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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요약)

본 논문에서는 Yates(1997)의 리더십 이론을 한국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유형에 따른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전략과 우선순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행정기능 유형별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

향력을 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의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Yates(1977)의 리더십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지도자의 리더십을 두

가지 요소인 ‘정치적·재정적 자원(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과

‘활동과 혁신의 정도(degree of activism and innovation)’의 조합에 의해

사업가형(entrepreneur), 혁신가형(crusader), 권력가형(boss), 그리고 중

개인형(broker)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논문의 종속변수는 행정기능 유형화 분류에 따라 행정관리·도시

관리·경제산업·삶의 질 기능에 해당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

출예산 항목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3년간의 예산비중의 합산

을 보았다. 논문에서는 통제변수인 단체장 개인적 특성인 경력, 연령,

재임여부와 소속정당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요소인 인구요인, 지역요

인을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유형별 예산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각 리더십 유형별 행정기능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자원지수

가 부족한 혁신가형과 중개인형의 단체장에 비해 ‘경제 산업' 기능의 예

산비중(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합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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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사업가형, 권력가

형의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 (복지, 사회 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합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개인형과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에 비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

진 단체장에 비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합산)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Yates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의 지방자치단

체장의 경우에도 사업가형과 권력가형 단체장은 지역 경제발전과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세출예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혁신가형은 도시문제 해결, 주민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기능의 예산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구조의 차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며 정책

우선순위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213명의 리더십 유형을 4가지로

유형화하면서 리더 개개인의 성향과 정책적인 선호, 그리고 지방자치단

체장의 리더십이 행정기능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국내 지방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각 지

방자치단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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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유형, Yates모형, 지방재정지출, 세

출예산비중, 활동성 및 혁신성, 정치적 경제적 자원

학번: 2013-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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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나라는 1995 년 6 월 27 일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장이 등장함에 따라 2015 년 현재 지방자치 20 년을 맞이하

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지지

를 얻기 위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공약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자질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특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의 운영형태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인 분권화

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

치적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

로 정당의 지원과 통제를 받으며, 행정적으로는 상급 및 중앙정부로부터

의 제재(지방자치법 제 157 조 제 1항)가 있고, 재정적 제약으로는 부족

한 재원과 이로 인한 상위정부의 보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여러 정책적 제한을 받게 된다(임승빈, 2005). 이러

한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제시하였던 정책공약들

을 이행하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 의지와 지방

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정책 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체제는 Yates(1977)가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단체, 이익단체, 의회, 여론 등의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선출직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Yates(1977)는 선출직 지도자의 리더십을 두 가지 요소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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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재정적 자원(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혁신의 정도

(degree of activism and innovation)’의 조합에 의해 혁신가(crusader),

사업가(entrepreneur), 권력가(boss), 그리고 중개인(broker)으로 유형화하

고 각 유형별 대표적인 미국 도시정부 시장들의 정책적 차이를 살펴보았

다(Yates, 1977).

이에 본 논문에서는 Yates(1977)가 제시한 리더십 모형을 기준으로 민

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세출

예산의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Yates 의 모형을 분석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 결정과 같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 개인이 구사하는

정치적인 전략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외생변수와 관련된 환경적인 요소

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리더의 개인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형태론적

접근을 중시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장시켜 환경적 접근을 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리더십 유형과 행정기능별 재

정지출 구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관한 분석은 지방자치단

체의 정책분석에 대한 유용한 측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예산 편성권, 예산 집

행권 및 지방채 발행권 등의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58조),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표출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변화와 재정지출구조의 차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며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

우선순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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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들의

리더십 유형을 Yates(1977)의 모형에 따라 혁신가(crusader), 사업가

(entrepreneur), 권력가(boss), 그리고 중개인(broker)으로 유형화하고, 리

더십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Yates(1977)의 연구에서와 같이

과연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재정적 자원과 활동과 혁신의 정도

에 따라 분류한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환경론적 접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결정요인으로서 리더십 요인을 추가하여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

이다.

제 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분석 대상은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市)·군(郡)·자치구(自治區)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총 227 개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

수한 지위를 갖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주민의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총 227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민선 5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매니페스토 평가’에 참여한 총 213개 기초 지방자

치단체로 한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본 논문의 공간적 연구대상과 범

위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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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군 구

시 군 구 계

계 75 83 69 227

서울특별시 25 25

부산광역시 1 15 16

대구광역시 1 7 8

인천광역시 2 8 10

광주광역시 5 5

대전광역시 5 5

울산광역시 1 4 5

세종특별자치시 0

경기도 28 3 31

강원도 7 11 18

충청북도 3 9 12

충청남도 8 7 15

전라북도 6 8 14

전라남도 5 17 22

경상북도 10 13 23

경상남도 8 10 18

제주특별자치도 0

<표 1-1> 본 논문의 공간적 연구대상 및 범위

(출처: 행정자치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둘째, 시간적으로는 민선 5기 단체장 임기 기간이었던 2010 년 7 월 1

일부터 2014년 6월 30 일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민선 5기로 한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는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의 민선 4기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고경훈(2010)이 있으며, 현직 기초단

체장을 볼 수 있는 민선 6기가 시작한 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 않아 그들의 공약 및 정책 실현 의지에 관한 적극성을 충분히 파악하

기가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민선 6기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현재

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정도 지난 상태로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선 5기 단체장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

저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 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득표율을 그들의 정치적 자원 지수를 보고, 그

들의 임기 기간 동안인 2011 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간의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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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 경제적 자원 지수로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민선 5기 기초 지방자

치단체장의 재정지출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세

출예산 배분에 참여한 2011 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간의 기능별 세출

예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선 5기의 출

범 시기인 2010 년부터 민선 5기의 마지막 년도인 201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셋째,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

정정책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능 유형에 따라

행정관리, 경제성장, 도시관리, 삶의 질 분야로 나누고 그 지표로 지방정

부 예산서 상의 관(款)에 해당하는 행정관리(‘공공질서 및 안전비’, ‘교육

비’), 삶의 질( ‘사회복지비’, ‘보건비’), 도시관리(‘수송 및 교통비’), 경제성

장(‘산업․중소 기업비’, ‘문화 및 관광비’) 항목을 각각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

십 유형을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중개인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통제변수로는 환경적 요인인 인구요인(인구규모,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과 지역요인(도시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유형)과 지방자

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소속정당, 재선여부, 단체장 이전 경력

(공무원, 비공무원 출신)등을 투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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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배경

1.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이론적 논의

행정학에서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연구는 1930 년대 인간 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인간 욕구, 그리고 그에 따른 동기부

여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지도자의 역

할과 행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리더십에 관한 이론은 다양한 이론 모형과 리더십을 유형화하는 관점에

따라 볼 수 있으며(정재욱, 1991), 리더십에 관한 접근법은 대체로 리더

십 과정의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특성론적 접근, 행태적론 접

근, 권력-영향력 접근, 상황론적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Yukl, 1994).

첫째, 특성론적 접근법(trait approach)은 1940 년대 후반 이전 성공적인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접근법으로 리더의

신체적 특징,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성격, 사회적 특성, 과업과 관련된

지식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이종수 외, 2005). 대표적인 학자는

스터그딜(Stogdill, 1948)로 지능, 민감성, 통찰력, 책임감, 진취성, 지속성,

자신감, 사교성 등을 지도자의 특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지도자의 자질

등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이론은 중요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행태론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은 1940 년대 후반에서

1960 년대 후반까지 지도자와 부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행동

을 통해 리더십의 효과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법으로 미국의 오하이

오 주립대학교의 연구와 미시간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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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로 주립대학에서는 리더의 행동유형과 이에 따른 조직성 및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시간대학교에서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집단성과를 높이는 리더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는 연구팀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리더십을 연구하였으며 구성

원의 업무능력 등 상황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조직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이창원, 1994).

셋째, 상황론적 접근법(situational approach)은 1960 년대 후반에서

1980 년대 전반까지 리더의 성과는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보아 리더와 조직이 속한 환경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상황이론의

주요 연구자로 꼽히는 Fiedler(1967)는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주어

진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결정되며 이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

적 지도자로 분류하였다.

Burns(1978)가 최초로 제시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Bass(1985)에 의해 재정립되어 최근에는 이 두 가지 리더십을 2요인 모

형(two-factor model)으로 활용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

들을 열정과 비전으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이며, 거래적인 리더

십은 부하의 성과 향상을 위해 미래 승진, 인정, 기회제공 등의 다양한

보상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부하와 교환하는 리더십이다. Burns(1978)은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

의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리더의 자질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전술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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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기간 내용 대표적인 학자

특성

이론

1940 년

후반 이전

리더십 능력은

타고난다.

Stogdill,

Yukl

행동

이론

1940 년 후반-

1960 년 후반

리더십의 유형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Ohio 주립대학,

Michigan 대학,

Blake 와

Mouton

상황

이론

1960 년 후반-

1980 년 전반

리더십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Fiedler,

Hersey와

Blanchard,

Kerr 와 Jerrier,

House

변혁적․

비전적

리더십

1980 년

초반 이후

리더는 비전으로

강한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Burn,

Bass

<표 2-1>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

(자료: 김창걸(2003:40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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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개념

1) 지방재정지출의 정의와 특성

지방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다. 지방재정지출은 지방세출1), 공공경비, 공공지출 등과 같은 의

미로 사용되며 지출측면의 예산을 지칭한다.

지방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지방정부의 규모나

재정력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규모가 다르다. 그래서 근래에는 다양한 지방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경

제, 사회적 여건들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손희

준 외, 2008: 328)

둘째, 지방재정지출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출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지역 주민과 관

련성이 높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광역적 특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지방재정지출은 경직성이 높다. 특정재원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높아 자율적인 재원운용이 어렵다. 또한 용도

가 지정된 지출이 많고 국고보조금에 수반된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방재

정지출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된다.

넷째, 지방재정지출은 국가 재정 변화에 따른 유동성 변화가 심하다. 국

가 재정은 스스로 세입 권한을 가지고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재

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권한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

1) 지방 세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 즉 재화

를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상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라는 기간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출(歲出)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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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재정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재정지출도 상당한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2) 지방재정지출항목 분류

(1) 기능별 분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세출의 기능별 분류는 1960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변

화가 있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

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기능별 분류를 시행하였다. 일반행정

비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말하며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 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개발비는 농수

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 개발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경

비이다. 민방위비는 소방비와 민방위관리비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 및 기

타 경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출항목으로 지방채

상환비, 교부금, 예비비 등을 포함한다(손희준 외, 2001: 334-335). 이러

한 지방재정세출의 분류 체계의 변화 과정은 <표 2-2>와 같다.

1970년부터 1975년부터 1986년부터 1988년부터 1996년부터

일반행정비

공익사업비

산업경제비

사회복리비

지원제비

일반행정비

공익사업비

산업경제비

사회복리비

민방위운영비

지원제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

비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

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

비

<표 2-2> 기능별 지방 세출예산 항목의 변화

(자료: 손희준 외(2001). 지방재정론.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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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2007년 2008년 이후
대기능 중기능 정책 단위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 행정비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지

방행정지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공공질서 및 안전

공공질서 및 안전, 경

찰, 재난방재․민방위

사회개발비

교육, 문화비

보건, 생활환경개선

비, 사회보장비,

주택, 지역사회개발

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

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사회복지일

반, 노인․청소년, 노

동, 보훈, 주택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재 및 관

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폐기

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고

등교육, 평생․직업교

육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

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

촌, 해양수산․어촌

<표 2-3> 예산 과목 개정 전후의 예산항목별 내용 정리

(2)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항목 분류 변화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7년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세

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로 나누어 장-관-항을 기초한 (5개 장 16개

관 등) 분류를 하였으나, 2008년부터 프로그램예산제의 도입으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변경되었다. 예산 과목 개정 전후의 예산항목별 내

용을 비교하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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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

술지원, 무역 및 투자

유치, 산업진흥․고도

화, 에너지 및 자원개

발, 산업․중소기업일

반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

운․항만, 항공․공

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

시, 산업단지과학기

술, 기술개발, 과학기

술연구지원, 과학기술

일반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비 제

지출금, 교부금, 예

비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기타

(자료: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연감」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지방재정지출 결정요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총액 및 기능별 재정지출 간 존재하는 차이

를 설명하는 모형은 다양하나 크게 보면 사회경제적 모형, 정치적 모형,

대리인 모형, 점증주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경제적 모형

지방재정지출을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결정이론은 지방정부가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규모 및 지출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

모형은 지방정부 간의 재정지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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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변수를 사용하여 인구학적 모형(demographic model)이라고도 불린

다. 1960년대 이후로 지방정부 지출 결정요인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

고 있다(한원택․정원영, 1994: 8).

2) 정치적 모형

정치적 모형은 정치적 변수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정당과 관련된 변수들

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당 효과 모형(political party effect model)으로 불

리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변수 외에도 정치적 변수는 지방정부의 재정지

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변수는 정치구도, 정당분절성, 유권자의 비율, 정치이념,

관료제도 역할 등이다.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은 V. O. Key, Jr.과 Durane

Lockard 등으로 미국 지방정부의 예산에 정치적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

침을 밝혀내었다.

3) 대리인 모형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며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수준까지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즉,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위 기관으로 실제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지닌 자율성은 미미함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리인 모형의 중요 설명 변수는 각 지방정부에 할당하는 중앙 정부의

자원에 대한 배분 결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대리인 모형에 따르면 각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앙정부의 보조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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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증주의

점증주의는 특정 연도의 재정지출은 전년도 지출수준을 기준으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모형이다. 예산의 경우는 과학적 분

석에 의한 합리적 결정이 일어나지 않고 경험적 법칙(rule of thumb)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론이다. 점증 주의적 접근 인간은 합

리적으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수준

에서 만족할만한 결정밖에 하지 못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자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은

폭의 증감만이 이루어진다고 점증주의는 설명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오류들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최재녕, 2005: 454).

제 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화 관한 선행연구

1) 국외 유형화 선행 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론은 미국에서 1960 년 중반 이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로 미국의 Cummimgham(1970)은 클리브랜드, 시카고, 피

츠버그, 뉴헤이븐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시장의 리더십을 기

업가형, 위임 관리자 형 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창의

성, 위기관리, 주도성, 활력, 개방성, 조직력, 연구열의 일곱가지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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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단체장의 개인적 성격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Kotter 와 Lawrence(1974)는 미국의 20 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지방

자치단체장을 의전형, 단순관리자, 개인주의자, 고급관리자, 기업가형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업무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은 자치단체

장의 핵심적인 활동내용은 의제설정, 관계형성, 업무성취 등의 세 가지

활동이 5가지 리더십과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Yates(1977)는 지방정부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선출직 공직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치적․재정적 자원

(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활동성과 혁신

성(degree of activism and innovation)의 두 가지요소의 조합을 통해 .

혁신가(crusader), 사업가(entrepreneur), 권력자(boss), 중개인(broker) 4

가지 형태의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였다.

Lippit& White 은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이 유형이 상호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고 주장하였다. 다만 민주형 리더십이 권위적인 리더십이나 자유방임형

리더십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Burns (1978), Bass (1985), Rainey& Watson(1996)은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Burns (1978)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Rainey& Watson(1996)는 변혁적 리더십

이 고위 관리자나 정치가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에게서도 발현됨을 주

장하였다.

지금까지의 리더십 유형의 주요 국외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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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유형 연구내용

Cunningh

am

(1970)

① 기업가형

② 위임관리자형

Cunningham(1970)는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효과에 주요변수로

파악함.

Kotter &

Lawrence

(1974)

① 의전형

② 단순관리자형

③ 개인주의자형

④ 고급관리자형

⑤ 기업가형

Kotter & Lawrence(1974)는 20개 대도시에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다르게

수행하는 10가지 역할을 추추하여 5가지 유

형의 리더십으로 정리하였음. 자치단체장의

핵심적인 활동내용은 의제설정, 관계형성, 업

무성취 등의 세가지 활동이 5가지 리더십과

관계가 있음을 주장함.

Yates

(1974)

① 혁신가형

② 사업가형

③ 권력가형

④ 중개인형

Yates(1974)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따

른 정책결정의 독특성은 고도의 다원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자치단체장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Svara

(1990)

① 단순관리자형

② 개혁가형

③ 중개인형

④ 기업가형

Svara(1990)는 체제모델에 기반하여 지방정

부의 리더십을 연구하였고, 그는 자치단체장

의 업무성과가 정책프로그램의 입안과 집행

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가

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Lippit&

White

① 권위형

② 민주형

③ 자유방임형

Lippit& White는 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

형의 세 가지 유형은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

나지만 민주형 리더십이 권위적인 리더십이

나 자유방임형 리더십보다 더 우수하다는데

의견이 합치되어 있음.

Burns

(1978)

Bass

(1985)

Rainey&

Watson

(1996)

① 거래적 리더십

② 변혁적 리더십

Burns (1978)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

더십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도 양자는 일직

선상에 있다고 강조함.

Rainey&Watson(1996)은 변혁적 리더십이

고위관계자나 정치가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

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함.

<표 2-4> 리더십 유형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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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형화 선행 연구

국내의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는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리더십 유형 이론을 국내 단체장들에게 적용한 선행연

구들이 존재하므로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경훈(2012)은 기존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리더 개개인

의 속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여 조직의 환경적 요인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데 소홀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Yates 의 모형을 중심으로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으로서

혁신성과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변수로 선정하여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유형화하였다.

김동욱(2002)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경력을 정치인, 행정인, 경영인으

로 나누어 보고 각 경력 유형 단체장들이 경력에 따라 기대되는 행태와

리더십 유형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를 한 바 있다. 이

는 민선 1기에서 3기까지 3선에 성공한 43 명의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민선 단체장 취임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성인 이후의

사회적 경험, 직장 생활 등에서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도적 능력

을 배양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단체장의 취임 이전의 경험과 경력

을 통해 경영인(회사설립, 회사대표, 회사 임직원, 창업, 학교 운영 등),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당간부, 선거활동, 언론기관 근무 등), 행정

인(고시합격, 공무원 근무, 군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3가지 리더십 역

할 유형을 내부효과/내부인 참여 정책영역과 내부효과/외부인 참여 정책

영역을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영역별로 경영적,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리더십 유형 결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점수를 배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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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주요변수 주요내용

고경훈

(2012)

민선 4기

총 245 개

지 자 체 의

지방자치단

체장

Yates 의 4가지

리더십 유형

-자치단체장의 개인 성향으로서

혁신성과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

는 자원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자

원을 변수로 선정하여 민선 4기

지방자치 단체장의 리더십을 유형

화함.

<표 2-5>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화 관련 주요 연구

영적, 행정적, 정치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43 명의 민선 자치단체장의

경우 단체장의 성장과정이나 직업생활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형성하

고, 단체장 취임 후 비전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

웠지만, 이러한 연구가설은 통계 분석 결과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나타나

지 않았다.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취임 전 경험과 취임 후 리더십의 형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창원(2000)은 Yukl 의 14가지 리더십행동유형과 Bass 의 12 가지 리

더십행태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은 "e 정보탐색 및 전파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광역단체장들은 "e 관계형성" 및 "e 의사결정 관련행동"을 많이 사

용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창원(2002)은 앞선 연구를 발전시켜서 리더십은 상황요인에 따라 다

른 효과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쉽 요인으로

대뇌형, 관계형, 카리스마형, 변화주체형, 솔선형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선 고려한 상황요인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지방선거 득표율’이 고려되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리더십의 유형 차

이가 존재함을 주장했다.

이상의 국내 리더십 유형화 관련 선행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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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2002)

총 43 명의

3선단체장

-단체장 경험 및

경력의 유형화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화

- 3선 단체장의 취임 전 경력의

분류에 따라 행정인․정치인․경

영인으로 경력을 분류.

-자치단체장의리더십 유형을 경영

적․행정적․정치적 리더십으로

분류함.

이창원

(2002)

48 개 자치

단체

-Yukl 의 14가지

리더십행동유형

-Bass 의 12 가지

리더십 행태 유형

-재정자립도, 득

표율

-상황변수에 따라 다른 리더십 유

형을 보이며 리더십 효과성도 다

름.

-우리나라 자치 단체장들의 리더

십 요인으로 대뇌형, 관계형, 카리

스마형, 변화주체형, 솔선형 리더

십을 제시함.

이창원

(2000)

32 개 자치

단체

의 광역,기

초 단 체 장

각각 16명

-Yukl 의 14가지

리더십 행동유형

-Bass 의 12 가지

리더십 행태 유형

-기초단체장들은 "e 정보탐색 및

전파행동"을 많이 사용함.

-광역단체장들은 "e 관계형성" 및

"e 의사결정 관련행동"을 많이 사

용함.
(자료: 문인규․ 박수경(2009) 재구성)

2. 지방재정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회경제적 결정요

인, 재정적 결정요인과 정치 행정적 결정요인 등 앞서 설명한 다양한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실증 연구

들을 살펴보고 정리해보도록 한다.

1)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규모 관련 요인은 지방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상반되고 있다. 김의섭(2002)은 196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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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여 총인구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다. 이순배(2002)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

군의 인구 규모가 시군의 지출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구

증가와 재정지출 증가 관계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존재한다(이

영균, 1993) 고령화 변수에 있어서 심재희․채종훈(2004)은 노령인구부양

비율, 고령인구비율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요인들 중 총인구수와 인구밀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최재

녕(2004)은 사회복지재정결정에 총인구수는 유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하

였으나, 신용무(2011)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동호

(2007)는 단기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구밀도에 있

어서 서상범(2009)은 부(-)적 결과를 보고한 반면 이진성(2012)은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의 변수를 정리하면,

총인구 수, 1인당 소득수준, 도시화 정도 및 인구밀도, 경제활동인구, 부

양비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재정적 결정요인

재정적 결정론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사회복

지예산비율에 대부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었다(서상범,

2004;강혜규, 2005; 박성만, 2009; 이진성, 2010), 그러나 고경환(2010)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부(-)

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지만(서상범, 2004; 강혜규, 2005; 박성만, 2009; 신

용무, 2011; 이진성, 2010), 장동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재정

결정에 재정자립도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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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행정적 결정론

정치적 선택이론은 정당 관련 변수를 많이 포함하므로 정당효과모형으

로 불리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직접 반영되므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압력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지병문․김용철, 2003).

Key(1956)와 Lockard(1959)의 정치참여-경쟁모형에서 제시한 정치행정

변수는 정당 간의 경쟁, 투표율 등이 있다(서상범, 2009). Peterson(1981)

은 복지지출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지역사회의 정치구조, 정당간의

경쟁과 홍보, 리더십의 형태, 이익집단의 참가와 언론이나 관료제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를 보면, 장동호(2007)는 정치 행정적 요인

으로 여당소속의원비율이 사회복지예산비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진성(2012)의 연구에서는 여당소

속의원비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결정

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

더십 및 개인적 특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고자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및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

혁신 등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리더십 이론

과 단체장 개인의 특성 자체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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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석대상 분석요인

류지성 외

(2001)
혁신

지방정부 혁신의

역동성
연령, 학력, 경력

김기민

(2006)
지방행정 혁신

연령, 학력, 경력, 정당,

연임여부

임승빈 외

(2005)

성과

지방정부 역량 경력, 연임여부, 학력

김예승

(2010)
지역경제 발전 소속정당, 경력, 부패행위

최항순

(2006)
지방정부 성과 학력, 경력, 정당

<표 2-6>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첫째,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 및 자질을 중심으로 한 특성론적 접근, 리더의 행동을 통

한 리더십 효과를 보는 행태론적 접근과 리더의 행동이나 특성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론적 접근으로 설명되어 왔다(이상

수, 2014: 32).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자체를 활용한 연구들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출신경력이나 지식의 정도와 같은 고유특성이 조직이나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

장이 되기 이전의 출신경력이나 어느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정부

의 정책결정 및 성과 향상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의 소속정당 및 이해관계를 갖는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수행하는 정치적인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유보

람, 2012: 24; 신무섭, 2009; 노우영, 2005; 임승빈․이재성, 2005; 김기민,

2006; 최항순, 2006; 김예승, 2010; 하혜수, 2002).

이상의 선행 연구를 분석 대상과 분석요인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

음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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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 외

(2007)

예산

사회복지예산 경력

이상수

(2014)
특별교부세 배분 경력, 정당, 당선횟수

윤인주

(2014)
재정지출 연령, 학력, 경력, 공약

김경령

(2010)
재정지출정향 경력

강윤호

(2002)
정책 정책선호 학력, 공직경력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의 핵

심 정책행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요인이 지방재정지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 3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이상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내용 및 설계 측면에 있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이라는 변수 설정 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단체장의 자질론적 특성

을 보는 접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상황론적 연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으로 단체장 이전 경력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구분은 지방자치단

체장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고경훈(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단체장의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기준으로 단체

장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리더십 유형화한 결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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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단체장의 혁신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양한

지방재정지출 분야 중 사회복지 지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비 지출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결과는 각 연구의 분석대상, 기

간,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방자

치단체 내부의 정치적인 과정과 선거 등 정치적 요인이 예산배분에 영향

을 미침을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민선 전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화에

대한 통계적 차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은 미흡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Yates 의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분류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에 따른 리더십 유형별 어떠한 정책적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인 기능별 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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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제 1절 연구 모형의 이론적 근거: Yates 리더십 모형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분류기준은 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

단체의 자원(정치적 경제적)과 혁신성 활동성의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구

분한 리더십 유형은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으로

다음 <표 3-1>과 같다.

활동성 혁신성

정치적 경제적 자원
강함 약함

적음 혁신가형 중개인형

많음 사업가형 권력가형

<표 3-1> Yates의 리더십 유형 구분 

첫 번째 리더십 유형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은 적게 소유하였지만,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와 중요한 정책 혁신을 만들어내는 ‘혁신가

형(crusader)’이다. 혁신가형 리더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통치하는 데 필

요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힘이 없기 때문에 쟁점을 극대화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유형인 ‘사업가형(entrepreneur)’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

치적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가 입장을 취한다. 사업가형 리더는 그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큰 규모의 공공정책사업과 새

로운 공공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인 ‘권력자형(boss)’ 단체장은 강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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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였지만,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권력자형은 그들의 정치적 자원을 그들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체장의 리더십 모형인 ‘중개인형(broker)’ 리더십을 가진 리더

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도시정책결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중개인형 리더는 자신의 정

치적 한계를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제 2절 연구문제의 선정

이 논문에서는 Yates 의 리더십 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별, 정책별 지방재정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Yates 이론에 따라 정치적․재정적 자원(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보여주는 활동과 혁신의 정도(degree of

activism and innovation)의 두 가지 요소의 조합에 의해 분류하여 개혁

가(crusader), 기업가(entrepreneur), 권력자(boss), 그리고 중개인(broker)

등의 리더십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로 다른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지방재정 지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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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유형별 세출예산의

비중

이 논문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구분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예산의 분류 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종속변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비중을 행정기능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분류체계는 크게 행정관리, 도시관리, 경제산

업, 그리고 삶의 질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경훈, 2008). 첫째, 행

정관리기능은 자치행정, 민방위, 교육 등의 행정기능과 재정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교육 분

야의 세출예산 비중을 보았다. 둘째, 경제 산업 기능은 고용, 투자유치,

관광 진흥 분야의 경제 활성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셋째, 도시관리

기능은 도시주택, 수송교통 분야의 지역개발기능으로 분류되고, 넷째 삶

의 질 기능은 보건위생, 문화, 복지 기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 분류체계의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과 해당 행정기능별

세출예산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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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해당 세출예산 항목

행정

관리

행정

기능

자치행정,

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 세출예산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교육 분야

세출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도시

관리

지역

개발
도로,

교통

수송 및 교통

분야 세출예산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경제

산업

경제

활성화

고용,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

분야 세출예산

산업금융 지원

산업기술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관광 진흥
문화 및 관광

분야 세출예산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삶의 질

보건

위생
보건,

위생

보건 분야

세출예산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문화

복지

아동보육,

여성,

노인복지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기초 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표 3-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분류에 따른 기능별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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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위의 <표 3-2>에서 제시한 행정기능별 세출예산 항목

의 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보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최종예산(총계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

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해당예산과 관련한 정책 및 사

업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

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행정기능

대분류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행정관리기능별 세출예산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 합산), 도시 관리 기능

별 세출예산비중(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경제 산업 기능별

세출예산비중(산업·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 합

산), 삶의 질 기능별 세출예산비중(보건·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의 비중

합산)을 보고자 한다.

상기 서술한 논문의 종속변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표 3-3>와 같

이 볼 수 있다.

종

속

변

수

행정 관리 기능

지출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

야의 세출예산 비중(2011, 2012, 2013년- 3년간의

각 기능별 세출예산 평균비중 합산)

도시 관리 기능

지출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

예산 비중(2011, 2012, 2013년- 3년간의 해당 분야

세출예산 평균비중 합산)

경제 산업 기능

지출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

업’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2011, 2012, 2013년- 3년

간의 각 기능별 세출예산 평균비중 합산)

삶의 질 기능

지출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세

출예산 비중(2011, 2012, 2013년- 3년간의 각 기능

별 세출예산 평균비중 합산)

<표 3-3> 종속변수의 정리



- 30 -

<그림 1>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화

2. 독립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이 논문의 독립 변수는 Yates 모형에 의거해 분류한 ‘민선 5기 기초 지

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다.

Yates(1977)의 이론을 적용하여 고경훈(2010)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

24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 성향으로서 혁신성과 자치단체가 보유하

고 있는 자원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변수로 선정하여 민선 4기

지방자치 단체장의 리더십을 유형화하였다. 정치적 자원은 단체장의 득

표율로 측정하였고, 경제적 자원은 지방자치단체의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의 혁신성은 자치단체의 주요 시

책을 평가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민선 5기 지방자

치단체장 213 명을 대상으로 Yates 의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활

동성․혁신성의 정도와 경제․정치적 자원지수를 기준으로 리더십 유형

을 사업가형, 권력가형, 혁신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Yates 의 리더십 유형을 재구성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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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십 유형화 기준 1: 자원지수

(1) 정치적 자원

먼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민선 5기 선거에서

당선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국 평균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자원으로서 선거득표율을 사용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창원(1999)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행동 유형의 차이를 결정짓

는 요인인 ‘관계형성 행동’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득표율을 통해 보았다.

고경훈(2010)은 Yates모형에 따른 민선 4기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구

분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선거득표율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지표를 지방선거

5회 당시 각 단체장별 선거 득표율로 보고자 한다.

(2) 경제적 자원

또한, 단체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고자 해당 자

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자립도 지수’를 측정하여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분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상태 측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정지표 중 하나로 본

논문에서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

재정자립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이 차

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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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지수의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도식과 같다.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세입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

×

2) 리더십 유형화 기준 2: 혁신성 및 활동성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혁신성 및 활동성 정도인 혁신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등급 결과(SA-A-A미만 등급)을 표준화 점수로 변환한 후

공약이행평가 결과의 전국 평균을 구해 높고 낮음을 분류하고자 한다.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평가 내용은 ①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만점), ② 2013년 목표달성분야(100점 만점), ③ 주민소통분야(100점 만

점), ④ 웹소통(pass/fail), ⑤ 일치도(pass/fail)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성과 활동성을 측정하는 요소로 공

약이행 평가 결과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단체장은 자신이 내세운 정책공

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정책의지를 통해 정부혁신 추진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경준 외(2006)는 정부혁신 성과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하였으며, 정주용(2011)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는 선거에서 개인의 가

치관과 경험 등을 포함하여 만든 약속인 공약과 정책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2014년 전국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등급을 보았다. 평가등급

은 SA(최우수), A(우수), A미만(우수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공약이행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

-)로 구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성 및 활동성 정도를 보았다.

상기 서술한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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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립변수의 정리

3. 통제변수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정부의 지

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인 특성과 단체장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경력

최성락 노우영(2007)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이전의 경력을 중

심으로 정치가형(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경력), 기업가형(회사설립, 회

사 대표 등의 경력), 행정가형(고시합격, 공무원근무, 군인 등의 경력)으

로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이전 경력을 크게 공무원 출

신, 비공무원 출신으로 나누어 더미변수(공무원 출신의 경우 1, 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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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의 경우 0값으로 처리)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분석 자료

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 자료와 네이버 인

물검색을 통해 그들의 경력을 구분하여 공무원 출신과 비공무원 출신으

로 나누어 보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

전선일(2004)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으로 경력 외에도 연령을

포함시켰으며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복지지출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013년 기준 각 해당 지

방자치단체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측정한 단체장 나이를 ‘연령’ 변수를 통

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여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다

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김기민, 2006; 임승빈 이재성, 2005; 이상수, 2014: 53). 자치단체

장의 재선의지가 강할수록 초선 단체장의 경우 성장과 개발을 더 중시할

수 있다(윤인주, 2014)고 하였다. 권경환(2004)의 연구는 재선 기초자치

단체장은 복지비 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여부를 더미변수화 (초선인

경우 0, 재선 이상인 경우 1값으로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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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문기 오수길(2006)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호가 단체장의 이념적 성향

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 성향을 가

질수록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진보성향의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일수록 복지 분야의 예산을 결정하

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고운․박병현, 2008; 모지환․이

중섭, 2010; 황소하․엄태호, 2012).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속 정당 중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출신이

면 여당으로 보고 그 외의 정당은 기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하여 투입

하였다. 이 때, 여당의 경우는 1, 야당의 경우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요인: 인구요인, 지역요인

(1) 인구요인: 인구 규모,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

체의 인구요인인 인구밀도, 노인인구비율, 인구성장률을 보았다(신무

섭;2007, 배상석 류세은;2007).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집단의 변화를 보여주

는 인구요인은 지역의 주요 변화가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김철희, 2005; 조기선, 2007; 신무섭, 2007).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규모(population size)’

를 보여주는 주민등록 인구수, 단위면적 1㎢당의 인구수를 보여주는 ‘인

구밀도(population densi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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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고령인구 비율’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인 KOSIS에서 각 지자체별 인구규모(주민

등록 인구수), 인구밀도(단위면적 1㎢당의 인구수), 고령인구 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지역 요인: 자치단체 지역 유형-시 군 구 구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또다른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의

도시화 수준과 인구밀도 등의 지역적 요인을 들 수 있다(신무섭,2007).

하민지(2013)은 지역의 유형이 도시농촌통합형이면 0, 중소도시이면 1,

대도시이면 2로 측정하여 지역의 유형이 재정지출변동의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유형(시 군 구)

역시 산업화의 정도나 인구밀도, 생활권역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변수

로서, 종속변수인 예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

제변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인 2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

의 자치구인지, 광역시를 제외한 시 단위인지, 아니면 군 단위인지를 구

분하기 위해, 대도시(자치구)를 기준으로 중소도시(시)와 농촌(군) 단위

에 가변수를 설정해 처리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3-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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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 자료출처

종속

변수

행정기능

유형별

예산

비중

행정관리

기능 예산

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세출예산

비중2)

재정고

도시관리

기능 예산

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송 및

교통’ 분야 세출예산 비중

경제산업

기능 예산

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분야 세출

예산 비중

삶의 질

기능 예산

비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 ‘사

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비중

독립

변수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사업가형
자원지수와 혁신지수의 높고 낮

음의 정도(+, -)에 따른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고, 범주형 더미변

수를 구성

선거통계

시스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자료

혁신가형

권력자형

중개인형

통제

변수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이전경력
공무원 출신 여부 (더미변수: 비

공무원 출신=0, 공무원 출신=1)
선거통계

시스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

단체의

기본현황

연령 단체장의 나이 (나이 변수 사용)

재임여부
단체장 재임 여부 (더미변수: 초

선=0, 재선 이상=1)

소속정당
여당 단체장 여부 (더미변수: 여

당=1, 그 외= 0)

지자체의

환경적

요인

인구요인

인구규모 (주민등록 인구수)

KOSIS국가

통계포털

인구밀도(단위면적 1㎢당/인구수)

고령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

지역요인
지자체 유형: 시․군․구

(더미변수: 구-00, 시-10, 군-01)

<표 3-4>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2) 3년(2011, 2012, 2013년)간의 각 기능별 세출예산 평균비중의 합산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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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분석틀 및 모형의 설정

1. 분석틀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변수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재정지출을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행정관리

도시관리 경제산업 삶의 질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전국 21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그

들의 리더십 유형을 Yates의 모형에 따라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중개인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한국 단체장의 경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세출 예산 비중에 단체장의 리더

십 유형이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각 행

정기능별 세출 예산 비중은 민선 5기 기초 자치단체장의 임기 기간 중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간의 각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을 통해 분

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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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본 논문의 분석틀

(※세출예산 비중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간 예산의 평균 비중을 합산)

2. 연구 모형의 설정: 선형 다중회귀분석

본 논문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에 사용될

모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추정의 편의를 위하여 선형 다중회귀모형

을 가정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모형(model specification)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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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여기서 는 종속변수로 각각 경제 산업․삶의 질․도시 관리․행정

관리 기능 분야의 3년(2011년, 2012년, 2013년)간의 평균 예산 비중을 의

미한다. 는 독립변수인 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의 더미변수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중개인형), 통제변수인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인 단

체장의 소속정당의 더미변수(여당, 기타), 단체장의 재임여부의 더미 변

수 (초선, 재선 이상), 단체장의 이전경력의 더미변수 (공무원, 비공무원),

단체장의 나이와 인구요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 인구규모․ 고

령화인구비율․지역유형의 더미변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요인

등이다.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3. 연구 가설의 설정

Yates(1977)는 미국 시장들은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정치적 전략과 리더

십 유형을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각 리더십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시 행정 유형별 기능에 따른 지방재정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위에서 전술한 연구 문제,

조작된 변수들과 연구 모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유형별 예산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정치적 전략이 행정 기능 유형별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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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업가형 리더는 Yates(1977)가 말한 바와 같이 강한 정치적 경

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가

입장을 취한다. 사업가형 리더는 그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큰 규모의 공공정책사업을 중시한다

고 하였다. 고경훈(2010)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을 Yates의 모형에

따라 분류하고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가형 리더십의 단체장은

정책결정에 매우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들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성취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규모 공공

사업이나 획기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가형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강남구, 용인시 등으로 주로 도시형 자치단

체장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을 강조하며, 주요 시책들이

한강르네상스,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 문화도시 건설 등 개발지향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주었다. 임승빈․이재성(2005)

은 경영가형단체장은 지역 경영행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등장한 유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육성에 주력하고 행정을 서비스산업의 일종으

로 인식하는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임승빈․이재성, 2005: 861). 임수복

(2002)은 단체장의 기업가형 역할은 개척가적 역할, 자치경영자로서의 역

할, 지역사회 개발선도자의 역할, 지역경영능력,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세

일즈맨으로서의 역할, 서비스생산자로서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업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른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높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과 적극성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경

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세출

예산 비중 합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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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업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경제 산업’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혁신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혁신가형 단체장은 Yates(1977)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은 적게 소유하였지만,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와 중요한

정책 혁신을 만들어낸다. 혁신가형 시장의 대표적인 예인 뉴욕의 린제이

정부는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

한, Holli(1999)는 리더십의 유형에 있어서 변화형(transforming) 리더십

의 소유자(도덕적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관계형성)가 관리

지향적 리더십으로서의 거래형(transactional) 리더십(일반적으로 그들의

추종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보상을 교환하는

유형)보다 시장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변화

형 리더십을 소유한 시장들이 일반적으로 범죄소탕, 공공시설, 공공사업,

선거문화 등에 있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임승빈․이재성(2005)은 혁신단체장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

한 지역문제의 야기, 주민운동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유형으로 환경대책,

복지문제,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을 일본의 단체장 리

더십 유형화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혁신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유형

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반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지문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정치적 전략과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 (복지, 사회 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합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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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권력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도시 관리’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권력가형 단체장은 Yates(1977)의 주장과 같이 강한 정치적, 경제

적 자원을 소유하였지만, 사업가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문제 해

결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

로 미국 시카고의 전 시장이었던 리차드 데일리(Richard J. Daley)를 들

수 있다. 김병준(2011)에 의하면 리차드 데일리는 거의 ‘황제’와 같은 권

한을 행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사업 등,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

업을 펼치기도 하였다. 고경훈(2010)은 권력가형(boss) 리더십의 단체장

의 1차적 관심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 유지에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

을 위한 정책결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소수집단에

호혜적인 정책을 주로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자치단체 중 권력

가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곳은 과천시, 구미시, 수원시, 안양시 등으로

주로 수도권의 대도시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로 이 유형은 주로 개발을 강

조하는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권력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유형

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점에서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넷째, 중개인형 리더십의 단체장은 Yates(1977)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

적, 경제적 자원도 부족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소극적이고 문제회피

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사업추진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일상적인 행정을 우선시하며,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

우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간에서 조정 내지 연계의 역할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개인형 지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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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중개인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행정 관리’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역할 등에 관

심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경훈(2010)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중

개인형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금산군, 삼척시, 곡성군, 신안군, 군

위군 등으로 재정여건과 정치적 자원은 부족한 반면 단체장의 혁신성도

약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로 현실유지적

인 정책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주로

농업위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을 제시하

는 정책과는 거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개인형’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유

형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보다는 현상유지 혹은

일상적인 행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공공

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 합산)이 높을 것(+)이라는 연

구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Yates의 이론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 리

더십 유형인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지출비중을 결정 시 어

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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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논문에서 활용할 종속변수와 관련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공개시스템(재정고: http://lofin.mopas.go.kr)과 각 기초자치단체별 ‘세

입․세출예산서’ 혹은 ‘사업예산서’이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영현황과 예산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의 파일자료인 예산의 세부내역을 기록한 ‘세출예

산사업명세서’를 통해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때 세출예산내역은 일반회

계 총계기준으로 한 당해연도 최종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을 기준으

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민선 5기 지방자치 단체장의 활동성 및 혁신성 정도로 측정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4 민

선 5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의 각 지자체별 공

약이행 등급 결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는 무투표 당선지역을 제외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

체가 스스로 작성하여 2013년 12 월 말까지 그들이 제시한 공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

개내용 분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정보에 대해 1) 공약

이행완료분야(100 점 만점), 2) 2013년 목표당성분야(100 점 만점), 3) 주

민소통분야(100 점 만점), 4) 웹소통(pass/fail), 5) 일치도(pass/fail)를 기

준으로 최고점인 SA등급부터 A, B ,C ,D 등급별로 표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2014 민선 5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시행된

각 지자체별 공약이행 등급 결과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요청하여

SA-A-A미만(B.C.D)등급으로 분류한 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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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인 단체장의 혁신성 및 활동성을 보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득표율, 경력, 나이, 재선여부, 소속정당 등에 대해

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기본현황’에서 수집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들인 인

구규모, 인구밀도, 노령화 비율, 도시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 유형은 각

연도별,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 분석 방법

이 논문은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맞춰, 기존의 연구문헌과 보고서 등

을 검토한 후, 각종 통계자료 중 연구목적에 맞춰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

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Yates 모형에 따라 그들의 정치

적 자원인 선거 득표율, 경제적 자원인 2011 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

간 평균재정 자립도, 혁신성 및 활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공약이행 평

가 등급을 표준화 점수화하고 산점도를 구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

십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

고 리더십 유형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수준과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선형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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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논의

제 1 절 민선 5 기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실증분석

1. 자원지수와 적극지수의 측정지표와 변환

1) 자원지수 측정지표와 변환 방법

Yates 가 선정한 자원이라는 기준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로 이

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자원은 제 5회 지방선거에서 각 기

초 자치단체장들의 ‘후보자별 득표율(%)’을 사용하였고, 경제적 자원은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 기간 동안인 2011 년부터 2013년까

지의 ‘3년 평균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후보자별 득표율의

경우는 해당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도를 대리하는 것이

고, 재정자립도 지수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재정의 자율

성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지표는 단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동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표준화점수

(Z-score)를 많이 활용한다. 표준화점수란 각 지표가 정규분포라고 가정

한 후에 각 지표마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기준으로 변환시킨

점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치적

자원에 해당되는 득표율(%)과 경제적 자원을 대리하는 재정자립도를

SPSS 21.0 의 기술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였다. 이렇

게 산출한 표준화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통

합한 자원지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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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지수 측정지표와 변환 방법

Yates 는 자원뿐만 아니라 리더의 활동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

시한 ‘2013년 지방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의 등급 결과(SA-A-A미

만 등급)을 자원지수를 서열척도 1-2-3으로 코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

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지만, 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지표는 서열척도이기는 하지만, 전술한 자원지수와 동일한 기준

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SPSS 21.0 을 통해서 동일하게 표준화점수로 변

환하였다. 따라서 원 자료(raw data)가 1=낮음(A미만등급), 2=보통(A등

급), 3=높음 (SA등급)으로 측정된 바, 표준화 작업을 통해 산출된 값도

-0.62, 0.67, 1.96 의 세 값으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자원지수와 적극지수

를 기준으로 분산형 그래프를 통해서 적극성 지수와 자원 지수에 대한

산점도를 도출하여 Yates 의 이론적인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적극성 지수와 자원 지수가 모두 양인 1사분면은 '사업가형

(entrepreneur)' 이라 할 수 있고 적극성 지수는 0보다 크지만 자원 지

수가 0보다 작은 2사분면은 '혁신가형(crusader)'이 되며 적극성 지수와

자원 지수 모두 음인 3사분면은 '중개인형(broker)'이 되고 자원 지수는

0보다 크지만 적극성 지수가 0보다 작은 4사분면은 ‘권력가형(boss)'으

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점도를 통해서 각각의 4사분면에 위치한

표본의 분포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 분류는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자원 및 경제

적 자원 중 일부 지표만을 선택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혁신성의 측정

에서도 다소 주관성의 개입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정치적 자원을 대리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되는

득표율과 지방재정에서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력 수준을 대리하는 재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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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혁신

의 측정이 일부 자료를 통해 측정된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공약과 비전, 이를 실천한 단체장의 정책 의지를 고려하여 평가된 공약

이행 평가에서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

도의 측정의 타당성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고경훈(2009)에서의 Yates 이론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화 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편람에

제시된 시책과 단체장이 설정한 비전을 고려하여 혁신성의 정도가 있고

없음을 1과 0으로 코딩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오는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2.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분류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하

고 리더십 유형과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Yates 는 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지수(정치적․재정적 자원)와 적극지수(단체장의 혁신성․활동

성)를 기준으로 리더십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총 213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산점도를 그려보면, 상기와 같이 <그림

4>에서 <그림 7>까지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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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4> 사업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4>은 사업가형(자원지수>0, 적극성 지수>0)의 산점도로서 적극

성 지수는 1.96과 0.67으로 나타났으며, 자원지수는 0.01에서 1.12까지 분

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 은평구청장’은 적

극지수 1.96, 자원지수 1.12로 가장 크게 나왔으며, ‘경남 창원시장’은 적

극지수는 0.67, 자원지수는 0.01로 가장 작은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시 은평구청장의 경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행하였

던 매니페스토3) 및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

‘주민소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은평구청장의 경우 자신의

공약한 바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지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사업가형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단체장은 서울시의 구로구,

3)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

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

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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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지역의 단체장과 부산시의 수영구 단체장, 경기

도의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지역의 단체장 등 주로 도시형 자치단체장

이 이에 해당된다.

2) 혁신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5> 혁신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5>는 혁신가형(자원지수<0, 적극성 지수>0)을 나타내는 산점도

로 혁신가형 리더십 유형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등 주로 농촌 형인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류이다. 이 중, 서울 노원 구

청장으로 적극지수 1.96, 자원지수 –0.025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

면, 충남 논산시 단체장은 적극지수 0.67, 자원지수–1.655로 가장 작게

보유하고 있는 혁신가형 지도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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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력가형 리더십 자치단체

<그림 6> 권력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6>은 권력가형 (자원지수>0, 적극성 지수<0) 산점도로서 그들의

적극성 지수는 –0.6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원지수는 서울 중구 단

체장의 경우 1.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남 산청군 단체

장은 자원지수가 0.01으로 권력가형 중 가장 적은 자원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권력가형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과천시, 구미시,

수원시, 안양시 등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이다. 그

중에서 안양시장과 과천시장은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이행 재정 계획을

밝히지 않는 등 적극 지수가 낮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도로와 개발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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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인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7> 중개인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

<그림 7>는 중개인형(자원지수<0, 적극성 지수<0) 산점도로서 그들의

적극성 지수는 –0.62으로 동일하지만 충북 충주시 단체장의 자원지수는

–0.025으로 가장 크고, 대전 대덕구 단체장은 –2.07로 가장 적은 자원

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중개인형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금산군, 삼척

시, 곡성군, 신안군, 군위군 등으로 재정여건과 정치적 자원이 상대적으

로 부족하며 단체장의 혁신성도 약해 주로 지역의 갈등 조정을 중시하는

단체장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남지역 신안군의 공약이행 재정

현황은 3,882,845백만 원, 곡성군은 404,140백만 원을 보유하였다. 즉, 공

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이 중개인형 단체장의 경우에는 평균 61%정도

로 사업가형 단체장들의 공약이행 재정 보유확보율인 평균 81.3%에 비

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거에서 건설, 조성, 건립, 유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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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발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공약 이행률

도 저조하였으므로 해당 중개인형 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전 대덕구청장은 공약이행 재정으로 1,233,907백만 원을 보

유하였으나, 내세웠던 공약인 조성 및 건설 사업이 장기적인 접근이 필

요한 사업이었으나 단체장의 적극성이 부족하여 공약 이행에 실패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민선 5기 기초 자치단체장 213명을 Yates의

모형에 따라 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자원을 보여주는

자원지수와 단체장의 혁신성 활동성을 보여주는 적극지수를 기준으로 리

더십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 8>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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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

종속변수인 행정기능 유형별 세출예산의 비중을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총 예산 중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 비중은 평균 6.5%, 삶의 질 기능

의 예산 비중은 28.2%,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은 평균 6.3%, 행정관

리 기능의 예산 비중은 3.05%로 (행정관리< 도시관리< 경제산업< 삶의

질) 나타났다.

분석에 활용된 통제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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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변수(단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제 산업

기능예산비중

(%)

213 1.49% 18.19% 6.53% 3.38124%

삶의 질 기능

예산비중(%)
213 7.92% 63.60% 28.21% 14.26750%

도시관리 기능

예산비중(%)
213 1.26% 24.59% 6.37% 3.90772%

행정관리

기능예산비중

(%)

213 0.33% 9.24% 3.05% 1.71326%

사업가형

(dummy1)
213 .0 1.0 .183 .3877

혁신가형

(dummy2)
213 .0 1.0 .127 .3335

권력가형

(dummy3)
213 .0 1.0 .357 .4802

소속정당

(여당=1)
213 .0 1.0 .474 .5005

이전경력

(공무원=1)
213 .0 1.0 .239 .4277

재임여부

(재선이상=1)
213 .0 1.0 .474 .5005

단체장의

나이
213 45.0 75.0 58.91 6.7140

인구밀도

(명/㎢)
212 19 26878 4131.06 6486.428

인구규모

(명) 213 10524 1148157 228057.62 218198.511

고령인구비율

(%)
213 5.86 34.62 17.0493 7.62040

지역_시

(dummy)
213 .0 1.0 .329 .4708

지역_군

(dummy)
213 .0 1.0 .362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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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립변수 상호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회귀분

석에서 독립변수 간의 심한 다중공선성은 회귀계수의 계산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또는 회귀계수의 계산이 가능하다할지라도 회귀계수의 표준오

차를 크게 부풀려서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게 한다(김두섭, 강남준,

2008:218). 따라서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이

다. 제 3장에서 선정된 변수들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중, 고령인구비율과 인구규모(-0.682) 간의 상관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고, 지역(군)과 고령인구비율(0.759)간의 상관관계는 정(+)의 관

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변수들에 대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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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경제산업

예산비중
1 　 　 　 　 　 　 　 　 　 　 　 　 　 　 　

2
삶의 질

예산비중

-.6
78
**

1
　 　 　 　 　 　 　 　 　 　 　 　 　 　

3
도시관리

예산비중

-0.
093

-.1
36
*

1
　 　 　 　 　 　 　 　 　 　 　 　 　

4
행정관리

예산비중

.14
4
*

-.3
66
**

0.1
27

1
　 　 　 　 　 　 　 　 　 　 　 　

5 사업가형
-0.
11
0.0
68
0.1
24
0.0
01

1
　 　 　 　 　 　 　 　 　 　 　

6 혁신가형
-.3
68
**

.46
3
**

-0.
077

-.1
75
*

-.1
80
**

1 　 　 　 　 　 　 　 　 　 　

7 권력가형
.35
3
**

-.4
12
**

0.0
78
.21
4
**

-.3
53
**

-.2
84
**

1
　 　 　 　 　 　 　 　 　

8 소속정당
.21
3
**

0.0
21
-0.
034

-0.
079

-0.
036

0.0
06
0.0
19

1
　 　 　 　 　 　 　 　

9 이전경력
0.0
97
-0.
087

-0.
027

-0.
042

.1
61
*

-0.
115

0.0
64

.2
60
**

1
　 　 　 　 　 　 　

10 재임여부
0.1
03
-0.
032

-0.
038

0.0
55
0.0
61
-0.
023

0.0
58
0.0
96
.17
2
*

1
　 　 　 　 　 　

11 나이
.14
3
*

-0.
097

-0.
025

0.0
69
-0.
074

-.2
04
**

0.0
8
0.1
33
.15
7
*

.23
4
**

1
　 　 　 　 　

12 인구밀도
-.5
77
**

.63
0
**

0.0
54
-.1
75
*

.23
5
**

.17
5
*

-.2
47
**

-0.
133

-0.
086

-0.
094

-0.
046

1
　 　 　 　

13 인구규모
-.3
30
**

.43
1
**

.43
5
**

-.1
46
*

.19
1
**

.21
0
**

-.1
42
*

-.1
59
*

0 -0.
101

-.1
63
*

.45
1
**

1
　 　 　

14
고령인구
비 율

.43
9
**

-.5
52
**

-.4
28
**

.15
2
*

-0.
133

-.2
86
**

.24
1
**

0.0
36
0.0
85
0.0
92
.16
6
*

-.4
26
**

-.6
82
**

1

15 지역(시)
.22
8
**

-.2
67
**

.47
5
**

0.0
93
0.0
05
-0.
116

0.1
05
-0.
004

0.0
52
0.0
76
-0.
066

-.2
65
**

.29
6
**

-.3
26
**

1 　

16 지역(군)
.41
4
**

-.5
83
**

-.3
43
**

.21
3
**

-0.
129

-.2
87
**

.25
6
**

-0.
01
0.0
36
-0.
01
.14
4
*

-.4
68
**

-.5
88
**

.75
9
**

-.5
26
**

1

<표 4-2> 변수간 단순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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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업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경제 산업’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4 절 행정기능별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산업 기능 분야 지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경제

산업 기능 분야의 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앞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외에 통제변수인 환경적 요인(인구밀도, 인구규모,

자치단체 유형: 자치구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고령화비율), 개인적 특

성(연령, 정당, 재임여부, 경력)들을 통제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또한,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이 종속변수인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리더십 유형별로 기준을 세워서 더미변수를 생성

하여 리더십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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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항 1.760 .922 .358

리더십

유형(1)

(중개인

기준)

사업가형 .509 .031 .524 .601 .687

혁신가형 .613 -.098 -1.624 .106 .640

권력가형 .411 .113 1.938 .054* .691

리더십

유형(2)

(사업가

기준)

혁신가형 .657 -.124 -1.921 .056* .557

권력가형 .506 .075 1.048 .296 .457

중개인형 .509 -.037 -.524 .601 .463

리더십

유형(3)

(혁신가

기준)

사업가형 .657 .145 1.921 .056* .413

권력가형 .649 .253 2.758 .006** .277

중개인형 .613 .139 1.624 .106 .319

리더십

유형(4)

(권력가

기준)

사업가형 .506 -.061 -1.048 .296 .696

혁신가형 .649 -.177 -2.758 .006** .569

중개인형 .411 -.111 -1.938 .054* .710

단체장

개인적

특성

소속정당

(여당=1)

.354 .204 3.894 .000*** .854

이전경력

(공무원=1)

.417 -.054 -1.020 .309 .841

재임여부

(재선이상=1)

.348 .017 .332 .740 .882

나이 .026 .033 .636 .525 .851

인구

요인

인구밀도
.000 -.157 -1.867 .063* .329

<표 4-3> 경제산업 기능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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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 .000 .041 .563 .574 .439

고령인구비율 .038 .167 1.960 .051* .322

지역

요인

지역_시 .649 .426 4.741 .000** .289

지역_군
.803 .407 3.563 .000** .179

R  수정된  F P Durbin-Watson

.732 .535 .507 19.090 .000 1.638

(주: *= p<.1, **=p<.05, ***=p<.01)

분석 결과, 회귀식에 대한 =.535으로 5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이 종속변수

인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19.090, 유의확률 p는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638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

(Tolerence)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경제 산업 기능

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인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확률 .054, 값은 .113으로 나타나 양

(+)의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확률 .056, 값은 -.124으로 나타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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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56, 값

은 .145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혁신가형

기준으로 해서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

비중에 유의확률 .006, 값은 .253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넷째,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확률 .006, 값은 -.177으로 나타나 음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중

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확률

.054, 값은 -.111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원 지수가 높은 사업가형과 권력가형은 경제 산업 기

능의 예산비중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혁신가형과 중개

인형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가

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이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경제 산

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이 기각

되지 않는다.

끝으로, 기타 통제변수 중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인 소속정당(여당인 경

우)이 양(+)의 방향으로 경제 산업 기능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구요인 중에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 따를 때 시 지역

과 군 지역 모두 자치구에 비해 경제 산업 기능 예산비중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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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혁신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기능 분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삶의 질

기능 분야의 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가설 2>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앞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외에 통제변수인 환경적 요인(인구밀도, 인구규모,

자치단체 유형: 자치구 지역, 시 지역, 군 지역, 고령화비율), 개인적 특

성(연령, 정당, 재임여부, 경력)들을 통제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또한,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각 리더십 유형별로 기준을 세워서 더미변수를 생성하

여 리더십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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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항 4.465 10.483 .000

리더십

유형(1)

(중개인형

기준)

사업가형 1.291 -.092 -2.616 .010** .687

혁신가형 1.554 .029 .802 .423 .640

권력가형 1.043 -.112 -3.219 .002** .691

리더십

유형(2)

(사업가형

기준)

혁신가형 1.665 .108 2.776 .006** .557

권력가형 1.282 .001 .016 .987 .457

중개인형 1.291 .112 2.616 .010** .463

리더십

유형(3)

(혁신가형

기준)

사업가형 1.665 -.126 -2.776 .006** .413

권력가형 1.648 -.154 -2.794 .006** .277

중개인형 1.554 -.041 -.802 .423 .319

리더십

유형(4)

(권력가형

기준)

사업가형 1.282 -.001 -.016 .987 .696

혁신가형 1.648 .108 2.794 .006** .569

중개인형 1.043 .111 3.219 .002** .710

소속정당

(여당=1)

.898 .015 .493 .623 .854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이전경력

(공무원=1)

1.057 -.003 -.079 .937 .841

재임여부

(재선이상=1) .884 .043 1.389 .166 .882

나이 .067 .005 .163 .871 .851

<표 4-4> 삶의 질 기능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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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요인

인구밀도 .000 -.115 -2.266 .025** .329

인구규모 .000 .156 3.553 .000*** .439

고령인구비율 .096 -.047 -.928 .355 .322

지역

요인

지역_시 1.645 -.828 -15.316 .000*** .289

지역_군 2.038 -.919 -13.374 .000*** .179

R  수정된 F P Durbin-Watson

.912 .832 .822 82.154 .000 1.257

(주: *= p<.1, **=p<.05, ***=p<.01)

분석 결과 회귀 식에 대한 =.832으로 83.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이 종속변수

인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

귀모형은 F값이 p는 .000(p<.05)으로 82.15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는 1.257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

(Tolerence)는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

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인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10, 값은

-.092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개인형 리

더십 기준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

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2, 값은 -.112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66 -

둘째, 사업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6, 값은

.108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가형 리

더십 기준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

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6, 값은 .112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6, 값은

-.126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혁신가형 기

준으로 해서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

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6, 값은 -.154으로 나타나 음(-)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6, 값은

.108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력가형 리

더십 기준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

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02, 값은 .111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원이 높은 사업가형 및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낮지만 적극 지수가 높은 혁신가형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긍정적인(+)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이 다른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가 채택된다.

기타 통제변수 중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삶의 질 기능 예산비중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요인 중에는 인구 밀

도, 인구 규모 모두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에 따르면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자치구에

비해 삶의 질 기능 예산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7 -

가설

3

권력가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도시 관리’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 기능 분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도시관

리 기능 분야의 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가설 3>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앞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외에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해 보았다. 또한,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이 종속변수인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리더십 유형별로 기준을 세워서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리더십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과 같다.



- 68 -

독립변수

종속변수: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항 2.321 1.586 .114

리더십

유형(1)

(중개인

기준)

사업가형 .671 .103 1.545 .124 .687

혁신가형 .808 -.042 .124 .544 .640

권력가형 .542 .116 -.608 .083* .691

리더십

유형(2)

(사업가형

기준)

혁신가형 .866 -.130 -1.764 .079* .557

권력가형 .667 -.011 -.137 .891 .457

중개인형 .671 -.125 -1.545 .124 .463

리더십

유형(3)

(혁신가형

기준)

사업가형 .866 .152 1.764 .079* .413

권력가형 .857 .176 1.677 .095* .277

중개인형 .808 .059 .608 .544 .319

리더십

유형(4)

(권력가형

기준)

사업가형 .667 .009 .137 .891 .696

혁신가형 .857 -.123 -1.677 .095* .569

중개인형 .542 -.114 -1.745 .083* .710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소속정당

(여당=1)
.467 .042 .544 .477 .854

이전경력

(공무원=1)

.550 -.072 1.745 .232 .841

재임여부

(재선이상=1)

.459 -.031 .083 .603 .882

나이 .035 .061 .712 .311 .851

<표 4-5> 도시관리기능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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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요인

인구밀도 .000 .087 .477 .367 .329

인구규모 .000 .221 -1.200 .009** .439

고령인구비율 .050 -.349 .232 .000*** .322

지역요인

(구 기준)

지역_시 .855 .475 -.521 .000*** .289

지역_군 1.060 .308 .603 .019** .179

R  수정된 F P Durbin-Watson

.627 .394 .357 2.656 .367 1.473

(주: *= p<.1, **=p<.05, ***=p<.01)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R=.627 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회귀 식에 대한 =.394으로 3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사업가형, 혁신가

형, 권력가형)이 종속변수인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대한 전체 설

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2.656, p 는 .367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 는 1.473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Tolerence)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도시관리 기능

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인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대한 유의확률 .083,

값은 .116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79,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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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30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혁신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79, 값

은 .152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혁신가형

기준으로 해서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95, 값은 .176으로 나타나 양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95, 값

은 -.123으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83, 값은 -.114으로 나타

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원이 높은 권력자형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긍정

적인(+)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이 기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기타 통제변수 중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은 도시 관리 기능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요인 중

에는 인구 규모와 고령인구비율이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각각 양

(+)과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구분에 따르

면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자치구에 비해 도시관리 기능 예산비중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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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중개인형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에

비해 ‘행정 관리’기능의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기능 분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행정관

리 기능 분야의 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가설 4>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앞에서 정의한 변수들을 토대로, 독립변수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외에 통제변수들을 통제한 후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해 보았다. 또한, 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 그리고 중개인형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이 종속변수인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리더십 유형별로 기준을 세워서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리더십의 영향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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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상수항 1.206 1.428 .155

리더십

유형(1)

(중개인

기준)

사업가형 .349 .103 1.305 .193 .687

혁신가형 .420 .034 .410 .682 .640

권력가형 .282 .145 1.851 .066* .691

리더십

유형(2)

(사업가형

기준)

혁신가형 .450 -.055 -.628 .531 .557

권력가형 .346 .018 .191 .849 .457

중개인형 .349 -.125 -1.305 .193 .463

리더십

유형(3)

(혁신가형

기준)

사업가형 .450 .064 .628 .531 .413

권력가형 .445 .097 .784 .434 .277

중개인형 .420 -.047 -.410 .682 .319

리더십

유형(4)

(권력가형

기준)

사업가형 .346 -.015 -.191 .849 .696

혁신가형 .445 -.068 -.784 .434 .569

중개인형 .282 -.144 -1.851 .066* .710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소속정당

(여당=1)

.242 -.057 -.811 .418 .854

이전경력

(공무원=1)

.286 -.075 -1.050 .295 .841

재임여부

(재선이상=1)

.239 .039 .560 .576 .882

나이 .018 .045 .631 .529 .851

<표 4-6> 행정관리기능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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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요인

인구밀도 .000 .156 1.365 .174 .329

인구규모 .000 -.139 -1.406 .161 .439

고령인구비율 .026 -.141 -1.227 .221 .322

지역

요인

지역_시 .444 .377 3.104 .002** .289

지역_군 .550 .492 3.184 .002** .179

R  수정된 F P Durbin-Watson

.387 .150 .099 2.922 .001 1.788

(주: *= p<.1, **=p<.05, ***=p<.01)

분석결과 회귀 식에 대한  =.394으로 3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사업가형, 혁신가형, 권력가형)이 종속변수

인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대한 전체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2.656, p 는 .367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 는 1.473의 수치로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Tolerence)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

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행정관리 기능

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의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인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대한 유의확률 .066,

값은 .145으로 나타나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가형 리더십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은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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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혁신가형 리더십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은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권력가형 리더십 기준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확률 .066, 값

은 -.144로 나타나 음(-)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 통제변수 중 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요인 모두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구분에 따르면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자

치구에 비해 행정관리 기능 예산비중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종합적 분석

위에서 분석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

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별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Yates모형에 따라 분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 비중을 합산한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7>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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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기

준

1

중개인형 리더십의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중개인형< 권력가형)

중

개

인

2

사업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

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가형 < 사업가형)

사

업

가

3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

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 사업가형)
혁

신

가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

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권력가형)

4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

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 권력가형)
권

력

가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

장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개인형<권력가형)

결

과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개인형과 혁신가형에 비해 권력가형과 사업가형이 경제 산

업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경제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와 보

건 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을 통해 살펴본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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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기

준

1

중개인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가형<중개인형)
중

개

인
중개인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권력가형<중개인형)

2

사업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업가형<혁신가형)
사

업

가
사업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업가형<권력가형)

3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가형<혁신가형)
혁

신

가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가형<혁신가형)

4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권력가형<혁신가형)
권

력

가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권력가형<중개인형)

결

과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중개인형과 혁신가형이 사업가형과 권력가형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 기능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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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기

준

1

중개인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의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개인형<사업가형)

중

개

인

2

사업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낮게(-) 나타났다.

(혁신가형<사업가형)

사

업

가

3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사업가형)
혁

신

가
혁신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권력가형)

4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혁신가형<권력가형)
권

력

가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개인형<권력가형)

결

과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원지수가 높은 사업가형과 권력가형이 중개인형과 혁신가

형에 비해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표 4-9>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을 통해 살펴본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9>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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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기

준

1

중개인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의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개인형<권력가형)

중

개

인

2

사업가형 리더십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혁신가형 리더십을 가

진 단체장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유의미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

업

가

3

혁신가형 리더십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

십 유형은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

신

가

4

권력가형 리더십 단체장에 비해 중개인형 리더십을 가진 단

체장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중개인형<권력가형)

권

력

가

결

과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개인형<권력가형)과 같이 적극 지수가 낮은 중개인형과

권력가형 중에 상대적으로 자원 지수가 높은 권력가형의 단체장이

중개인형에 비해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질서 및 안

전, 교육 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 합산을 통해 살펴본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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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논문은 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1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치

적 경제적 자원을 보여주는 자원지수와 혁신성 및 활동성의 정도를 보여

주는 적극지수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을 사업가형, 혁신가

형, 권력가형과 중개인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리더십 유형이 행정 기능유형에 따라 구분한 경제 산업 삶의 질

도시 관리 행정 관리 기능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선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가형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대포적

인 단체장은 서울시의 은평구청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도 서울시의 용

산구, 성동구, 강남구 지역의 단체장과 부산시의 수영구 단체장, 경기도

의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지역의 단체장 등 주로 도시형 자치단체장이

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혁신가형 리더십 유형의 단체장은 서울 노

원구, 영등포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

시, 충남 논산시의 단체장으로 자원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

로 공약을 이행하고 정치적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가형 리

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장은 과천시, 구미시, 수원시, 안양시 등

으로 주로 수도권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중개인형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금산군, 삼척시, 곡성군, 신안군, 군위군 등으로 재정여

건과 정치적 자원이 부족하며 단체장의 혁신성도 약한 농촌지역의 단체

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별 예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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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자원 지수가 높은 사업가형 리더십과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 지수를 보유한

혁신가형과 중개인형에 비해 경제 산업 기능의 예산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자원 지수는 낮지만 적극 지

수가 높은 혁신가형이 사업가형과 권력가형에 비해 삶의 질 기능의 예산

비중에 긍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선

행연구들과는 달리, 중개인형 단체장의 경우에도 사업가형과 권력가형에

비해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있어서는 자원이 풍부한 권력가형

리더십이 개발 정책인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가형의 경우에도 도시 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이 혁신가형과 중개인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행

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의 경우에도 중개인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

지수가 높은 권력가형 단체장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삼아,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지자체의 예산

이나 지출정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들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을 주로 단체장 이전 경력을 중심으로 기업가형, 행정가형, 정치인형 등

으로 구분하여 단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원과 그들의 활동성 및 혁신성을 고려하는 데 미흡하였다. 그러한 점

에서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Yates(1977)

이론과 고경훈(2010) 연구를 발전시켜 한국 기초 자치단체장의 혁신성

및 활동성 측면도 보다 객관적인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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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리더십을 특성론

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황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떠한 정치적 전략과 정책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해 리더십 유형과 행정 기능유형별 예산비중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자원지수와 적극지수가 모두 낮은 중개인형을 기준으로

각 리더십 유형에 따른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관리 행정관리 부문의 예

산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권력가

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중개인형 단체장에 비해 경제 산업 도시관

리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권력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이 중개인형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 분야의 예산 비중에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가형 리더십을 가진 단체장도 중개인형 단체장에

비해 삶의 질 분야의 예산 비중에는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자원지수와 혁신지수가 중

개인형에 비해 높은 권력가형과 사업가형에서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3년간의 세출예산비중의 합산)이 낮게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의 하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매

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던 ‘2014년 민선 5

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자료에서 대다수의 단체

장들이 대표적인 공약과 이행 완료한 공약들의 성향이 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보다는 개발 사업과 경제부흥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

서 사업가형과 혁신가형 리더십의 유형이 중개인형에 비해 복지정향을

보이는 삶의 질 기능보다 개발정향을 보이는 도시 관리 및 경제 산업 분

야의 비중에 정(+)의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는



- 82 -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을 Yates의 리더십 모형에 따라 구

분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적 차이 및 영향력을 밝혀내었다는 점

에서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본래 보고자 한 독립변수는 자치단체장의 리

더십이지만, 연구 결과,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관리 행정관리 부문의 예

산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요인 중에는 소속정당이 여당인 경우

경제산업 기능 예산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밖에 도시 관리, 삶의 질, 그리고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에

는 개인적 특성인 단체장의 소속정당, 나이, 재임여부, 이전 경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은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관리, 행정관리 기능의 예산비중에 모두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승종(2002)은 정책결

정자의 정책선호는 구체적으로 단체장의 경우는 복지수요가 큰 대도시의

단체장은 복지에 대한 고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도시 지역인 자치구에 비해 시와 군 지역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비중을 보여주는 삶의 질 기능의 예산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인구요인을 살펴보면 인구당

면적을 보여주는 인구 밀도는 경제 산업과 삶의 질 기능의 예산 비중에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

록상의 인구수를 통해 살펴본 인구 규모는 삶의 질 기능과 도시관리 기

능의 예산비중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령화인구비율은 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산업 기능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 기능의

예산 비중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및 지역 요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요인 가운데에서도 각 지방

자치단체의 도시화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별 예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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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분석대상인 표본 수가 213명의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이었는데

이는 총 227명 가운데 공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장들

을 제외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표본의

수가 질적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리더십 유형과 실질적인 정책결정 사례

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여건상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책적 선호와 정책정향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지방재정지출 결정요인으로는 단체장의 리

더십 요인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상황과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던 경제적 자원인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도 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Yates(1977)와 고경

훈(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기준인 정치

적 자원, 경제적 자원, 혁신성 및 활동성의 정도를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

구 검토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각 리더십 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도 분석 모형이나 연구 설계 부분에 있어서 단체

장의 특성이나 지역 요인 등 더미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기타 통제변

수들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리더십 요인

에 재정자립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통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예산비중의 영향력을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단

체장의 리더십 외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

설계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다중회귀분석을 할 때에 통제변수

들을 한 번에 넣고 회귀모형을 돌리기 전에 독립변수, 독립변수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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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단체장의 개인적 특성),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2(지방자치단체의 환

경적 요인)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독립변수인 리더

십 유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라

할 수 있다. 추후 리더십 유형화 방법 및 연구 설계 방법의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과 변수들을 추가한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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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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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Head’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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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local chief executives is crucial because they are the highest

decision makers in local policy decision. Therefore,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will adopt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within the financial and

political resources depending on the local government chief’s leadership type.

Especially, the leadership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s significant in

deciding the local expenditure budget as they have the authority to draw up

the budget within their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is thesis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local chief executives’ leadership styles

when deciding on annual expenditure budgets in local governments.

This thesis classifies the independent variable, leadership styles of

two hundred thirteen local chief executives who won the fifth local

election in 2010 by applying Yates(1977) model developed in

「Ungovernable City. Local chief executives differ along two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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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the amount of 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 and the

degree of their activism and innovation during their tenure. With

these two criteria, the leadership types of local chief executives were

classified to four types of leadership: Boss, Entrepreneur, Crusader,

and Broker.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are as follows; Among

two hundred thirteen local chief executives, there were seventy seven

boss type, thirty nine entrepreneur type, twenty seven crusader type,

and sixty nine broker typ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thesis is the total amount of the expenditure budget

ratio from 2011 to 2013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City Management’, ‘Economy Industry’, and ‘Quality of Life’.

After controlling other variables such as the local executive chief’s

pers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demographic factors and

regional factors, the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style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local public expenditures ratio in local

governmen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 heads with entrepreneur type of leadership g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local budget expenditure ratio in both ‘economy

industry’ and ‘city management’ functions compared to the crusader

types of leadership. Also, the local government heads with

entrepreneur type of leadership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local

budget expenditure ratio in ‘quality of life’ functions compared to the

crusader types of leader. Second, the local chief executives having

crusader type of 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expenditures ratio in ‘quality of life’ function about social welfare

with strong political will, even though they did not hav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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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and financial resources compared to the entrepreneur type of

leaders. The local chief executives having crusader type of leadership

had positive effect on the local expenditures ratio in ‘economic

industry’ function compared to the entrepreneur type of leaders. Third,

the local government head showing the boss style of leadership

positively affected the local expenditures ratio in ‘economic industry’,

‘city management’ functions compared to the broker types of leaders.

Lastly, the local chief executives with the broker style of leadership

negatively affected the local expenditures ratio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function compared to the boss types of leaders.

With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Yates(1977) mentioned in his study, the

result of this thesis empirically showed that Korean local government

heads also adopt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and put different priorities

according to their leadership style based on their political, economic

resources and political will, that shows their activism and innovation

level in policy decisions. Another main point of this thesis is the

relationship in between local government heads’ leadership and budget

expenditures that portrays their policy preference and priority in

decision-makings. Even though there were limitations to examine all

two hundred thirteen leaders’ different political strategies and effects

to each types of local government’s functional budget ration in detail,

this finding contributes to the thesis by putting a practical analysis

on local government heads’ leadership types and their politic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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