 이후는 분권교부세를 의미
9) 본 절(節)은 허원제(2013)에 기반하고 있음.
10) 총괄회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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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은 온전히 지방채무 비중만으로 평가한 경우로서, 지방채와
중앙재원 의존도를 함께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 악화일로에 놓인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지방채 및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안한 지방재정자립도11)는 총괄회계 기준 2004년
71.95(일반회계 69.5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58.90(일반회계
56.04)에 이르고 있어 좋지 못한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이와 같이 중앙재원 의존도의 고려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심각성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임으로
써 지방채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심각한 재정 상황이 완화되어 보여지기 때문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체
재원 비중은 감소하고 이전재원 비중은 더 큰 것으로 보여져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재정부족분을 중앙 의존재원으로 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음.12)

4.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1) 분석 데이터 및 데이터의 차별성
▶ 변수 산출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안전행정부의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자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및 ‘지방자치단
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자료임.
사용 변수들은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통계
에서의 항목구분 기준 및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음.
변수 산출에 FY2008~2011에 걸친 24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산 및 총계자료 기준
데이터를 사용
11) 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재정자주도: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에 상위 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합한 규모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12) 주만수(2012),「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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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산정 시에 한하여 당초예산 데이터를 추가 사용
이는 연말 최종 집계된 정확한 재정결산 데이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실제 재정집행
규모와 괴리가 있는 예산 데이터로부터의 분석 결과와 비교 대조해 보기 위한 목적
각 지방정부의 회계별 독립된 규모를 파악하기에 유리하여 순계 대신 총계 데이터를
사용13)

▶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기존 문헌에서의 데이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님.
① 많은 기존 문헌들이 특별 광역시 및 도 단위로 구분된 16개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활용14)하고 있는 반면, 본고의 분석은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246개(2010년 이후 244개15)) 지방정부의 4개
연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
②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데이터는 예산이 아닌 모든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
출이 최종 확정된 결산 기준의 데이터임.
③ 앞서(제3장 2절)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세입대비 지방채잔액 비중뿐만 아니라, 지방채와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
을 고려한 재정자립도 데이터를 활용함.
④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자립도로 구분하여 각각
을 비교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음.

(2) 실증분석 방법
▶ 실증분석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i)재정자립도, (ii)지방채무잔액지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입 세출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와 예 결산 여부에 따른 재
정집계 규모와 실제 재정집행 규모 간의 괴리를 감안하고자 다음의 3가지 경우로 측
정하고 있음: ①당초예산 세입 총계, ②결산 세입 총계, ③결산 세출 총계
13) (총계규모) 광역과 기초,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의 단체 간 중복된 보조금, 융자금, 부담금 등 중복된
금액과 자치단체 내 일반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 간 중복된 전출금 등 중복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
고 계상; (순계규모) 중복계상된 금액을 공제하고 계상
14) 주만수(2012) 등이 시, 군,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패널(panel) 데이터가
아닌 2010년도 단일 연도의 횡단면(cross section) 데이터로 제한하고 있음.
15) 2010년 7월 1일부로 경상남도 내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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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은 총 10가지로 구분된 변수를 통해 측정16)
사회복지 측면: (i)기초생활보장비 비율, (ii)취약계층지원비 비율, (iii)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iv)노인 청소년비 비율, (v)노동비 비율, (vi)보훈비 비율, (vii)주택비
비율, (viii)사회복지일반비 비율
보건 측면: (ix)보건의료비 비율, (x)식품의약안전비 비율

▶ 지방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재정관련 요인들 및 기타통제요인을 총 8가지 변수
로 구분하고 있음.
(i)행사축제경비 비율, (ii)민간이전경비 비율, (iii)1인당 경상비용, (iv)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 (v)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vi)1인당 세입결산액, (vii)1인당 세
출결산액, (viii)ln(인구밀도)

▶ 따라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추정모
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지방재정변수it+1 = f(사회복지지출변수it, 재정관련변수it, 기타통제변수it,)
+ δi + ηt+1 + εit+1
특별 광역시(7), 도(9), 시(75), 군(86), 구(69)에 대해 4개 연도에 걸쳐 실증분석 실시

i = 지방정부 (1, 2, …, 246)이며 t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2010~2011년 2개 연도에 대해 분석
대상 지방정부 개수가 246개에서 244개로 변화됨에 따라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모형임에 유의해야 함.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δi)과 시간의 특성(ηt)을 통제하여 이원(two-way)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하고 있음.
이원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한 추정량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나,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고정효과 사용

▶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의 고질적 문제인 오차항의 동시적 상관성, 시계열 상관
성, 이분산성을 고려하기 위해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17) 및
GLS(Generalized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일치추정량을 구하고자 함.
16) 기능별 정부지출 기준은 복지지출을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로 분류함.
17) Beck and Katz(1995)가 제안한 PCSE는 GLS에 비해 동시적 상관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
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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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결과
▶ 가변수에 의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한 PCSE 및 GLS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을 심
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임.
▶ 복지비용 지출을 세부항목별로 분석할 경우, 항목별로 서로 다른 인과관계가 드
러남에 유의
PCSE와 GLS는 공통으로 ‘기초생활보장비’ 항목에서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관계
를, ‘보육 가족 및 여성비’ 항목에서는 긍정적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회귀분석 결
과를 보임.(당초예산 및 세입 자료 기반)
그 밖에 PCSE는 ‘식품의약안전비’ 항목이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GLS는
‘취약계층지원비’ 및 ‘노인 청소년비’ 관련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
래하는 것으로 분석함.

▶ 자체적으로 얼마나 재정수입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세입 기반 재정자립도를
지방정부 살림이 최종 확정 집계된 결산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시, ‘노동비’와 ‘보
훈비’ 항목을 제외한 지방복지 지출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자체적으로 세출의 얼마만큼을 충당할 수 있느냐를 측정한 세출기반 지방재정자
립도에서도 ‘노동비’, ‘보훈비’ 관련 복지지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을 지방채잔액 규모로 평가할 경우, 두 가지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관련 복지지출은 지방채잔
액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훈비’ 및 ‘식품의약안전비’는 부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
▶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결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최종 확정 집계된 것이므로, 실제 재정
집행 규모와 괴리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산으로
부터의 분석 결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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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심화에 미치는 복지지출의 영향 (결산 기준)>
복지비용 지출

영향

재
정
자
립
도

지
방
채
잔
액
규
모

긍정
부정

모호

긍정

PCSE

GLS

공통

노동비, 보훈비
주택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노인 청소년비,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노동비, 보훈비
취약계층지원비, 주택비

노동비, 보훈비
주택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부정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모호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주택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노동비, 주택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노인 청소년비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주택비

5.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복지지출 증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무분별한 복지비용 감축을 고려할 때 ‘노동비’ 관련한 복지지출은 선별적으로 시
행하고, 나머지 복지비용 지출은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해 나가
는 것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바람직
‘노동비’ 관련한 복지비용 지출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생계 안정 및
고용안전망 제고 등을 이끌어 취업률 및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임.18)
18) 보훈비의 경우, 지방채잔액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보훈사업 관련한 중앙 이전재원이
상당량 줄어들면서 보훈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
합 달성이 어려우면(지방채 증가분 ＜ 중앙 이전재원 감소분) 재정자립도(=1-‘지방채+이전재원’ 비율)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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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비용 지출 감축을 단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
재정 분권(decentralization)의 확립임을 주지할 필요
명확한 분권 없이는 지방정부가 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어 재정
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체계에 따라 반응하여 복지비용 지출을
감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 시행에 이어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취득세 인하정책으
로 지방재정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마당에,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
행하라고 하면 시행해야 하는 의무만 갖는다는 것은 세출정책의 다양성이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19)
사회복지 부담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안전, 국가안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에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하여
지방정부들의 자율적인 결정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적 정비 개선이 필
요함.

▶ 한편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를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서 특단의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할 것임.20)
우리 지방정부들의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 중앙재원 의존 비중을 고려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이대로 괜찮은지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
특히 세입(歲入)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버린 시 도
군 구(2011년 기준 총 237개)의 재정 상황/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이며, 이들을 옥죄어 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
세가 요구됨.

▶ 이에 대한 방편으로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연성예산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은 지방정부의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중앙재원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당장은 어느 정도 지방정부의 채무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지
만21)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자산매각, 세출구조조정, 통제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19) 현진권(2013), 「무상복지, 재정분권으로 풀어야」
20) 허원제(2013),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21) Daher(2001)는 Bird et al.(1995), Prud’homme(1995), Tanzi(1996) 등이 지적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자율성을 확대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산제도나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같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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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등을 통한 재정책임성이 배가될 것임.
또한 중앙재원 의존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에 끌려 다니는
정책 시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은 퇴출제도의 도입, 산하기관을 망라한 지방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통제시스
템의 구축, 지방채 통제시스템의 개선, 재정평가제도 및 재정 공개제도의 도입, 시장규율의 강화 등이 중
요함을 강조함.(주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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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배경

▶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 필요성과 더불어,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의 증대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잇따른 유럽재정 위기
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주
도의 복지비용 지출이 확대
2008~2011년 사이 중앙정부의 복지지출1)이 17.6조 원 이상(’08년 68.8조 원 → ’11년
86.4조 원) 확대되며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기록
복지지출 증가는 동기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8%)보다 2.3%p 빠른 속도
이는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를 초래: (’08) 26.2% → (’11)
28.0%

복지예산의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2012~2015년 복지지출 예산의 정부 총지출 차지 비중 증가
예상치: (’12) 28.2% → (’15) 29.1%
동기간 복지지출 예산은 연평균 5.9%씩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4.8%)보다 여전히 빠른 속도(1.1%p)

1) 중앙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에 따른 복지재원(보건+
복지+노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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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출 현황 및 전망(2008~2015)
(단위: 조 원, %)

연평균 증가율
2008
정부 총지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62.8 301.8 292.8 309.1 326.1 341.9 357.5 373.1

복지비용 지출 68.8
비중

2009

26.2

’08~’11 ’12~’15 총 기간
5.8

4.8

5.2

80.4

81.2

86.4

92.0

97.3

102.8 108.6

8.1

5.9

6.8

26.6

27.7

28.0

28.2

28.5

28.8

-

-

-

29.1

주: 2012년 이후의 정부 총지출액과 복지비용 지출액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12),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 기획재정부(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이러한 가운데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61개, 107개에 이르
는 복지관련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비용이 더욱 크게 증대
새누리당은 5년간 75.3조 원(연평균 15조 원), 민주통합당은 5년간 164.7조 원(연평
균 33조 원)이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필요하다고 추산2)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한 복지비용은 이보다 많은 양으로서, 양당의 복지공약을 합하
여 추계한 복지비용이 각 당에서 자체 발표한 비용의 합보다 무려 28조 원 웃도는 5
년간 26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이와 관련하여 조경엽 유진성(2012)에서는 복지공약 소요비용이 향후 5년간 새누리
당은 110조 원(연평균 22조 원), 민주통합당은 264조 원(연평균 5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3)

▶ 대선 후 복지비용은 추가적으로 최소 18조 원 가량이 증액된 상황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지출안에서 밝힌 대선 및 총선에서의 복지관련 공약에 대한 지
출비용 총계가 93.7조 원으로 추산되어, 총선 때에 비해 복지공약 실현 비용이 18.4
조 원 증가4)

2) 양당의 복지공약에는 사회복지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공약도 포함되어 있어, 복지공약 비용추계 시 모
든 소요비용이 합산되어 발표. 기획재정부의 비용추정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여겨짐(기재부는 비용추계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음). 그러나 양당 공약이 사회복지·보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주 3]에
서 볼 수 있듯이 교육관련 소요비용을 비용추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크기에는 의미 있는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음.
3) 교육관련 공약 추계비용을 제외했을 시에도, 향후 5년간 새누리당은 18.5조 원 줄어든 91.5조 원(연평균
18.3조 원)을, 민주통합당은 52.5조 원 줄어든 211.5조 원(연평균 42.3조 원)이 필요
4) 조경엽 유진성(201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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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유진성(2013)은 이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요 복
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5년간 약 10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5)6)

▶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부채 수준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
방정부에게도 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국고보조금 증가를 통한 복지 확대는 국가적 표준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지방재
정 여건을 어렵게 만들 잠재적 요인임.
재정부담까지 감수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획일
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지역별 다양성의 반영이 어렵고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정
부의 자율적 결정권마저 약화되어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7),
복지지출 확대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임.

▶ 본고에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간의 연계정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과 속
도로 변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5)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였으나, 복지관련 비용만을 취합할 수 있도록 세부항
목에 대한 소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총선 때처럼 대선 후의 복지관련 비용을 분석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6) 언론에서 그간 언급되어 온 135조 원의 공약 비용은 새누리당의 전체 대선공약의 소요비용으로서, 이는
복지와 관련된 공약 실현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7) 국회입법조사처(2012), 이슈와 논점 , 제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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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출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재정 연관성8)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직결되어 국고보조
금이 증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야기
▶ 이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 비율의 재
정 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정액보조금과 일정 비율*을 보조하
는 정률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정률보조
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별로 50~100% 사이에서 정해지는데(서울은 예
외), 국고보조사업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보조율은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복지수
요를 고려하여 조정(±10%p) 가능. 그러나 이러한 차등보조율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보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
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임.

▶ 보조금법(제13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
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을 규정
확대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지
자체의 자체사업 추진 여력까지 위축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속화 되는 구조

▶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무
리하게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확대 정책은 급증하는 지방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
또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과 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문제점 발생
8) 국회입법조사처(2012), 이슈와 논점 , 제430호. 내용 참조

18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지자체 스스로가 이를 추진할 수 있
는 재정적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나, 지자체들이 현재의 악화된 재정상태를 감내
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선거공약에서의 확대된 복지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는
추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현재로서도 지방정부에서 상당량의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짊어지우는 복지비용은 지방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5.5조 원 증가9): (’08) 23.7조 원 → (’09) 29.2조 원

2)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현재 지방정부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영육아보육료 지원 등 대규모의 복지분
야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대응 지방비 부담이 가중
2006~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연평균 20.8% 증가하였으나, 대응 지
방비 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7.8%p 높은 28.6%를 기록, 이는 지자체의 정확한
사회복지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
더욱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경제위기로 가중된 소득양극
화 해소를 위한 대규모의 국가시책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은 더욱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
[표 2] 연도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과 대응 지방비 부담(2006~2011)
(단위: 조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정부 총지출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6.8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9.46

11.26

15.85

19.27

19.22

20.50

17.6

국고보조사업
(복지부 소관)

6.01

7.80

11.70

13.85

13.65

14.66

20.8

대응 지방비 부담

2.12

2.81

5.07

6.14

6.22

6.70

28.6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9) 행정안전부(2010),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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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심화10)
*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오던 국고보조사업(복지서비스 등)의 지출책임을 지자체
로 이양함에 따라 지자체의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한 원칙 하에 교부하
는 일종의 ‘포괄보조금’ (2005년 도입, 2014년 일몰 예정)

지방이양 후 5년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7%로 지방이양
이전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8.5%에 비해 다소 감소
반면 지방이양 이전 20.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던 분권교부세11)는 이양 이후
7.9%까지 크게 감소하여 기존 50% 중반이던 지방비 부담이 약 70%까지 상승
[표 3]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예산 증감 추이(2002~2009)
(단위: 억 원, %)

이양 前
2002
지방이양사업
예산(A)
주)
분권교부세
지방비(B)
대응 지방비
부담(B/A)

2003

이양 後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2008

2009

이양 前 이양 後

9,247 10,434 12,951 16,820 19,201 22,268 26,200 28,134

18.5

17.0

4,215

4,912

6,107

8,507

20.4

7.9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16.8

24.9

54.4

52.9

52.8

-

-

5,531

6,955

67.1

63.8

7,955

64.3

9,518

63.7

69.8

주: 2004년 이전은 국고보조금, 2005년 이후는 분권교부세를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2009), 교부세 현황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 지방채무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
지비 부담의 증가는 지방재정 악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지방채무 양적 급증: 2008년 19.1조 원이던 지방채무가 2009년 말 기준 25.6조 원을
기록, 34%(6.5조 원)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지방채무의 질적 악화: 사업성채무에 비해 세입보전적 성격인 적자성채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단기채무 비중의 급격한 증가12) 등
이 이미 나타난 상태
10) 김현아(20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11) 2004년 이양 이전은 국고보조금, 2005년 이양 이후는 분권교부세를 의미
12) 1~4년의 단기성 채무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서, 단기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기 만기도래 부
담이 커져 금융시장 유동성 위축에 취약성을 노출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단기유동성 문제로부터 자
유롭지 못함을 의미(허원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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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적자성채무와 사업성채무 변동 추이
(단위: 조 원, %)

회계별
일반회계

적자성채무 성격

기타특별회계

사업성채무 성격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성채무 성격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11.1(60.9)

11.8(61.7)

17.5(68.5)

3.9(21.2)

4.4(22.9)

5.3(20.7)

3.2(17.9)

2.9(15.4)

2.8(10.8)

18.2

19.1

25.6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 중에서 각 회계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각 년도), 『지방채무 현황』

[표 5] 지방채무 상환기간 구조
(단위: 조 원, %)

상환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1~4년

0.3(1.5)

0.5(2.5)

3.3(13.0)

5~9년

5.0(27.6)

5.5(28.9)

5.4(21.3)

10년 이상

12.9(70.9)

13.1(68.6)

16.9(65.7)

합계

18.2

19.1

25.6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채무규모 중에서 각 상환기간의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각 년도), 『지방채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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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부담 심화
1)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 지방정부의 전체 복지지출(중앙의 정책집행에 대한 대응 지방비 포괄)은 매년 총
지출에서의 비중을 늘려가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3.3%에
서 2011년 20.2%로 약 7%p 확대되며 재정부담이 커져가고 있음.
2006년 이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대 속도는 총지출 증가분(연평균
4.8%)보다 약 3배가량(연평균 14.3%) 빠른 속도임.
[표 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추이(2006~2011)
(단위: 조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율

총지출

115.4

111.9

124.9

137.5

139.8

141.0

4.8

사회복지지출

15.3

17.3

21.7

24.1

26.5

28.5

14.3

비중

13.3

15.4

17.3

17.6

19.0

20.2

-

순계자료임.13)

주: 지방정부 예산의
자료: 행정안전부(각 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도 대한민국 재정

2)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14)
▶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채무 수준이 악화되며 재정부담
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13) (총계규모) 광역과 기초,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의 단체 간 중복된 보조금, 융자금, 부담금 등 중복된
금액과 자치단체 내 일반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 간 중복된 전출금 등 중복된 금액을 공제하지 않
고 계상; (순계규모) 중복계상된 금액을 공제하고 계상
14) 본 절(節)은 허원제(2013)에 기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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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左)측 그림(총괄회계15)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 한 일 월드컵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예외로 두면 2003~2011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지방정부의
지방채 비중은 세입(歲入)대비 2.3%에서 3.8%로 상승
일반회계(右)상에서도 2003년 0.6%에서 2011년 2.3%로 지방채 비중 악화
[그림 1]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연도별 세입대비 지방채 비중(%) 변화 추이

주1: 세입결산 총괄회계 순계기준(左), 세입결산 일반회계 순계기준(右)
주2: 본 재정분석의 목적은 전국단위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순계규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안전행정부(각 년도),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은 온전히 지방채무 비중만으로 평가한 경우로서, 지방채와
중앙재원 의존도를 함께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 악화일로에 놓인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지방정부 세입(歲入)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비중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방채 비중만으로 평가할 경우 자칫 지방정부의 재정운
용 상태를 좋게 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불과 2~3% 대의 작은 지방채 비중16)을 토대로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채무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15) 총괄회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6)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는 공공채무 증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지방채
발행 절차에서 기인함: ①지방채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부담스러워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보수적인 자세 견지, ②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한도액 범위 안이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초과하거나 외채로 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선호, ③연성(軟性) 예산제약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대체재원 확보 가능

Ⅲ.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부담 심화

23

세입(歲入)대비 지방채 비중을 통해 지방정부 간에 ‘상대적’으로 채무부담 수준이 많
고 적음은 비교 가능

재정지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수입 확보가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재정 상황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은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담
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
따라서 지방채 비중과 중앙의존 재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운용 상태
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판단의 잣대
지방채 및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안한 지방재정자립도17)는 총괄회계 기준 2004년
71.95(일반회계 69.5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58.90(일반회계
56.04)에 이르고 있어 좋지 못한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그림 2]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시계열 비교 분석

주1: 세입결산 총괄회계 순계기준(左), 세입결산 일반회계 순계기준(右)
주2: 본 재정분석의 목적은 전국단위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순계규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안전행정부(각 년도),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17) 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재정자주도: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에 상위 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합한 규모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24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 이와 같이 중앙재원 의존도의 고려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심각성에
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높임으로
써 지방채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일수록 심각한 재정 상황이 완화되어 보여지기 때문
지방재정의 재원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중앙정부 의존재원), 지방채로 구성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체
재원 비중은 감소하고 이전재원 비중은 더 큰 것으로 보여져 지방채 발행으로 메꿀
재정부족분을 중앙 의존재원으로 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음.18)
반면 지방채 비중은 자체재원 비중의 증감과 상관성 없이 큰 변동이 없음.
[그림 3]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시계열 비교 분석

주1: 세입결산 총괄회계 순계기준(左), 세입결산 일반회계 순계기준(右)
주2: 본 재정분석의 목적은 전국단위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순계규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안전행정부(각 년도),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18) 주만수(2012),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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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1) 분석 데이터 및 데이터의 차별성
▶ 앞 장(제2 3장)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
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
▶ 본 절(節)에서는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실증분석에 앞서 분
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데이터 및 이의 차별성을 설명하고자 함.
▶ 변수 산출에 활용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안전행정부의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자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및 ‘지방자치단
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자료임.
사용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총 22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안전행정부
지방재정통계에서의 항목구분 기준 및 산정 방식을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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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수 설명 및 산정 방식
변수명

재정자립도
(1-‘지방채+이전재원’
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특성

변수 설명 및 산정 방식

당초예산,
세입 총계

[예산 및 세입 기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 [ 1 - (지방채+이전재원)/세입 ]

결산,
세입 총계

[결산 및 세입 기준] ‘자체적’으로 얼마나 재정수입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 재정자립도 = [ 1 - (지방채+이전재원)/세입 ]

결산,
세출 총계

[결산 및 세출 기준] ‘자체적’으로 세출의 얼마만큼을 충당할 수
있느냐를 측정. 재정자립도 = [ 1 - (지방채+이전재원)/세출 ]

결산, 총계

지방채무잔액지수 = 지방채무잔액/일반재원결산액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행사보조+행사관련시설비)
[참고] 기재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광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은 제외

행사축제경비 비율

결산, 총계

민간이전경비 비율

결산, 총계

인구밀도

결산, 총계

인구밀도 = 인구수/면적 (명/㎢)

1인당 경상비용

결산, 총계

1인당 경상비용 = 경상비용/인구수 (단위: 백만 원)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

결산, 총계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결산, 총계

1인당 세입결산액

결산, 총계

1인당 세출결산액

결산, 총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세출결산액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보조)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 =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인구수 (단위: 백만 원)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 지방세 미수납액-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인구수 (단위: 백만 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세외수입 미수납액-결손처분액)

1인당 세입결산액 = 세입결산액/인구수 (단위: 백만 원)
(세입결산액: 지방세수+세외수입+이전재원+지방채)
(이전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

1인당 세출결산액 = 세출결산액/인구수 (단위: 백만 원)
(세출결산액: 기능별 세출항목 지출들의 총합)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 기초생활보장비/세출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 취약계층지원비/세출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노인 청소년비 비율
노동비 비율

사회복지
세부항목
(결산, 총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 보육 가족 및 여성비/세출
노인 청소년비 비율 = 노인 청소년비/세출
노동비 비율 = 노동비/세출

보훈비 비율

보훈비 비율 = 보훈비/세출

주택비 비율

주택비 비율 = 주택비/세출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 사회복지일반비/세출

보건의료비 비율

보건의료비 비율 = 보건의료비/세출

보건 세부항목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결산, 총계)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 식품의약안전비/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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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산출에 FY2008~2011에 걸친 24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산 및 총계자료 기준
데이터를 사용
재정자립도 산정 시에 한하여 당초예산 데이터를 추가 사용
이는 연말 최종 집계된 정확한 재정결산 데이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실제 재정집행
규모와 괴리가 있는 예산 데이터로부터의 분석 결과와 비교 대조해 보기 위한 목적

순계 대신 총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지방정부의 회계별 독립된 규모를 파
악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임.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전국규모를 파악 분석하는 데는 순계개념이, 개별 지자체의 재
정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 개념이 유용하고 관행화되어 있음.19)
총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 내 계정 간 중복계산 분을 차감하지 않고
이중 계산된 규모까지 그대로 파악한 후, 발생한 모든 세입과 세출을 계상한 것(회계
간 단순한 합계) ⇒ 회계별 독립된 규모를 파악할 때 유리20)
순계: 총계에서 회계 간 또는 회계 내 계정 간 거래로 인한 중복분을 모두 차감한 규
모(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합계) ⇒ 실질적 정부의 총예산 규모 파악에 유리21)

▶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는 기존 문헌에서의 데이터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님.
① 많은 기존 문헌들이 특별·광역시 및 도 단위로 구분된 16개 지방정부의 데이터
를 활용22)하고 있는 반면, 본고의 분석은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246개(2010년 이후 244개23)) 지방정부의 4
개 연도 패널 데이터를 사용
②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데이터는 예산이 아닌 모든 지방정부의 세입 및 세
출이 최종 확정된 결산 기준의 데이터임.
③ 앞서(제3장 2절)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세입대비 지방채잔액 비중뿐만 아니라, 지방채와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
을 고려한 재정자립도 데이터를 활용함.
19)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index.jsp)
20)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index.jsp)
21)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index.jsp)
22) 주만수(2012) 등이 시, 군,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패널(panel) 데이터가
아닌 2010년도 단일 연도의 횡단면(cross section) 데이터로 제한하고 있음.
23) 2010년 7월 1일부로 경상남도 내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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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세입 및 세출 측면에서의 재정자립도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음.

2) 실증분석 방법
▶ 실증분석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i)재정자립도, (ii)지방채무잔액지수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함.
재정자립도의 경우, 세입 세출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와 예 결산 여부에 따른 재
정집계 규모와 실제 재정집행 규모 간의 괴리를 감안하고자 다음의 3가지 경우로 측
정하고 있음: ①당초예산 세입 총계, ②결산 세입 총계, ③결산 세출 총계

▶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은 총 10가지로 구분된 변수를 통해 측정24)
사회복지 측면: (i)기초생활보장비 비율, (ii)취약계층지원비 비율, (iii)보육·가족 및
여성비 비율, (iv)노인 청소년비 비율, (v)노동비 비율, (vi)보훈비 비율, (vii)주택비
비율, (viii)사회복지일반비 비율
보건 측면: (ix)보건의료비 비율, (x)식품의약안전비 비율

▶ 지방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재정관련 요인들 및 기타통제요인을 총 8가지 변수
로 구분하고 있음.
(i)행사축제경비 비율, (ii)민간이전경비 비율, (iii)1인당 경상비용, (iv)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액, (v)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vi)1인당 세입결산액, (vii)1인당 세
출결산액, (viii)ln(인구밀도)

▶ 따라서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추정모
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지방재정변수it+1 = f(사회복지지출변수it, 재정관련변수it, 기타통제변수it)
+ δi + ηt+1 + εit+1
특별 광역시(7), 도(9), 시(75), 군(86), 구(69)에 대해 4개 연도에 걸쳐 실증분석 실시

i = 지방정부 (1, 2, …, 246)이며 t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4) 기능별 정부지출 기준은 복지지출을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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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2010~2011년 2개 연도에 대해 분석
대상 지방정부 개수가 246개에서 244개로 변화됨에 따라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모형임에 유의해야 함.

관찰되지 않는 그룹의 특성(δi)과 시간의 특성(ηt)을 통제하여 이원(two-way)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하고 있음.
이원 확률효과(random effect)를 고려한 추정량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나,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함에 따라 고정효과 사용

▶ 본 연구에서는 패널모형의 고질적 문제인 오차항의 동시적 상관성(contemporaneous
correlation), 시계열 상관성(serial correlation),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고
려하기 위해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25) 및 GLS(Generalized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구하고자 함.
Ⓡ

불균형 패널모형에 대한 PCSE 회귀분석을 위해 Stata 에서 Pairwise 옵션을 사용하
고 있으며 시계열의 1차 자기상관성(AR(1))을 통제하고 있음.

3) 실증분석 결과
▶ 가변수에 의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한 PCSE 및 GLS 회귀분석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부담을 심
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임.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산출 사용하는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세입 기준)의 경우, 총사
회복지비26)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악화되고 있음.(GLS 5% 유의수준)
총보건비27)의 경우도 재정자립도와 (-)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PCSE 10% 유의수준)

25) Beck and Katz(1995)가 제안한 PCSE는 GLS에 비해 동시적 상관성(contemporaneous correlation)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26)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노동비, 보훈비, 주택비, 사회복지
일반비의 합계
27) 보건의료비와 식품의약안전비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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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세입)와 복지지출과의 실증분석 결과
변수

PCSE

GLS

사회복지비(총합) 비율

-0.011

-0.045**

보건비(총합) 비율

-0.162*

-0.045

[통제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인구밀도, 1인당 경상비용,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
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인당 세입결산액, 1인당 세출결산액, 지역 및 연도 가변수
(dummy variable)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 복지비용 지출을 세부항목별로 분석할 경우, 항목별로 서로 다른 인과관계가 드
러남에 유의
PCSE와 GLS는 공통으로 ‘기초생활보장비’ 항목에서는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관계
를, ‘보육 가족 및 여성비’ 항목에서는 긍정적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회귀분석 결
과를 보임.
그 밖에 PCSE는 ‘식품의약안전비’ 항목이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GLS는
‘취약계층지원비’ 및 ‘노인 청소년비’ 관련 복지지출이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
래하는 것으로 분석함.

재정자립도를 당초예산과 세입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근거하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보육 가족 및 여성’ 유관 정책들에서의 확장적 입장은 일
면 타당하게 여겨질 수 있음.
[표 9]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세입)와 복지지출 세부항목 간 실증분석 결과
변수

PCSE

GLS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0.295**

-0.191***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0.218

-0.219***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0.324*

0.250***

노인 청소년비 비율

-0.090

-0.153***

노동비 비율

0.083

-0.009

보훈비 비율

-0.080

-0.019

주택비 비율

0.194

0.134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0.272

-0.079

보건의료비 비율

-0.128

-0.060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0.447***
0.096
[통제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인구밀도, 1인당 경상비용,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
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인당 세입결산액, 1인당 세출결산액, 지역 및 연도 가변수
(dummy variable)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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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얼마나 재정수입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세입 기반 재정자립도를
결산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시, ‘노동비’와 ‘보훈비’ 항목을 제외한 지방복지 지출
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앞서 분석하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및 세입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당
초예산이 아닌 최종적으로 지방정부의 살림이 확정 집계된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자립도를 재평가해 볼 필요
(PCSE 분석 결과) ‘주택비’ 및 ‘식품의약안전비’ 항목은 지방재정의 부담요인, ‘노동
비’ 및 ‘보훈비’ 항목은 (+) 인과관계
(GLS 분석 결과) ‘주택비’ 및 ‘식품의약안전비’ 항목과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비’ 및 ‘취
약계층지원비’ 항목에서 (-) 인과관계 도출, ‘노동비’ 및 ‘보훈비’ 항목은 (+) 인과관
계
[표 10] 재정자립도(결산, 세입)와 복지지출 세부항목 간 실증분석 결과
변수

PCSE

GLS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0.317

-0.265***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0.219

-0.230***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0.035

0.095

노인 청소년비 비율

0.049

0.044

노동비 비율

0.476**

0.376***

보훈비 비율

4.180***

4.160***

주택비 비율

-1.593***

-1.230***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0.176

0.190

보건의료비 비율

-0.034

-0.110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0.875***

-1.477**

[통제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인구밀도, 1인당 경상비용,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
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인당 세입결산액, 1인당 세출결산액, 지역 및 연도 가변수
(dummy variable)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 자체적으로 세출의 얼마만큼을 충당할 수 있느냐를 측정한 세출기반 지방재정자
립도에서도 ‘노동비’, ‘보훈비’ 관련 복지지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
PCSE 및 GLS 공통적으로 ‘노동비’, ‘보훈비’ 복지지출 항목에서 결산 및 세입기반
지방재정자립도의 경우와 동일한 (+)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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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E 분석 결과) (-) 인과관계: ‘주택비’ 항목, (+) 인과관계: ‘노동비’ ‘보훈비’ ‘식
품의약안전비’ 항목
(GLS 분석 결과) (-) 인과관계: ‘취약계층지원비’ ‘노인 청소년비’ ‘주택비’ 항목, (+)
인과관계: ‘노동비’ ‘보훈비’ 항목

결산 세입기반 재정자립도에 이어 결산 세출기반 재정자립도는 예산 세입기반의 경
우와는 달리, 정부의 ‘보육 가족 및 여성’ 복지정책들에 대한 확장적 입장에 부흥하
는 결과를 보이지 않음.
[표 11] 재정자립도(결산, 세출)와 복지지출 세부항목 간 실증분석 결과
변수

PCSE

GLS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0.176

-0.014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0.248

-0.207**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0.004

0.074

노인 청소년비 비율

-0.223

-0.241***

노동비 비율

0.423**

0.379***

보훈비 비율

3.713***

4.540***

주택비 비율

-2.137***

-1.729***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0.090

-0.121

보건의료비 비율

0.060

-0.004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1.301**
1.386
[통제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인구밀도, 1인당 경상비용,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
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인당 세입결산액, 1인당 세출결산액, 지역 및 연도 가변수
(dummy variable)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상황을 지방채잔액 규모로 평가할 경우, 두 가지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관련 복지지출은 지방채잔
액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훈비’ 및 ‘식품의약안전비’는 부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
(PCSE 분석 결과) (-) 인과관계: ‘보훈비’ 및 ‘식품의약안전비’ 항목, (+) 인과관계:
‘노인 청소년비’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항목
(GLS 분석 결과) (-) 인과관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항
목, (+) 인과관계: ‘노동비’ ‘주택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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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방채무잔액지수와 복지지출과의 실증분석 결과
변수

PCSE

GLS

기초생활보장비 비율

0.013

-0.030

취약계층지원비 비율

0.037

-0.006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비율

0.048

0.063***

노인 청소년비 비율

-0.091*

-0.024

노동비 비율

-0.130*

-0.113***

보훈비 비율

1.313**

0.485**

주택비 비율

-0.101

-0.293**

사회복지일반비 비율

-0.541***

-0.336***

보건의료비 비율

-0.403**

-0.305***

식품의약안전비 비율

0.914***

0.798***

[통제변수] 행사축제경비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인구밀도, 1인당 경상비용, 1인당 지방세 체납누계반영
액, 1인당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1인당 세입결산액, 1인당 세출결산액, 지역 및 연도 가변수
(dummy variable)
주: ***은 1% 유의수준, **은 5% 유의수준,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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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 본고는 복지지출 증대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당장, 선심성 공약으로 무리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약속하기보다는 복지의 지속가능
성 향상, 수급의 공정성 확보, 복지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국민체
감도를 제고하며 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28)

▶ 일단 늘린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리스, 스페인 등 무리한
복지지출로 인해 결국 남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에 서게 된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맞는 복지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
▶ 무분별한 복지비용 감축을 고려할 때 ‘노동비’ 관련한 복지지출은 선별적으로 시
행하고, 나머지 복지비용 지출은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해 나가
는 것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바람직
‘노동비’ 관련한 복지비용 지출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 생계 안정
및 고용안전망 제고 등을 이끌어 취업률 및 기업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
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
임.29)
결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최종 확정 집계된 것이므로, 실제 재정집
행 규모와 괴리가 없어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산으로부터
의 분석 결과에 주목
28) 조경엽 유진성(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29) 보훈비의 경우, 지방채잔액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보훈사업 관련한 중앙 이전재원
이 상당량 줄어들면서 보훈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
라 보합 달성이 어려우면(지방채 증가분 ＜ 중앙 이전재원 감소분) 재정자립도(=1-‘지방채+이전재원’ 비
율)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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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방재정 부담 심화에 미치는 복지지출의 영향(결산 기준)
복지비용 지출

영향

재
정
자
립
도

지
방
채
잔
액
규
모

PCSE

GLS

공통

긍정

노동비, 보훈비

노동비, 보훈비

노동비, 보훈비

부정

주택비

취약계층지원비, 주택비

주택비

모호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긍정

노인 청소년비,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노동비, 주택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노동비, 사회복지일반비,
보건의료비

부정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보훈비, 식품의약안전비

모호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주택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노인 청소년비

기초생활보장비,
취약계층지원비,
보육 가족 및 여성비,
노인 청소년비, 주택비

▶ 복지비용 지출 감축을 단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
재정 분권(decentralization)의 확립임을 주지할 필요
명확한 분권 없이는 지방정부가 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어 재정
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체계에 따라 반응하여 복지비용 지출을
감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 시행에 이어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취득세 인하정책으
로 지방재정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한 마당에, 중앙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
행하라고 하면 시행해야 하는 의무만 갖는다는 것은 세출정책의 다양성이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30)
불명확한 분권화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일변화를 초래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방정부 세출정책의 다양성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
30) 현진권(2013), 무상복지, 재정분권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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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분권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31)
진정한 분권은 지방정부들에게 정치적·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
임을 완수하게 할 수 있을 때에 달성될 수 있는 것임.
한국은 분권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직접 뽑는 ‘정치분권’만을 시행
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의미하는 ‘재정분권’(세입 및 세출 분권)은 미성숙

권한으로서의 세출분권과 책임으로서의 세입분권 구조가 제대로 확립되면 납세자인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출 및 세입정책을 펼 수 있어 지방정부마다 특색 있
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
사회복지 부담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안전, 국가안보 등과 같이 불가피한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에게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하여
지방정부들의 자율적인 결정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적 정비 개선이 필
요함.

▶ 한편 높은 중앙재원 의존도를 가진 지방정부에 대해서 특단의 재정관리 대책이
시급할 것임.32)
우리 지방정부들의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 중앙재원 의존 비중을 고려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이대로 괜찮은지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
지방정부의 재정이 건실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해 재정수입 확보가 ‘안정적’이
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중앙정부로부
터의 이전재원은 일정 시기에 확실하게 지급돼야 할 지방정부 부채에 대처할 수 있는
보장된 재원으로 단언하기에는 무리

특히 세입(歲入)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버린 시 도
군 구(2011년 기준 총 237개)의 재정 상황/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느 때보다
시급할 것이며, 이들을 옥죄어 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
세가 요구됨.

31) 현진권(2013), 무상복지, 재정분권으로 풀어야
32) 허원제(2013), 지방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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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도별 지방정부의 세입대비 중앙정부 이전재원 비중(Avg.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특별 광역시
11.7
12.2
12.6
13.4
16.1
18.8
21.5
24.8
24.0
24.4

시
48.5
46.1
42.5
45.9
48.6
46.4
50.9
53.7
52.4
51.2

도
40.0
36.7
31.5
35.7
36.3
37.8
38.4
37.2
43.5
45.2

군
61.4
55.1
50.6
57.7
59.4
57.0
59.8
56.1
63.7
65.0

자치구
47.1
49.9
47.0
47.3
50.3
53.6
53.8
58.0
55.1
60.0

주1: 세입결산 총괄회계 총계기준
주2: 자치단체별 평균치 산출 목적에 따라 총계규모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안전행정부(각 년도),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 이에 대한 방편으로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을 통해 연성예산제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연성예산제약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약화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재정 부실화 우려
가 다분함.
지방정부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부족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출이 이뤄지게 하는 예산제약의 엄격성이 연성화33)
일단 사업을 벌여놓기만 하면 모자란 재원이야 어떻게든 외부로부터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재정 악화를 초래34)

엄격한 재정규율 확립은 지방정부의 중앙재원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며, 중앙재원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당장은 어느 정도 지방정부의 채무비중이 높아질 수 있겠지
만35)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자산매각, 세출구조조정, 통제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
등) 등을 통한 재정책임성이 배가될 것임.
또한 중앙재원 의존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에 끌려 다니는
정책 시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3) 허원제(2012),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34) 허원제(2012),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35) Daher(2001)는 Bird et al.(1995), Prud’homme(1995), Tanzi(1996) 등이 지적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
행 자율성을 확대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산제도나 재정위기관리제도와
같은 퇴출제도의 도입, 산하기관을 망라한 지방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과 통제시
스템의 구축, 지방채 통제시스템의 개선, 재정평가제도 및 재정 공개제도의 도입, 시장규율의 강화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주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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