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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사회보험

의 성숙 등으로 GDP 의 10%를 복지지출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역의 복지수요와 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지

방재정분권화 실시로 사회복지재정이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지자체별 사회복지재정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재정구조가 취약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이나 아동 등의 

주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데이터베이

스로 구축하였습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지방재정

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와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발표 

논문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노력과 복지 형평성,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

운 토론과 정책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방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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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1),	강지원2),	임완섭3)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연구

1. 문제의 제기

최근 복지제도의 확충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조성되

며, 특히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의존재원이 주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 증가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

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전달되는데 의존재원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4). 

이러한 의존재원의 증가는 주로 정책의 시행과 사무의 위임과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있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존재원 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자치구에 지원하는 

시·도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은 중앙정부의 시책과 광역자

치단체의 사무 위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재원과 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일정부분 보장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복

지욕구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욕구의 크기와 복지지출이 반드시 정(+)의 관계를 가

지지는 않는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복지지출과 정비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다.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력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4) 교부금은 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보전금
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47%, 기타 시·군·자치구는 27%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2007).

[	논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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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향과 중앙정부의 복지정향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관심은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재정 예속의 성격이다. 

많은 연구들이 복지수요와 재정력이 복지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지만, 지

방정부유형간의 재정 예속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라는 것이 광역

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위계적인 성격이 복

지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왜곡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는 것이

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데 있어 기초자치

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위계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복지수요와 재정력으로 설명하고 있으

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에 있어 이들 요인의 영향은 매우 상반되거나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김성종 외(2003)와 김수완(1998)의 연구에서 공공부조수급자 

수와 노인인구의 수는 복지재정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에서

는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김교성 외, 2000; 남궁근, 1994),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강윤호, 2003; 이승종, 2000).

이와 유사하게 재정자립도 역시 어떤 연구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김성종 외, 2003; 

김교성 외, 2000), 다른 연구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정진현, 2003; 강

윤호, 2003). 이 외에도 1인당보조금액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정(+)의 영향이 나타나는 

반면, 1인당 재원부담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손희준, 1999; 남궁근, 

1994; 정헌영, 1993; 강인재, 1987).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인 요인과 제도적 

요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유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 역사가 오래되지 않

은 관계로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득표율, 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선거 투표율, 공무원 수 등의 정치

적인 요인 역시 상충된 결과를 보여준다(최재녕, 2005; 김교성 외, 2000; 손희준, 1999; 남궁

근, 1994; 김태일, 2001). 이에 반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자원요인과 지방자치단체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강혜

규, 2004; 강윤호, 2003; 이승종, 2000; 김수완, 1998).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복지수요와 재정력, 정치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등의 독립변수들이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단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수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독립변수들이 동일한 힘

이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여 나열함으로써 독립변수들간의 위계적 영향력과 변수간 내생

성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이승종 외, 1992; 손희준, 1999; 강윤호, 2000a, 강윤호, 

2000b), 통합회귀모형은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기 때문에 각 자

료들의 횡단면적 차이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시계열적 변화 추정에 편의를 가져올 가

능성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원고정효과모형(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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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effect model)과 통합시계열분석(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등 다양

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조기선, 2007a, 2007b; 김교성 외, 2000; 김태일, 2001). 

이러한 방법들은 탈락된 변수들에 의해 야기되는 측정의 편이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자유도를 증

가시키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줄임으로써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Hsiao, 1986; Sayrs, 1989; 배인명, 1993; 김태일, 2001).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 

역시 위계적인 독립변수들간의 관계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종속변수에의 영향을 과소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구조는 중앙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도 

차이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교부금을 받고 있으며, 의존

재원의 특성상 지출의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상위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자치구별 자체재원을 활용한 자체사업의 차별적인 운용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

인 서울특별시내 은평구, 마포구와 같은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을 받은 서울

시로부터 보조금과 교부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영향과 서울시의 정책적 영향을 동

시에 받는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교부금을 받는데 있어 

서울특별시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세입세출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정부의 유

형간에는 위계적인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관

계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7년간 구축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ataBase』를 활용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복지수요와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적 요인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한 데이터의 활

용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유형을 고려한 

위계적 모형을 통해 복지수요와 재정력, 정치요인, 제도요인이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거나 국가간 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

해 복지재정지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지출에 대한 범위와 측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

가간 비교 연구에서 복지재정지출은 주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과 연금지출을 이용한다(Aaron, 

1967; Pryor, 1968; Cutright, 1967; Wilensky, 1975; Hage and Hanneman, 1980; 

DeViney, 1983; Pampel and Williamson, 1985; Skocpol and Amenta, 1986). 이 때 

사회보장지출은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소득수준과 영양, 보건, 주택, 교육에 소요되는 지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ilensky, 1975). 이들 연구들은 국가간 복지재정지출의 차이를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기 위해 각국의 재정력에 비례한 정부의 복지노력

을 측정하고자 각국의 복지재정지출을 GDP 또는 GNP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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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한 국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주로 1인당 복지

재정지출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재정력에 의

한 규모의 차이를 통제하기보다는 한 국가내 재정력이 일정수준 통제되는 것에 착안하여 잠재적

인 복지수요에 의한 규모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김수완, 1998; 손희준,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간 복지수준을 비교하거나 한 국가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노력

을 비교할 때에 복지재정지출은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

은 학자들이 이러한 복지수준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야기된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영향요인이 바로 복지수요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은 노인인

구에 대한 일자리, 의료보장, 돌봄서비스 등의 욕구를 야기하였다. 정부는 소득보장제도, 의료보

장제도, 생활장해보장 등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제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복지 수

요 중 특히 노인인구와 복지재정지출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소순창 

외, 1999; 김제안 외, 2003; 심재희 외, 2004; 하능식 외, 2007; 문병근 외, 2007; 조기선, 

2007b).  

다시 말하면 복지욕구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 개인의 것이지만, 지역주민 혹은 국민들은 정

부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어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재분배정책을 통해 복지재정을 지출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복지욕구는 특수한 인구집단의 특수한 욕구에서 보편적인 지역의 욕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욕구는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5세이하 아동,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 지역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욕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

욕구의 변화와 증가는 복지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는 어떤 한계선을 가진다. 이 때 한계선을 결정하는 제약요인이 바로 재정력이다. 즉 복지수

요가 일정부분 복지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복지재정지출의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세입충당능력인 것이다(Peacock and Wiseman, 1961; Pryor, 1968; Sharansky & 

Hoffernert, 1969; Musgrave, 1969; Gupta, 1969).

중앙정부는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조세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

세를 통한 직접적인 재원조달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 대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하는 재원들(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을 통해 분배(distribution)와 배분

(allocation), 조정(coordination)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요

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한국지방자치학회, 1995).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정지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

을 뜻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원은 할당과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많다고 해도 제한된 

자원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오로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지지의 극대화를 위하여 복지정책을 추진하거나(Fry & Winter, 1970), 지역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복지정책은 기피하게 되는(Peterson, 1981) 정책의 정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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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노력 혹은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주민들의 자주재원부담이 클수록 지출수준이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자체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의존 재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혜규, 2004; 김성종 외, 

2003; 손희준, 1999).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을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단체로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이것이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과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의 재정력과도 연계가 된다.

이론적으로 복지수요와 재정력이 정부의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

명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영향은 상당히 혼재되어있다. 먼저 인구 변수가 공공지출에 미치

는 영향은 긍정적이고(Kelly, 1976; Dao, 1994; 조기선, 2007b), 재정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이다(김의섭, 2002; 정영호, 1997).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빈곤

층 혹은 노인인구의 비율 등 인구구조 역시 복지재정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DeViney, 1983; Plotnick et al., 1985; Danziger et al., 1986).

특히 고령화 변수가 복지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DeViney, 1983; 김제안 외, 2003; 심재희 외, 2004; 하능식 외, 2007; 문병근 

외, 2007; 조기선, 2007b; 소순창 외, 1999), 이들 연구에서 인구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

이 사회보장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정력과 복지재정지출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은 1인당 GNP를 이용하거나 (Henning 

& Tussing, 1974; Orr, 1976; Jennings, 1980; Plotnick & Winters, 1985; 조연

상, 1988; 박종구, 1989), 주민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포함하는 조세를 통해 측정하고(White, 

1979; 박종구, 1989; 강윤호, 2000a; 김태일, 2001; 손희준, 1999; 김성종 외, 2003; 이

승종, 2000; 남궁근, 1994; 조기선, 2007b), 국고보조금과 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수입구조(Dye, 1969; Albrition, 1983; 김수완, 1998; 손희준, 1999; 김교성 외, 2000; 

김성종 외, 2003; 정진현, 2003; 최재녕, 2005) 등의 변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 역시 다소 상충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Orr(1976)와 Jennings(1980), 

Plotnick et al.(1985)의 연구들은 주정부의 1인당 소득이 AFDC의 급여 결정과 복지재정지출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복지

재정지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논문들이 다수 있다(김수완, 

1988; 김교성 외, 2000; 정진현, 2003). 그러나 김수완(1988)은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1인

당 복지비는 적은 반면 총 예산에서 복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

를 나타냈고, 김교성 외(2000)의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사회복지지

출로 연결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재정운영이 확대되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렇듯 복지수요와 재정력이 사회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혼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요인 외의 새로운 영향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료제와 중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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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 조세방식 등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DeViney(1983)의 연구와 정치제도의 영향력을 살펴

본 Skocpol과 동료들의 연구가 있다(Skocpol, 1992; Orloff and Skocpol, 198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정치의 역사가 짧고 정당 유지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영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복지수요의 발생이 정부 조직 및 관료들로 하여금 복지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복지정

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특성이 중앙정부 단위에서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 

더욱 밀접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방 공공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획일적인 선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선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손희준 외, 2001). 즉 지방자치단

체의 정부 조직과 관료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제한된 자원의 한도 내에서 복지수요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재정지출을 설계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조직이나 관료의 

영향은 사회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또한 지역의 공공수요는 선거라는 변수를 통해 평소보다 용이하게 충족될 

수 있지만, 선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의 영향력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큰 우

리나라의 경우 집권당과 동일한 당적을 보유한 단체장이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정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장이나 공무원 등 정책결정자

들의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단체장의 소속정당과 공무원 수, 선거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강철희 외(2000), 김미혜 외(2003), 김영범(2007)의 연구들이 인구

변수와 거시경제변수 외에 정치변수를 이용하여 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

나 상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기선의 연구(2007b)에서는 공무원 수와 정부지원금 비

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경환의 연구(2010)

에서는 공무원 수와 사회복지시설 수가 복지인적자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부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

라에서 정부 규모의 차이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고경환, 2010; 

강윤호, 2000a; 강윤호, 2000b; 이동영, 2001).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일률적이기 보다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

다. 이동영(2001)의 연구에서 지방자치의 실시, 정치적 경쟁 및 여당소속단체장 등과 같은 정치

적 요인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의미하거나 약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강력

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일부가 시·군·구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통제변수로 고려되며 지방정부 유형간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

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여기서 다층적이라 함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 결정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정부(광역자치

단체)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관찰단위(observation unit)인 기초자

치단체(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에 속하게 되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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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은 상호 종속적인 반면에 타 광역자치단체의 기

초자치단체와는 독립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

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계적인 구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영향력

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예산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

축한 『복지재정DataBase』 2006~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복지예산액이며,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액을 기초자치단체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초단체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초단체 수준의 변수로

는 장애인인구비율, 노인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 국가보훈대상자비율, 복지예산 중 자체예산

의 규모,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전담 공무원 수,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을 보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변수로는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방정부단체장의 당적, 경제활동참가율이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여기

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제주도는 분석기간동안의 행정단위 변동과 자치도로서의 특수성 때문

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구분 변수명 지표 측정

종속변수 1인당 복지예산 기초자치단체복지예산/주민 수

독립
변수

기초자치
단체

복지수요 장애인인구비율 기초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수/주민 수

노인인구비율 기초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인 수/주민 수

영유아인구비율 기초자치단체의 5세미만 영유아 수/주민 수

국가보훈대상자비율 기초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수/주민 수

재정력 자체사업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백만원)

복지자원 사회복지공무원 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

정치요인 기초자치단체장 당적 집권당=0, 그 외=1
(2006년과 2007년은 열린우리당, 
2008년과 2009년은 한나라당)

광역자치
단체

재정력 경제활동참가율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고보조금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백만원)

정치요인 광역자치단체장 당적 집권당=0, 그 외=1
(2006년과 2007년은 열린우리당
2008년과 2009년은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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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수준의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회귀분석이나 분산분석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방법이 본질적으로 단층구조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고

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층분석(Multilevel model)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층분석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의해 발전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추정방법은 기존 통계분석

의 핵심적 내용을 상당부분 공유한다. 다층구조의 자료에 대한 분석은 각 층의 ‘variation’ 즉 변

산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각 층의 정보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다층자료 분석을 이용

하게 되면 종속변인 분산에 대한 하위수준의 변인들에 의한 영향의 정도와 상위 수준 변인들에 의

한 영향 정도를 구별해 내고 평가해 낼 수 있으며, 기존 단층구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던 회

귀분석이나 분산분석이 해결하지 못한 분선의 단위 문제, 회귀계수의 변산(variation), 공분산 

요인, 층위간 상호작용, 신뢰구간 추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다(이윤경, 

2009). 

다층구조의 자료를 분석할 때 연구자는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를 선택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하게 된다.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의 결정에 있어 실험단위(experimental 

unit)는 반응이 상호 독립적인 단위이며 관찰단위(observation unit)는 자료가 수집되는 단위

이다. 따라서 분석단위가 실험단위가 일치한다면 자료분석 단위의 결정에 있어 문제가 없지만(이

재열 외, 2005), 본 연구처럼 실험단위(experimental unit)는 지방정부이지만 관찰단위(unit 

of analysis)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관찰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만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할 

경우 추정량에 편의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한편 표본이 상호 독립적인 지방정부 수준만으로 분석을 할 경우 표본의 크기가 기초자치단체 수

에서 지방정부의 수로 급격히 줄어들어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유의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지게 되며 여러 가지 유의미하고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정보를 파악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다층자료를 하위수준(기초단체)에서 분석하는 것은 분석단위

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며, 상위수준(지방정부)의 분석에서 하위수준의 정보를 집계화하

여 사용하는 것은 집계화의 오류와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모지환·함철호, 2009). 또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과소 추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

다. 따라서 다층자료에서는 표집단위인 집단의 임의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이 회귀분석모형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상진, 1998; 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절편의 값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

되어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각 계수의 기울기를 

변화시킬 변수들을 선정하여 임의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기초 정보를 얻은 후, 모형 2(임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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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random intercept model)와 모형 3(임의계수모형, random intercept and slope 

model)을 통해 복지예산 수준에 대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 

: 지방정부내 모형

: 지방정부간 모형

-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

- 임의 계수 모형(random intercept-slope model)

4. 분석결과

1)	기초분석	

먼저 각 변수들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기초자치

단체의 1인당 복지예산은 연도별 평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06

년 46.9만원, 2007년 53.1만원, 2008년 63.7만원, 2009년 75.3만원이다. 복지사업의 지

방이양과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적 특성으로 인해 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상

당히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인당 복지예산은 2006년에서 2009

년까지 4년간 6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기초자치단체 복지분야 자체사업비는 

123.3%p 증가하였고, 광역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135.1%p 증가하였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대표적인 복지욕구 요인인 65세 이

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인과 영유아, 국

가보훈대상자 수에 비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노인인구 수의 증가는 1.7%p에 그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의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은 31.4%인 반면, 최소값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는 5.1%로 나타

나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집단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변수는 등록장애인비율이다. 등록장애인 비율 

역시 기초자치단체 전체 인구 중 5%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1.3%p의 증가를 보이

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11.2%,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2.5% 수준으로 나타나 노인인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등록장애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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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격차 역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듯이 영유아의 비율은 

2006년 4.3%에서 2009년 4.2%로 지난 4년간 약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값

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2.3%)와 최대값을 가지는 기초자치단체(8.0%)간의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국가보훈대상자 비율 역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약 0.3%p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0.3%)와 최대값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

(16.9%)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유족 상당수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대값과 유사한 수준은 광주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공무원 수는 2006년 평균 41명에서 2009년 43.2명으로 지난 4년간 2.2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수가 9.0명인데 반해 최대값을 보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수는 149.0

명으로 나타나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집권여당 소속

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은 8.3%이며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68.3%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당의 변화가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변수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단체장의 당적, 국고보조금이다. 재정력 

변수인 경제활동참가율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제공되고 있는 변수의 특성과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정한 변수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61.7%, 2007

년 61.8%, 2008년 61.5%, 2009년 60.9%로 나타나 2008년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소값을 보이는 광역자치단체

(56.3%)과 최대값을 보이는 광역자치단체(64.8%) 사이에 지역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나고 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은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이전(집권당=열린우리당)

인 2006년과 2007년 6.1%에서 대선 이후(집권당=한나라당)인 2008년과 2009년 82.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집권 이후의 실정이 지방선거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

민들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지방정부를 인식한다는 정설과는 다

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집권당과 동일한지 살펴본 

결과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야당 성향의 단체장이 많았던 것에 비해 현 정부는 여당 성향의 

단체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763억원, 2007년 

4,788억원, 2008년 6,877억원, 2009년 8,847억원으로 지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 최소값을 나타내는 기초자치단체는 1,80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을 

나타내는 기초자치단체는 18,731억원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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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요약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변수 mean std Min Max Median

2006 1인당	복지예산 0.469 0.255 0.112 1.331 0.411

장애인비율 5.0 1.6 2.0 8.8 4.6

노인비율 13.6 6.8 4.0 28.3 11.1

영유아비율 4.3 1.1 2.3 7.5 4.2

국가보훈자비율 0.7 0.2 0.3 1.6 0.7

자체사업금액 8,091 8,140 463 71,836 5,722

복지공무원현원 41.0 21.3 7.0 136.0 37.0

기초단체장	당적 0.083 0.276 0.000 1.000 0.000

경제활동참가율 61.7 2.4 57.7 65.2 62.4

광역단체장	당적 0.061 0.240 0.000 1.000 0.000

국고보조금 376,373 178,032 76,244 771,154 381,187

2007 1인당	복지예산 0.531 0.299 0.133 1.741 0.461

장애인비율 5.4 1.8 2.2 9.4 5.0

노인비율 14.4 7.1 4.4 29.8 12.0

영유아비율 4.3 1.0 2.3 7.7 4.2

국가보훈자비율 0.8 0.3 0.3 1.7 0.7

자체사업금액 9,304 10,607 543 112,444 6,293

복지공무원현원 41.3 21.4 8.5 142.5 37.0

기초단체장	당적 0.083 0.276 0.0 100.0 0.0

경제활동참가율 61.8 2.3 58.0 65.9 62.0

광역단체장	당적 6.1 24.0 0.0 100.0 0.0

국고보조금 478,879 226,375 88,224 993,382 470,640

2008 1인당	복지예산 0.637 0.353 0.165 2.085 0.542

장애인비율 5.8 2.0 2.3 10.3 5.3

노인비율 14.9 7.3 4.7 30.6 12.2

영유아비율 4.2 1.0 2.4 8.0 4.1

국가보훈자비율 0.8 0.4 0.3 3.2 0.7

자체사업금액 14,074 14,421 1,390 136,764 10,595

복지공무원현원 41.5 21.9 10.0 149.0 36.0

기초단체장	당적 0.683 0.466 0.000 1.000 1.000

경제활동참가율 61.5 2.2 57.2 64.7 62.0

광역단체장	당적 0.822 0.384 0.000 1.000 1.000

국고보조금 687,753 307,471 121,110 1,366,245 708,318

2009 1인당	복지예산 0.753 0.389 0.187 2.007 0.653

장애인비율 6.3 2.1 2.5 11.2 5.7

노인비율 15.3 7.4 5.1 31.4 12.7

영유아비율 4.2 1.0 2.3 8.0 4.0

국가보훈자비율 1.0 1.2 0.3 16.9 0.8

자체사업금액 18,071 19,497 1,720 198,368 13,303

복지공무원현원 43.2 22.9 9.0 149.0 37.0

기초단체장	당적 0.683 0.466 0.000 1.000 1.000

경제활동참가율 0.609 0.022 0.563 0.648 0.611

광역단체장	당적 0.822 0.384 0.000 1.000 1.000

국고보조금 884,725 431,397 180,916 1,873,185 8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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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층분석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분석을 위해 먼저 기초모형

(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자료 분석의 기초적 정보를 얻은 후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임의계수모형(random coefficient model)을 통해 추정하였다. 다층구

조를 가진 변수들을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할 경우 분석 결과는 상당히 왜곡될 우려

가 있다5). 

모형 1은 기초모형 또는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개별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

자치단체의 1인당 복지예산의 통계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다층

모형의 실시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으며, 모형 1은 모형 2와 모형 3을 해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1의 고정효과를 살펴보면 상수항의 값이 0.564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효과로 주어진 상수항의 총 평균이 약 56만원임을 나태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총 평균은 

Random effects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수준인 기초자치단체의 표준편차는 0.261, 상위수준인 

지방정부간의 표준편차는 0.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내 상관관계로 본 지역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역간 분산비율을 계산해보면6) 전체 분산 중 42.7.%는 광역자치단체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와 유사하게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산 비율은 57.3%로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모형 1에서 기초자차단체수준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변수들을 각각 추가하여 동시에 임의 

효과(random effects)를 부여하는 임의절편모형을 추정한 모형 3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간 그리

고 지방정부간 분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간에는 65.2%, 지방정부간

에는 95.6%의 분산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임의효과에서 임의의 절편과 기울기를 모두 허용한 모

형 4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분산은 71.3%감소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간 분산은 615.3%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모형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살펴보면 임의 절편 모형의 경우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영유아 비

율, 국가보훈자 비율, 자체사업금액이 증가할 때 1인당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복지욕구 및 복지수요가 높은 인구집단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체사업금액의 경우도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변수들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복지공무원수,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소속여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소속여부보다는 해당 광역자차단체장의 

집권당 소속여부가 복지예산 증액에 유효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동참가

율의 경우 1인당 복지예산 금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있어 경

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고보

조금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값의 절대치가 적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5) 다층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비교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음.

6) (0.225)2/((0.225)2+(0.261)2) =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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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계수 모형(random intercept-slope model)의 경우 모형 2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

만 모형 2와 상수항과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집권당 당

적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모형 4에서 임의 계수(기울기) 효과를 좀 더 살

펴보면 노인인구 비율이 1%p 증가하면 1인당 복지예산은 약 19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935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95% 신뢰수준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기울기의 범위를 계산해 보면 3.793(=1.96×

1.935) 이므로 (1.995±3.793)백만원 만큼의 범위를 가지는 기울기가 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95% 신뢰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따라 1인당 복지예

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도 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인 회

귀분석에 따른 결과 시 65세 인구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복지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왜곡된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4세 미만 영유아 비율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다층분석의 결과(모형 2~4)를 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회귀분석의 계수 값들은 각 독립변

인들에 대한 고정효과(fixed-effect)로 볼 수 있다(부록 1참조). 모형 2의 임의절편모형과 비교

해 보면 모형 2에서 고정효과(fixed-effect)로 추정된 절편의 크기는 37.5만원이며, 임의효과

(random effect)로 추정된 상수항의 표준편차는 4.7만원이다. 이를 95% 신뢰수준에서 지방정

부 수준에서의 절편의 범위를 추정하면 1.96×0.047 = 0.092이므로 37.5만원±9.2만원의 범

위를 갖는 상수항이 된다. 회귀분석 결과를 모형 2와 비교하면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방향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된 파라미터들의 절대 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임의 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한 모형들이 일반회귀분석과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

사한 LR(likelihood-ratio) 테스트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4까지 일반회귀분석과 유의미한 차

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을 적합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변수 및 임의효과 추정범위

의 확대에 따라 Log likelihood가 높아져 모형의 전개에 따라 적합도 측면에서의 제고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산감소효과의 경우 지방정부 수준에서 분산은 모형이 전개되어짐에 

다라 축소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의 분산감소효과는 임의절편모형의 경우 분산이 

감소되었지만 임의계수모형에서는 오히려 대폭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형 4의 경우 모

형사용 및 구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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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층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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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구분

Fixed-effects

모형	1
Basic	model

모형	2
임의절편모형	I

모형	3
임의절편모형	II

모형	4
임의계수모형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상수항 0.564*** 0.059 -0.287*** 0.061 0.375 　 0.322 -0.323  0.349  

기초
자치
단체
수준

장애인비율 10.128*** 0.786 8.521*** 0.822 9.301*** 0.774  

65세이상비율 1.483*** 0.251 1.852*** 0.256 1.955*** 0.567  

영유아비율 3.620*** 0.855 3.930*** 0.859 4.933** 2.407  

국가보훈자비율 2.117** 0.860 1.729** 0.851 1.627** 0.788  

자체사업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복지공무원현원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기초단체장	당적 0.028** 0.012 -0.025 0.017 -0.027* 0.015  

지방
정부
수준

경제활동참가율 -1.135** 0.530 -0.161 0.520  

광역단체장	당적 0.034* 0.018 0.026 0.017  

국고보조금 0.000*** 0.000 0.000*** 0.000  

Random-effects	
Parameters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표준편차	sd(_cons) 0.225 0.042 0.040 0.010 0.047 0.012  0.602　 0.127  

표준편차	sd(old65_r) 1.935　 0.407  

표준편차	sd(child_r) 8.658　 1.859  

corr(old65_r,child_r) 0.961 0.032  

corr(old65_r,_cons) -0.990 0.011  

corr(child_r,_cons) -0.986 0.009  

sd(Residual) 0.261　 0.006 0.157 0.004 0.154 0.004 0.140 0.003  

LR	test	vs.	linear	
regression
(H0:	Random-effects	=	0)

<0.001 <0.001 <0.001 <0.001

Statistics(Log	
likelihood)	

-97.580027 385.0936 401.6811 425.8726

ICC 0.426 0.061 0.085 0.949 

분산
감소
효과

기초자치단체 96.8% 95.6% -615.3%

지방정부 63.7% 65.2%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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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계를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는데 있다. 다층모형 분석 결과 복지욕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러하듯이 복지지출 수

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장애인비율과 영유아비율, 노인비율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가보훈자 비

율은 통계적 유의성이나 영향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예산제

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공무원 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무원 수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금액과 광역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

치단체장의 당적은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많

은 선행연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복지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온 것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이 집권당과 다를 경우 

복지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이러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먼저 여러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

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속성을 위계적으로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이를 구축한 데이터가 부족한 관계로 단층적으로 혹은 횡단면적으로 분석

이 이루어졌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속성상 데이터의 위계적인 구성과 다층

모형을 통한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요인이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수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

시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기간이 짧아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정치요인이 소속정당으

로 측정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집권당 여부를 측정했을 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즉 정

당명이 자주 바뀌고 정당간 이해집산이 많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소속정당 자체에 대한 통계

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집권당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복지수요요

인과 재정력요인이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지수요요인

과 재정력요인을 다양하게 측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인구집단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영향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제주도와 통합창원시 등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과 변경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밖에 활용할 수 없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하여 전국적인 설명력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다층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광

역자치단체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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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짧은 관계로 패널자료의 특징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데이터의 구축이 지속된다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표	1-1>	다층분석결과와	회귀분석결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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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3
임의절편모형	Ⅱ

모형	4	
임의계수모형

회귀모형

Coef. S.E. Coef. S.E. Coef. S.E.

Fixed-effects	Parameters

상수항 _cons 0.375 0.322 - 0.323  0.349  0.463*** 0.159 

장애인비율 dis_r 8.521*** 0.822 9.301*** 0.774  9.880*** 0.742 

65세이상노인비율 old65_r 1.852*** 0.256 1.955*** 0.567  1.802 *** 0.249 

영유아비율 child_r 3.930*** 0.859 4.933** 2.407  4.536*** 0.774 

국가보훈자비율 hoon_r 1.729** 0.851 1.627** 0.788  1.910** 0.844 

자체사업금액 bsb_1 0.000 *** 0.000 0.000 *** 0.000  0.000*** 0.000 

복지공무원현원 bps_n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기초단체장의	당적 rpcode -0.025 0.017 -0.027  * 0.015  -0.010 0.017 

경제활동참가율 rate_p -1.135** 0.530 -0.161  0.520  -1.367*** 0.273 

광역단체장의	당적 rpcode2 0.034* 0.018 0.026 0.017  0.042** 0.017 

국고보조금 subsi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Random-effects	Parameters

표준편차	sd(_cons) 0.047 0.012  0.602 0.127  

표준편차	sd(old65_r) 1.935 0.407  

표준편차	sd(child_r) 　 8.658 1.859  　

corr(old65_r,child_r) 0.961 0.032  

corr(old65_r,_cons) -0.990 0.011  

corr(child_r,_cons) -0.986 0.009  

sd(Residual) 0.154 0.004 0.14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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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1. 서론

국민의 정부시기에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와 공공부조의 현대화가 진척되어 복지국가 소득

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면,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확대는 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었

다. 2000년대 초까지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저출산 고

령화라는 인구학적 충격이 주요 사회정책 의제로 채택하기 시작한 참여정부 이후, 보육서비스 지

원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보편주의 기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는 등 보편주의

로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구인회 외, 2009).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양

극화, 가족해체 등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표면화되면서, 기

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주

목받게 되어, 이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이끄는 사회투자전략의 핵

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안상훈, 2007).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실행과 전달체계의 변화가 수반되어 

왔다(김용득, 2011).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수요자 지

원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가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09년에는 보육분야에 전자바우처카드가 도입되어 부모에게 보육

료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4년에는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5년부터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들이 실제 지방정부로 이양되기에 이르렀다. 2006년에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충당을 위한 

1)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3)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unsu@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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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장치로서 분권교부세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 재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방화가 진척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복지의 욕구와 수요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와 사회복

지서비스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당위에 가깝지만, 이러한 사회복지의 지방분

권화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즉,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큰 압박요인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

서 그 실질적인 결과는 복지의 지역 간 불균등 심화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박병현, 2006; 윤찬영, 

2003; 구인회 외, 2009에서 재인용). 즉, 사회복지 분권화와 지방이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

복지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 격차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차지하는 자체지

출의 비중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지역간 격

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 지방분권화 정착을 위한 

지방복지재정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1)	지방복지재정	격차	관련	선행연구

참여정부시기에 중앙집권화에서 나타나는 획일주의의 발생과 경직적인 대응에 대한 패해를 극복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사회안전망 분야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강화를 위해 사무, 전달체계, 재정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을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사화가 실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149개의 지방이양사업 67개의 사회복지관련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사무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방이양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어왔

다. 특히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이양재정규모와 지방정부의 증가하는 재정지출수요 간의 

괴리로 인하여 사무를 뒷받침 할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감소를 

우려하여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이 다시 5년간 연장되었다4)(이재완, 2010). 

사회복지 분권화 및 지방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첫째는 서구의 역사적인 경험

상 복지서비스의 분권은 복지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입장이며, 둘째는 현재의 분권교부제를 개선함

으로써 분권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분권을 통한 사회복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

4) 그 이유는 보통 교부세의 특성상 그 배분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가 반영되지만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성이 부
여되기 때문에 복지부문 이외의 타 영역으로 지출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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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지방재정 및 복지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분권화는 중앙정부

의 책임회피와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지역간 사회복지 예산 및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간 사회복지 불평등이 현실화되어 나타남을 증

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의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정

립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복지공급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이재완, 201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격차와 관련한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

업 전환 실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분권교부세 실시 이전에는 지방자치제도실시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이나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승종·

김홍식, 1992;김수완, 1998;김태일, 1998;김교성·이재완, 2000;강윤호, 2000; 강윤호, 

2003;최호택, 2001;조영훈, 2001)이 주를 이뤘다.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자치

단체의 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가 재정력확보 및 대중적지지 확보,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결과우려 때문에 복지정책 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하였다(이승

종·김홍식, 1992).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는 1인당 복지예산을 증가시키지만 복지비지출비율

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김수완, 1998)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후시기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변화를 보면 사회복지지출격차가 

자치구의 재정력 수준에 의해 결정되어 지방자체제도 실시가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은 증가시키지

만 자치구의 재정력 차이가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김태일, 1998). 또한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정도에 따라 증가하나, 그 상대적 지출규모가 경제개발비 

증가에 의해 축소되고(김교성·이재완, 2000), 서울과 4대 광역시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조

영훈, 2001).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복지지출의 관계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

책방향이 개발지향이나 복지지향으로도 구분되었다(강윤호, 2000).

최근 지방복지재정 격차와 관련 연구들은 참여정부시기에 실시된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전환 이후의 전개된 연구들로써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불균형에 대한 실증 연구

들이다(고경환, 2010;모지환·이중섭, 2010;김미혜·박은주·김민경, 2009;박병현, 2008;김

상철·김대철, 2010;김종순·김성주, 2008;이재완, 2010). 관련 연구들은 지방복지재정의 격

차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고경환, 2010;문용필, 2010;박병현, 

2008;김상철·김대철, 2010;김종순·김성주, 2008;이재완, 2010)과 지방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미혜·박은주·김민경, 2009;모지환·이중섭, 2010)가 있다. 

박병현(2008)은 사회복지재정의 불균등을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비의 의미있는 차이로 정의

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므로 사회복지 재정

의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욕구가 평균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라면 1인당 사회보장예산

비의 불균등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기간동안 지방정부 재정에

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하는 사회복

지지출 또한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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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

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와 분권교부세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종순과 김성주(2008)는 246개 시도, 시, 군, 구의 모든 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

업비의 자체부담비 불균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대비하여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체

부담비의 불균형정도과 재정력지수의 불균형정도를 비교 및 상관분석하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

금 보조 이전과 이후의 지방 자치단체간 재정격차의 변화상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정력이 좋

은 곳은 전체 보호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재정력이 좋지 않은 곳은 전체 대상자 수가 많아 그에 비

례하는 매칭 비용인 자체부담비용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

안하지 않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일률적인 보조로 인해 재정이 더욱 열악해졌으며, 형평성

분석 결과 지방세가 적어 재정력이 취약한 곳에는 많이, 재정력이 강한 곳에는 적게 배분되어 이와 

비례한 지체부담비용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 초래한다

고 하였다. 

김미혜·박은주·김민경(2009)은 2005년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

화에 대하여 사회복지예산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비중의 격

차도 계속 확대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재

정자립도, 경제개발예산변화, 2004년 사회복지예산 비중, 지방정부유형(시,군,구), 재정자립도 

변화 등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교부금신설, 차등보조율 적용 등

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내부자료를 분석한 김상철과 김대철(2010)은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지방복지재정의 문제점 분석하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급증하는 복지수요

에 따른 대규모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서울시 재정부담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체사업이 위

축되는 결과 야기시켰으며,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없이 이양

이 진행되어 지방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음을 밝혔다.

위의 최근 선행연구들은 재정분권 이후 지방정부가 국민의 복지욕구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들 간 재정의 수평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외부적으로 

낮은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일률적 보조를 들고, 내부적으로는 인구학적 요인을 밝혔다. 

2)	복지재정DB와	관련연구	

복지재정DB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구축한 자료로서 지방재정 연구에 활용가능한 기존의 

자료들 중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취합된 재정자료의 부재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구 그리고 

개별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없음에 착안하여 사회재정통계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료로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부적 차

원의 기능별, 회계별, 사업별 등의 분석이 가능한 DB이다. 복지재정DB에서 복지재정의 범위는 

정부부문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IMF기준이며, 회복지재정의 구체적 범위는 사회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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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건, 주택 및 의무교육까지 포함된다. 

복지재정DB를 이용한 연구(고경환, 2010;문용필, 2010;모지환·이중섭, 2010;백승호·류

연구, 2010)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방복지재정의 격차나 형평성 및 자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경환(2010)은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유형을 4가지로(우선

성, 안전성, 성장성, 형평성) 분류하고 16개 지표를 개발하여 복지재정BD의 230개 기초지방자

치단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규모와 증가율은 급증하고 지역간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타나나 안정된 재원확보와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해소가 필요함을 주장하

였다.

문용필(2010)은 사회복지재정DB의 2004년~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재정분석을 위

한 4가지 지표(가치지향성, 안정성, 성장성, 형평성) 중 형평성지표의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울

시 25개 자치구별 지역간 비교를 통한 복지수준의 격차를 분석하여 형평성과 불평등 정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와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지원액은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대상인구 1인당 국고보조금과 1인당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비 부담액은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증가하여 3년간 지속적이 변화는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자치구마다 편차가 커서 일정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렵고, 격차발생요인이 되는 요인들과 회계별, 각 자치구별로 사업별 대상층별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아 자치구별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다. 

모지환·이중섭(2010)은 복지재정 DB, 지방재정연감, 통계청과 재정고의 지방예산 관련 지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명부등의 자료를 가지고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재정부담주체별 예산현황을 종

속변수로 복지재정운영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시계열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하

였다. 복지재정운영의 자율성은 총 예산 중 사회보지분야 자체예산 비율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복지재정적 환경과 인구학적환경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재정자율성은 정치적 요

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기초생활수급자비율, 노인인구/장애인인구 비율)과 재정적 요인(사회복

지예산 증감율, 재정자립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시, 군, 구)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호·류연구(2010)는 1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의 복지노력과 아동 빈

곤지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재정 DB,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다층분석을 시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자체사업과 사회복지재정 대비 보육 및 보육청소년 자체사업의 비율이 

아동 빈곤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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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분석자료

연구문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에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부담 대비 자체 부담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1〕	연구모형

이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재정DB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재정자료를 재

정구조(주체, 사업형태, 회계형태)와 기능구조(사회복지, 보건복지, 교육복지)로 구분하여 정리

한 자료로 <표 1>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특성에 관한 자료는 복지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복지재정DB는 현재 2004

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9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복지재정DB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중, 본 연구는 재정주체에 관한 자료와 기능구조

에 따른 지출 구분 중 사회복지관련 6개 항목(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의 재정지출 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재정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복지재정DB가 재정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지역특성 변수들을 활용하였

다. 복지재정DB는 <표 1>에 제시된 9개의 지역특성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분(도시, 도농복합, 농촌)나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관한 정보 등은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가 별도

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지역특성

•지역유형

•단체장의 소속정당

•재정자립도

•등록인구수

사업	영업별	

자체예산	비중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욕구특성

•수급자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인구 비율

•영유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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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230개 지역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지방복지재정 DB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분

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2010년 마산, 창원, 진주가 통합창원시로 재편되었지만, 본 연구의 

분석시점은 2009년이므로 기존의 분류체계를 따라 각각 독립된 기초자치단체로 분석하였다.

<표	1>	복지재정	DB의	자료구조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된 변수의 종류와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종속

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중 자체예산의 비중으로서, 주요 대상별로 세분화된 범

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급여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부조

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6가지로 세분화된 종속변수가 분석에 활용된다.  

한편,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는 지역특성과 욕구특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역의 특성

으로 지역의 유형(도시, 도농복합, 농촌), 해당 단체장의 소속정당 특성(진보 vs. 보수), 재정자

립도, 등록인구수 포함되었다. 지역의 욕구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 인

구대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인구 비율, 영유아(0-4세)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차이검증 및 OLS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

계분석에는 stata 10.0을  활용하였다.

구	분 내		용

재정구조

주 체 ① 국비           ② 시도비       ③ 시군구비 

사업형태 ① 보조사업     ② 자체사업

회계형태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③ 기금 

기능구조

사회복지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③ 보육 ④ 가족 및 여성

⑤ 노인 ⑥ 청소년

⑦ 노동 ⑧ 보훈

⑨ 국민주택 ⑩ 사회복지일반

보건복지 ① 보건의료           ② 식품의약안전

교육복지
① 유아 및 초중등교육   ② 고등교육

③ 평생직업교육        ④ 기타

지역특성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② 등록장애인수

③ 65세 이상 노인수 ④ 0~4세 아동수

⑤ 내국인수(성별구분) ⑥ 외국인수 (성별구분)

⑦ 재정자립도 ⑧ 국가보훈대상자수

⑨ 보육시설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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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측정	

* 자체예산의 비중은 해당분야의 사업에 대한 ｛시군구비/(국비+시도비+시군구비)｝*100으로 계산하였음.

** 단체장의 소속정당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더미변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을 보수정당,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진보정당으로 재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들 정당의 이념적 지향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각각의 정당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더라도 함께 분류된 두 정당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더미변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종분석에는 재분류(recode)한 변수를 활용하였음.

4. 연구결과

1)	2009년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

<표 3>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도시지

역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97개(42.2%)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지역이 85개(37.0%) 

지역, 도농복합지역이 48개(20.9%)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2009년에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은 

2006년의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자이다. 물론, 몇 몇 지역에서는 선거과정의 문제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2006

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했다. 당시, 당선자의 소속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 이 155명

(67.4%)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국민중심당이 7명(3.0%), 민주당이 20명(8.7%), 열린우리

당이 19명(8.3%), 무소속이 29명 (12.6%)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8.7%였으며, 평균 주민등록인구수

구	분 변			수 내					용

독립변수

지역특성

지역유형 ① 도시지역   ② 도농복합지역   ③ 농촌지역

단체장의 소속정당**
① 보수정당 (한나라당, 국민중심당)
② 진보정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③ 무소속 

재정자립도 기초자치단체의 2009년 재정자립도 (DB제공, 단위: %)

등록인구수 기초자치단체의 2009년 주민등록인구수 (DB제공, 단위: 만 명) 

욕구특성

수급자 비율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 (DB제공, 단위: %)

장애인 비율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 (DB제공, 단위: %)

노인인구 비율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DB제공, 단위: %)

영유아 비율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0-4세 영유아 비율(DB제공, 단위: %)

종속변수
(해당분야	사
업의	자체예
산	비중*)

기초생활보장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1/l09_t1)*100  (단위: %)

취약계층지원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2/l09_t2)*100  (단위: %)

보육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3/l09_t3)*100  (단위: %)

가족 및 여성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4/l09_t4)*100  (단위: %)

노인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5/l09_t5)*100  (단위: %)

청소년
DB제공 변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계산식: (l09_cc6/l09_t6)*1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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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1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각각 17.1%, 20만 명으로 나타

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급자 비율은 평균 4.4%였으며, 등록 장애인 비율은 

6.3%,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3%, 영유아 비율은 4.2%로 조사되었다.

〈표	3>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	(N=230)

2)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중	자체	지방비	비중에	관한	기술분석

<표 4>는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을 지역유형별에 따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족여성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고, 도농복

합-농촌의 순으로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높았다. 가족여성 부문의 경우 도농복합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농촌-도시의 순이었지만, 대체로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농복합지역과 농촌

지역의 지방비 비중 평균의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유형별 평균 지방비 비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러한 지역간의 차

이는 청소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사후분석 결과는 노인과 청소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도시보다는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도시

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에서는 농촌지역의 자체 지방비 비중이 높았다. 6개의 사업영역에 투

입된 예산 총액을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촌과 도

농복합지역의 지방비 비중은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이 두 지역 유형의 지방비 비중이 도시

지역의 지방비 비중 보다 높다는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구분 없이 6개 사업영역을 자체 지방비 비중이 높은 순서로 정리해보면 청소년 영역이 

구	분 빈도	(%)	또는	평균	(SD)

지역유형

도시 지역 97 (42.2)

도농복합 지역 48 (20.9)

농촌 지역 85 (37.0)

단체장의	
소속정당

보수정당
한나라당 155 (67.4)

국민중심당 7 (3.0)

진보정당
민주당 20 (8.7)

열린우리당 19 (8.3)

무소속 29 (12.6)

재정자립도 28.7 (17.1)

주민등록인구수	(단위:	만	명) 21.4 (20.0)

수급자	비율 4.4 (2.1)

등록	장애인	비율 6.3 (2.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5.3 (7.4)

0-4세	영유아	비율 4.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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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족 및 여성 분야의 비중도 평균 50.4%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전통적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대상 집단으로서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가 집중된 취약계층(35.9%), 보육(33.0%), 노인(31.8%) 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상

대적으로 높아 자체 지방비 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범주형 재정지

원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예산비중이 높은 기초생활보장(19.5%) 영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 비중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	(2009):	지역유형별	평균차이	분석	(%)

한편, <표 5>는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대상별 자체 지방비 비중을 16개 광역자치단

체 단위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영역에 따른 지방비 비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청소년 부문이 가장 높고,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지방비 비중의 절대적인 수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경우 서울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8.0%의 예

산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였지만, 대전지역은 자체예산 비율은 평균 4.7%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각 영역별 자체 지방비 비중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노인 부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서울에 위치한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문에 

대한 지출은 강원도(41.8%)가 가장 높았다.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부산 지역이 낮게 분

포되어 있었다. 부산은 6개 사업 영역 중 취약계층(4.4%), 보육(13.8%), 노인(10.2%), 청소년

(39.5%)의 4개 영역에서 가장 낮은 자체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 부

문은 대전(4.7%) 지역이, 가족여성 부문은 광주(8.9%) 지역이 낮았다. 

지역구분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전체
지출합계

①	도시
평균 16.7 30.6 30.4 41.7 29.1 66.2 26.6

SD 11.3 23.9 15.3 29.5 15.1 23.4 15.7

②	도농복합
평균 21.6 39.3 34.6 59.4 32.2 69.6 31.9

SD 7.6 12.5 6.6 15.5 8.8 20.7 5.9

③	농촌
평균 21.2 40.7 35.5 52.1 36.3 72.2 33.5

SD 5.5 9.2 5.9 13.9 7.3 13.9 5.0

합계
평균 19.5 35.9 33.0 50.4 31.8 68.7 30.0

SD 9.3 18.3 11.3 23.5 11.9 20.8 11.4

ANOVA
F 7.96*** 7.62** 4.77** 14.51*** 6.11** 1.46 8.28***

사후분석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②③ ①-③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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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	(2009):	광역시도별	기술분석	(%)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역시에 

위치한 구·군의 자체 부담 수준이 도 지역에 위치한 시·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

시의 경우 전반적인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대응자금 비율이 다른 지역보

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광역시의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도 지역보다 

자체 지방비 비중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 간 복지욕구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

지 아니면 광역시 차원의 재정보조가 더 크기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광역단체구분
1.	기초생활
보장

2.	취약계층 3.	보육 4.	가족여성 5.	노인 6.	청소년
1-6

지출합계

서울
평균 28.0 53.5 46.3 76.0 35.7 82.9 39.5

SD 10.2 18.8 11.0 11.4 12.3 20.0 11.7

부산
평균 7.2 4.4 13.8 11.5 10.2 39.5 8.7

SD 3.8 3.0 4.5 14.2 4.6 22.3 4.0

대구
평균 7.4 11.1 15.8 15.0 15.8 53.0 12.4

SD 2.7 8.0 4.6 22.6 5.0 23.4 4.9

인천
평균 15.4 11.9 28.1 30.1 24.2 69.2 19.9

SD 18.8 6.2 12.8 23.3 5.1 15.7 7.9

광주
평균 5.7 6.8 15.0 8.9 18.8 54.9 11.0

SD 2.3 2.8 2.1 2.5 3.2 10.8 0.5

대전
평균 4.7 13.9 19.0 17.4 18.0 56.4 13.6

SD 2.2 3.1 5.6 14.9 2.8 5.8 4.2

울산
평균 10.1 13.1 24.0 28.3 28.2 57.6 21.1

SD 4.9 6.5 8.0 7.8 12.5 15.2 9.0

경기
평균 21.5 47.6 37.0 55.7 41.7 79.6 38.1

SD 5.8 9.4 9.5 15.9 9.6 10.9 8.3

강원
평균 24.7 50.4 39.4 62.7 41.8 57.3 38.7

SD 5.8 9.6 1.6 14.1 6.3 23.1 4.7

경남
평균 20.6 43.7 37.4 59.7 33.5 62.0 33.2

SD 3.5 6.2 3.8 15.4 5.4 15.0 3.2

경북
평균 25.2 40.1 39.7 57.8 33.1 71.0 33.2

SD 5.3 9.7 3.7 16.0 7.8 22.5 4.4

전남
평균 21.3 30.9 26.8 52.6 28.7 69.1 27.7

SD 6.6 8.6 1.9 13.8 9.6 19.2 4.3

전북
평균 15.2 32.7 29.2 49.1 32.9 74.0 27.6

SD 0.8 5.9 1.9 13.3 5.7 9.5 3.4

충남
평균 20.9 43.9 38.1 52.3 34.7 81.0 34.4

SD 4.8 10.2 2.8 9.2 9.7 11.8 4.9

충북
평균 19.0 37.8 33.2 62.3 36.2 76.6 32.7

SD 4.7 12.2 3.8 15.2 7.9 11.7 4.3

합계
평균 19.5 35.9 33.0 50.4 31.8 68.7 30.0

SD 9.3 18.3 11.3 23.5 11.9 2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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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표 6>은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로 지

역 특성에 관한 변수 4가지(지역유형, 단체장의 소속정당, 재정자립도, 주민등록인구수)와 욕구 

특성에 관한 변수 4가지(수급자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영유아 비율)를 투입하여 6개 사

회복지 사업영역의 지방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을 개별적으로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6개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 모형 모두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전체적인 모형

의 설명력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모형의 경우 R2 값이 .50으로 기초지자체의 

보육분야 자체예산 비중의 변이를 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

인, 가족여성 모형의 경우에도 40%를 전후로 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청소년 모형의 경우에

는 설명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표	6>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1)

분석 결과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영역에서 지역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될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도농복합

지역의 지방비가 사업 영역에 따라 최소 5.37%(기초생활보장)에서 11.99%(취약계층)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최소 5.63%(보육)에서 최대 16.09%(가족여성)까지 차이를 보였

다.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앞의 기술통계 분석 및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종속변수	(각	영역별	총	복지예산	대비	자체예산	비율)

기초생활보장
Coef.(SE)

취약계층
Coef.(SE)

보육
Coef.(SE)

지역	특성

지역유형(ref.=도시)

도농복합 5.37(1.59)** 11.99(3.09)*** 6.52(1.76)***

농촌 3.24(2.17) 14.67(4.22)** 5.63(2.39)*

단체장  소속정당(보수정당)

진보정당 -1.64(1.46) -1.82(2.83) -5.18(1.61)**

무소속 -1.02(1.67) -5.05(3.25) -5.36(1.84)**

재정자립도   .33(.05)*** .69(.10)*** .49(.05)***

주민등록인구수(단위: 만 명)  -.10(.04)** .00(.07) -.04(.04)

욕구	특성

수급자비율 -1.74(.50)** -2.7(.96)** -1.36(.55)*

장애인비율 .11(.85) 1.84(1.66) -.16(.94)

노인비율 .72(.26)** .80(.50) 1.04(.29)***

영유아비율 -1.65(.81)* .61(1.58) -.51(.90)

절편 12.80(5.63)* -5.45(10.94) 10.83(6.22)

F(10,219) 14.47*** 15.37*** 21.71***

R2 .40 .41 .50

adjust R2 .37 .3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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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2)

기초단체장의 소속정당은 보육과 가족여성 부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단체장

의 소속정당이 보수정당으로 분류된 한나라당이나 국민중심당인 경우 진보정당인 민주당과 열린우

리당, 그리고 무소속인 경우에 비해 보육 부문의 자체 예산 부담 수준이 5%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족여성 부문의 경우 보수정당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 무소속 출신의 단체장이 있는 지역

에 비해 자체 예산 비중이 8.6% 높았다. 진보적 성향의 자치단체장일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보육과 가족여성 부문에 국한된 것이지만, 좀 더 면밀

한 후속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지역특성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모든 영역에서 자체 예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결

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영역별로 차이는 보였지만, 재정자립도가 1% 높아질 때마다 자체 

지방비 비중이 .3%(기초생활보장)에서 .7%(가족여성)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방재정의 여건이 양호할수록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하는 자체 지방비의 비중

이 개선되는 것으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 문제가 더욱 더 가시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욕구 특성 변수 중에서는 수급자의 비율과 노인의 비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자 비율은 자치 지방비 비중을 설명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졌지만, 재정자립도와 달리 부

(-)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즉, 수급자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자체 지방비의 비중은 1.4%(보

육)에서 2.8%(청소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종속변수	(각	영역별	총	복지예산	대비	자체예산	비율)

기초생활보장
Coef.(SE)

취약계층
Coef.(SE)

보육
Coef.(SE)

지역	특성

지역유형(ref.=도시)

도농복합 10.96(4.09)** 7.91(2.03)*** 2.18(4.09)

농촌 16.09(5.58)** 8.45(2.77)** -3.54(5.57)

단체장  소속정당(보수정당)

진보정당 -2.7(3.75) -.26(1.86) 4.48(3.74)

무소속 -8.6(4.30)* 1.2(2.13) 5.61(4.29)

재정자립도 .7(.13)*** .48(.06)*** .55(.13)***

주민등록인구수(단위: 만 명) .08(.10) 0(.05) .06(.10)

욕구	특성

수급자비율 -3.89(1.28)** -1.08(.63) -2.79(1.27)*

장애인비율 2.24(2.20) 1.66(1.09) 3.06(2.19)

노인비율 1.77(.67)** .13(.33) 1.24(.66)

영유아비율 .19(2.09) 1.03(1.04) 2.99(2.09)

절편 -3.25(14.49) 1.02(7.18) 12.62(14.46)

F(10,219) 13.15*** 14.84*** 5.53***

R2 .38 .40 .20

adjust R2 .35 .3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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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이 자체 지방비가 아닌 중앙정부의 범주형 보조금에서 충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노인 비율은 기초생활보장(coef.=.72), 보육

(coef.=1.04), 가족여성(coef.=.67) 부문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주민등록인구수와 영유아 비율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의 지방비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차지하는 자체지출의 

비중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대상별 기초단체의 자체 지방비 비중을 지역유형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던 반면, 도농복합과 농촌 지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

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사업영역 중에서는 청소년 및 가족여성 영역의 지

출에서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높았고, 대표적인 범주형 재정지원사업인 기초생활보장(19.5%) 영

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대상별 자체 지방비 비중을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상당한 지역간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기초자

치단체의 지방비 비중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역시에 위치한 구·

군의 자체 부담 수준은 도 지역에 위치한 시·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수로 지역 특성에 관한 변수 4가지(지역유형, 단체장의 소속정당, 재정자립도, 주

민등록인구수)와 욕구 특성에 관한 변수 4가지(수급자 비율, 장애인 비율, 노인 비율, 영유아 비

율)를 투입하여 6개 사회복지 사업영역의 지방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모형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설명력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지역의 유형, 기초자치 단체장의 소속정당, 재정자립도, 수급자 비율 등이 여러 개의 모형에 걸쳐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통제될 경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자체 

지방비 비중이 낮았고, 가족여성 및 보육 영역에서 보수정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경우 자체 지방

비 비중은 높았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모든 영역에서 자체 예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결

정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재정자립도는 자체 예산의 비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의 욕구 특성 변수 중에서는 수급자의 비율과 노인의 비율이 유의하였는데, 수급자 비

율의 경우 자체 지방비 비중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비율은 기초생활보

장, 보육, 가족여성 부문의 자체 지방비 비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의 함의를 제공해 주는데, 하나는 지방복지재정의 격차와 관련

된 정책적 차원의 함의이고, 다른 하나는 학술적 측면에서 지방복지재정 DB의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진 농촌지역 및 도농복합 지역의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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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오히려 자체예산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방분권화로 재정의 책임이 지방으

로 이양되면서 기초 지자체의 재정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지역적으로 동일한 여건이라면(이를 포함하여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통제된다면), 재정자립도

가 높을수록 자체 지방비의 비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

해 있는 기초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의 범주형 보조금에 대한 대응자금 편성으로 인해 자체 예산

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보유한 기초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

게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지방의 재정여건

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사업의 지방이양의 성패는 지자체의 재정격차 문제를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

다.

마지막으로, 학술적 측면에서 지방복지재정 DB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지

방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지자체 수준의 복지재정자료를 구

축하는 것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짐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복지재정 DB를 통해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정관련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

주는 독립변수도 더욱 풍부히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복지재정 DB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 단체장의 소속정당, 재정자립도, 지역구분 등을 활용하여 좀더 풍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향후 지방복지재정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지역의 사회경제

적 특성(예컨대, 노동시장관련 변수, 가구관련 변수, 사회복지시설수 및 생활인 수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복지재정의 분석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자료와 독립변수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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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1)·박승규2)·최인수3)	

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최근에 이혼율의 증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결혼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며, 결혼의 선택이 사람들이 살면서 내리는 많은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 중에 하나

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이혼율 증가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틀

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더해 사람들이 내렸던 중대한 의사결정을 철회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혼율 증가의 원인을 사회제도적인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혼

과 이혼의 의사결정은 논리의 영역을 탈피하는 결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다른 경제학적 의사

결정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자가 합리적 행위자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제도에 

의한 요인으로 이혼율의 증감이 달라진다면, 정책 결정자들은 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

수들을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최근 외부 요인이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으며, 기

초생활보장비 등 정부의 지원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통계들

이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의 변화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Bitler et al. (2004)

의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는 1996년에 이루어진 미국의 개별 책임 및 노동 기회 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

의 도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취약계층 지원에관한 법제도의 영향을 살펴보았

다. 기존에는 자녀를 가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유자녀 취약가족 지원법(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이 있었다.  PRWORA의 골자는 AFDC를 취약가족에게 지

원 기한을 두고 이후에는 취업을 장려하는 취약가족 임시지원법(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AFDC하에서는 편모를 지원함으로서 결혼을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제센터 연구원(제1저자) / Email : kss@krila.re.kr / ☎ 02-3488-7341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 수석연구원(교신저자) / Email : skpark@krila.re.kr / ☎ 02-3488-7343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 수석연구원(공저자) / Email : ischoi@krila.re.kr / ☎ 02-348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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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PRWORA의 도입 이후 신규 이혼율과 

신규 결혼율이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복지수혜자의 취업 장려 정책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여 결혼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들이 결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는 South (1985)가 대표적이다. South (1985)는 경제적 요인들이 이혼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은 비교적 약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여성의 경제참여율

은 이혼율에 강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mato et al. (2011)은 1960년에

서 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주별 자료를 통하여 실업률이 이혼율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설명력

이 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의 기초생활보장비와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통계들이 이혼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혼율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2장에

서는 시도의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사용 모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

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의를 3장에서 제시하였다. 

2.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이혼율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을 취약계층과 경제난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상범위인 16개 시도의 이혼율을 

지역의 환경변화에 의한 종속원인으로 가정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도 이혼율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격차, 재정자립도, 일인당 기초생활보장

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활용하였다.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추

출 및 분석을 위한 패널자료의 형성은 2004년～2009년을 시간적범위로 사용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 중 기초생

활보장비에 관련된 자료와 재정자립도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통계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종속변수인 이혼율과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의 시도 자료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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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	정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 지역격차의 지니계수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230개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비자료를 시도 수준(level)로 변화하여 산출함으로써 독립변수로 활

용하였다. 기초생활보장비는 기초생활보장비에 대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총합으로 산정

하였으며, 230개 시군구의 6년간 균형패널 자료는 15개 시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5개시도 중 기초생활보장비가 가장 많이 책정된 지역은 시도 부분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2004년 11.0%, 14.0%에서 2009년 13.9%, 14.5%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기초생활보자비가 책정된 지역은 시도 부분에서 울산과 충북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4년 1.1%와 4.7%에서 2009년 1.3%, 3.9%로 증감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인원은 전체 수급 인원 중 서울과 경기가 시도부분에서 각각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충북이 시도부분 중 가장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15개 시도

의 기초생활보장비와 수급인원에 대한 자료는 <표 2>과 같다.

<표	2>	15개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자료	
(단위: 백억원, 만명)

구분 변수명

종속변수 이혼율

독립변수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 지역격차 (지니계수)

재정자립도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분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생활수급	인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32.8 40.3 44.1 61.9 68.2 79.1 16.9 18.5 19.5 20.2 20.4 21.3

인천 13.2 15.6 17.7 20.3 23.3 28.7 5.8 6.4 6.9 7 7.3 7.2

대전 7.4 9 10.9 12.4 12.5 16.8 4 4.4 4.5 4.6 4.5 4.9

대구 15.1 17.4 20.2 23.3 25.8 31.2 8 8.9 9.2 9.6 10 10.8

부산 25 29.2 33.2 40.1 44.2 50 11.5 12.7 13.5 13.9 13.8 14.5

광주 9.3 11.2 12.4 15.8 17.9 21.9 5.2 5.8 6.1 6.1 6.2 6.5

울산 3.4 4.2 4.9 5 5.5 7.2 1.8 1.9 1.9 2 1.9 1.9

경기 41.6 49.3 52.8 68.1 69.3 83 18.7 20 20.4 20.7 20.5 21

강원 15.5 17 19.3 22.3 26.9 27.3 5.9 6.2 6.4 6.5 6.5 6.7

충남 17.7 18.7 17.8 25.5 25.9 28.2 8 8.1 7.8 7.6 7.4 7.4

충북 13.9 13.9 16.4 17.8 19.2 22.4 5.5 5.8 5.7 5.7 5.8 5.8

전남 27.3 28 30 36 40.2 42.7 13.3 13.3 12.6 12.1 11.3 10.9

전북 24.2 28.5 29.5 35 37.9 41.2 11.3 11.9 11.9 11.9 11.6 11.6

경남 24.2 24.8 28.7 35.5 36.8 43.9 10 10.7 10.9 10.9 10.6 10.7

경북 27.3 32.9 33.5 41.1 44 47.4 12.3 12.9 12.8 12.8 12.4 12.5

4) 각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와 수급인원에 대한 상관관계는 최소 98.4에서 최대 98.9로 나타났으며, 패널자료 구축에 따른 
상관관계는 98.6으로 나타나 시도별 수급인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비가 원활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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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를 기

초생활수급 인원에 대한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로 환산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시도의 1

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내 격차를 의미하는 시도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를 연도별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역간 격차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한다5). 

= 평균

번째 변수값

 = 변수개수

본 연구는 앞서 도출한 시도별 일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격차와 더불어 시도별 일인당 기초

생활보장비, 재정자립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 중 확률효과 무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을 위한 자료의 형성은 제주도의 자

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6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확률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또한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의 선택은 Hausman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선택하였으며, Hausman 검정 결과가 

0.0772로 나타나 유의수준 5%이내에서 오차항과 독립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eusch-Pagan 검정 결과가 0.0000로 

나타나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보다는 확률효과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통하여 산출됨.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순에서 높
은 순으로 배열할 경우 하위 몇 %의 사람들이 갖는 소득의 합계가 전체소득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임. 로렌츠 곡선이 우상향하는 대각선과 일치한다면 지역간 발전수준이 완전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간 격차가 
크면 클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짐. 또한 상이한 로렌츠 곡선들이 있는 경우 45˚선인 완전평등선에 가까운 
것일수록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게 됨. 그런데 상이한 로렌츠 곡선들이 서로 교차할 경우에는 어느 곡선이 더 균등함을 나타
내주는 것인지 상호 비교하기가 곤란함. 지니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판단되며, 기수적 성격을 갖지
만 상대적인 평균격차로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서수적 성질도 함께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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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230개 시군구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해당 지역내 격차를 분석한 결과, 인천과 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내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가장 크게 격차가 감소한 지역은 광

주와 전남으로써 2004년 각각 0.27, 0.43의 불평등도가 2009년 각각 0.08, 0.14로 지역내 

격차가 매우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과 대구는 2004년 각각 0.27, 0.18의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내 격차가 2009년 0.41, 0.18로 각각 52%,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지역내 불평등도가 가장 크게 변화한 곳 중 인천은 2008년 0.59로 

나타남으로써 불평등도가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는 2004년～2009년 지역내 격차

의 정도가 0.14～0.18로 불평등도의 심화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격차는 2004년 0.27～0.31에서 2009년 0.13(서울), 0.17(경

기)로 안정화되는 추이를 나타냈으며, 충청 및 강원권은 평균 0.23(2004년)에서 0.18(2009년)

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남과 호남의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격차는 2004년 각각 

평균 0.23, 0.31에서 2009년 0.13, 0.11로 안정화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도별, 연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불평등도 정도는 <표 3>과 <그림 1>과 같다.

<표	3>	시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불평등도	분석	결과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0.31 0.27 0.19 0.12 0.11 0.13

인천 0.27 0.19 0.22 0.33 0.59 0.41

대전 0.13 0.17 0.15 0.08 0.15 0.06

대구 0.14 0.17 0.18 0.17 0.18 0.18

부산 0.10 0.17 0.15 0.09 0.08 0.07

광주 0.27 0.08 0.05 0.10 0.10 0.08

울산 0.17 0.15 0.19 0.09 0.11 0.09

경기 0.31 0.34 0.23 0.16 0.13 0.17

강원 0.23 0.32 0.37 0.20 0.29 0.18

충남 0.28 0.22 0.23 0.13 0.20 0.18

충북 0.20 0.26 0.25 0.26 0.16 0.19

전남 0.43 0.25 0.26 0.16 0.23 0.14

전북 0.22 0.29 0.19 0.12 0.10 0.11

경남 0.32 0.21 0.26 0.07 0.09 0.11

경북 0.29 0.25 0.27 0.15 0.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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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	불평등도	변화	추이

15개 시도의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의 불평등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5개 시도별 지역내 격차

의 정도는 격차의 변화 외에는 큰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15개 시도의 연도별, 지역별 

패널자료를 활용한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15개 시도의 이혼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우선 지역별 격차가 증가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제적인 격차와 지역 물가의 상승은 가족해체의 원인을 제공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정자립도의 증가는 시도의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계수의 부호값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결과에서 제시된 것은 지역의 발전함에 따

른 사회경제환경적인 변화가 이혼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생활수급액의 크기와 정규직 취업률은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정부에서

의 지원으로 인한 기초생활비의 증가에 따라 가정내의 갈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규직으로의 취업률이 증가할수록 가정내의 경제적인 소득이 보전됨으로써 이혼율을 완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취업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효과가 15개 시도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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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료의 횡단면적인 활용,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시계열자

료의 활용에서 나타난 자료 이용 한계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2004년～2009년 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한계 및 분석 범위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시도별 1인당 기초생활보장비 중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인천으로써, 2004년～2009년 동안 

격차가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격차가 가장 큰 시도는 시부분과 도부분에서 

2004년에는 각각 서울, 전남으로 분석되었으나, 2009년에는 인천, 충북으로 지역내 격차가 불

평등한 지역의 변화가 시부분 및 도부분에서 나타났다. 

또한, 시도의 이혼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 변수 중 시도내 격차(해당 기초자치

단체의 지역간 격차)는 시도의 이혼율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지역으로 지급되는 1인당 기초생활수급액의 차이는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 역시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단순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이 경제적인 어려움 제공 외에 부가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규직으로의 취업 증가, 기초생활수급액의 증액은 시도의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시도별로 균형된 1인당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도내 기초생활수급비의 1인당 격차를 이혼율의 원인으로 제공함으로서 재정자립도, 

수급액 크기, 취업률, 물가변동을 부가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서 지역간 차이를 규명

하는데 주로 사용된 격차의 사용을 가정환경적인 요인과 융합하여 분석을 하였다.  반면, 이 외의 

변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가 향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변수명 계수 p>│z│

일인당	기초생활	수급액	지역격차	(지니계수) 0.033 0.084

재정자립도 0.172 0.000 

일인당	기초생활	수급액 -0.177 0.000 

대졸	정규직	취업률 -0.167 0.005 

소비자물가	상승률 0.046 0.036 

상수항 -1.474 0.000 

검정	종류 Chai	값 p>│z│

BP	test 56.63 0.000

Hausman	test 11.38 0.077

모형	설명력

R-sq
Within = 0.5951

Between = 0.1544
Overall = 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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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15개	시도별	이혼율	및	재정자립도
(단위: %)

<부표	2>	15개	시도별	취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구분
1000명당	이혼율 재정자립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2.9 2.6 2.5 2.5 2.4 2.5 50.3 54.7 53.1 50.5 51.0 50.8 

인천 2.7 2.5 2.4 2.4 2.3 2.3 38.3  40.4 34.9 30.4 31.9 30.5 

대전 3.7 3.3 3.1 3.0 2.8 2.9 34.4  32.0 26.8 25.8 24.4 22.9 

대구 2.7 2.3 2.3 2.3 2.2 2.3 34.0  32.5 28.8 27.9 25.1 24.1 

부산 2.6 2.3 2.2 2.1 2.0 2.2 36.8  33.7 27.5 23.9 22.2 22.7 

광주 3.1 2.7 2.5 2.4 2.2 2.4 26.8  27.7 22.7 19.3 18.2 19.2 

울산 2.5 2.2 2.1 2.1 2.0 2.2 38.1  38.2 36.2 31.2 28.2 36.8 

경기 2.8 2.6 2.6 2.4 2.1 2.3 49.6  53.3 52.2 51.9 54.5 55.8 

강원 3.1 2.9 2.8 2.7 2.5 2.6 22.4  22.6 20.5 21.0 21.2 20.6 

충남 2.8 2.7 2.6 2.5 2.3 2.5 24.3  24.9 27.6 27.7 28.7 27.8 

충북 2.7 2.3 2.4 2.4 2.2 2.6 25.7  26.2 24.6 26.0 25.8 26.4 

전남 2.6 2.3 2.3 2.4 2.2 2.5 18.0  17.7 17.6 18.1 16.5 16.9 

전북 2.5 2.2 2.3 2.2 2.1 2.2 21.7  20.9 19.3 17.9 18.9 18.4 

경남 2.6 2.4 2.4 2.4 2.0 2.3 28.8  31.2 30.4 29.9 30.0 29.3 

경북 2.7 2.5 2.4 2.4 2.2 2.3 24.8  25.0 23.6 23.6 24.3 23.5 

구분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48.9 51.3 52.9 52.6 51.8 43.9 3.89 2.61 2.10 2.64 4.10 2.93 

인천 53.3 54.7 57.3 57.8 53.6 48.9 3.48 2.54 2.40 2.34 4.87 2.73 

대전 43.1 41.8 43.7 42.7 44.1 32.8 3.82 2.92 2.60 2.44 4.66 2.27 

대구 47.9 45.6 49.4 48.4 45.3 41.6 2.95 2.57 2.30 2.35 4.78 2.37 

부산 46.5 48.3 51.3 50.9 50.1 42.9 3.02 2.78 2.20 2.45 4.78 3.01 

광주 35.3 37.8 41.1 40.3 49.4 37.7 4.24 3.04 2.20 2.64 4.77 2.55 

울산 47.8 46.9 69.6 73.2 62.4 51.5 3.82 3.09 2.70 2.92 5.20 2.25 

경기 49.1 54.1 53.6 49.9 47.5 39.6 3.45 2.76 2.50 2.44 4.86 2.91 

강원 41.1 45.7 47.2 49.1 48.9 37.0 3.85 3.55 2.30 2.35 5.25 1.91 

충남 52.6 49.8 49.8 47.7 47.3 36.6 3.90 3.22 2.60 2.44 4.95 2.72 

충북 44.6 47.0 46.9 47.4 43.9 35.4 3.31 3.13 2.30 2.74 5.14 2.35 

전남 35.5 39.9 38.9 44.7 43.5 41.4 3.52 2.64 2.10 2.45 4.78 2.83 

전북 35.1 38.1 41.0 41.9 42.1 34.7 3.86 2.75 2.20 2.45 4.87 2.91 

경남 42.6 47.6 47.0 45.3 46.1 38.4 3.20 2.63 2.00 2.35 5.08 3.01 

경북 45.3 44.3 46.0 46.6 45.6 37.4 3.38 2.98 2.30 2.44 5.3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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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 분석

1. 서론 

최근 지방재정의 화두는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이다. 재정 건전성은 소위 도

시개발공사 부채의 급증 등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무리한 개발로 인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손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면 지하철 부채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서의 

낮은 요금으로 인한 적자가 문제였으나, 지방자치의 잘못된 운영으로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 진행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손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5%, 2009년 18.3%, 2010년 19.9%, 2011년 20.9%에 달하고 

있다1). 외관상 사회복지비 비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보

면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는 특히 대도시 자치구에서 두드러지는데 2011년만 

해도 부산북구는 예산의 64.0%가 사회복지비에 쓰고 있다2).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고 

있나 하는 질문이 일게 된다. 과연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켰는가 하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

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비 지출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분야의 연구는 사회복지비의 국가와 지방간 재원 분담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복지분야의 연구에서는 재정 및 재원분담에 비교적 관심이 적고, 사회복

[	논문	4	]

1)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8
개 부문이며 순계예산규모로 산출되었다.

2) 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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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재정과 사회복지 결과에 대한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복지지출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켰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나

타내는 하나의 지수를 만들고, 사회복지비 지출과 이러한 복지수준 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

회복지비 지출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삶의 질 관련 지표, 다양한 사회지표 

등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관련 지수를 개발한 후, 이러한 지

수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2008년 및 2009년으로 한정하였는데 재정의 결산 자료의 가장 최

근이 2009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지수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 지역소득의 자료

도 현시점에서 가장 최근이 2009년이다. 또한 2008년을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류가 2008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분석 시점은 2008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제주도

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복지재정 DB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며, 통계의 구득이 가능한 

수준이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가 지수(Index)를 이용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를 간단히 축약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을 대표적하는 GDP는 절대

적인 수준에서의 한 나라의 경제 상황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에서의 각국의 경제상황의 비교

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GDP 하나만 가지고 복지지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

나, 광범위한 사회적인 요소를 대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제적 풍요는 상승하여도 사회문제 

등은 심각하기 때문에 소득만으로는 복지 상황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표를 혼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각 지역의 여러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를 이용한 분석의 약점은 주관적 측면의 불고려, 과거 자료 의존, 분석의 

공간단위 분제, 배분적 측면의 간과, 가중치 문제, 질적인 변수의 계량화, 정치적 악용, 정책적 실

천성 결여 등을 들수 있다 (우동기·강욱모·신경희1993). 

한 지역의 복지지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사회지표로 이는 통

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해오

고 있는데, 2010년에는 인구, 노동, 보건, 교육 등 13개 부문에 대한 467개의 지표로 한국 사회

의 각 부문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발표된 대표적인 지표로는 

인구규모, 가구규모, 혼인, 이혼 및 재혼, 연령계층별 인구 및 노년부양비, 건강보험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지출, 적연금 수급자, 노인복지 생활시설, 5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뱅킹서비스 등록 고객 수, 학생 수 및 교원 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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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진학률, 인구 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 및 GDP 대비 연

구개발 투자 비율,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가구소득, 문화예술 관람 및 레저시설 이용자, 1

인당 하루의 쌀 및 육류 소비량,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인구,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여성의 취업 장

애요인, 직종별 여성의 임금수준, 범죄 발생, 폐수·폐기물 발생량 및 1인당 이산화탄소(CO2) 배

출량, 교통사고, 암사망률 등이다 (통계청 2011). 그러나 이러한 지표를 모두 사회복지 관련 지

표로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동기·강욱모·신경희(1993)은 한국의 사회지표 대신 서울시 

자체의 독특한 사회구조의 파악을 위한 사회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UN에서는 사회지표로서 출산율, 15세 이하 인구 비중, 60세 이상인구 비중, 피임기구 사용, 

평균 교육기간, 유아사망율, 평균수명, 방 1개당 거주자 수, 인구분표, 1인당 GDP, 15세 이상 

경제활동율, 15세 이상 문맹율, 15-24세의 문맹율, 인구수, 인구성장율, 15세 이상 실업율, 상

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을 사용하고 있다 (United Nations 2011).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지표는 세계의 여러나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지표가 많이 

있다.

OECD의 경우는 일반지표로 가구 소득, 출산율, 인구이동, 가구 노령화 인구비율, 자급지표로

서 고용, 실업, 학생성과, 연금기간, 교육비 지출, 형평성 지표로 소득불균등, 빈곤, 저소득, 사

회보장지출, 보건관련 지표로 평균수명, 유아사망율, 수질, 대기, 의료지출, 사회통합지표로서 

신뢰, 확신, 일탈행위, 투표, 관용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는 삶의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발표하는데 평균수명, 교육기간, 일인당 GNI를 

사용한다. 교육지표에서는 성인문맹률에 3분의 2의 가중치와 교육참여율에 3분의 1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었다.

기존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도 몇가지 유용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김병국(1988)은 자연 

및 인구환경, 거주환경, 보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의 분류를 사용하였고, 한표환

(1995)은 건강성으로 보건위생, 사회복지, 주거생활, 경제성으로 주민소득, 산업구조, 취업 및 

임금, 공공투자, 물가, 쾌적성으로 자연조건, 경관, 오염, 문화, 편리성으로 교통, 정보통신, 소

비생활, 행정서비스, 교육 등을 사용하였다. 하혜수(1996)는 지역경제, 생활편익, 사회복지, 환

경을 사용하였고, 김구(2003)는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분류를 사용하였고, 박

종순(2006)은 환경부문, 경제와 의료서비스 부문, 빈곤 부문이라는 분류를 사용하였다

미국 Nathan & Adams (1989)는 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시 곤궁도 지수

(Urban Hardship Index)를 개발하였는데, 도시 곤궁도 지수는 실업 (15세 이상 실업자수), 

경제적 의존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비율), 교육 (25세 이하 중 중졸이하 인구 비율), 소득 (1

인당 소득), 혼잡주택(1인 1실 이하 가구 비율), 빈곤(연방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등 다음의 6개 

부문에 기초한 지수이다. 지수의 공식은 식 (1)과 같다. 식 (1)에서 X는 표준화된 곤궁도지수이

며, Y는 표준화되지 않은 곤궁도값이며, Ymin과 Ymax는 각각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다.

식 (1)  X =    
(Y - Ymim)

   × 100

  
(Ymax - Y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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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UNDP의 과거 계산방식인데 GDP와 같이 수치가 큰 경우는 로그를 취하기도 한

다. 한편 UNDP는 2010년부터 새로운 가중치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과거에는 세가지 변수의 가

중치 없는 합계로 계산하였다. 새로운 방식은 세 개의 표준화된 변수의 기하평균으로 지표를 산출

한다. 

사회복지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데 사회복지비의 결정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

다. 먼저 남궁근(1994)은 미국, 영국 등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자원 및 수

요)가 총지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이기에 주민의 수요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태일(2001)은 지방자치의 실시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재

원 (2007)은 최근의 사회복지비 급증과 더불어 사회복지비 지출에서 권력 보다는 기능의 관점 그

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성과관리 측면에서 합리적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 지역곤궁도 지수의 개발

사회복지지수를 만들 때에는 복지에 대한 가치 및 목표에 비추어 현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athan & Adams (1989)의 도시 곤궁도 지수와 유사하게 15

세 이상 실업율,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비율, 재학중이지 않은 중고등학생 비율, 1인당 지역

소득, 주택보급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비율 등 6개의 변수로 표준화된 지수를 구한 후 가중치 

없이 합으로 지역 곤궁도 지수를 계산하였다. 1인당 지역소득은 당해연도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을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로 나눈 후에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의 기초 자료

로 사용하는 통계의 대다수가 당해년도의 자료를 각 사업체의 회계결산이 끝난 후인 익년도 4∼6

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익년 연말 혹은 

익익년 초에 조사결과가 확정·공표되

기 때문에 2010년의 자료가 없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서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는데, 가구수는 일반

가구(보통가구+1인가구+5인이하 비

혈연가구)로 주택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반영한 주택수로 계산하였다. 재

학중이지 않은 중고등학생 비율은 중고

등학교 학생수에서 12세이상 19세 이

하 인구로 나눈 비율을 1에서 빼서 계

산하였다. 

<표 1>은 전국의 실업율인데, 인천

광역시의 실업율이 2008년과 2009년

<표	1>	전국의	실업률

구			분 2008	 2009	

전국 3.2 3.6

서울특별시 3.9 4.5

부산광역시 3.8 4.3

대구광역시 3.6 4.3

인천광역시 3.9 4.6

광주광역시 3.8 3.8

대전광역시 3.6 3.6

울산광역시 3.5 4.2

경기도 3.2 3.9

강원도 1.7 2.0

충청북도 2.2 2.1

충청남도 2.4 3.0

전라북도 2.2 1.9

전라남도 2.0 1.6

경상북도 2.1 2.7

경상남도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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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3.9%, 4.6%로 가장 높았

으며, 실업율이 낮은 곳은 2008년

에 강원도로 1.7%였으며, 2009년

에는 전라남도가 1.6%로 가장 낮았

다.

<표 2>는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

구비율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

역의 사회복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

도로서 2008년에 42%와 2009년

에 41.9%였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비율이 가

장 낮은 곳으로 사회복지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재학중이지 않은 중고등

학생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1에서 

12세이상 19세 이하의 인구수 중 중

고등학생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

울 지역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

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탈락하는 학생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는 물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GRDP이다. 지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후에 물가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울산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생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높고, 대구, 광주 부산의 1

인당 GRDP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	64세	이상	18세	이하	인구비율

구			분 2008	 2009	

전국 33.9% 33.7%

서울특별시 30.0% 30.0%

부산광역시 31.0% 30.9%

대구광역시 33.1% 32.9%

인천광역시 32.4% 32.1%

광주광역시 35.4% 35.4%

대전광역시 32.6% 32.4%

울산광역시 32.2% 31.8%

경기도 33.5% 33.3%

강원도 37.3% 37.2%

충청북도 36.9% 36.7%

충청남도 38.4% 38.1%

전라북도 39.5% 39.4%

전라남도 42.0% 41.9%

경상북도 37.6% 37.4%

경상남도 36.3% 36.0%

<표	3>	재학	중이지	않은	중고등학생	비율

구			분 2008	 2009	

전국 26.1% 26.1%

서울특별시 28.4% 28.5%

부산광역시 26.4% 26.2%

대구광역시 25.0% 25.0%

인천광역시 24.9% 25.3%

광주광역시 25.6% 26.0%

대전광역시 26.3% 25.8%

울산광역시 23.5% 23.7%

경기도 27.3% 28.1%

강원도 25.2% 24.8%

충청북도 25.2% 24.9%

충청남도 25.6% 25.2%

전라북도 23.6% 22.5%

전라남도 21.6% 20.3%

경상북도 24.6% 24.0%

경상남도 24.1%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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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주택보급율인데 서울이 가장 열악하

며, 전라북도의 경우가 주택보급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주택보급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와 주

택보급율은 지수의 계산에서 최대와 최소를 바

꾸어서 계산하였다.

<표 6>은 기초생활수급권자수의 비율인데 기

초생활수급권자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

산 광역시이며,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로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은 6개의 변수를 기초로 하여, 가

중치 없는 6개의 합을 계산한 결과가 <표 7>이

다. 지역곤궁도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울산광

역시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지역곤궁도 지수가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었고 경기도, 전라북도가 지역곤궁도 지수가 높았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의 지역곤궁도 지수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지역곤궁도 지수가 가

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과 2009년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

곤궁도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곳을 보면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

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였으며,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역곤궁도 지수가 향상되고 있다.

<표	4>	1인당	GRDP	(단위: 원)

구			분 2008	 2009	

전국 17,991,287 18,356,196

서울특별시 21,075,840 21,605,434

부산광역시 13,229,221 13,886,597

대구광역시 11,667,483 11,665,714

인천광역시 16,183,694 15,718,453

광주광역시 13,491,318 13,502,246

대전광역시 13,556,829 13,911,666

울산광역시 38,732,795 41,182,175

경기도 15,652,501 15,481,648

강원도 15,499,928 15,516,623

충청북도 17,811,070 17,454,774

충청남도 24,763,397 25,260,152

전라북도 13,841,553 14,029,051

전라남도 21,990,560 24,158,637

경상북도 21,358,112 22,389,932

경상남도 19,506,049 20,381,262

<표	6>	기초생활수급권자수의	비율

구			분 2008	 2009	

서울특별시 2.0% 2.1%

부산광역시 3.9% 4.1%

대구광역시 4.0% 4.3%

인천광역시 2.6% 2.7%

광주광역시 4.3% 4.6%

대전광역시 3.1% 3.3%

울산광역시 1.7% 1.7%

경기도 1.8% 1.9%

강원도 4.3% 4.4%

충청북도 3.8% 3.8%

충청남도 3.7% 3.7%

전라북도 6.2% 6.1%

전라남도 6.0% 5.8%

경상북도 4.7% 4.7%

경상남도 3.3% 3.3%

<표	5>	주택보급율

구			분 2008	 2009	

전국 100.7 101.2

서울특별시 93.6 93.1

부산광역시 100 99.7

대구광역시 103 104.4

인천광역시 99.7 100.2

광주광역시 101.5 103.7

대전광역시 98.5 97.6

울산광역시 104.9 104.7

경기도 96 96.5

강원도 110.5 111

충청북도 109.3 110.3

충청남도 110.5 113

전라북도 110.7 113.4

전라남도 109.9 111.1

경상북도 109.9 112

경상남도 104.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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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	곤궁도	지수	

[그림	1]	2008년	지역곤궁도지수

구분
2008 2009

변화
지역곤궁도지수 순위 지역곤궁도지수 순위

서울특별시 372.7 4 371.3 5 -1.3 

부산광역시 380.6 2 383.3 2 2.7 

대구광역시 358.6 5 375.2 3 16.5 

인천광역시 336.3 7 351.5 7 15.2 

광주광역시 405.3 1 393.8 1 -11.6 

대전광역시 373.6 3 359.0 6 -14.6 

울산광역시 162.7 15 185.9 15 23.2 

경기도 355.7 6 372.1 4 16.5 

강원도 257.7 12 287.9 9 30.2 

충청북도 264.6 10 273.0 13 8.4 

충청남도 256.7 13 274.5 12 17.8 

전라북도 323.9 8 308.2 8 -15.6 

전라남도 275.5 9 261.1 14 -14.4 

경상북도 260.9 11 282.6 10 21.7 

경상남도 255.9 14 281.9 1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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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9년	지역곤궁도지수

4. 지역곤궁도 지수와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과의 상관분석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인당 사회복지비와 지역곤궁도지수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8>에서는 복지재정 DB의 사회복지 지출 항목인 기

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

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유아 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등의 총합계 지출액을 총지출

액, 기금·일반회계·특별회계, 경상·보조사업·자체사업, 국비·시도비·시군구비로 나누어 

15개 시도별로 합산을 구하여 3장에서 개발된 지역곤궁도 지수와의 상관계수 및 p값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지역곤궁도	지수와	사회복지비	지출과	상관계수

   주 *: p<0.10, **: p<0.05, ***: p<0.01

구분
2008 2009

상관계수 p값 상관계수 p값

총지출 -0.4162 0.1228 -0.4845 0.0672 *

기금 -0.2232 0.4239 -0.3395 0.2158

일반회계 -0.4138 0.1252 -0.4698 0.0772 *

특별회계 -0.4413 0.0997 * -0.6805 0.0052 ***

경상 -0.5616 0.0294 ** -0.4935 0.0616 *

보조사업 -0.3069 0.2658 -0.3988 0.1409

자체사업 -0.5463 0.0351 ** -0.5517 0.0330 **

국비 -0.2155 0.4405 -0.2885 0.2970

시도비 0.2196 0.4316 0.0728 0.7966

시군구비 -0.5686 0.0270 ** -0.5766 0.0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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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1인당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과 지역곤궁도 지수가 감소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비를 제외한 여타의 구분에서 모두 상관계수가 마

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

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유아 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등의 총합계 지출액과 지

역곤궁도 지수는 2008년에는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α=0.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총지출액이 높을수록 지역곤궁도 지수가 낮

아지는 셈이니,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과가 확인되는 셈이다. 

한편 기금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2009년에 통계적 유

의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2009년에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지출과 지역곤궁도 지수와는 

상관계수가 -0.6805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았다.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 특별회계 규모는 약 34조 2,117억이었는데, 이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액은 약 5조 1,952억원

에 달하였다.  

<표 9>는 2009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특별회계 중 사회복지비를 보여주고 있

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인구수 1,129,827명에 특별회계에서 약 144억이 지출되어 1인

당 사회복지비가 12,739원인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인구수 1,445,828명에 특별회계에

서 약 50억이 지출되어 1인당 사회복지비는 3,433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수 

11,727,418명에 특별회계에서 약 645억이 지출되어 1인당 사회복지비는 5,499억원에 이르고 

있어 두 도시의 중간에 해당하고 있다.

<표	9>	2009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의	특별회계	중	사회복지비

경상·보조사업·자체사업의 구분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자체사업비와 지역곤궁도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상관계수도 비교적 높은 -0.5463과 -0.5517이라는 점

이다.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

중으로 정책사업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이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의 형편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체사업비와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지역곤궁도 지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체사업비 비

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이 자체재원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지역곤궁도 지

수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이 보조금 쪽이 아닌 자체재원쪽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사회복지비를 국비·시도비·시군구비로 구분한 경우에도 시군구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구분
사회복지비중	

(%)
1인당사회복지비	

(원)

특별회계
사회복지분야예산	

(천원)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산규모
	(천원)

인구수	
(명)

울산 23.1 12,739 14,393,423 62,407,471 1,129,827

광주 20.3 3,433 4,964,235 24,451,775 1,445,828

경기 15.3 5,499 64,491,441 6,280,778,844 11,7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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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비교적 높은 2008년 -0.5686, 2009년 -0.5766을 보이고 있다. 국비 및 시도비 등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보조금보다는 자체재원이 지역곤궁도 지수 개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5. 결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사

회복지 지출의 이전과 이후의 복지수준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먼저 지역곤궁도 지수를 개발하였다.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초

자치단체 수준으로는 분석하지 못하였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가 바뀌어 분석의 시기도 2008

년과 2009년으로 한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관련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곤궁도 지수는 몇 개의 변수의 조합이지만 광역수준에서 사회복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과 지역곤궁도 지수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 역시 상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시사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회복지비 지출과 지역곤궁도 지수가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역곤궁도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비 지출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복지비 비중과 지역곤궁도 지수의 상관관계는 2008년 0.62491 (p=0.0127)이었

으며, 2009년에는 0.61208 (p=0.0153)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곤궁도 지수가 높은 곳에

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지방정부

의 지출이 지역의 수요에 반응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비 지출에 있

어서 커다란 방향을 맞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회복지비 지출의 작은 잡음을 

해결한다면 복지비 지출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광

역정부의 보조금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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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분석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이후 복지제도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있다. 

지방 복지재정은 2005년 이후, 그 이전에 비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은 두 가지가 있다. ①복지재정 분권화(일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② 지방비 

매칭이 요구되는 국고보조사업의 대폭 증가. 

시설 운영 등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이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 온 이유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규모가 그 이전 국고보조사업 시기의 국

고보조 규모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 시기에는 정해진 일정 비율만큼 국고가 보조되

었기 때문에, 사업 수요가 증가하면 그 비율만큼 국고보조도 증가하였다. 즉 중앙정부 지원은 사

업 수요에 비례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규모는 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

에, 사업 수요와 상관없이, 국세 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런데 국세 증가율이 사업 수요 증가율

에 못 미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도입, 보육료 부담 수준과 범위의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도

입 및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그만큼 지방비 매칭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는 대상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크고 그만큼 지방비 매

칭도 많기 때문에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지방비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

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매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과 영유아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시행되었다1). 

[	논문	5	]

1) 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보육 사업이 시행 도중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도입 때부터 차등보조율
을 적용하였다.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92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10%P 높였으며, 반대로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

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하하였다. 이러한 차등보조율제의 실시는 해당 지자체(보조율 인상 지

자체와 보조율 인하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려고 한다.  

①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공급 격차에 미친 영향 

②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가 다른 분야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③ 국고보조사업의 분권이양이 지방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④ 차등보조율 적용이 지방복지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2.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윈의 복지재정DB 2004-2009년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에는 기초자치단체 복지예산의 세부분야별(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 노인 등)로 예산액

이 예산유형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원의 출처별(국비,시도비,시군구비), 세출예산의 용

도별(보조사업, 자체사업, 경상기타사업)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복지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인구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노인수, 영유아수, 시설아동수, 재정자립도 등)가 함

께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정고 사이트의 지방재정자

료 등을 함께 분석한다.

앞에서 제기한 네 가지 연구질문 중에서 ①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공급 

격차에 미친 영향과 ④차등보조율 적용이 지방복지재정운용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복

지재정DB 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②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가 다른 분야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정고의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③국고보

조사업의 분권이양이 지방재정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연감 등에 제시된 

전체 통계 수치를 사용한다. 

①, ②, ④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에서 재정력이 높은 구와 낮은 구, 시 중에서 재정력

이 높은 시와 낮은 시의 차이를 분석한다(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해서 다른 군과 크

게 차별화될 정도로 부유한 군이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사용된 분석 대상 자치구와 시는 다음과 같다. 

    - 재정이 부유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 재정이 취약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 재정이 취약한 광역시 자치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하구, 진구, 광주광역시 동구 

    - 재정이 부유한 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 재정이 취약한 시: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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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공급 격차에 미친 
영향 

<표 1>에서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1인당 예산액이고, ‘보육’은 영유아(0-4

세) 1인당 예산액이며, ‘노인’은 노인 1인당 예산액이다. 사회복지예산은 자치단체 인구 1인당 예

산액이다.

이를 보면 1인당 예산액 규모가 자치단체 특성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과 

‘노인’은 법정의무지출(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취약한 자치단체의 1인당 예산액이 부유한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경우는 수급자 1인당 예산이므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라고 해서 더 클 이유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부유시의 1인당 예산액이 유독 많은 것은 특이한 현

상이다. 

<표	1>	사회복지	분야별	1인당	예산액	비교(2008-09년	평균치)
(단위: 천원)

재정이 취약한 시와 취약한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를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시의 1

인당 예산액이 더 많다. 이는 취약한 시의 복지수요(욕구)가 더 많아서 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

대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자치구의 재정여건보다 낫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력이 사회복지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려면,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는 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사회복지 전체 예산보다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2>를 보면 1인당 자체사업 예산의 경우도 비록 분야별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취약시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세부 분야별로 보면 보육을 제외하고는 부유시의 규모가 가장 크

다. 그리고 보육 분야의 자체사업 예산은 서울시 부유구가 가장 많다. 이는 서울시 부유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취약구의 보육 자체사업 예산 규모가 큰 것은 같은 

서울시 내의 부유구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부유자치구
(서울)

취약자치구
(서울)

취약자치구
(광역시)

부유시 취약시

사회복지예산 261.2 267.0 380.5 342.3 870.6

기초생활보장 3,662.8 3,168.6 3,183.4 4,793.7 3,903.4

보육 1,632.8 1,958.2 1,577.9 1,517.1 2,819.9

노인 844.2 762.7 837.0 1,129.3 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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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지예산	분야별	1인당	자체사업예산	규모	비교	(2008-09년	평균)
(단위: 천원, 취약시 기준)

<표 1>과 <표 2>를 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공급량에는 재정력보다는 복지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량이 적은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

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의 재량이 작용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가 그렇지 자치단체에 비하여 1인당예산액이 더 많아서, 재정력 일정

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시 자치단체가 자치구 자치단체에 비하여 사회복지예산액이 더 많다는 점이

다. 특히 자체사업의 경우도 취약시는 취약 자치구는 물론이며 부유 자치구에 비해서도 예산액이 

더 많았다. 이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는 다른 분야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강제적인 사회복지비의 증가가 다른 분야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

라 상이할 것이다.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재정운영에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와 낮은 자치단

체의 예산 변화를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가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의 분석은 서울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한다(시 자치단체의 경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나중

에 원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여 제외하였음). 이를 위한 분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재정고 사이

트에서 획득했다.    

항목 서울부유구 서울취약구 광역취약구 부유시 취약시

사회복지예산 76.7 22.8 14.7 99.5 106.9

기초생활보장 323.5 87.0 137.7 1,004.8 710.6

보육 299.1 149.8 25.2 259.5 80.7

노인 229.4 74.4 39.9 316.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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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부유구와	취약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의	연도별	변화	

2000-2011년 사이에 부유한 자치구와 취약한 자치구 모두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정도는 부유한 자치구가 취약한 자치구에 비하여 더 작다. 이는 

두 집단의 비중 격차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두 집단의 격차가 7.1%P였으나 

2011년에는 18.7%P로 크게 벌어졌다. 

이번에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다른 분야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분야 중 예

산 규모가 큰 일반행정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 변화를 파악한 후, 두 집단의 격차를 분석

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부유구와	취약구의	총예산	대비	기타	항목	예산	격차

일반행정비의 경우 취약구의 비중이 부유구에 비하여 일관되게 작다. 하지만 격차의 연도별 크

기는 불규칙적인 가운데 일관된 변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국토및지역개발의 비

중 격차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취약구의 비중이 부유구에 비하여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서울	부유구 서울	취약구 격차(취약구	–	부유구)

2000 17.0% 24.1% 7.1%P

2001 16.0% 26.0% 10.0%P

2002 16.1% 26.6% 10.5%P

2003 16.4% 22.6% 6.2%P

2004 14.5% 24.3% 9.8%P

2005 15.8% 29.8% 14.1%P

2006 17.8% 33.5% 15.7%P

2007 20.0% 34.1% 14.1%P

2008 20.5% 34.4% 13.9%P

2009 23.6% 40.2% 16.6%P

2010 24.3% 41.5% 17.2%P

2011 27.4% 46.1% 18.7%P

연도 취약구	–	부유구	격차(일반행정) 취약구	–	부유구(국토	및	지역개발)

2000 -2.3%P 0.8%P

2001 -6.2%P 0.0%P

2002 -5.3%P -0.1%P

2003 -4.4%P 5.5%P

2004 -4.5%P 0.6%P

2005 -3.2%P -3.6%P

2006 -5.2%P -3.1%P

2007 -6.1%P -3.4%P

2008 -4.4%P -11.8%P

2009 -1.3%P -12.9%P

2010 -4.7%P -12.4%P

2011 -3.3%P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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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고보조사업의 분권이양은 지방재정운용에 얼마나 부담이 되었
는가? 

전술하였듯이 2005년에 국고보조사업의 분권이양된 이후, 재정보전을 위해 신설된 분권교부세

는 이전 국고보조사업 당시의 보조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분권교부세액은 국세의 일정비율로 

연동되어있으나, 국세 증가율이 분권이양사업의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지방의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들은 분권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분권이양 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얼마나 감소하였으며, 이것이 

지방재정 운용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를 분석한다. 이의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연감 등

에 제시된 (개별 자치단체별이 아닌) 전체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 

<표	5>	2002-2009	기간의	사회복지	분권이양사업의	사업비	변화	추이
(단위: 억원, %)

<표 5>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분권이양사업의 사업비는 전체 사회복지예산에 비하여 상당히 낮

음을 알 수 있다. 분권 직전인 2004년에 12.1%였던 규모가 분권 직후인 2005년에는 13.1%로 

높아졌으나 이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2009년에는 11.6%였다. 

한편 분권이양사업의 사업비 전체에서 국비(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양 후 급격히 낮아졌다. 2004년에는 47.2%였으나 2005년에는 32.9%로 대폭 낮아졌고 이후 

2006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 다시 대폭 낮아졌다. 2009년에 이처럼 낮아진 것은 경

기침체로 국세가 적게 걷혔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분권 이양 후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2005년 이후에도 2004년의 비중을 유지하였다면 

경감되었을 지방비 규모(이는 추가적인 국비 부담액과 동일)는 다음과 같이 된다. 

<표	6>	분권	전과	동일한	국비	지원	이루어졌다면	경감되었을	지방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회복지예산(T)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216,658 2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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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분권(B) 4,215 4,912 6,017 5,531 6,955 7,955 9,518 8,507

 - 지방비(C)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비중(A/T) 10.69% 11.07% 12.14% 13.05% 12.53% 12.88% 12.09% 11.65%

비중(B/A) 45.6% 47.1% 46.5% 32.9% 36.2% 35.7% 36.3% 30.2%

비중(C/A) 54.4% 52.9% 52.8% 67.1% 63.8% 64.3% 63.7% 69.8%

비중(C/T) 5.8% 5.9% 6.4% 8.8% 8.0% 8.3% 7.7% 8.1%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경감액 2,284 1,966 2,391 2,654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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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된 규모를 보면 이전의 국고보조사업일 때의 국비 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줄어들었을 지방비 규모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아주 큰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음의 <표 7>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7>	이양사업지방비와	보조사업	매칭지방비	규모	변화
(단위: 억원)

<표 7>을 보면 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에 비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액의 규모가 훨

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분권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액 규모가 이전의 국고보

조사업 때의 국비 지원액 규모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 정도는 국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자체 매칭비 부담 증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6. 차등보조율제 시행은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매칭 증가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방비 매칭 부담이 큰 기초생활보장, 영유

아보육료 지원 사업들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시행부터 보

조율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율을 지급하고 있다.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으로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요와 재정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보장비지

수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사용한다. 각 지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자체수입(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사회보장비지수=사회보장·복지분야 세출예산규모 / 총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전전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사회보장비지수가 25 이상이고 동시에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

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반대로 사회보장비지수가 20 미만이며 재정자주도가 

80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고부담률은 

서울은 40, 50, 60%의 3단계, 다른 지역은 70, 80, 90%의 3단계로 나누어져서 총6단계로 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4-09
연평균증
가율

이양사업
지방비(A)

5,032 5,522 6,844 11,289 12,246 14,313 16,682 19,627 23.5%

보조사업
매칭비(B)

14,090 15,586 18,548 19,645 23,230 31,005 53,263 64,921 28.5%

A/(A+B) 26.3% 26.2% 27.0% 36.5% 34.5% 31.6% 23.9%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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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되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부담률도 마찬가지로 서울 20%, 지방 50%의 2단계에서 서

울 10, 20, 30%, 다른 지역 40, 50, 60%의 6단계로 차등화되었다.

2008년의 경우 41개 자치구의 국고보조율이 10%P 인상되었으며 서울의 5개 자치구(강남, 서

초, 송파, 종로, 중구)와 경기도의 3개 시(과천, 성남, 용인)는 국고보조율이 10%P  인하되었다

(박혜자, 2009).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서울시의 부유 자치구는 모두 인하 보조율이 적용되는 자치단체이며, 서

울시 취약 자치구와 광역시 취약 자치구는 모두 인상 보조율이 적용되는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이

들 자치단체들을 분석하면 차등보조율 적용이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차등보조율의 인상 효과와 인하 효과를 모두 파악하려면 비교집단으로서 보조율이 변하지 

않은 자치단체(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은 자치단체)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

교집단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광진구, 양천구, 용산구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 집

단은 서울시 보통자치구(차등보조율 비적용 자치구), 서울시 부유자치구(인하보조율 적용 자치

구), 서울시 취약자치구(인상보조율 적용 자치구), 광역시 취약자치구(인상보조율 적용 자치구)의 

4개 집단이 된다.  

<표	8>	기초생활보장	예산	변화	비교
(단위: 자치단체 평균, 백만원, %)

<표 8>에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2007년과 2008년 사

이의 예산액 변화가 인하보조율이 적용된 부유한 자치구와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취약한 자치구 사

이에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유한 자치구는 국비와 시도비 비중이 감소하고 자체재

원(구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하여, 취약한 자치구는 반대로 국비 비중이 증가하고 자체재

원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다. 상위 자치단체의 지원액은 서울시는 다소 증가한데 비하여 광역시는 

감소하였다. 한편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국비:

시도비:시군구비의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기초생활
보장

서울	보통구 서울	부유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8,066.1 4,008.3 5,732.9 17,807.3 7,658.2 3,892.5 5,148.6 16,699.3

45.3% 22.5% 32.2% 100.0% 45.9% 23.3% 30.8% 100.0%

2008
9,006.9 4,571.4 6,344.3 19,922.6 7,389.1 3,528.9 8,097.8 19,015.8

45.2% 22.9% 31.8% 100.0% 38.9% 18.6% 42.6% 100.0%

2009
9,712.7 4,936.9 7,830.6 22,480.2 8,564.2 4,073.3 9,297.9 21,935.4

43.2% 22.0% 34.8% 100.0% 39.0% 18.6% 42.4% 100.0%

기초생활
보장

서울	취약구 광역	취약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20,210.8 10,421.0 12,183.4 42,815.2 21,824.2 3,475.8 3,662.7 28,962.7

47.2% 24.3% 28.5% 100.0% 75.4% 12.0% 12.6% 100.0%

2008
26,408.4 13,098.3 6,760.9 46,267.6 27,800.9 2,756.2 2,444.3 33,001.4

57.1% 28.3% 14.6% 100.0% 84.2% 8.4% 7.4% 100.0%

2009
29,082.6 14,013.3 8,008.8 51,104.7 32,592.9 3,178.8 2,375.6 38,147.3

56.9% 27.4% 15.7% 100.0% 85.4% 8.3%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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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보육 예산을 비교한 것이다. 보육 예산의 2007년과 2008년 사이의 변화도 기초생활

보장 예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인하보조율이 적용된 부유 자치구는 국비와 시도비 비중

이 감소하고 자체재원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하여,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취약한 자치구는 반대

로 국비와 시도비 비중이 증가하고 자체재원 비중이 감소하였다. 한편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지 않

은 자치구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국비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시군구비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체재

원 예산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체 보육 사업(출산장려금 지급)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보육	예산	변화	비교
(단위: 자치단체 평균, 백만원, %)

지금까지 보았듯이 예산 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지원)의 차등보조율 

적용은 취약한 자치단체의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매칭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는 전체 사회복

지 재정 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11>에서는 전체 사회복지예

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전체사회복지 예산의 변화는 개별 사업 예산의 변화와 다소 다르다. 부유한 자치구와 취약한 자

치구 모두 2007-2008 기간에 국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에 확대된 국고보조사업들

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체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더 의미있는 것은 부유한 자치단체와 취약한 자치단체의 상대적인 차

이이다. 먼저 2007-2008 기간의 변화를 비교해 보자. 국비의 경우 부유한 자치구와 취약한 자

치구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취약한 자치구가 크다. 그리고 자체재원(구비)의 경우 부유한 

자치구는 29.1% 증가한데 비하여 서울시 취약 자치구는 2.1% 감소하였고, 광역시 취약 자치구

는 15.9% 감소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서울  보통구(차등보조율 적용받지 않는 자치구)는 

7.7%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적인 복지예산 증가율은 2007-2009 기간에는 서울 취약구가 가장 높으며, 나머지 

보육
서울	보통구 서울	부유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2,590.4 7,225.8 8,936.3 18,752.5 2,107.8 5,584.1 9,302.1 16,994.0

13.8% 38.5% 47.7% 100.0% 12.4% 32.9% 54.7% 100.0%

2008
3,742.8 9,302.9 10,864.3 23,910.0 2,066.5 6,454.0 13,445.1 21,965.6

15.7% 38.9% 45.4% 100.0% 9.4% 29.4% 61.2% 100.0%

2009
3,815.9 9,802.3 13,340.8 26,959.0 2,110.9 7,172.5 17,027.8 26,311.2

14.2% 36.4% 49.5% 100.0% 8.0% 27.3% 64.7% 100.0%

보육
서울	취약구 광역	취약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3,620.2 9,689.1 11,584.7 24,894.0 5,240.6 3,126.1 2,626.6 10,993.3

14.5% 38.9% 46.5% 100.0% 47.7% 28.4% 23.9% 100.0%

2008
8,344.3 17,060.4 12,618.6 38,023.3 7,949.0 4,142.0 1,612.2 13,703.2

21.9% 44.9% 33.2% 100.0% 58.0% 30.2% 11.8% 100.0%

2009
8,853.8 18,896.9 15,346.2 43,096.9 8,881.7 4,691.5 1,887.6 15,460.8

20.5% 43.8% 35.6% 100.0% 57.4% 30.3% 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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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은 유사하다. 그러나 2008-2009 기간에는 광역취약구가 가장 높고, 서울 부유구와 취약

구는 유사하다. 

이러한 2007-2009 기간의 변화들을 종합하면,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인하여 보조율이 인상된 

자치구들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사회복지예산	변화	비교
(단위: 자치단체 평균, 백만원, %)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좀 더 많은 표본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자치구(서울시+광

역시)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 1인당복지예산, 1인당자체복지재원, 1인당자

체복지사업비를 종속변수로 하는 세 번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들의 독립변수는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비율, 노인비율, 영유아비율, 재정자립도, 서울지역가변수(서울=1, 광역시=0)이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적용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상보조율집단가변수(인상보조율적용집단=1, 아니

면=0), 인하보조율집단가변수(인하보조율적용집단=1, 아니면=0), 연도(2008년)가변수, 그리고 

인상보조율집단가변수×연도가변수(인상보조율효과), 인하보조율집단가변수×연도가변수(인하보

조율효과)의 5개의 가변수를 포함하였다. 

이처럼 각집단의 가변수와 차등보조율 시행이후에 대한 가변수, 그리고 이들의 곱을 한 가변수

를 포함하면 DID(Difference in Difference)를 적용하는 셈이 되어, 인상보조율효과 가변수

와 인하보조율효과 가변수의 계수값은 각 정책의 효과를 보여 준다.

사회복지
서울	보통구 서울	부유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12,254.8 17,770.5 27,322.4 57,347.7 11,506.7 14,967.1 36,515.4 62,989.2

21.4% 31.0% 47.6% 100.0% 18.3% 23.8% 58.0% 100.1%

2008
19,206.2 24,343.3 29,427.3 72,976.8 16,341.0 18,268.2 47,149.8 81,759.0

26.3% 33.4% 40.3% 100.0% 20.0% 22.3% 57.7% 100.0%

2009
22,384.5 23,683.5 40,311.6 86,379.6 19,276.5 18,994.0 55,405.1 93,675.6

25.9% 27.4% 46.7% 100.0% 20.6% 20.3% 59.1% 100.0%

07-08금액
변화

56.7% 37.0% 7.7% 27.3% 42.0% 22.1% 29.1% 29.8%

08-09금액
변화

16.5% -2.7% 37.0% 18.4% 18.0% 4.0% 17.5% 14.6%

사회복지
서울취약구 광역취약구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2007
25,857.6 29,107.8 35,524.0 90,489.4 32,884.6 20,865.3 9,221.3 62,971.2

28.6% 32.2% 39.3% 100.0% 52.2% 33.1% 14.6% 100.0%

2008
48,698.3 42,434.6 34,788.0 125,920.9 50,232.4 23,758.4 7,757.2 81,748.0

38.7% 33.7% 27.6% 100.0% 61.4% 29.1% 9.5% 100.0%

2009
60,227.3 43,085.2 40,372.0 143,684.5 68,272.6 27,882.9 8,634.2 104,789.7

41.9% 30.0% 28.1% 100.0% 65.2% 26.6% 8.2% 100.0%

07-08
금액변화

88.3% 45.8% -2.1% 39.2% 52.8% 13.9% -15.9% 29.8%

08-09
금액변화

23.7% 1.5% 16.1% 14.1% 35.9% 17.4% 11.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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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회귀분석	결과

<표 11>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 본 기술통계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인당복지예산을 결정하는 데는 복지수요(수급자비율, 노인비율, 영유아비율)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재정력(재정자립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차등

보조율 적용은 1인당복지예산의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당자체복지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복지수요(수급자비율, 노인비율, 영유아비율)와 재정

력(재정자립도)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적용은 보조율이 인상된 

자치단체들의 자체복지재원 투입을 뚜렷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보조율이 인상된 자치단체들의 자

체복지재원 투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1인당자체복지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데는 복지수요(수급자비율, 노인비율, 영유아비율)와 재

정력(재정자립도)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 적용은 보조율이 인상

된 자치단체들의 자체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보조율이 인상된 자치단체들의 자체복지사업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인당복지예산 1인당자체복지재원 1인당자체복지사업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수급자비율 17.728 0.000 16.361 0.000 28.991 0.001

노인비율 4.798 0.000 6.213 0.000 10.000 0.027

영유아비율 8.889 0.000 19.301 0.000 28.928 0.004

재정자립도 0.001 0.546 0.008 0.000 0.026 0.002

서울 -0.145 0.000 0.566 0.000 0.523 0.005

인상집단 -0.081 0.041 -0.191 0.069 -1.240 0.000

인하집단 0.065 0.470 0.040 0.157 -0.036 0.940

2008년더미 0.220 0.000 0.089 0.064 0.233 0.229

보조율인상효과 -0.002 0.962 -0.240 0.000 0.801 0.002

보조율인하효과 0.038 0.669 0.209 0.156 0.193 0.684

상수항 -2.832 0.000 -5.193 0.236 -8.504 0.000

R2 0.88 0.80 0.66

자료수 138





● 김교성(중앙대학교 교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연구

● 최영준(고려대학교 교수)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	김형수(호서대학교 교수) 

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 윤영진(계명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 분석

● 박경돈(충주대학교 교수)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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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성(중앙대학교 교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수준에 관한 
다층분석연구 

토론문	별첨

[	토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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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준(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서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복지재정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충실히 검토하였고,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 있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비율을 종속변수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분석 결과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 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던 반면 도농복합과 농촌 지역

의 경우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편차도 상당히 나타났음. 또

한, 재정자립도는 모든 영역에서 자체 예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나타

났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비로 인해 더욱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 논문이 전체적으로 잘 구조화되어 있고, 일관되고 세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

음의 몇 가지 점은 보완이 필요함. 1) 기존의 연구들을 잘 정리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

존의 연구들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이 이 연구에서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

의 없음.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임. 특히, 기존 연구의 

종속변수로 많이 사용된 복지비 비중이나 일인당 복지비 등 대신에 자치단체 부담 비중을 종속

변수로 한 이유와 이러한 것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 물론 이 논문이 지역격차에 더욱 초점이 되어있지만, 일인당 복지비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

로 판단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일인당 복지비가 독립변수(혹은 종속변수)로서 테스트될 필요성

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됨.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기존의 논의와 어떻게 맞닿아 있고 차별성이 

[	토론	2	]



제2차	복지재정DB	학술대회108

있는지를 더 제기할 수 있음. 

• 3) 도농/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중이 일반적으로 더 크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문

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복지욕구가 더 커서 비중이 더 높다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

보다 다른 쪽 예산이 덜 필요하다면’ 그래도 여전히 비중이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함. 이를 대답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4)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질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미 대부

분의 기존 연구들이 양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독자들은, 예를 들면, 왜 서울과 부산은 이렇게 큰 부담률 차이를 보이는지, 

왜 노인비율은 지방비 비중에 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급자 율은 부적 효과를 보이는지, 복지비 

이외 다른 예산들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며 복지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궁금증을 많이 가

지고 있음.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보다 집중적인 사례 연구나 소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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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호서대학교 교수)

지역 복지예산이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별첨

[	토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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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계명대학교 교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 분석 

1. 이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재정과 사회복지 결과를 연계하는 효과성 분

석을 시도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곤궁도 지수를 개발한 점

이다. 

2.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 분석에는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분석으로 사회복지 개별 프로그램 지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 논문은 거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거시적 분석이 잘 시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3. Nathan & Adams의 도시곤궁도 지수를 원용하여 지역곤궁도 지수를 주민복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설정했는데 GDP(또는 소득) 개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이다. GDP 개념 

고안자인 쿠즈네츠도 1934년 미국 연방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복지 상태는 국가 소

득 합계에서 추정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지역곤궁도 지수를 구성한 6개의 변수가 사회복지 지출의 효과성 측정에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가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Nathan & Adams의 

논거를 원용하되, 한국 실정에 맞는 논거가 제시되어야 타당성이 높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5. 6개의 변수로 표준화된 지수를 구한 후 가중치 없이 합으로 지역 곤궁도 지수를 계산하였는데 

사회복지 지출을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을 망라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합산이 효과성을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이 든다. 가중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각 변수의 합산 방식에 대해서도 독자를 위해 설명해주면 좋을 것같다. 1인당 GRDP와 주

택보급률은 reverse 했을 것 같은데.

[	토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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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어와 관련하여 복지 증진도를 지역곤궁도의 감소라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복지 증진도 

개념으로 구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7. 상관성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이긴 하지만 인과성 분석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

다면 효과성 분석모형을 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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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돈(국립충주대학교 행정학과)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분석 

• 본 연구논문은 복지제도의 변화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으로 자치

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공급 격차에 미친 영향,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가 복지 이외의 분야 재정운영에 미친 영향, 국고보조사업의 분권이양이 지방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차등보조율 적용이 지방복지재정운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I. 토론 요지 

1.	제목의	문제점

• 현 연구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도나 정책, 공적 욕구를 충족시

키는 정부의 정책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은 없어 복지제도변화와 “재정지출규모”에 관한 연구임

2.	시군구별	재정력	격차	

• 시군구별로 재정력 격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보강설명을 추가할 필요 

•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 각 지자체 자체의 재정력 변화상

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분석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분석	포함	및	논의	

• 보통교부세의 재원부족단체나 초과단체에 대한 논의 포함여부

• 2009년도 군과 자치구의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비슷한데(35%), 조정교부금의 비중은 자치구

가 월등히 높은 반면(23%),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군이 평균 45%로(자치구 - 지방교부세 평균

2%) 비중의 차이가 많은데, 이것이 지방재정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는지의 여부?

[	토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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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장려금의	문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장려금을 분리하거나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지? 

5.	분석	및	기타	문제

• (분석표본) 회귀분석에서 표본의 개수가 {n=69개×2년}이 너무 작지 않은지? 따라서 표본 갯

수에 따라서 모형이 변화하는 문제?

• 군을 제외하고 자치구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 연도를 2007-2008년 2개 연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09년으로 보다 확대된 

기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지? 

• (독립변수) 회귀분석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방비부담이 필요한 분야가 기초생

활보장, 취약계층(노인, 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이라면 변수에서 여성, 장애인, 부랑인비

율, 정치적 요인 등의 기타 중요변수 포함 가능성은?  

• (분석방법) Difference-In-Difference(DID)의 정책효과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에서 인

하보조율 집단, 인상보조율집단, 그리고 변화하지 않은 집단이 있는데, 상호작용항인 {집단

dummy × 연도dummy} 변수를 인상집단과 인하집단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

타집단으로부터의 정책효과가 아닌지? 

• 아울러 시간 dummy, 집단 dummy, {집단dummy × 연도dummy} 변수만을 이용한 분석

모형과 다른 변수를 포함한 모형과 비교해야 하지 않는지?

• (기타) p.3의 “<표 1>과 <표 2>를 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공급량에는 재정력보다는 복지수요

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고 하셨는데, 분석에 대한 보강설명과 상관분석 

등을 활용할 용의는? 

• 차등보조율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80이 아니라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 인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